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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사회 양극화와 함께 교육격차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면서 교육복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복지와 관련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떠한
재원으로,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합적 관리 체제의 부재로 인한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문제, 시혜적 관점으로 인한 수혜대상자의 낙인효과
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를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제한적인 관점을 넘어 관과 민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제기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조정하는 혁신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즉, 본 연구는 종래의 교육복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새로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재검점하고,
일련의 교육복지 정책과정에서 집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수혜자 입장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은 비단 교육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시대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중앙과 지방,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의 역할을 새로이 모색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및
학교, 지자체,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를 성심껏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도 치하합니다.
2018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연구요약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이 연구는 “의사결정 및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대상자 입장에
서 지속가능하며 향상된 교육복지 서비스의 수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
신을 통하여 교육복지 실현 기반의 조성에 기여한다.”는 연구의 목적에 기반하여 다음을
연구의 문제로 한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모형
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축･운영 현황과 특징은 무
엇이며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구축 및 운영 중인 주요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거
버넌스는 어떠한 특징과 강점･약점을 갖고 있는가? 넷째, 향후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어떻
게 혁신되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함께 교육복지 및 거버넌스 관련
이론들을 분석하고, 주요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델파이 조사,
초점집단면담(FGI)과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1.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분석 모형
교육복지는 본질적으로 교육문제로서 “교육에서의 평등”을 기본적 이념으로 하여, 해당
국가･사회의 여건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혜 대상들과 수
혜 수준을 준거로 교육 영역에서의 불평등 및 교육소외를 해소하고 방지하는 국가･사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이러한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들이 연계･협력하는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에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대
상, 목적, 내용, 주체, 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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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청소년들 모두에게
- (목적)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적인 교육수준에의 도달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 (내용)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 (주체) 학교･공공･민간이
- (방식) 상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연계･협력하는 교육복지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

한편,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그 내부에서 교육복지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교･공공･민간
3주체가 상호간의 신뢰･조정･합의･참여를 통해 연계･협력하는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등 거버넌스의 조
직･운영에 작용하는 비가시적 힘인 ‘기반적 구조’ 그리고, 거버넌스의 조직･운영 과정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칙인 ‘제도적 규율’과 상호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모형에서 기반적 구조와 제도적 규율의 설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확
정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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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 체제 모형은 학교, 공공, 민간이 같은 수준으로 협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지극히 이론적인 논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특정
주체의 협력 정도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관련 정책
사업들이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참여 주체들의 협력 정도가
탄력적으로 구축･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 체제 모형을 토대로 ‘상황
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당초에 여기서의 ‘상황’은 정책과정 중
어느 단계에 속하고, 해당 정책이 어떤 대상과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
주하였다.

[그림 2]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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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의 실제를 분석한 결과, 주체들의 협력 정도 및 모습 등
의 변화는 당초 제시한 것과 같은 정책과정 또는 해당 정책의 특성에 따라 뿐만 아니라 보
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비전과 목적의 공유
정도, 사회적 이슈화 수준,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 정도, 중간조직의 활성화 정도,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지역에 기 구축되어 거버넌스의 운영 수준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실제
운영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이는 특히 당초부터 교육복지 정책사
업 및 관련 거버넌스들이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고려하여 가급적 세부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영역과 요소들로 구성한 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주체, 내용, 제도적 규율, 기반적 구조, 운영(체계/과정), 성과 등 6개 영
역에서 29개의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틀을 작성하고 실제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표 1> 교육복지정책 운영사례 분석틀
영역
①
주체

요인

영역

이슈 제기 세력

비전의 공유

결정 및 집행 주도 세력

전담조직 및 인력

참여･지원 세력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반대･저항 세력

⑤
운영
(체계/과정)

취지･필요성
②
내용

③
제도적 규율

목적･목표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매체
전달체계
주된 협력 시기

대상

주된 협력 방법

프로그램

협력의 충실도

(협력) 관련 법령(훈령, 자치법규 포함)

갈등 조정

주체별 내부 규정(사업운영계획 포함)

사업 지속기간

MOU 등 외부규정과 협약

목표의 달성정도(효과성)

사회･문화적 여건
④
기반적 구조

요인

정치･경제적 여건

⑥
성과

대상자의 포괄성 및 대상자 만족도
의사결정의 민주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참여주체 간 사회적 관계
(협력, 경쟁, 갈등 관계 등)

긍정 또는 부정의 외부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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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현황 및 특징
두 번째 연구문제인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이
러한 특징을 유발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초점집단면담(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경우, 주
체 영역에서는 ‘공급자 주도형 거버넌스’, 정책내용 및 기반적 구조 영역에서는 ‘사업 중심
거버넌스’, 제도적 규율 영역에서는 ‘분절적･단기적 거버넌스’, 운영 및 성과 영역에서는
‘실적･결과 중심 거버넌스’ 등과 같은 네 가지 특징적 현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리고 각 영역의 주요 현상과 특징, 영향요인은 다음 <표 2>와 같았다. 다만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오직 교육복지 거버넌스에만 작용하는 요인들이라기보다는 교육복지 거버넌
스의 측면에서 보다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특징 및 영향요인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 및 특징
영역 및 특징

- 시작단계에서의 배제: ‘상의하향식 거버넌스’
1. 주체:
‘공급자주도형
거버넌스’

- 분절적 역할의 주체들: ‘부서 간 칸막이 문화’
- 권익에 따른 저항과 변모: ‘각자의 이권 추구하기’
- 민･관 주체 간 권력관계의 형성: ‘상황에 따른 갑을 관계’

2. 정책내용 및
기반적 구조:
‘사업 중심
거버넌스’

영향요인

주요 현상 및 내용

- 개념과 취지에 대한 비 합의: ‘교육인가 복지인가’
- 개별 사업으로의 세분화: ‘핵심이 빠진 단절적 접근’
- 지역별 네트워크 기반의 불균형: ‘지역 간 격차의 심화’
- 이슈화에 따른 추진력의 변화: ‘시류에 흔들리기’

- 법과 규정으로 인한 협력과 교류 저하: ‘정보 접근 및 공유의 한계’
3. 제도적 규율:
- 찾기 힘든 역할 규정: ‘근거 없는 기준과 책임’
‘분절적･단기적
- 거버넌스 지원 제도의 미비: ‘네트워크･협력에 대한 부족한 지원’
거버넌스’
- 관 인사제도에 따른 노하우의 단절: ‘사라지는 전문성’

-

주체의 거버넌스 참여 시기
사업담당자 간 접근･교류의 수월성
노조 및 이익집단의 저항･지원 정도
주체별 사적 이익의 발생 여부
주체 간의 균형성(수평적 권한관계)

-

정책개념･비전에 대한 이해･합의 정도
사업의 분절성과 중복성
지역 네트워크 자원의 충분성
정치적･사회적 관심 및 화제성

-

사업관련 근거법령 및 제도의 정합성
역할 및 업무규정에 대한 명확성
책임규정 및 제도에 대한 타당성
사업담당자(주체)의 역할 지속성

-

전달체계･전담조직의 지속성(안정성)
예산운용 관련 지역의 권한 및 자율성
정책성과점검 방식 및 목적의 적합성
사업통합･구현 관련 학교의 역량

- 상시적 전달체계와 전담조직의 부재: ‘지속성과 체계성의 상실’
4. 운영 및 성과: - 사업별 실적 중심의 성과주의: ‘인위적 네트워크로의 연결’
‘실적･결과 중심 - 사업통합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 확보: ‘사업 간의 벽 허물기’
거버넌스’
- 학교 내부 역량을 통한 성과 도출: ‘사업이 아닌 학생을 위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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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교육복지정책 거버넌스의 특징 및 강점･약점
현재 구축 및 운영 중인 주요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거버넌스 각각이 어떠한 특징과
강점･약점을 갖고 있는가의 분석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천받은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
업, 2) Wee프로젝트사업, 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 4)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5)
온종일 돌봄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은 분석의 다양성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집중 추진 중인 두드림학교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분석은 앞서 제시한
모형 및 틀에 따라 정책문서나 관련 선행연구물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초
점집단면담(FGI) 결과의 추가 분석, 별도로 실시한 학교 및 교육청 방문 면담 조사의 결과
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거버넌스는 ‘지역형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주체별
로 전담 또는 총괄 부서를 만듦에 더하여 다양한 수준의 촘촘한 네트워크형 연계･협력 기
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지속적인 홍보와 연수 등을 통해 각 단위별
역할과 기능을 확고히 하면서 우리나라에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비전과 추진 기반을 구축
하게 한 대표적인 예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중심에서 지
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반면에 시작 이후 유사 사업이 계속 나타나면서, 주요 주체 간의 실질적 연계･협력 체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 Wee프로젝트 사업은 공식적으로는 1차(학교: Wee Class)-2차(지역: Wee Center)
-3차(시･도: Wee School)의 단계적 ‘중층형 거버넌스 모형’을 띠고 있으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잘 갖추어지고 안정적인 거버넌스로 이야기되고 있다. 다만, 비전 및 목표의 명확한 공
유, 다양한 상담인력의 신분보장 미흡, 상담 이후의 교육적 연계 기제 확대라는 과제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을 이루지 못하
고 기본적인 제도적 규율을 훈령 수준에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거버넌스는 ‘대상중심형 중앙 정부 주도의 분리적 거
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는데, 중앙 수준에서는 합동 기획 등 부처 간 연계･협력이 나름 이
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지역 수준에서의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은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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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된 기간이 1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도
적 규율은 연계･협력을 비공식적 기제에 의존하도록 하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다
만, 점차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조되면서 중앙의 관 중심에서 지역의
중간조직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넷째,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주된 운영 주체가 단위학교인 두드림학교 사업
의 거버넌스는 ‘학교중심형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역별, 시･도별 지원 체제가
중층으로 있지만 결국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의 주체들이 연계･협력하는 모습
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개인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지원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대상학생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 규정을 확보
함에 더하여 독자적인 개별법의 입법화를 시도하는 등 국가 수준의 강력한 실현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의사결정의 민주성 제고와 함께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연계･협력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협의체 및 컨트롤타워 구축, 조례 제정, 돌봄공간 확대 등 지역의 돌봄 생
태계 기반 구축을 지향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은 산재해 있는 기존 정책사업들을 연계하면
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갖추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부협력형 거버넌스’의 모
습을 띤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돌봄 생태
계 구축이라는 기반적 문제에 접근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다만, 비전 공유의 확대, 기존
의 관련 정책들이 노정한 갈등과 잘못된 인식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상명하복의 획일적인 전달체계로 되어 있지 않다.
추진주체나 정책속성(목적, 내용, 대상 등), 비전과 목표의 공유정도, 사회적 이슈화 수준,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 중간조직의 활성화 정도,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지역의
거버넌스 운영 수준 등 다양한 상황결정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상의 내
용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한편, 전술한 각 모형별로 중요한 상활결정요인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지역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에서 가장 중
요한 상황결정요인은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과 지역 내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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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Wee프로젝트 사업이 대표적인 예인 중층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의 경우는 중간
조직의 활성화 정도이며, 다문화 학생 지원 사업이 해당하는 대상중심형 교육복지 거버넌
스 모형은 세부적인 정책대상이 중요한 상활결정요인이었다. 또, 두드림학교 사업이 해당
하는 학교중심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은 추진주체와 정책목표, 특히 정책목표의 공유
정도였으며, 마지막으로 온종일돌봄정책이 해당하는 정부협력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
은 사회적 이슈화 수준과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 정도였다.

[그림 3]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에 터한 주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유형화

이와 같이 현재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상명하복식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다양
한 상황결정요인에 따라 그 모형을 달리한다. 그리고 그 모형의 속성에 맞게 사업이나 정
책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을 구
상하게 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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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선 방향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 기본 방향1. 의존성의 경계: 교육복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 기본 방향2. 획일화의 경계: 상황 탄력성의 제고
∙ 기본 방향3. 전치 현상의 경계 : 학생과 학교 중심성의 견고화

그리고 1) 제도 및 여건 개선, 2) 교육복지 협의･지원･추진 체계의 재조직화, 3) 역량
확충, 4) 운영개선 등 4개 영역으로 유형화한 총 21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및 주요 내용
영역

혁신 방안
① 제도적 규율의 조기 안정화
② 가칭 교육복지사 제도의 정착

Ⅰ.
제도 및 여건 개선

③ 교육복지기금(안)의 도입 및 운영
④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과 상호 보완적 연계 체제 구축
⑤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로의 단계적･선택적 전환
⑥ 교육복지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구축
① 층위별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

Ⅱ.
교육복지 협의,
지원, 추진 체계의
재조직화

② 중심 주체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탄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③ 중간조직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의 유기적 활동 촉진
④ 복지예산(목적사업비) 통합 지원 확대 및 학교 자율 선택사업제 도입
⑤ 학교통합예산제 운영 및 사업비 정산 간소화

－ ix －

① 전문가 집단의 선순환적 활용
② 허브(hub) 역할 담당 인적자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
Ⅲ.
역량확충

③ 교육복지 정책사업 담당 및 참여자들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블루카드제 도입
④ 관련 사례의 축적 및 공유를 통한 주체들의 실천 중심 역량 함양
⑤ 학교 차원의 교육복지 실천 역량 강화
① 비전과 목표의 합의 및 공유 체제 구축
②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재구조화

Ⅳ.
운영개선

③ 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추구
④ 교육복지 사각지대 ZERO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강화
⑤ 교육복지 정책사업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한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

핵심어: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상황결정요인,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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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현 문재인정부는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 전략으로 ‘포용적 복지국가’, ‘보육과 교육의 국가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책임진
다는 것으로 ‘교육복지’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 뿐 교육복지의 실현
을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있어서 복지국가의 개념이 오래전부터 통용된 것과 달리 교육복지
의 개념이 등장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교육복지 문
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8년 김대중정부 시절에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터 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양극화와 함께 교육격차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면서 이의 적극적 해소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던 것이다.1) 그리고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교육
수준조차 누리지 못하는 교육소외 현상,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있지만 교육내용과 방법･환
경 등이 맞지 않아 나타나는 부적응 현상, 가정의 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1) 국가수준에서 1997년에 “교육복지 종합대책 1997-2001”을 처음 발표한 이후 2001, 2008, 2017년 등 교육복지 종합
대책이 주기적으로 수립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교육복지 관련 정책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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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교육의 전 과정에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이혜
영･강태중･김수영, 2004) 속에서 교육복지에 관한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래의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 논의와 실천 정도가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즉, 서구 선진 국가들의
복지 정책은 보호적 관점에서 생활장애의 극복 및 제거 그리고 관리 개념이 담긴 시혜적 ‘복
지(welfare)’를 넘어 상호적인 ‘사회적 돌봄(social care)’ 개념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모
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교육복지 논의와 실천은 아직 이에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아직까지 시혜적 복지 개념을 크게 넘어서고 있지 못한 우리의 경우에는 교육복지
역시 여타의 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이
라는 한계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얼마만큼을), 어떻게, 어떠한 재원으로 투입할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편적 복지론과 선택적 복
지론이 대립된 무상급식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었는데 이러한 갈등은 추후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복지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등 일련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지
금까지 강조되어 온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및 갈등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뜻한다.
또한, 교육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아동･학생
등을 대상으로 나름의 의미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통합적 관리 체제의 부
재에 따른 다른 사업들과의 중복 문제 혹은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 제한된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원 위주의 사업 방식에 의한 사업의 관행화,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낙인
효과, 기타 시혜적 관점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와 정책적 노력은 그 필요
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련 논의가 교육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라는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원이 지
난 2011년을 기점으로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됨으로써 동 사업이 국가사업
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된 것과 같이 교육복지정책사업은 국가-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단위학교의 수직적 중층구조 그리고 교육자치단체-일반자치단체-지역
사회의 수평적 복합구조 하에서 관리･운영됨에 따라 참여･소통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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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에 대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과거 국가중심의 배타적이면서 독점적인 통치(governing) 및 정부(government)
를 지양하며 시장 또는 시민사회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새
로운 공동체적 운영체제, 제도,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조직 및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최창의
외, 2016: 28)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정책형성 과
정의 의사결정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과 이를 평가하는 과정 등 일련의 모든 정책과
정에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자들이 협력과 소통을 매개로 하는 공동의 구조와 활동,
자원 공유 등이 임의적 형태가 아닌 공식적인 활동으로 조직된 개념으로 점차 확대(조철
주･장명준, 2011; 최창의 외, 2016 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래의 교육복지정책 및 관련 사업들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거버넌
스의 관점에 따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사회적으로는 갈등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수혜자 입장에서 보다 향상되고 통합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를 모색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연구는 현재 다양
하게 논의되고 있는 ‘교육복지’라는 용어를 재개념화하고, 현행 ‘교육복지정책사업’의 실태
및 관련된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를 파악하여, 정책･사업 추진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민주
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대상자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하며 향상된 ‘교육복지서비스’의 수
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와 같은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방안을 모색함은 중앙의 교육행정권한을 지방으
로 적극적으로 이양하며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시대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
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에 있어서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의
역할을 새로이 모색함에 중요한 사례로 다른 분야의 교육행정권한 배분 및 연계･협력 문제
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즉, 이 연구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넘어
교육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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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문제
이 연구는 “의사결정 및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대상자 입장에
서 지속가능하며 향상된 교육복지 서비스의 수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
신을 통하여 교육복지 실현 기반의 조성에 기여한다.”는 연구의 목적에 기반하여 다음을
연구의 문제로 한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모형
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축･운영 현황과 특징은 무엇이며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구축 및 운영 중인 주요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거버넌스는 어떠한 특징과 강점
및 약점을 갖고 있는가?
넷째, 향후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는가?

2

연구의 내용

가. 교육복지 거버넌스 분석 모형 도출
1) 교육복지 및 교육복지정책 관련 이론 분석

◦ 교육복지 개념 및 범위 분석
◦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분류 및 이념과 함의 분석
2) 거버넌스 관련 이론 분석

◦ 거버넌스의 개념 변화 분석
◦ 거버넌스의 유형 분석
3)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교육복지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선행연구 경향 분석
◦ 교육복지(정책)관련 행･재정 및 지원･전달 체제 등 관련 선행연구 경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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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복지 거버넌스 분석 모형 도출 및 설명

◦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 요소 분석
◦ 분석 모형 도출 및 모형 설명

나. 주요국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
1) 자유주의 복지체제로서 미국
2) 보수･조합주의 복지체제로서 프랑스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로서 핀란드
4)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다. 현행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
1) 다양한 층위의 의사결정자 및 정책집행자 시각에서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가) 주체 측면
나) 정책내용 및 기반적 구조 측면
다) 제도적 규율 측면
라) 운영 및 성과 측면
2) 시사점

라. 주요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사례별 거버넌스의 실제적인 구축 및 운영 과정, 맥락 분석
2) 사례별 해당 교육복지정책 거버넌스의 특징, 성공 또는 실패 요인 분석

마.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1) 기본 방향
2) 구체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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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도･여건 개선
나) 재조직화
다) 역량확충
라) 운영개선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분석
◦ 교육복지, 거버넌스 등 이론적 문헌 분석
◦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 관련 법령 및 실태 문건 분석
◦ 주요 교육복지 정책사업 관련 정부･교육청･학교 정책 문건 및 통계자료 분석

나.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 교수 및 연구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교원, 민간 전문가 등 20명
◦ 교육복지의 재재념화
◦ 거버넌스 기반 교육복지 분석 모형의 타당성 검토
◦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사례 분석 대상 선정

다. 초점집단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분석
◦ FGI 참여 대상 : 5개 집단(집단별 각 5명 총 25명)
- 교육부 전･현직 관계자 집단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전･현직 관계자 집단
- 일반지방행정기관 전･현직 관계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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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단체 및 관련기관 전･현직 관계자 집단
- 단위학교 관계자(교원 등) 집단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집단별 2시간 정도 진행
- 도출된 교육복지 거버넌스 분석 모형에 기반한 영역별 FGI 질문 개발
- 집단별 교육복지정책 및 사업의 의사결정･집행 등 정책과정의 특징 및 주요 요인 분석
-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 분석
- 교육복지정책 및 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안 탐색

[그림 Ⅰ-1] 연구내용별 적용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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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례 분석을 위한 기관(학교 포함) 방문 및 면담조사
◦ 사례 분석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 교육청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방문
◦ 관계자(정책담당자 및 실행자) 및 학생 등 수혜자 면담 조사

마.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 교육복지 및 거버넌스 관련 이론가, 실천가 중심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시 운영
- 분석 모형의 타당성 검토
- 외국사례 시사점 검토
-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검토
- 사례 분석 대상 추출의 타당성 및 분석 결과 검토
- 개선 방안 검토 등

◦ 자문진 구성
- 김경애(한국교육개발원), 김민희(대구대학교), 김병찬(경희대학교), 김영삼(서울특

별시교육청), 김인희(한국교원대학교), 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한국교육
개발원), 박주호(한양대학교), 배영직(세명초등학교), 양병찬(공주대학교), 오지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장덕호(상명대학교), 하봉운(경

기대학교) 등

바. 전문가 워크숍
◦ 교육 및 복지 전문가, 교육복지 전문가, 현장 실천가 등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교육
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워크숍 실시
◦ 연구결과의 파급 효과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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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가.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교육복지, 교육복지정책, 교육복지사업 등 유관 용어들의 개념 및 범주의 재정립
◦ 거버넌스 이론의 교육복지 영역에의 적용
◦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새로운 분석 모델 제시
◦ 국가, 시･도, 지역, 학교 등 각 단위에서의 교육복지정책의 입안, 실행, 평가, 환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요인별 상호 관계 등에 관한 이론 정리
◦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정리 및 향후 관련 분야 연구 선도

나.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종합적인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델 제안
◦ 국가, 시･도, 지역, 학교 등 각 단위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델 제안
◦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의 우수 사례 확산
◦ 교육복지 정책과정 전반의 현장적합성 제고
◦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시대에 적합한 교육행정의 굿 거버넌스 사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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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연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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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분석
1. 선행연구 분석
2. 교육복지 및 거버넌스 이론 분석

Ⅱ. 문헌 분석

Ⅱ

문헌 분석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이 장은 크게 선행연구 분석과 함께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관련 이론에 대한 분석 결
과를 담고 있다. 우선 제1절에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특정 사업 또는 특정 초점 대상을
위한 정책 실현 수단이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룸으로써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연구
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연구들의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이론적 배경이 되는 교육복지 및 거버넌스의 이론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교육복지의 개념 및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과 함께 거버넌스의 개념과
적용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1

선행연구 분석

교육복지 관련 선행연구물들을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2) 하나
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등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복지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또는 확대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소외계층･농산어촌･
학교밖 청소년･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소위 취약계층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논의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교육복지의 개념이나 범위 또는

2) 진해경(2013)은 “한국 교육복지 연구 동향”이라는 연구를 통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등 총 596편의 연구물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가 82.9%에 달했고 교육 분야
및 기타 분야는 각각 12.9%와 4.2%를 차지했음을 보고하면서 아직은 학제 간 연구가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지적했으
며, 연대별로 연구주제 변화를 보면 제도화와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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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등을 검토하면서 향후에 교육복지정책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함께 그 실현을 위한 토
대를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행연구들을 유형화할 때 교육복지 거버
넌스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는 각 연구 결과로 제시된 방안들을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거버
넌스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앞의 두 영역의 연구들에서 보다 많이 찾아 볼 수 있지만, 총론
적 개념에서는 마지막 분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즉, 거버넌스를 어떤 개념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육복지 거
버넌스 문제를 직접적인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를 찾아보기는 그다지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2011년에 이혜영･류방란･김경애･김경희･김민희가
수행한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이다. 그러나 거버넌스 문제를 정면으
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전술한 세 번째 분류에 속하는 연구들의 경우, 전체적인 교육복지정
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거버넌스를 다룬 것들이 다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김정원･김성식･김원경･김홍원･김흥주･문무경･박효정･이병환･이
선호･이재분･임연기･정역식･최상덕･최정윤･한만길(2008)의 ｢교육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장덕호･김성기･박경호･손병덕･유기웅･윤철수･이덕난･하봉운(2012)의 ｢미래지향
적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류방란･김경애･김성식･이윤미･정연순(2013a)
의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복지의 발전 과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특정 사업 또는 특정 초점 대상을 위한 정책 실현 수단
이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룬 김정원 외(2008), 이혜영 외(2011), 장덕호 외(2012), 류
방란 외(2013a)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방법론적 관점에
서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를 교육분야에 접목시켜 연구한 최창의･서용선･김혁동･홍섭근･
김용련(2016)의 ｢혁신교육지구사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발전 방안 연구
｣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아래에서는 직접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혜영･박재윤･황준성･류
방란･장명림･이봉주(2005), 이시우･박기병･노기호(2005), 김정원･이은미･하봉운･이광현
(2008), 고전･황준성･신지수(2009) 등 교육복지체제 구축과 관련된 법제 연구들 그리고,

양병찬･조금주･김은경･이윤정･박혜원(2013), 남진열･양창용(2013), 현외성･마은경･이은
정(2013) 등과 같이 교육복지 유관사업 통합 운영 모델들을 개발하고자 했던 연구들, 또
이태수･정무권･이혜영･박은혜･윤철경･김현숙･윤철수(2005), 류방란･이광현･이기준･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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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현대호(2010)와 같이 교육복지 지수 개발 및 DB 구축과 관련된 연구들도 교육복지 거
버넌스와 관련된 중요 선행연구들로 각 세부 영역에서는 심도 있게 분석되고 다루어질 것
이다.

가. 김정원 외(2008)의 ｢교육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김정원 외(2008)의 연구는 교육복지 거버넌스만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다. 그러
나 ‘교육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함께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연구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새로운 구축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교육복지’의 개념을 “적어도 한 사회에
서 설정하고 있는 교육에서의 최소 기준에 모든 국민이 도달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국민
이 처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필요한 교육을 받아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혹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교육복지정책수립의 중요 원칙으로
‘통합(inclusion)의 원칙’, ‘의미있는 학습 경험의 원칙’, ‘능동적 시민 양성의 원칙’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대상 집단을 ‘사회적 취약집단’과 ‘교육최소기준 미달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에 ‘교육복지지원체제 구축’을 더하여 주요 정책 영역을 크게
세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교육복지지원체제 구축’ 영역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체
제 구축, 교육정보화 기반 확충, 교육복지를 위한 행정･법･제도적 지원체제 구축, 교육복
지재정 확보’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는바,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 구축과 교육정
보화기반 확충은 모든 정책 대상이 해당되는 포괄적인 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교육복지
지원체제 구축 영역에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거버넌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복
지를 위한 행정･법･제도적 지원체제 구축, 교육복지재정 확보의 세부 내용으로는 맞춤형
교육복지에 적합한 행정체제의 정비(행정단계별 전담부서 설치), 안정적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교육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복지지수 개발, 교육복지 추진 우수
행정기관･단체에 대한 평가 및 보상, 교육복지정책 지원 관련 위원회 운영, 그리고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교육복지 지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각급학교
역할 규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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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혜영 외(2011)의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이혜영 외(2011)의 연구는 ‘교육복지 유관 정책’을 “초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취약
집단 아동･청소년이 학습을 비롯한 모든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복지, 문화,
건강, 심리･정서 등 제반 영역에서 다각도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책들
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복지 통합 체제를 구안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복지 통
합적 지원 체제를 “취약 집단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목표로 통합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 사업을 입안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직접 지
원을 제공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 기관 간 연계 협력 체제”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관 사업들이 실시됨에 따라 학생 중심이 아닌 정책 중심의 현상이
나타나는 정책의 주객전도 현상, 분절적 사업 시행으로 인한 종합적 결과 확인 곤란, 중복
과 사각지대 발생 우려, 투자되는 재정 규모에 비한 비효율성,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 과중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연구 과정을 거친 후 결론적으로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정책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체제의 구축, 단위학교 사업 운영 개선이라는 3가
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책사업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는 사업 계획과 배정의 단위학교 중심으로 전환, 정책사업들의 정규 교육과정 내 통합･운
영, 장기적･총체적 전망과 단계별 목표를 갖는 지속 사업으로 개발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추진 체제 구축 측면에서는 사업 계획과 배정 방식의 개선, 중앙･
시도･지역･학교 등 모든 수준에서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3) 단위학교의
사업 운영 개선 측면에서는 취약 집단 학생 발굴 및 관리 체제 강화, 학생에게 적합한 프로
그램 중점 개발, 추진체제 측면에서 총괄･상호조정･연계의 역할을 하는 교감의 역할 재정
립 및 학교장의 교육복지 리더십 발휘,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 장덕호 외(2012)의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장덕호 외(2012)는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적 차원의 개선과제를 발
굴･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현행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진단･평가, 교육복지 개념과 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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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정, 교육복지수요의 발굴･분석, 교육복지 법제화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구체적
인 연구내용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현행 교육복지정책을 Gilbert & Terrell(2004)에서 제
시된 할당(who), 급여(what), 전달체계(how), 재정이라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하나로 교육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지
방정부-민간기관 간에 통합･연계･조정･협력, 교사･교감･교장의 교육복지 서비스에 대한
참여와 전문성 향상, 교육복지 전문가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 그리고 이들을 통한 지역사
회 자원의 적극적 활용, 지역 및 현장 중심의 자율성 강화 형태의 교육복지 전달체계로의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교육복지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에 의한 서비스적 관
점에서 공급하되, 수혜 대상자를 행정적 관점에서의 ‘수혜 의무자’가 아닌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갖는 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미래형 교육복지 모델을 ‘학교-지역사회 연계 모형’
으로 제시하였는데 1) 교육복지사업의 통합적 수행을 위한 학교 운영 체계, 2)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 강화를 위한 교육복지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3) 교육복
지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가의 안정적 배치 및 사례 관리 강화를 제시하
였다. 그리고 중앙에는 교육복지현황시스템 개발을, 교육청에는 교육복지 운영위원회의 구
성 및 가칭 교육복지사의 채용･관리를, 학교 단위에서는 교육복지부서의 신설을 통한 협력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복지를 보편주의에 기반하여 넓게 정의하되,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현실적 필
요주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실현해 나갈 제도적 청사진을 법률안에 담아야 한다고 하였다.

라. 류방란 외(2013a)의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복지의 발전 과제｣
류방란 외(2013a)의 연구는 교육복지정책이 사회통합 실현과의 관련성 속에서 지역단위
로는 교육공동체 형성의 모습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전제로 취약집단의 특성과 취약집단의
중첩성 문제, 교육활동 혁신 성과의 미흡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 가능성,
진로탐색과의 연계 문제, 서비스 전달체제로서의 의미를 벗어난 통합적인 추진 체제 설계
문제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 취약집단 대상의 교육지원 정책들인 경우, 대
상은 구분되지만 개별 학생들이 겪는 교육 관련 취약성은 학습경험･학업성취･학교적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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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학교 진학 등과 같이 얼마 간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프로
그램은 비슷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대상 집단별로 취약성이 다르더라도 통합운영 방식의
교육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 원인의 보완에 그치지 말고 대상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 교육적 취약성 자체를 보완하여야 하며, 총체적인 개별 학생들의 취약
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프로그램이 아닌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방식이 요구
됨을 제언하였다.
또한, 혁신학교 사례 및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를 토대로 교육
복지 정책은 취약집단의 취약성 및 여건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과 학생 참여 증진 및 학습
소외를 예방하는 정책이 함께 양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취약집단의 학생들
이 겪고 있는 진로 취약성의 유형 및 양상은 ‘돌봄 부재로 인한 사회적 기술 미형성’, ‘역할
모델의 부재로 인한 진로 인식의 협소함’, ‘학습경험 부재로 인한 학습 부진’, ‘학교급간
돌봄 연계 부족과 사회구조로 인한 좌절’로 정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돌봄배움-진로가 통합된 진로교육체제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현 교육복지체제의 문제점으로 결핍모형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상화
관점을 가지게 하는 전달체제, 사업 운영의 경직성을 야기하는 하향식 사업 추진, 유관사
업임에도 분절 운영되는 사업 체제, 교육부문의 개별 사안에 대한 개별 접근, 부처별 행정
라인 주도, 지역사회 간 소외 현상 격차 등을 지적하면서, 교육복지체제는 기존의 관리형
패러다임이 아닌 참여를 통한 성장 지향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는 교육복지 철학과 비전의 정합성 유지, 학습자 성장 최우선 고려, 공동체성의 견지, 통합
성 견지 등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더하여 학생 생활세계 중심, 다방향 순환적 연결, 제도
와 운동을 결합한 에너지 생성 등을 원리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권한과 함께 리더십을 나
누는 수평적 방식에서 지역의 통합적 교육복지체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중앙 수준에서는
유관 부처들 간 협력체제, 시･도 및 지역수준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를
이루고 실제 의사결정과 협의과정은 이들과 함께 외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국가교육복지위
원회, 시･도교육복지협의회, 지역교육복지협의회에서 담당하면서 이들을 국가 교육복지정
책센터와 시･도교육복지연구센터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실제 활동
이 이루어지는 중추는 지역 수준으로, 지역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
는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센터가 중심으로 작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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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창의 외(2016)의 ｢혁신교육지구사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적 교육거버
넌스 발전 방안 연구｣
최창의 외(2016)의 연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추진 중인 대표적인 시･도인 경기, 서
울, 전북의 사례를 ‘교육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을
갖고 교육 특히 교육복지정책 및 사업을 분석함에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최창의 외
(2016)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종래 국가주도의 배타적･독점적 통치나 정부를 지양하고 정

부 이외에 시장 또는 시민사회 등과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구축･형성해 나가면서 새로
운 공동체적 운영체제, 제도,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
가고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갈등 완화와 협력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지역교육거버넌스는 협력적 체제여야 하는데 이것은 다양한 모델 가운데에서도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지향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굿 거버넌스는 민주성과

동시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효율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주체 간 참여 확대와 정보교류, 의견수렴을 통한 협의도출
과 반응성 같은 민주적 가치도 지향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적인 의사결정 체제 구축,
공동체 교육운영 및 지원체제 마련, 교육공동체 리더십 구축, 소통과 연대를 위한 공동체
적 문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사업비전(추진
배경, 사업목적, 참여주체와 역할), 거버넌스(조직, 예산, 규정),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학교
교육과정 사업, 지역 특성화 사업, 지역 교육력 제고 사업)을 영역 및 항목으로 하는 준거
틀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터하여 1)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비전 설정 및
공유(아동･청소년 및 지역공동체를 위한 비전 설정,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는 현실
적인 목표수립, 교육주체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비전 공유와 역할 분담), 2)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협치를 위한 협력적 조직 구성, 규모보다는 책임에 근
거한 예산 편성, 협력의 구속력을 위한 규정 마련), 3) 지역화한 교육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지역공동체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재구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한 지역특성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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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지역의 교육력 제고 사업)의 측면에서 정책제언을 하였다.

<표 Ⅱ-1> 국내 선행 정책연구보고서 분석
구분

1

2

22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명: 교육복지 마 ▪문헌 연구
스터플랜 수립 연구
-실태 분석
▪연구자: 김정원 외 -정책 추진 현황 분석
(2008)
-정책 추진의 성과와
▪연구목적: 교육에서의
한계 분석
계층 대물림 현상 강 -주요 해외 사례 분석
화 경향에 대응하여 ▪주요 추진과제 개발
새 정부가 이후 지속
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주요 정책 영
역별 추진 과제 개발

주요연구내용
▪교육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배경과 추진 방향
▪정책 과제별 주요 추진 과제
1. 사회적 취약집단 지원
1)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생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학교 지원
-농산어촌 학생 지원
2)신취약집단 및 장애학생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새터민 학생 지원
-장애학생 지원
2. 교육최소기준 미달집단 지원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학생 지원
-저학력 성인 교육기회 확충
3. 교육복지지원체제 구축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 구축
-교육정보화기반 확충
-교육복지를 위한 행정적, 법･제도적 지원체제 구축
-교육복지재정 확보

▪연구명: 교육복지 통 ▪문헌 연구
▪교육복지와 통합적 지원의 개념
합적 지원체제 구축 ▪질문지 조사
-교육복지의 개념과 대상
방안 연구
-조사대상 : 2개 이상 교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
▪연구자: 이혜영 외
육복지 정책 사업을 운영 -통합적 지원의 의미
(2011)
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와 ▪교육복지 유관 정책 사업 실태
▪연구목적: 유사한 목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담 -교육부 및 타 부처의 교육복지 유관 정책 사업 추진 실태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방과후학교,
표와 내용으로 추진되
당자 4,500여명
Wee프로젝트,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등 5가지 교육부 사업
고 있는 교육부와 유 -조사내용 : 정책사업 운
∙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등 보건복지부 사업, 여성가족부의
관부처 교육복지 사업
영의 문제점, 역점 사항,
CYS-Net 사업
들의 운영 실태에 대
애로사항, 유관 사업 간
한 심층 분석을 통해
중복성과 연계 실태, 학 -부처 간 중복사업의 연계협력 실태와 문제점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
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단위 학교의 교육복지 유관 정책 사업 운영 실태
<실증분석: 설문지>
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협력 실태
-사업 전반, -통합적 지원 체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사례 연구
를 해결할 수 있는 방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사례 분석>
외에 취약 집단 학생들을 -유관 정책 사업 배정, -추진체제
안 마련
위한 정책 사업을 복수로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 -통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청(4곳) 및 학교(초 4곳, -사업 예산 운영
중 4곳)
-교육지원청과 지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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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현장방문 및 후속 면담 ▪교육복지 통합 체제 구축 방안
-정책 사업 간 연계협력 -교육복지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총체적･통합적 지원 체제,
교육복지 기능의 유기적 연결 체제, 추진 기구 간 역할 및 기능
실태 및 문제점 심층 분
분담과 협력 체제, 교육복지 통합적 관리 체제의 관점에서 방
석, 통합 지원 체제 구축
안 제시
방안 탐색
▪전문가 워크숍
-구체적으로 1)정책 사업 패러다임 전환, 2)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추진 체제 구축, 3)단위학교의 사업 운영
개선 등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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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미래지향적 ▪국내･외 문헌 분석
▪현행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 -교육학, 사회복지학, 학 -중앙정부 교육복지정책의 방향 및 추진 체계
과 과제
교사회복지학, 아동학 및 -현 중앙정부 교육복지 정책 지원 현황 분석
▪연구자: 장덕호 외
청소년학 등을 망라하는 -시도교육청 교육복지 정책 지원 현황 분석
(2012)
학제적 접근 방식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 정책 지원 현황 분석
▪연구목적: 우리나라 ▪의미연결망 분석
▪교육복지의 개념과 비전 재설정
교육복지의 현황과 문 -교육전문가 그릅과 사회 -교육복지의 재개념화
제점, 제도적 차원의
복지전문가 그룹으로 구 -교육복지정책의 가치와 비전 제시
개선과제 발굴 제시를
분한 FGI 실시 결과를 ▪교육복지수요의 발굴 및 분석
통한 미래형 교육복지
토대로 한 의미연결망분 -미국 교육복지 모델 변화 탐색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석(semantic network -교육복지 연구 설문에 의한 수요 분석
-미래형 교육복지 모델의 개발･제시: 학교-지역사회 연계 모델
analysis)
▪설문조사
▪교육복지 법제화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교직원, 지역교육청 교육 -교육복지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향
및 교육복지 전문가, 학 -가칭 교육복지법 제정
-정책적지원 방안
부모 대상
∙ 교육복지 담당 조직 및 전달 체계 정비: 가칭 국가교육복지위
-교육복지의 개념 및 범
원회 구성･운영, 교육복지사업의 전달체계 구축
위, 현황, 정책 관련 만족
∙ 관련 부처 및 기관별 역할과 과제
도와 중요도, 법제화 방
∙ 교육복지사의 임용과 활용 방안
향, 서비스 전달체계, 재
∙ 교육복지 재정관리 방안
정, 단위학교 교육복지
모델 등 분석
▪전문가협의회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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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교육공동체를 ▪문헌 분석
▪통합적 교육복지의 주요 쟁점
지향하는 교육복지의 ▪조사 자료 분석
-사회통합, 교육형평성, 교육복지
∙ 목적: 교육취약성의 특성 -교육격차해소와 교육공동체
발전 과제
▪연구자: 류방란 외
분석
-교육복지 정책의 주용 쟁점
∙ 활용데이터 : 청소년정
∙ 정책적 표적 집단과 통합적 접근
(2013a)
책연구원의 ‘한국아동･
▪연구목적: 교육복지정
∙ 교육활동 혹은 지원활동
청소년패널조사 2010
∙ 진로 찾기
책의 내부 혁신, 갱신
∙ 정책과 운동: 추진 체제
Ⅰ’의 중학교 1학년 패
기회 마련에 도움을
▪취약집단의 설정과 교육복지 정책(취약계층 학생의 충첩성)
널의 2차년도 데이터
주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한 ∙ 분석 방법 : 가정의 취약 -교육복지 초점 집단과 관련 정책
성과 학교에서의 교육적 -집단별 교육취약성의 성격
과제를 제시하고 각
취약성의 연결에 관한 -취약 집단의 교육위약성의 구조
과제별로 전문적 독자
구조방정식 모형 설계 -향후 과제
성을 지닌 논의 전개
▪교육활동 혁신을 포용하는 교육복지(교육활동 속에서 구현되는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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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교육복지)
▪면담자료의 수집과 분석
-교육활동 혁신과 교육복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추구
지정책의 접목 가능성 탐 -혁신학교 사례: 학교중심의 교육공동체 추구
색, 통합적 진로교육 방 -교육활동과 지원활동의 결합모델 탐색
▪통합적 진로 교육의 모색
안 탐색
∙ 혁신학교운영에 대한 -진로교육의 통합성
교육적 소신, 해당 학 -학교 진로교육 체제와 정책
교의 교육활동, 교육복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취약학생의 진로 환경과 특성
지사업에 대한 이해, -취약 학생을 위한 통합적 진로교육의 방향
학생들에 대한 통합적 ▪교육복지체제 탐색: 통합적 지역교육복지체제를 중심으로
지도의 노력 및 교육방식 -교육복지체제의 지향과 핵심 요소
∙ 교육적 취약 학생들의 -교육복지 체제 설계
취약성에 대한 이해, ▪교육복지 발전 과제 제안
교육적 취약성이 진로 -취약집단을 망라하는 포괄적 교육복지 정책
탐색에 미치는 영향 혹 -취약집단 지원을 넘어선 교육활동의 질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정책화
은 관련성, 취약학생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교육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탐색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 안팎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교육적 지원 방향
▪협의회 및 토론회 : 연구 -추진 주체별 정책 방안
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 및 토론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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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혁신교육지구 ▪문헌연구
사업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담당자 심층면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교육청 관계자 및 지자체
행정 직원 대상 실시
발전 방안 연구
▪연구자: 최창의 외 ▪정책전문가 포럼
(2016)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
연구
▪연구목적: 혁신교육지
구사업에 있어서 교육
자치와 일반자치의 연
계의미를 파악하고,
준거틀 마련을 통해
혁신교육지구사업 운
영 현황에 대한 다차
원의 비교 분석을 실
시한 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사이의 지속
가능한 협력적 교육거
버넌스 체제를 제도화
하기 위한 방향 제시
및 정책 제언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개념 및 현황
-혁신교육지구 개념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의 개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현황
▪혁신교육지구사업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비교분석
-준거에 대한 구분과 내용
-사업비전, 교육거버넌스,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별 혁신교육지
구사업 비교
▪정책담당자의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진단: 협력적 교육거버
넌스 구축을 위한 면담 분석
-경기, 서울, 전북 등 지역별 분석
▪정책제언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비전 설정과 공유
∙ 아동･청소년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비전 설정
∙ 지역의 교육적 요구가 반영된 현실적인 목표수립
∙ 교육주체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비전 공유와 역할 분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 협치를 위한 협력적 조직 구성
∙ 규모보다는 책임에 근거한 예산 편성
∙ 협력의 구속력을 위한 규정 마련
-지역화한 교육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 지역공동체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재구성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한 지역특성화 사업
∙ 지역의 교육력 제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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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및 거버넌스 이론 분석

가. 교육복지의 개념
19세기 들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과 복지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져야할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적 개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해방과 전쟁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 건설
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교육부문에서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기 시
작하였다(전주성･임경미･김미자, 2016).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교육복지라는 용어가 사
회적으로 자주 회자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대통령교육정책자문위원회나 교육개혁위원
회와 같은 교육분야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컸다(박재윤･황준성, 2008: 52).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90년대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대로
인한 소득불평등, 저소득층의 문제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이와 맞물려 교육불평
등, 교육격차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
후 교육복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더불어 이에 따른 정책의 수립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복지와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접
근을 통한 교육복지의 개념화에 대해 논의하고 그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복지와 복지제도
복지의 사전적 개념은 “행복한 삶”이다.3) 또한 복지는 영어로는 welfare, 한자로는 福祉
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뜻한
다.4) 따라서 국가의 복지제도 또는 정책은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 또는 정책이다. 복지
또는 행복한 삶은 국가의 목표이고, 복지제도 또는 정책은 복지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제
도란 일반적으로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5)를 말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3. 23. 인출
4) 위키백과. 2018. 3. 23. 인출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3. 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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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
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 방침”(정정길, 2010: 35)이다. 따라서 복지제도 또는 복
지정책은 국민의 복지와 관련한 국가의 법령 또는 정책을 가리킨다. 국가의 복지제도 또는
정책을 설계할 때 우선 복지의 사전적 개념인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복지
제도 또는 정책의 대상과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양질의 삶을 보장할 것인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것인지, 또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편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기구를 통해 취하
는 활동을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며,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에는 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사
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있다(이명남, 2008). 사회보험과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양질의 삶을 위해
어떤 영역에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지의 결정은 정치적 과정을 통한 국민
의 합의와 국가의 재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로
운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나 현재 제공 중인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변경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복지제도에 관한 입법을 하고 행정부의 집행을 감시하는 것은 정치적
과정의 일부이다. 또한 국민들이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국가에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현재의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주장 역시 정치적 과정의 예이다.

2) 교육과 복지의 관계로 보는 교육복지의 개념
교육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는데 있어 교육과 복지 개념 간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분
석하는 것은 교육복지라는 용어가 ‘교육’ 그리고 ‘복지’라는 두 단어로 결합되었기 때문이
라는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교육복지를 이
해하려는 시도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하 장덕호･김성기･유기웅･윤
철수, 2015: 14-15. 참고).
첫째, 교육에 복지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내재적 관점’으로, 교육과 복지를 다른 영역
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교육과 복지의 목적이 같거나 교육목적에 충실하다보면 복지의 목적
도 달성된다는 입장이다(김인희, 2006; 이돈희 1999; 장덕호 외, 2015 재인용). 이러한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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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은 교육학적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인
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관점은 교육을 사회복지 영역의 하나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즉, 교육을 받고 있
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바로 교육복지라고 이해한다(한만길･김정래･윤여각･윤종
혁, 2000; 장덕호 외, 2015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의 교육은 의식주, 의료, 노동과 같이
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 영역이자 방법으로 보는 입장이다.
세 번째 관점에서는 교육복지를 교육 그 자체가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
반여건으로써 이해해야한다고 한다. 즉, 교육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복지가 그 기반을 제공해야한다는 입장이다(임연기 외, 2013; 장덕호 외,
2015 재인용).

3) 교육과 교육복지의 관계로 보는 교육복지의 개념
교육과 교육복지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도 교육복지의 개념을 고찰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 교육복지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이다. 전인적 성장은 곧 복지의 실현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여러 교육정책은 모두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교육정책과 교육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교육과 교육복지를 동일시할 경
우에 복지에서 중요한 대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학
생들이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Maslow(1954)의 욕구체계론에 근거하여 볼 때, 학교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최상위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와 관련되며, 다음으로는 존경의 욕구, 사회적 욕구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욕구인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복지는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강조한다. 교육복지를 교육의 선결요건으로
볼 경우에 교육복지의 대상과 내용이 다소 협소해질 가능성이 있다. 즉 교육의 내용보다는
인간의 생존과 안전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방치되는
아동의 보호 등이 중요한 교육복지의 과제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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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복지와 사회복지의 관계로 보는 교육복지의 개념
교육복지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업체계와 관련이 있다. 교육
복지를 사회복지와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 그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하여야 하느냐의 문제
가 제기된다. 교육복지와 사회복지는 개념상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복
지 정도는 경제, 사회, 문화,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삶의 조건과 관련이 된다. 행복한 삶
이라는 복지를 위한 각 부분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여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복지제도 또는 복지정책이다. 이러한 일을 국가는 분업을 통해서 수
행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교통과 관련된 일은 건설교
통부에서 수행한다. 복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교육이
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교육부에서 담당할 필요는 없다. 각 사안별로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에 분담할 문제이다.
교육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교육부에서 수행할 때 효율성이 높은 업무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할 때 효율성이 높은 업무가 있을 수 있다. 특정한 업무의 관할
권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다.

교육

교육복지

(예:방과후교육)

(예:방과후교육

사회복지
(예:생계급여)

무료수강권)

[그림 Ⅱ-1] 교육, 교육복지, 사회복지의 관계

위의 그림과 같이 교육은 학습자에 대한 교육활동 그 자체를 말하고, 사회복지는 사회적
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조건을 제공하는 국가적 조치를 말한다.
교육복지는 교육활동이 사회경제적 조건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조
치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방과후교육 그 자체는 교육 프로그램일 뿐이다. 생계급여 그 자

28

Ⅱ. 문헌 분석

체는 교육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일 뿐이다. 교육복지는 이러한 교육활
동과 사회복지적 조치가 결합된 활동으로서 예컨대 방과후교육이라는 교육활동이 사회경
제적 조건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수강권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말한다.
학교 안에서 소위 교육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는 위와 같은 개념으로 엄
밀하게 보면 교육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딱히 구
분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도 있다. 예컨대, 무상급식은 그 자체로는 교육과 무관한 사회복
지 프로그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급여는 급여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육을 위한 것으로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구분은 그것을 어떤 정부부처에서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중요하
다. 즉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관련된 업무 분장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
복지는 그 교집합적 성격(중첩성)때문에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사안별로 주무부처를 정하여 협력적으로 제도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목적 및 대상의 특정에 따른 교육복지의 개념
교육복지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관련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교육복지의 개
념은 전통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장덕호 외, 2015: 15-16). 첫 번
째 관점은 교육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절대적 수준을 보장
하여 한다는 입장이다. 즉 교육복지는 모든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교육 기회의 접근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이혜영
외, 2005; 장덕호 외, 2015 재인용). 두 번째 관점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에 목적을 두고 상
대적으로 취약한 교육 대상 또는 교육 불평등에 처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교육의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의 계층 간, 지역 간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개념으로 교육복지를 이해하
려는 입장이다(정영수, 2009; 장덕호 외, 2015 재인용).
이와 달리 장덕호 외(2015)의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의 개념을 단지 절대적 수준의 보장
과 상대적 격차 해소의 이분화된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교육복지의 공정한
분배 원칙을 기반으로 상대적 소외 및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최소한의 절대적 수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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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두 가지 입장을 아우르는 규범적 행위기대에 부합하는 ‘현실적 필요주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즉, 교육복지는 모든 학생의 잠재력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
되, 최우선으로 교육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 불평등과 부적응
을 해소하고 방지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최소한
의 교육수준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행복한 삶의 영위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장덕호 외, 2015: 16-24).
한편 박주호･김병찬･유기웅･함승환･이지영(2015)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기 가치실현
에 필요한 기본자질 형성 및 성장에 주요 초점을 두고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
를 해소하여 학습에서의 평등지향의 가치를 근본으로 하는 학습복지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관점은 학습복지를 교육복지의 한 영역으로 보고 기존 교육복지의 주요 초
점이었던 교육부적응, 교육소외 등의 예방과 극복에서 학습자 자기 가치실현적 변화와 성
장을 실제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강조한다.

6) 여러 관점에 따른 교육복지 개념 정리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교육복지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한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
념, 내용 및 관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Ⅱ-2> 연구자에 따른 교육복지 개념, 내용 및 관점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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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의 개념

내용

관점(범위)

이기범
(1996)

∙ 교육복지는 복지가 교육에 내재 ∙ 교육복지는 삶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생활복지에의 지원
되어 있다는 상식을 명시화한 개념 인 만큼 같은 목적을 지닌 복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인경석
(1998)

∙ 교육복지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체계임
∙ 사회복지의 큰 틀 안에 교육복지 ∙ 교육복지는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으로써 스스로의 노 ∙ 협의의 교육복지
라는 영역이 존재
력으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 ∙ 광의의 교육복지
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임

성민선
(1998)

∙ 학교사회복지를 교육복지라 지칭

∙ 교육복지는 학교사회복지를 학교환경에서 제공되는 복
지노력 또는 사업으로서 학교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 ∙ 신교육 사회적 관점
성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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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교육복지의 개념

이돈희
(1999)

∙ 교육복지는 교육의 내재적인 가
치를 충실히 실현함으로써 복지
의 목적도 동시에 실현하는 것

∙ 교육복지는 개인의 성장 욕구의 실현이라는 내재적 가 ∙ 교육복지는 상위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 하위개념을 지니지
되는 복지적 동기를 지니며, 복지적 동기에 의한 교육 않으며, 보편성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추구해야 함

이상오
(2000)

∙ 교육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

∙ 교육복지는 학교사회복지로써 교육복지의 핵심내용을
∙ 평생교육 관점
파악하고 이해해야 함

한만길 외
∙ 교육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
(2000)
홍봉선
(2004)

내용

관점(범위)

∙ 교육복지는 그 자체가 의료, 주거, 환경 등과 같은 사
회복지활동이며, 복지실현을 위한 필수과제로서 수단 ∙ 교육에서의 사회보장
적 기능을 가짐

∙ 교육복지는 학교사회복지의 한 ∙ 교육복지는 모든 국민의 교육적 욕구총족을 위한 제반
∙ 평생교육 관점
영역
활동 및 정책을 다루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임

∙ 교육복지란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교육소외 및 교육 불평등
∙ 교육복지는 전 국민이 높은 교육
현상 등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
의 질적 수준을 누리도록 하여,
이태수 외
을 누리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 ∙ 생활복지에의 지원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2004)
회통합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
위해 펼치는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의 총제를
의미함
∙ 교육복지는 교육소외 및 교육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 교육복지의 상대적
그 요인들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의 총체이면서 더 나
요소(교육소외계층
아가 전 국민들이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
강조)
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임

윤철수
(2005)

∙ 교육복지는 교육소외 및 교육불
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
의 활동

김인희
(2006)

∙ 교육복지는
여 정상적인
어지는 상태
복하기 위한

홍봉선,
남미애
(2009)

∙ 교육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평등지향의 가
치를 근간으로 하고 전 국민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
∙ 교육복지는 평등지향의 가치를 기 위해 교육취약집단은 물론 모든 일반국민을 대상으
∙ 교육복지의 보편성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 로 교육기회의 확대에서부터 교육과정, 교육결과에 이
르는 전 과정에 걸쳐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
선해주는 정책, 서비스 및 전문적 활동의 총체임

교육소외를 극복하
∙ 교육복지의 상대적
교육과 학습이 이루 ∙ 교육복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즉, 정의 방법에 따라
요소(교육소외계층
또는 교육소외를 극 교육복지의 성격과 범위가 결정됨
강조)
의도된 노력의 총체

∙ 교육복지는 교육소외 극복을 기
류방란 외
본으로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2010)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
육복지의 절대적 요소를 내포

∙ 교육복지는 누구나 공정한 교육기회 속에서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하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육적 성 ∙ 교육복지의 상대적
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적어도 사회구성원이 갖추어 요소(교육소외계층
야 할 기초적인 공통의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배제되지 강조)
않고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공적 행위임

∙ 교육복지는 교육 기회균등 차원
과 교육의 질적 향상 또는 평등
을 위한 것

∙ 교육복지는 광의의 교육 개념 속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
∙ 교육복지의 상대적
키는 차원에서의 복지, 즉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으로
요소(교육소외계층
하는 교육 기회균등 차원과 교육의 질적 향상 또는 평
강조)
등을 위한 것임

안병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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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동욱 외
(2011)

교육복지의 개념

내용

관점(범위)

∙ 교육복지는 교육격차 해소, 교육 ∙ 교육복지는 삶의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 잠재성의 발
∙ 교육복지의 상대적
소외 해소 등 상대적 격차 해소 휘나 계발,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이나 삶의 실현 등의
요소(교육소외계층
에 중점을 두는 입장과 최소한의 항목은 보편적 개념이나 선별적 개념 모두에서 공통적
강조)
절대적 수준의 보장 강조
으로 드러내는 것임

∙ 학생의 사회･경제･문화적 불평
등 및 부적응을 해소 또는 방지
∙ 교육복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공적 지
교육복지적 서비스 및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경제･문 ∙ 현실적 필요주의
장덕호 외
원으로 이를 통하여 학생의 최소
화적 불평등 및 부적응을 해소 또는 방지하여 최소한의 관점에서의 교육복
(2015)
한의 절대적 교육기준을 보장하
절대적 수준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잠재력 실현이라는 지 강조
고 더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임
한 행복한 삶의 영위 목표로 하
는 것
박주호 외
(2015)

∙ 불평등적 요소의
∙ 학습자 중심의 학습복지 실현을 ∙ 교육접근 기회의 불평등,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의
해소
통하여 자기 가치실현적 변화와 불평등,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학습복지
∙ 학습복지와 생활복
성장을 실제적으로 도모
가 추구하는 목표임
지의 구분

* 출처：박주호 외(2015: 32-34)에 장덕호 외(2015), 박주호 외(2015)를 추가함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복지에 대하여 하나로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몇 가지 공통
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복지영역에서 추구하는
목표보다는 교육영역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더 가까우며 가까워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개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에 방해요
소를 파악하여 제거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복지는 사회의 변
화･발전에 따른 교육적 불평등에 주된 관심을 두고 이를 해소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다만
불평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 수준의 차이 등은 사람들마다 매우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나. 교육복지정책의 등장과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그간의 문제점들을 발견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
복지정책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고, 정부별로 어떤 교육복지정책이 있었는지, 각각의 특
징은 무엇인지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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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복지정책의 등장배경
가) 사회복지정책
교육복지는 사회복지와 다르지만, 교육복지정책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축되기 이전에
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추진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은 교육복지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세계적으로는 1920∼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1960∼70년대의 불황기를 거치면서 복지제도가 도입되고 확장되었다. 우
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위기가 닥쳤고, 그 여파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흐름은 우리사회가 사회복지에
눈을 뜨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의 사회복지정책 특징을 시기별로 나눠보면 ‘성장주도기의 잔여적
복지 도입기’, 김대중정부 이후의 ‘복지 확대기’, 참여정부 이후의 ‘복지와 성장의 균형적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최병호, 2014: 91). 성장주도기에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우
선시되었고, 복지확대기에는 생산적 복지의 기조와 함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해 복지급여를 다양화함에 더하여 저출산정책 등의 영향에 의해 보편적 복
지가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복지와 성장의 조화기에는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또는 맞춤형 복지라는 지향 아래에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여 복지
와 경제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정책기조를 보여 왔다(최병호, 2014).

나) 교육복지정책의 사회적 배경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교육복지정책이 형성되어 왔으나 대표적인 배경을 꼽으라면 다음
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계층 간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소득분배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면서 사회
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살핌은 사회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적 제도인데, 이러한 보살핌의 대상들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중요한 사회적 계
층이동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족구조의 변화 또한 교육복지정책이 나타나고 확대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바뀌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가 빠르게 이뤄짐에 더하여 이혼율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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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부모가정의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문제는 곧 학교에서의 학생문제로
이어져 교육복지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셋째로,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계층 분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도 교육형평성 제고와 관련하여 교육복지정책
의 강화 배경이 되고 있다.

2) 교육복지정책의 변천과정
가) 전통적인 교육복지정책의 전개
우리나라는 무상의무교육으로부터 교육복지정책이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의무교육의
취지는 무상교육을 전제로 취약계층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무상의무
교육정책은 국민의 교육열과 정부의 문맹퇴치라는 의지가 결합(한만길 외, 2000: 23)된 산
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명백히
교육복지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무상교과서정책도 교육복지정책의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특수교육정책은 심신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전통적인 교육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78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1979년부터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전액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방송통신교육은 도서･벽지학교와 같이 기본적 교
육기회나 다양한 교육자원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1980년 후반 이
후 활성화되었던 교육정보화 정책은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정보화매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그 목적과 대상을 고려할 때 교육복지정책의 범주에 포함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전통적인 교육복지정책들은 특별히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일반
국민들 전체에게 실질적으로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사회의 중요 역
할로 인식되고 집행되어 왔다. 특히,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특정대상을 중심
으로 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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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별 교육복지정책
독자적인 교육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역대 정부별로
국가 수준의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영삼정부(1993.2~1998.2) 시절 교육부(1997)는 ｢1997년 교육복지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장애아, 학습부진아, 학교 중도탈락자, 해외 귀국자녀 교육지원 방안을 추진하였
다. 특히,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실의 운영을 제안
하였는데 오늘날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실과 유사하다.
김대중정부(1998.2~2003.2)의 교육복지정책은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
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취약계층의 자녀를 보호하기 성격이 강했다. 이
에 따라 실직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비 지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 교육 및 PC지급을 실시하였다(한만길 외, 2000).
노무현정부(2003.2~2008.2)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2004)가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였는데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시기를 교육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로 많이 이야기
하는데, 노무현정부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은 2003년부터 시행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사업’이다.
이명박정부(2008.2~2013.2) 초기, 교육과학기술부(2008)에서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교
육복지 대책｣에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성 아
래에 1) 중학교 무상교육을 전체 중학생으로 대폭 강화, 2)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전원
급식지원을 100% 수준으로 향상, 3) 장애학생 무상･의무교육 실현, 4)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5) 저학력 성인의 학력취득 경로 다양화의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다.
박근혜정부(2013.2.~2017.5.)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제시하였
고, 고교 무상교육이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자유학기제, 초등학교 돌봄 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복지 공약들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은 만큼 예산 압박으로 인한 연기, 무산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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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복지정책의 범위
본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교육복지정책이란, 학령기 아동･청소년 모두에게(교육복지
의 대상),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독립된 시민으로서
의 삶을 지원함을 궁극적 목적으로(교육복지의 목적),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회･경제･문화
적 불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교육복지의 내용) 시행하는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제시된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에 초점을 둔다면 거의 대부분의 교
육정책을 교육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에 제시된 교육복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여러 가지 교육정책 중에 교육과정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교육소외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들을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불평등, 소외의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들
위와 같이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정책 중에 교육복지정책에 해당하는 것만
을 선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개념을 기회, 조건, 결과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두어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교육복지정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
를 들어,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교육복지정책을 규정한다면, 전술한 것과 같이 의무
교육의 실시나 확대와 같은 교육정책도 교육복지정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의무교육 정책은 특정 단계의 교육 이수를 국민의 의무로 지정함
과 동시에 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이 정책은 실제로 초등학교 교육
의 취학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취학 아동과 미취학 아동
간에 생길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 또는 방지되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교육복지정
책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취학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 역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
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교육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정책이나
고교 무시험 추첨 배정의 내용을 포함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정책
을 계기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취학률이 상승하여, 각각 중학교 교육 기회와 고등학교 교
육 기회의 확대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정책들도 교육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불평등의 문제를 조건의 문제로 본다면, 교육시설이나 교육과정, 교사의 질 등 교
육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여러 정책들도 교육복지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환경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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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예컨대 1970년대의 고교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학교
시설 개선 정책들, 교사 양성 및 선발 체제와 관련된 정책, 교육과정 개정 등의 정책도 교
육복지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국적인 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이나 기초학력
진단 평가와 같은 정책도 일종의 교육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육복지정책의 범위는 해결하고자 하는 불평등, 소외의 문제를 무엇으로 인식
하고 어느 범위로 획정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복
지정책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즉,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의 모든 측면에서 불평등의 해소, 방지와 관련되는 교육정책이라면 모두 교육복지정책
으로 간주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정책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더라도 정책의 실천
에 있어서는 보다 실제적인 기준선이 작동하게 된다. 구체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
으로서 정책은 명확한 정책 대상과 표적을 상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2) 교육취약집단 대상 정책으로서 교육복지정책
교육복지정책의 정책 대상을 특정하는데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 ‘교육취약집단’이
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의 의미는 “교육적 약자로서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특정 집단”
(김정원 외, 2010: 17)이다. 그리고 이 개념 안에는 사회적 취약 집단으로 분류되는 부류와

교육최소기준 미달집단으로 분류되는 부류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과 그 자녀,
도시의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 거주자와 자녀, 농산어촌 거주자와 그 자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자녀, 장애인, 기초학력미달 학생, 학업 중단 및 학
교 부적응 아동과 청소년, 저학력 성인 등이 포함된다(김정원 외, 2010: 17-18). 궁극적으
로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서의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정책의 대상을 ‘유･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아
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하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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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적 영역의 취약 집단 대상 정책들
많은 교육복지정책들이 교육취약집단의 다양한 취약성 중에 경제적 취약함에 초점을 맞추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취약성의 극복은 사회적 취약집단의 교육최소기준 미달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인 듯하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책으로는 교육급여정
책과 교육비지원정책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교육급여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한 국가의 의무지출성 사업
인데 과거 보건복지부와 일반자치단체가 주관하던 것으로 2015년부터 교육부와 시･교육
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 대금,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대상 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
품비를, 고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학용품비에 더하여 교과서 전체와 입학금, 수업료 금액
전체를 지급하고 있다(이선호 외, 2018: 40).
한편 교육비지원정책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까지에 근거한 시･
도교육청 재량적 예산 사업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통상 중위소득
50~60% 이하 계층)에게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및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

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한다.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
기의 정책들 외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의 질을 제고하려는 정책들이나 특
수목적고등학교나 대학 입학생 선발에 소외 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려하는 특별한 전형
을 운영하는 정책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경제적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춘 교육복지정책이
라고 볼 수 있다.

나) 신체적･지역적 혹은 문화적･인종적･언어적인 취약성 집단 대상 정책
경제적인 영역 외에 신체적인 취약성이나 지역적 혹은 문화적･인종적･언어적인 취약성
을 갖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도 있다.
먼저 전통적인 입장에서 특수학교를 확대하거나 특수학교의 교원을 증원하는 정책은 장애
를 가진 학생 즉, 신체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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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교육부, 2017a: 21).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도 지역적인 취약성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책 역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는 통합학교 운영 정책, 통학구역의 탄력
적 적용 정책, 지역 내 학교 클러스터(cluster) 구축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후자에는 농산
어촌 학교에 많은 복식학급의 운영 모델의 개발, 그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도입 등이 포함될 수 있다(교육부, 2017a: 26~27).
그 밖에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예비학
교를 확대한다든가 다문화 유치원의 확대,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대학생
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확대,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은 문
화적･인종적･언어적인 취약성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 2017a: 22~23). 탈북학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문화적･인종적･언어적인 취약성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
램, 진로 교육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7a: 24).

다) 교육최소기준 미달집단 대상 정책
전술한 저소득층, 장애인, 농산어촌 거주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사회적 취약집단을 대상
으로 한 교육복지정책 외에 교육최소기준에 미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들도
있다. 사회적 취약집단과 교육최소기준 미달집단은 개념상 구분이 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 중첩되어 있으며, 두 집단 간의 상호 중첩의 정도는 그 사회의 복지 수준과 반비례한
다(김정원 외, 2010: 18~19).
교육최소기준 미달집단에는 학업 중단 및 학교 부적응 아동･청소년과 기초학력미달 학
생이 있다. 전자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정책으로는 학교 외 다양한 학력
취득 경로를 마련한다거나 위탁 프로그램 지정 등 학교 밖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관리 강화 정책 등이 있다(교육부, 2017a: 25). 후자에는 학습부진
학생들 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력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제반 정책과 특별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이 재학하
는 학교를 특별히 지정하여 운영하는 두드림학교 정책,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습종합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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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는 정책 등이 있다(교육부, 2017a: 30).

라. 거버넌스의 개념과 기존 모형의 한계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교육학과 달리 행정학과 정치학, 정책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
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나름의 중요한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개념, 성
격 및 유형은 아직까지 각 학문 분야와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보
편적으로 합의된 논의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김용탁, 2007; 염재호･김영대･권효진,
2007).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거버넌스 개념 정의를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아래

와 같다.

<표 Ⅱ-3> 국내･외 학자들의 거버넌스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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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내용

박재창(2010)

여러 민간주체들과 정부와의 상호작용이 참여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방
향을 조율해나가는 모든 과정

한승준(2004)

대등한 지위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기존의 계층제 틀을 벗어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체제

김정렬(2000)

넓게는 관리와 정책, 체계 차원을 포함하는 대안적 국정관리 패턴이며, 좁게는 지금까지 정부가 독점한 권력
행사를 대체하는 정책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의 네트워크

원구환(2003)

공공부문의 조직과 민간부문의 조직,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통치 방식 또는 네트워크 체제

이종수(2000)

전통적 행정의 대체 개념으로 기존의 행정 외에 통치를 위한 제도와 방법, 도구와 함께 시민과 정부의 관계
및 국가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개념

Kooiman(1994)

정부･사회의 관계가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작용 관계로 변화하여 역동성과 복합성, 다양성을 강하게 띠는 체제

Rhodes(1997)

최소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시장유인체체의 도입, 굿 거버넌스, 사회적 사이버네틱 체제, 공공-민간부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Stoker(1998)

상호의존성, 자원교환, 게임규칙과 국가로부터의 자율이라는 특징을 가진 조직화된 네트워크

Pierre(2000)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그들 간의 정책을 조정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통치 시스템

Jessop(2000)

상호의존적인 행위자 간의 적극적･소극적 협력을 토대로 장기적 합의를 위한 협상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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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내용

Peters(2001)

제도화되어 있는 정책공동체 내의 이해관계자들 즉, 국가조직과 지자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을 정책과정
에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게 하는 공적 의사결정 형태

* 출처: 김용탁(2007: 272)의 표에 박재창(2010: 11) 내용을 추가함.

특히, Pierre & Peters(2000)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에서 벗
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체적으로 합의 및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행해지는 사회적 통치체제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이며 권위적인 통치체
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열린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협치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현석(2010: 352)은 교육거버넌스의 의의를 기존에 폐쇄성을 띤 교육행정구조에
대한 논의가 정치･행정적으로 확장되었다는 데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교육거버넌스라는
관점을 통해 교육문제 논의의 범위를 단순히 교육계로 국한하지 않고 타 분야로까지 확장
함으로써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와 요구에 대한 이해 역시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거버넌스라는 외래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학자들의 개념 정의나 용
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그것이 국가중심의 통치능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새롭
게 나타났다(Kooiman, 1993)는 것을 보면 국가 중심의 통치행위가 아닌 열린 통치의 개
념을 내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정부(government)가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만
으로도 전통적인 정치-법 제도의 독점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전적인 정부
행위자(actor) 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또는 실제로 EU 등 초국가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전통적인 정부 프레임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Búrca and Scott, 2006: 3; 유은
정, 2016: 192 재인용) 그래서 거버넌스의 개념을 쓸 때는 대체로 정부의 통치행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심지어 시민사회의 작용과 반작용까지 등장하곤 한다. 즉, 시민사회
가 먼저 정부의 통치행위의 방향을 만들기도 하고 정부의 통치행위에 대해 주장과 요구를
통해 방향을 조정하기도 한다.
통치나 지배와 같은 전통적 개념이 아닌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쓰는 이유는 사회
가 복잡해지면서 근대적 국가중심의 통치행위로는 제어할 수 없는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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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일방적인 형태의 통치나 지배가 아니라 다양한 영향력과 네트워크들이 작용하면
서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통해 정부 정책과
제도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학자들은 기존의 지배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는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보고 있기도 하다. 신현석(2010)은 기존의 국가가 주도하는 배타적･독점적인 통치
(governing) 혹은 정부(government)를 대신하는 용어로서 거버넌스를 보았으며, 이를 정

부 뿐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갖춘 새로
운 공동체적 운영 체계와 방식이라고 보았다(March and Olson, 1995; Peters, 1995;
Rhodes, 1996; 권기헌, 2008; 신현석, 2010: 354 재인용). 또한 Kooiman(1993)도 우리

가 살아갈 새로운 세기는 역동적이고 복잡 다양한 특징을 지닌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적이
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낡은 방식의 정부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로 교체
되어야한다고 보았다.
한편, UNDP(1997)는 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거버넌스란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Authority)

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는 또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
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로서 구성된다.”(UNDP, 1997: 1).

2) 거버넌스의 영역
거버넌스는 국가(정부)와 관련되지만 또한 기업과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과 시민
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s)을 포함한다. 여기서 국가라 함은 정치 및 공공부문
을 의미한다.
먼저 국가(정부)는 상호 간 도움이 되는 정치 환경과 법률제도를 창출한다. 민간(기업)은 다
양한 직장과 함께 취업기회를 만든다. 시민사회조직은 정치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이는 시민사회가 정치, 사회 분야에 여러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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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거버넌스의 영역

이러한 원리는 중앙 정부 차원 뿐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정부(Global Government) 차원에서도 가능한데, UN과 같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단체, 국제적인 시민연대 등이 제휴함으로써 세계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가 가능하게 된다(노정현, 2001).

3) 기존 거버넌스의 유형･모형의 한계와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속성
1980년대 이후 학계에서 거버넌스와 관련된 모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신현석(2010: 355)은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거버넌스 모형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표 Ⅱ-4> 운영주체에 따른 거버넌스 모형
운영주체

Peters&Pierre(2005)

Kooiman(2003)

권기헌(2008)

국가
(국가중심)

국가통제모형

계층제 거버넌스모형

→ 전통적 거버넌스모형

사회
(시장 및 시민사회 중심)

자유민주주의 모형
국가중심조합주의모형
사회중심조합주의모형

협력거버넌스모형

→ NPM적 거버넌스모형

네트워크

자기조정네트워크모형

자치거버넌스모형

→ 뉴 거버넌스모형

* 출처: 신현석(2010: 355)

신현석(2010)이 비교하여 제시한 거버넌스 모형을 보면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국가통제 모형이나 계층제 거버넌스 모형, 전통적 거버넌스 모형들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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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으로서 ‘국가중심 거버넌스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모형, 국
가중심조합주의 모형, 사회중심조합주의 모형,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신공공관리적(new
public management) 거버넌스 모형들로 대표되는 ‘사회중심 거버넌스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조정네트워크 모형, 자치거버넌스 모형, 뉴거버넌스 모형으로
대표되는 ‘자율적 네트워크중심 거버넌스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거버넌스
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화 혹은 모형화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통치와
다른 외부집단과의 협치에 가까운 의미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거버넌스 관련 논의들을 보면 마치 국가중심 거버넌스 모형은 통치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서 진부하고 배척해야 할 거버넌스인 것처럼 취급하고, 사회중심 거
버넌스 모형은 시장과 시민사회가 주체화되어 좀 더 진보적인 것처럼 표현하며, 자율적 네
트워크중심 거버넌스 모형은 마치 가장 이상적인 거버넌스 모형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향
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은 시대적 흐름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중심 거버넌스 모형에 입각하여 추진되는 국정운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
닌 경우가 있다. 합리적인 근거와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
는 거버넌스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자율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에 입각해
추진되는 국정운영이 방향성 없이 좌충우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거버넌스 모형은 어느 하나의 선택지로 마무리되는 모형이 아니다. 거버넌스가 작동되
는 대상과 환경, 사안의 속성이라는 상황 조합에 따라 그 거버넌스의 적절성은 달라진다.
즉 어떤 경우에는 국가중심 거버넌스 모형이 적절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중심 거버넌스
모형이, 어떤 경우에는 자율적 네트워크중심 거버넌스 모형이 적절할 수 있다.
특히 교육복지 영역에서의 거버넌스가 그렇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대상도 연령에 따라서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탈북과 다문화,
농어촌 학생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복지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
한 여론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환경도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사안의 속성, 즉 복지정책의 방향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도 거버넌스 모형은 제각각
달라야 한다. 따라서 우선은 이러한 교육복지의 대상과 환경, 사안에 따라 어떤 거버넌스
가 성공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한편,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이 빠르고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데, 특히 굿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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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governance) 또는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등의 개념도 새롭게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를 중립적 개념으로 간주하지만 굿 거버넌스나 뉴 거버넌스는 시민사
회, 작은정부, 민주성, 효율성 등과 같은 특정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가치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김선혁 외, 2006: 박재창, 2010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UNDP(1997)
에서는 다음과 같이 ‘좋은 거버넌스’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Ⅱ-5> 좋은 거버넌스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Participatory
Sustainable
Legitimate and acceptable to the people
Transparent
Promotes equity and equality
Able to develop the resources and methods of governance
Promotes gender balance
Tolerates and accepts diverse perspectives
Able to mobilise resources for social purposes
Strengthens indigenous mechanisms
Operates by rule of law
Efficient and effective in the use of resources
Engenders and commands respect and trust
Accountable
Able to define and take ownership of national solutions
Enabling and facilitative
Regulatory rather than controlling
Able to deal with temporal issues
Service-oriented

•
•
•
•
•
•
•
•
•
•
•
•
•
•
•
•
•
•
•

참여
지속가능
합법, 대국민 수용성
투명
형평･평등의 증진
거버넌스의 자원과 방법 개발
성평등 촉진
다양한 시각의 용인과 수용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자원 동원
토착기제 강화
법적 지배 작동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존중과 신뢰의 생성과 이행
책무성
국가적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주인의식 고취
활성화와 촉진
통제보다는 규제
현안 처리
서비스 중심

* 출처: UNDP(1997: 19)

이와 같이 거버넌스의 개념과 영역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버넌스의 핵심은 전통적인
정부중심의 통치행위를 초월한 시민사회 등 외부조직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일차적으로 가장 단순하게는 ‘정부와
민간영역, 시민사회조직이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형성하는 상호작용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혹시 정부중
심이지 않았는지, 시민사회조직이나 민간영역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
보고 바람직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모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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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교육복지 또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관한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혁신에 필요한 시사점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국
가는 미국, 프랑스, 핀란드, 일본 4개 국가이다. 이 중 미국, 프랑스, 핀란드는 아래의 표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지국가 유형의 대표적인 분류 중 하나인 에스핑-엔더슨
(Esping-Andersen)의 3가지 복지체제 유형6)을 각각 대표하는 국가들이며, 일본은 아시아

권 국가를 대표한다.

<표 Ⅲ-1> 에스핑-엔더슨의 복지체제 유형
자유주의 복지체제
(앵글로-색슨형 모델)

보수･조합주의 복지체제
(유럽대륙형 모델)

∙ 시장논리
∙ 엄격한 심사를 통한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
∙ 사회권에 제한
∙ 공공부조 강조
∙ 가족 및 민간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대표적 국가: 미국, 캐나다

∙ 복지제공자로서 국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역할
∙ 탈상품화 및 재분배 효과에 한계
∙ 남성 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반
영한 조합방식 보험 기반
∙ 사회보험에 기초
∙ 사회복지 제공이 사회적 차이 유지
∙ 대표적 국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
(북구형 모델)
∙
∙
∙
∙
∙
∙

보편적 원리
노동력 탈 상품화에 큰 효과
조세 중심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
사회 보장이 시민권에 기초
대표적 국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 출처: Esping-Andersen(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김경애 외(2012: 26)에서 재인용하며 부분적으로
수정함.

6) 에스핑-엔더슨은 복지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포괄하고 있는 사회총체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으로 보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제도를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와 사회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의 효과에 따라 유형화하였다(최기준, 2003: 5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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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7)

가. 개관
미국의 교육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문제 및 청소년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인영
외(1999)에 따르면, 미국 교육복지는 높은 중도탈락율, 미혼모, 마약, 가출, 청소년 범죄
등의 학생문제와 빈곤아동, 낮은 부모학력, 아동학대, 가족 해체 등의 사회문제와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연방 수준의 거시적 교육복지에는 학업성취 저하
등 국가 수준의 문제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미국 교육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거시적 차원에서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학생, 장애학생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는 학교수준의 정책으로 학교사회복지(school social work) 자격증을 지닌 교육 분야 사
회복지사가 학교에 고용되어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
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미국 교육복지 정책의 큰 갈래는 한국에서의 교육복지(educational welfare)
가 학교사회복지보다는 확대된 개념으로, 학교사회복지에 더하여 보다 교육적 성과를 추구
하는 개념(성열관･백병부･윤경희, 2008)이라고 할 때 다소 상이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례로부터 다음의 점들은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나. 시사점
1) 학교 또는 교육 관련 사회복지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학교사회복지사(School Social Work Specialist)가 학생상담, 정서적 치
유, 학습지원, 가정지원, 청소년 임파워먼트 등 단위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등 단위학교 중
심 교육복지의 구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그만큼 이들의 훈련･양성 및 자격제도
7) 미국 사례는 성열관 교수(경희대학교)에게 의뢰하여 집필된 “미국 교육복지 정책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기반으로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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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전문성 기준이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미국에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유능한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면,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학생 가정, 지역사회와 같이 보다
넓은 범위를 아우르면서 교육(특히 상담)과 사회복지 모두에서 유능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
다는 기대가 있다. 이것은 최근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세계적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기도 하며 주로,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중시하고 있다
(Sung, Kang & Kim, 2015).

즉, 미국 단위학교에서의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
사에 대한 역할기대는 학교와 지역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복지를 제공하
는 것에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학교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학교와 가정 사이의 매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1988년 초중등 학교개선법 수정법(ESSIA: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Improvement Amendments of 1988)으로 인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협의회인 NASW(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전미사회복지사협회)가 1992년부터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전문성을 강조하는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다.8) 그리고 NASW가 자격증과 관련된 주관을 담당한다면, CSWE(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사회복지교육위원회)는 학교사회복지사 등을 양성하는 학사,

석사 교육기관의 인증에 관여하면서 이들의 훈련과 교육이 어떤 프로그램과 표준을 따라
야 하는 지에 대한 안내와 기준(Educational Programs and Accreditation Standards)을
제공한다.9)
한인영 외(1999: 72)에 따르면 미국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전문가 기준은 ① 사
회사업학 석사학위 취득, ② 학위 후 2년 이상의 전일제 실무경력(단, 대학원에서 학교사회사
업을 전공한 경우 전공 시 선택한 학교사회사업 실습을 1년으로 계산해 줌), ③ 슈퍼바이저의
평가, ④ 동료의 추천서, ⑤ 시험(School Social Work Credential Exam)의 합격이다.

8) 전미사회복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socialworkers.org/ (2018. 8. 8. 인출)
9) 미국사회복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we.org/ (2018. 8. 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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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부여의 법적 근거
미국 교육복지정책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부여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료하
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 연방정부차원의 교육복지가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된
것은 1965년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에 의해서인데,
이 법의 제1장에 해당하는 ‘Title Ⅰ’에서 유색인종학생, 빈곤학생, 장애학생 등 소수자에
대한 교육 지원 법안을 포함시키고 있었다(윤창국, 2010). 이와 같은 것이 관례화되어 제1
장 즉, ‘Title Ⅰ’은 연방 수준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이해되기도 한
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대통령이 바뀔 때 주로 이 ‘Title Ⅰ’ 규정을 수정하면서 교육복지
관련 정책들의 예산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입법의 특성상
매우 구체적으로 연방 예산 액수와 예산 사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교육복지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3) 예방과 연구에 기초한 학교사회복지 지원 강조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복지 기조는 예방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즉 예방이 잘 되어

야 복지와 관련된 공공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미국 복지 논쟁에서 매우 중요
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초･중등교육 개혁의 방향으로,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한 초기 교육에의 투자와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 격차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 온 바 있다(크리
스윤, 2013. 참고).

“Studies show students grow up more likely to read and do math at grade level, graduate high school, hold
a job, form more stable families of their own.”(President Barack Obama, State of the Union, February 12,
2013)
“많은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라면서 읽기와 수학에서 평균이상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직장
을 잡아서 더욱 안정된 가정생활을 한다.”(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도 의회연설내용 중)
* 출처: 크리스윤(2013: 12)

한편,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복지 프로그램들은 주로 선별적 복지로 위기 학생 지원과

52

Ⅲ. 외국 사례 분석

관련된다. 특히 위험에 놓인 학생들에게 범죄 피해나 범죄 유혹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아동 방치나 가정 폭력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기, 인종 차별이나 왕따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학생이 없도록 예방하기와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고 치유하는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전술한 학교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맡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예방 중심의 학교사회복지 체제는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중재에 대한 반응이라 불리는 RTI(response to intervention) 정책과 긍정적
행위 지원으로 불리는 PBS(positive behavior support) 정책이 오늘날 학교사회복지에서
나름 공인된 모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들 RTI와 PBS 정책은 학교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행위 등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도와줄 때 보편적(universal) 지원,
선별적(selective) 지원, 직접적(indicated) 지원의 3단계로 접근한다(Kelly, M. S. et al.,
2010).

* 출처: Frey et al. (2009)의 내용을 Kelly, M. S. et al. (2010: 133)에서 재인용.

[그림 Ⅲ-1] 개입 결정의 기초로서 중재에 의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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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을 보면 1차 예방 단계의 실천(primary prevention practices)이라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급이나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학업성취도나 학교 적응 문제 등을 다루고, 두 번째는 학업 실패나 문제 행동
이 발생한 경우에 이 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이 이전의 단계에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치료 등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 지원 방식으로 도와주는 단계이다(Kelly, M. S. et al.,
2010). 1단계에서는 대략 15-20%의 학생이 안전망 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으며, 2단계에

서 이 학생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2단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5%는 3단계의 지
원을 받는다(Kelly, M. S. et al., 201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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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10)

가. 개관
프랑스에 있어서 공교육은 “모든 시민은 그 출발점부터 어떠한 법적 차별도 없이 평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프랑스 공화주의의 국가철학을 완성시키는 기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프랑스 공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기회평등
과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에 근간을 두고 있다. 즉, 프랑스에서는 학생이라
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기회를 가지며, 학업포기나 학업중단 등 학업지속의 어려움에 봉착한
모든 학생들에게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의 평등은 직업선택과 고용기회의 평등으로 이어지는데, 이 점에서 프랑
스 교육정책이 우리 식의 교육복지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기회평등을 강조하는 프랑스 교육정책 또는 교육복지정책은 1980년대 초의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우선교육지역(Zone d'éducation prioritaire, 이하
ZEP)의 설치 시점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언급되는데 당시 강조된 세 가지 노선은 첫째, 학

교의 외부세계 개방, 둘째, 지방분권과 독립성, 셋째, 국가적 기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이었다(김민, 2015a). 그리고 이것은 1986년 당시 교육부장관이던 쟝-피에르 슈베느
멍(Jean-Pierre Chevenement)이 ‘모두를 위한 기회평등의 정책이자 현대사회로 향하는
프랑스를 위한 정책’으로 우선교육정책(Politique d'Education Prioritaire, 이하 EP정책)
을 정의하면서부터(이영란, 2008; 김민, 2015a) 프랑스를 대표하는 교육복지정책으로 자
리잡아 갔다.
그리고 우선교육정책은 1차 및 2차 교육연계망에 의해 작동되는데, 학교단위를 기준으
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을 1차 교육연계망,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2차 교육연계망
이라고 한다. 1차 교육연계망의 경우에는 거점 중학교를 중심으로 다수의 초등학교가 포함
되고, 초등학교에 다시 다수의 유치원이 포함되는 모습을 갖는다(이영란, 2016a). 2차 교
육연계망은 [그림 Ⅲ-3]과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네트워크 간, 그리고 지역사회네트워크 간
10) 프랑스 사례는 김민 교수(순천향대학교)에게 의뢰하여 집필된 “프랑스의 교육복지정책”을 기반으로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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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망이 구축되어 기능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코뮌과 데파트멍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권역별, 직능별 조직화가 이루어져있으며, 학교 안, 그리고 학교에서 다 관할할
수 없는 학교 밖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연계는 관･민교육협력기관과 협력하여 통합교육복
지체제로서 교육연계망을 이루게 한다(이영란, 2016b).

* 출처: 이영란(2016a: 31)

[그림 Ⅲ-2] 프랑스 1차 교육연계망 사례: 크레테일교육청 데스노스 우선교육네트워크

* 출처: 이영란(2016b: 14)

[그림 Ⅲ-3] 프랑스 2차 교육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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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는 교육복지정책의 범주를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지원 및 지역교육 발전에
한정시키지 않고, 도시개발정책과 맞물려 교육지원과 지역사회발전의 균형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 즉, 기업, 기관,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주체가 되어 학교를 중심으
로 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불평
등 해소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다각적이고 중층적인 사회정책이다. 이와 같은 프랑스
의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나. 시사점
1) 학교교육의 순기능에 대한 믿음 속에 중도탈락 방지, 기회평등 구현 등을

위한 교육정책 중심의 우선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교육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당연한 공적 서비스이며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 본다는 점에서, 프랑스 국가철학인 공화주의적 가치와
철학을 내재하고 있음과 동시에 프랑스 공화주의를 실천하는 핵심기제로 삼고 있다. 동시
에 교육은 ‘차별적 보상’과 ‘긍정적 차별’을 실현하는 실천기제로 프랑스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부격차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억제･해소할 수 있는 역할
과 기능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즉, 프랑스는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긍정적 기능과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를 극대화하는 장치와 제도로 우선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지 않고
졸업장을 받는 학업성공이 교육복지정책, 특히 우선교육정책의 핵심목표이며 제1차 교육
연계망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특히 학업성공은 출발점 평등과 밀접하여 어릴 때부터 문
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교사와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전문가들
은 학생의 학업성공을 이끌기 위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2) 학교가 중심이 되어 저소득층 자녀와 그 가족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과 복지의 연계정책 성격을 갖는다.
프랑스의 교육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지원(학업성공)에 한정하지 않고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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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장을 도와 사회에 적응하고 직업을 갖게 하여(교육성공)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갖고 있다. 즉, 프랑스의 교육복지정책은 학업불평등과 교육불평등
의 근원적인 문제배경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경험
이 학업실패의 근원적 원인임을 인식하고 학업성공을 넘어서 교육여건의 개선, 나아가 도
시개발정책과 맞물려 교육지원과 지역사회발전의 균형에까지 그 목표를 확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 교육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사업의
성격은 갖지만,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교육협력과 현장중심의 실천적 교육을 통해 저
소득층 자녀와 가족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과 복지의 연계정책이란 성격을 갖
는다. 이러한 방식과 전략이 제2차 교육연계망의 핵심이며 제2시대의 핵심방향이기도 하
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 기관,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주체가 되어 학교를 중심
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불
평등 해소라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다각적이고 중층적인 사회정책으로 교육복지정책
의 성격이 자리매김되도록 한다.

3) 학교 중심의 협력 체제 속에서 학교 간 연계･협력과 학교 내 전문네트워커가

중시된다.
프랑스는 학교를 중심으로 가족수당기금(CAF), 보건심리교육센터(CMPP), 특별돌봄 및
가정방문서비스(SESSAD), 시청(Mairie), 지역교육지원청(DSDEN), 관･민 교육연계기관인
어쏘시에이션(Association)이 기관 간의 공공서비스 협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제1차 교육연계망인 학교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경우일수록 제2차 교육연계
망인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학교 간 연계･협력을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아울러 학교 간 연계는 물론이고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각 기관의 이해
상충과 사각지대의 발생 및 중복지원의 우려를 중재･조정하기 위해 우선교육정책은 네트
워커를 활용하는데,11) 전문성을 갖는 이 네트워커는 한국의 경우처럼 민간 전문 인력이
아닌 교사경력과 교원 신분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담당한다. 아울러 시청은 도시
및 지역개발관련 담당공무원을 네트워커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선교육정
11) 네트워커에 대해서는 김민･김현수(2014), 김민(2015b), 이영란(2016a)의 연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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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네트워킹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4) 민-관 협력 이전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정부 각 부처의 고유기능과 연관된

관-관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체제 구축과 관련해 민･관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
로 중앙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단위에서의 관-관 협력이 중요하게 다루어
진다. 특히, 학교가 중심이 되는 프랑스의 교육복지정책에서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물론이
고 노동･사회관계･가족･사회연대부와 함께 보건･청소년･체육･일상연합부 그리고 문화･소
통부, 도시정책･주거부 등이 상호 연계･협력하는데, 이는 우선교육정책과 같은 교육복지
정책이 단순히 학교 안에서 수행되는 교육정책의 성격보다는 학교와 노동시장, 지역소득
증대와 같은 종합적인 지역개발정책, 도시개발정책과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하면 교육복지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 혹은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람의 문제, 사회의 문제라
는 점을 정부차원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것은 교육복지정책을 바라보는 프랑스 정부의 관점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즉,
교육복지정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학생의 학업성공이 교육성공까지 견인해야 궁극적인
정책의 성공으로 바라보는 교육부의 시각은 물론이고, 교육성공에 이르는 제반과정에서 요
구되는 각종 공적 서비스들이 각 부처의 고유기능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음을 알고 협력하
고자 하는 부처들의 인식과 실천이 깃들어 있다. 예컨대 우선교육정책 연계망+(REP+)나
대도시 취약지역정책(ZUS)의 경우, 대상학생들의 직업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
동･사회관계･가족･사회연대부가 주무하거나 연계하고, 도시주거환경 정비 및 지원을 위해
도시정책･주거부와 데파트멍과 코뮌이 협력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문화적 결손예
방을 위해 보건･청소년･체육･일상연합부와 문화･소통부가 학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여기서 언급된 부처 외에 다른 부처 역시 교육복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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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제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교육복지정책을 자율적

사업으로 외화시키도록 지원함에 초점을 둔다.
프랑스는 중앙정부 내 부처 간 협력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관-관 협력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핵심사업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구체화시키기 위
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데, 이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교육복
지정책을 자율적 사업으로 외화시키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한국과 달리 중앙정부
는 사업에 따른 예산과 경비를 크게 지원하지 않으며 실제로 지원한다 해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학교로 들어가는 형태를
갖는다. 일예로 우선교육정책을 실시하는 1차 안전망의 대상 학교들은 거점중학교에만 사
업예산을 분배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직접
예산을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으며 지방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다시 여기서
학교에 지원한다.

60

Ⅲ. 외국 사례 분석

3

핀란드12)

가. 개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 모델의 대표적인 국가인 핀란드는 높은 조세율13)을
바탕으로 하여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Hilson, 2008). 이러한 기조 위에서 핀란드의 교육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
으로 교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여겨지며 교육비를 포함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Kela, 2018).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에서 교육복지 정책은 별도로 입안･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인 국가복지제도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구현되어 왔
다. 따라서 교육복지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헌법을 포함하여 교육 또
는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법령 속에서 타 영역 복지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되어
규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ntikainen(2010: 531)은 사회민주주의 교육복지체제에서 강조하는 가치
를 1) 모든 학생의 평등한 사회적 권리 : 보편주의, 2) 모든 학생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 3) 소득 및 성 불평등의 최소화, 4) 완전 교육 지향으로 요약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반
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핀란드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형태는 크게 1) 계층간 통합을 추구하는
종합학교, 2) 낙오자를 방지하는 중층교육 구조, 3) 무상 교육 체제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먼저, 핀란드에서 일원화된 교육체제를 갖게 된 것은 1972년부터 1977년 사이의 종합
학교 개혁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7살에 입학하여 초등학교 과정인 1-6학년 과정을 마친
후 모두가 같은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인 7-9학년을 다니는 것으로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
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즉, 계층 간 통합교육의 이념은 2차 세계대전 후의 북유럽 국가들의
완고한 교육철학이었는데(Hilson, 2008), 이러한 이념이 9년 동안 계층 구분 없는 기본교
육을 받도록 하는 종합학교제도를 탄생시킨 기반이 된 것이다(Finnish Ministry of

12) 핀란드 사례는 김병찬 교수(경희대학교)에게 의뢰하여 집필된 “핀란드 교육복지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기반으로 요약
및 재구성한 것이며, 이 글은 김병찬(2011)의 글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13) 핀란드의 국민 조세부담률은 43.9%로서 OECD 전체 국가들 중 4위이다(OEC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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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Culture, 2018).

또한, 핀란드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사회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이며, 단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않는 교육이다. 어떤 학생에게서 이상한 학습 현상이나 장애가 보이게 되면 보
호자와 즉시 협의하고, 교내에서 해당 학생을 지원할 팀을 구성하여 어떻게 그 학생을 도
와줄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Webb et al., 2004). 즉, 핀란드에서는 낙오자
방지를 위한 보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종합학교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크게 1) 일반교사들이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하는 단계, 2) 학교
내에서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단계, 3) 정규 특수교사교육을 받은 특수교사가 개입하는 단
계, 4) 교원 이외에 심리치료사, 사회사업가, 의사 등 학교 안팎에 있는 복지담당 스탭들이
함께하는 학생지원팀이 담당하는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Rinne et al., 2002). 이러한 조기 개입 체제는 더 심각한 문제나 위기를 사전에 막으려는

핀란드의 전략이기도 하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8;
Sahlberg, 2007; 2008).

* 출처: 김병찬(2017: 160)

[그림 Ⅲ-4] 핀란드 종합학교의 중층교육 구조

핀란드 교육복지의 또 다른 핵심은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무
상교육에 있으며, 고등교육까지의 무상교육도 당시의 공통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큰 정치
적 쟁점 없이 도입되었다(Sahlberg, 2011: 96). 이것은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역량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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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모든 학생들이 모든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인 학비
면제는 물론이며 보다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모든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본
틀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사이에 주로 만들어졌는데 보조금 지원과 대출
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학업지원금, 주거수당, 학생대출에 대
한 국가보증, 교통비 및 식사비 지원 등이 있다.14)

나. 시사점
1) 교육복지를 사회복지체제와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독립적인 사회복지 담당

기구를 통해 각 지역의 지자체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복지제도는 국가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와 긴밀한 연계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 즉 핀란드에서 교육복지제도는 독립적인 제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복지체계, 즉
사회복지제도의 한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의 소관 중앙 부서는 교육부가
아니라 사회복지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rh)이며, 실질적인 운영은 전
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독립 기구인 사회복지지원국(KELA15))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다
(김정현, 2013: 13-14). 또한, 핀란드는 분권화된 정치체제 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참

여가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율
성을 가지고 교육과 보건, 사회서비스 등에 있어 실제적인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Antikainen, 2007;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8). 따라서
KELA의 경우도 중앙본부에서는 전체적인 방향 설정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구체적인

복지 지원은 각 지자체에 있는 KELA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이러한 운영구조는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 및 접근 시에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에 국한하
지 않고 전체 사회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현실

14)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핀란드 사회복지지원국(KELA) 홈페이지 https://www.kela.fi/web/en의 자료를 주로 활용함.
15) KELA는 1937년 설립될 당시에는 주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관리가 주 업무였으나,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그 업무가 확대되어 현재는 연금관리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및 수당, 실업자 복지 및 수당, 의료복지, 건강복지, 학생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KELA, 2018). KELA 본부는 수도인 헬싱키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핀란드 전국에 182개의 KELA 지역사무소가 개설되어 교육을 포함한 지역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근무인원 약 6천여명에 연간예산이 약 130억 유로에 달한다(출처: https://www.kela.fi/web/en(2018.8.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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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교육복지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단지 교육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체제
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를 다루고자 할 때 사회적 관점을 기반에 두
고 접근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와 관련된 논의가
주로 교육계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많은 교육복지 사안들
은 교육계만의 노력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많은 사회의 주체
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함을 인식시켜 주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의 교육복지의 핵심은 학교교육 지원이다.
국가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교육복지가 구현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복지정책의 추진이 학교교육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핀란드 사례에서 확
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다. 즉, 핀란드에서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유아교
육지원, 종합학교 교육지원, 고등학교 교육지원, 대학교 교육지원 등 각 학교급에 따른 차
별화된 지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비롯한 유아교육기관 학비, 종합학교의 학
비･급식비･교재･수업기자재비, 고등학교의 학비･급식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학
수준에서도 학비･급식비･학업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러한 학교급에 따른 지원이 핀란드 교육복지의 중심축이 된다. 물론 통학비 지원, 주
거비 지원 등도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이 역시 학교교육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있어 사교육 등 학교 외의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
고 학교교육 중심으로 거의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핀란드에서 학교교육 중심
의 교육복지 지원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기관인 종합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핀란드에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학교를 통해 교육
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은 핀란드의 교육복지 정책은 교육복지가 국가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 하에서 운
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은 학교교육 지원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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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한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핀란드 교육복지제도는 교육의 전(全) 과정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보다 온전한 교육복지
를 추구하고 있다. 어느 국가든 교육복지의 핵심 이념은 인종, 성별, 지역 및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유⋅초⋅중등교육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무상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단순히 학비･급식비･교재 및 수업자료만 무상이 아니라 교통지원금, 주거수당 등
학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면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고등학교 교육단계부터는 학생들에게 학업지원금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학생 대출 제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즉, 핀란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맞는 교육을 받는 데 있어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온전한 교육복지 체제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교육복지 체
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을 국민들이 기꺼이 수용하기
때문인 것은 사실이다. 각 국에 있어서 교육복지 수준은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더하여 국
민들의 사회적인 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궁극적으로 교육복지는 교육의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 및 보장이 가능한 온전한 복지로 나아가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도 교육복지의 궁극적인 방향 그리고 그 이행 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4) 평등교육이라는 목표의 명확성과 공유가 결과를 이끈다.
핀란드 교육복지의 또 다른 특징은 평등교육이라는 분명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는 점이다. 평등교육은 핀란드 교육의 핵심 철학인데, 핀란드 교육복지 역시 평등교육 철
학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저 속에서 핀란드 교육은 전반적으로 능력과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
한 학생들은 국가가 적극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철학은 교육복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초등 및 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비교적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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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에 더하여 실제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학생 개개인들의 기
대와 학습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낙오자 없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
에서 특수교육 강화 정책도 이루어지는데 핀란드는 세계에서 특수교육이 가장 발달된 나
라로서 그 만큼 교육적 약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핀란드 교육복지정책으로 인해 핀란드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적은 나
라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Sahlberg, 2011), 교육적 성과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OECD, 2010; 2017). 무엇보다도 교육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매우 적으며 교육으로 인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문화를 구축했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
적으로 핀란드 국민들의 행복도는 세계 1위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2018. 3. 15.).

5) 보편적 복지의 큰 틀에서 선택적 복지의 조화라는 운영의 묘가 빛난다.
핀란드의 교육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 운영된다. 핀란드 교
육복지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
한 기본 학비와 기타 비용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선별적인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학업지원금이
나 주거수당의 경우는 부모의 형편이나 본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여유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차등 지원은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듯 핀란드에서 선별적 복지 운영이 잘 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보편적 복지 이념
및 제도가 견고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복지를 논할 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대립하는 양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우리의 풍토에서 보편
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간 조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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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16)

가. 개관17)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교육과 복지는 기본이념을 비롯하여 제도, 학문연구 패러다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격이 다른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은 문부과
학성이, 복지는 후생노동성이 각각 나누어 담당하였는데 하나의 예로 방과후 돌봄의 경우
도 문부과학성의 ‘방과후 어린이교실’과 후생노동성의 ‘아동클럽’이 각각 운영되었고, 유
아교육도 유치원은 문부과학성이 보육원은 후생노동성이 나누어 관장하고 있었다. 지방
차원에서도 교육과 복지가 각각 교육위원회와 수장부국의 복지부국으로 분리되어 있으
면서 취학원조는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아동상담소는 수장부국이 담당하는 형식을 취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청년실업, 어린이 빈곤, 빈부의 격차 심화
및 대물림이라는 문제들이 표면 위로 부각되면서 과거의 성장형 모델에 근거한 지원 시스
템이 맞지 않게 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 교육과 복지가 겹치는 부분이 더욱 많아
지면서 분절적 체제에서 벗어나 연계와 협력 체제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
되었다. 그 결과 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원화, 방과후 어린이교실과 아동클럽의 일체화, 학교
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과 복지를 연계하여 아동과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교육
복지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들로는 ‘취학원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법｣과
전통적인 ｢아동복지법｣ 그리고, 2013년 새롭게 제정된 ｢어린이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교육복지정책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인 ‘어린이빈곤대
책의 대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활동하는 중심지인 학교를 플랫
폼으로 하는 종합적인 교육복지시책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전환기를 마련했는데, ｢아동

16) 일본 사례는 김지영 박사(동경대학교)에게 의뢰하여 집필된 “일본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실태”를 기반으로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임.
17) 이 부분의 많은 내용을 文部科学省(2014)의 ‘子どもの貧困対策に関する大綱’에 의존하여 집필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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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의 개정 이후 ‘가정과 교육과 복지의 연계-트라이앵클 프로젝트’등을 통해 다양한 기
관과 단체가 어우러지면서 교육과 사회복지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5개
의 아동 빈곤에 관한 지표를 설정함에 더하여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지원 외에 생활지원,
보호자에 대한 취업 지원, 경제적 지원 등 네 가지 영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인 “학교를 플랫폼으로 하는 종합적인 어린이 빈곤대책의
전개”는 학교교육에 의한 학력보장, 학교를 창구로 한 복지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지역에 의
한 학습지원, 고등학교 등에 있어서 취학지속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시사점
1)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의 필요성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교육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그리고 기타 부처 간 연계협력이, 지
방정부 차원에서는 수장부국과 교육위원회 간의 연계협력이, 학교단위에서는 학교-복지기
관, 학교-의료기관, 학교-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이, 그리고 관(官)과 민(民)의 연계협력 등 여
러 기관과 단체들이 교육과 복지가 겹치는 부분에서 기존의 벽을 허물면서 중복되는 부분
을 일원화하고,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직원으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학교를 플랫폼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학교를 플랫폼으
로 한 ‘팀학교’ 구축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복지 체제가 실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전문인력과의
연계협력에 대한 교원의 의식개혁과 함께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 및 연계기관들의 학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이 학교가 플랫폼 또는 센터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학교와 교원이 떠맡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小川正人(2018)는 학교를 플랫폼으로 한 ‘팀학교’
구축은 정규의 전문인력 배치와 교원수 증원 등 인적자원이 투입된다면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종래의 학교 시스템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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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하여 교원의 업무가 오히려 과중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분담에 대한 논의, 충분한 정규의 전문 인력 배치와 교원의 증원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 단위의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목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동빈곤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
본은 25개의 빈곤지표18)를 설정하여 매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들은 이 지표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빈곤대책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다. 이
것은 교육복지체제에 있어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교육복
지가 중앙 차원의 담론 중심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바탕이 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3) 종적-횡적으로 연계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교육복지정책들은 끊어짐 없는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시기에 있어서는(종적으로
는) 영유아교육 단계를 넘어 임신기에서부터 지원을 시작하며 대학 등 진학과 관련된 교육
기회의 제공까지, 범위에 있어서는(횡적으로는) 아동 학생 본인의 교육지원, 생활지원, 경
제지원을 넘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생활지원은 물론이며 취업지원, 경제지원까지도 포괄
하고 있다. 특수지원학교의 경우, 학교 간 정보공유나 인계, 조기상담과 사회적응까지 포함
18) 참고로 25개의 빈곤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생활보호세대에 속한 아동의 고등학교 등 진학률, 2)생활보호세대
에 속한 아동의 고등학교 등 중퇴율, 3)생활보호세대에 속한 아동의 대학 등 진학률, 4)생활보호세대에 속한 아동의
중학교 졸업 후 진로(취업률), 5)생활보호세대에 속한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취업률), 6)아동양호시설 아동의
중학교 졸업후 진학률, 7)아동양호시설 아동의 중학교 졸업후 취업률, 8)아동양호시설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후 진학률,
9)아동양호시설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률, 10)한부모가정 아동의 취원율, 11)한부모가정 아동의 중학교 졸업후
진로(진학률), 12)한부모가정 아동의 중학교 졸업후 진로(취업률), 13)한부모가정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진학률),
14)한부모가정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취업률), 15)스쿨 소셜워커 배치인원, 16)스쿨 카운슬러를 배치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비율, 17)스쿨 카운슬러를 배치하고 있는 중학교의 비율, 18)매년도 진급시에 학교에서 취학원조제도 서류
를 배포하고 있는 시정촌의 비율, 19)입학시에 학교에서 취학원조제도 서류를 배포하고 있는 시정촌의 비율, 20)일본학
생지원기구의 장학급 대여기준을 만족하는 희망자 중 장학금 대여를 인정받은 자의 비율(무이자형 예약채용단계/ 무이
자형 재학채용단계), (21)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급 대여기준을 만족하는 희망자 중 장학금 대여를 인정받은 자의 비율
(이자형 예약채용단계/ 이자형 재학채용단계), (22)모자가정 보호자의 취업률, (23)부자가정 보호자의 취업률, (24)아동
빈곤률, (25)아동이 있는 현역세대 중 어른이 한 명인 빈곤세대의 비율(文部科学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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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원범위의 확대는 교육복지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식이 포괄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지원이 필요한 대상 학생을 중심에 놓고 지원의 시작과 종료 시기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내용과 지원방법,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과 지원사이의 연계 및 단
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지속하며 확대하여 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추진 중인 교육복지 정책사업들과 관련하여 중복성과 함께 분절
성을 지적받는 우리의 실정에 있어, 대상 중심의 통합적 교육복지 정책사업 기획･입안이라
는 중요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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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분석 모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이 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된 첫 번째 연구문제를 주로 다룬다. 즉, 교육복지 거버넌스
의 재개념화를 통해 교육복지의 개념 및 유형화 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분석틀 또는 분석모형을 도출함으
로써 한국형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체제 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이 장
에서 제시되는 체제 모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연구진이 일부 교육복지 정책사업 및
일부 학교에서의 분석에 적용 후 분석과정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정하여 결론에서 최종
적으로 수정 제시된다.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중심의 과정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재개념화 및 모형의 도출 과정은 주로 연구진들이 문헌 연구 및
외국 사례 분석 그리고 연구진협의회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도출된 내용을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이끌며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만, 델파이 조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연구진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된 기본 틀
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가. 전문가 델파이 조사 목적 및 내용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연구진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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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네 가지로, 첫째,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둘째, 교육복지 거버
넌스의 체제 모형, 셋째, 교육복지 정책사업 운영사례 분석틀, 넷째, 교육복지 분류틀 및
분석대상 교육복지 정책사업에 대한 제안이다.

나. 조사 패널 및 방법
본 델파이 조사의 패널은 20명으로, 교육복지와 관련된 연구를 해왔거나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22명
의 예비 대상자들에게 e-mail로 참여 의사를 물은 후, 참여에 동의한 20명을 최종 패널로
하였다. 패널 구성을 소속별로 보면 일반대학 소속 6명, 교육대학 소속 1명, 교육청 소속
6명, 초･중･고 소속 3명, 기타 소속 4명이다. 전공의 경우 무응답 4명을 제외한 16명이

응답하였는데,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일반교육학 전공자가 12명으로 조사되었고 이외 전공
은 각 2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방식은 e-mail을 통해 델파이 조사지를 3회 발송,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1차가 2018년 7월 2일(월)부터 7월 6일(금)까지, 2차가 7월 18일(수)부터 7월
24일(화)까지, 3차가 7월 31일(화)부터 8월 7일(화)까지 진행되었다.

<표 Ⅳ-1> 델파이 조사 패널 구성(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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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인원수(비율)

대학

7(35.0%)

연구기관

3(15.0%)

교육청

6(30.0%)

초･중･고

3(15.0%)

기타 국가기관

1( 5.0%)

계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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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델파이 조사 패널 구성(전공)
전공

인원수(비율)

일반교육학

12(66.7%)

교과교육학

2(11.1%)

복지학

2(11.1%)

기타

2(11.1%)

계

100.0%

*무응답 4명/ 중복응답 포함

다. 응답률 및 분석 방법
1차 조사에서는 총 20명의 패널 전원이 참여하여 응답률이 100%였으나 2차 및 3차 조

사에서는 총 20명 패널 중 19명만이 참여하여 응답률이 95%였다.
1차 조사는 개방형 자유기술식 문항과 폐쇄형 문항이 혼합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폐쇄형 문항으로, 3차 조사는 2차 조사까지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에 한하여 폐쇄형 문항을 다시금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적인 응답 경향 분석을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함께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내용타당도란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된 안의 타당도에 관한 일치된 의견을 양화
(量化, quantifying consensus)한 것으로 .05 수준의 유의도에서 패널 수에 따른 최솟값

이상의 CVR 값을 가진 항목만이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Lawshe, 1975:
567-568). CVR 값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패널 수가 20명인 경우 CVR 최솟값

기준은 .42, 20명 미만 15명 이상인 경우의 최솟값 기준은 .49이다.



  

  



ne: 동의함으로 응답한 패널 수 (Likert식 5점 척도 중 ‘동의함(4점)’, ‘매우 동의함(5점)’
N: 전체 패널 수
* 출처: Lawshe(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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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를 통한 합의 과정 및 결과
1)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연구진은 혁신적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Ⅳ-3> 혁신적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원안)
-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아동･청소년들 모두에게
- (목적) 최소한의 절대적 교육 수준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독립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원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 (내용)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회･경제･문화적 불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 (주체) 학교･공공･민간이
- (방식)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교육복지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

그리고 1차 조사에서 제시한 혁신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전반적 타당성과
함께 개념을 구성하는 대상, 목적, 내용, 주체, 방식 등 각각의 요소에 대한 타당성을 질문
하였다. 그 결과 개념 전체는 물론이며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 구체적으로 ① 교육복지정책의 ‘대상’을 “유･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아동･청소년들
모두”로 설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한 것(75.0% 동의, CVR .50), ② 교육복지정책
의 ‘내용’을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회･경제･문화적 불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
지“로 설정한 것(75.0% 동의, CVR .50), ③ 교육복지 정책의 ‘주체’를 “학교･공공･민간”으
로 설정한 것(85.0% 동의, CVR .70), ④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집행체제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체제”까지 포함된다고 설정한 것(80.0% 동의, CVR .60), 그리고, ⑤ 교육복지 거버넌
스의 정의에 있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78.9%
동의, CVR .58)에 대해 패널 간 합의가 있었다.
패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였으나 CVR 값이 최솟값 기준을 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절대적 교육 수준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독립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설정하였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진된 패널 의견으로는 ‘최소한의 절대적 교육 수준 보장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 ‘독립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원한다는 문구 수정 필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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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중심으로 재진술 필요’, ‘교육 그 자체의 목적과 교육복지정책의
목적 간 구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표 Ⅳ-4>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관련 응답 결과(1차)
교육복지 거버넌스 정의 요소에 대한 동의 정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동의비율
(동의+전적)

CVR*

교육복지정책의 ‘대상’을 “유･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아동･청소년들
모두”로 설정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을 포함한 것의 타당성

20

4.05

1.23

75.0%

.50

교육복지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절대적 교육
수준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독립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설정한 것의 타당성

20

3.65

.99

50.0%

.00

교육복지정책의 ‘내용’을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회･경제･문화적 불
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지“로 설정한 것의 타당성

20

3.90

1.12

75.0%

.50

교육복지정책의 ‘주체’를 “학교･공공･민간”으로 설정한 것의 타당성

20

4.20

.83

85.0%

.70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학교･공공･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교육복지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로
정의한 것의 타당성

20

3.95

.89

80.0%

.60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정의함에 전술한 궁극적 목적달성 차원에서 “민
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해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개념을 내포한 것의 타
당성

19

3.79

.92

78.9%

.58

이에 따라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을 “최소한의 절대적 교육 수준
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수정하여 동의여부를 재질문하였다. ‘최소한의 절대적 교육 수준 보장’ 부분
은 유지하면서, ‘독립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원’ 부분을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아갈 수 있도록 지원’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 결과 77.8%가 동의하고 CVR .56으로, 패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표 Ⅳ-5>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관련 응답 결과(2차)
교육복지 거버넌스 개념 중 ‘목적’요소에 대한 동의 정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동의비율
(동의+전적)

CVR*

교육복지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그 대상들에게 최소한의 절대적 교육
수준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설정한 것의 타당성

18

4.06

.73

77.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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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차 조사에서 ‘교육복지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통계적 의미의 동의가 이루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패널들의 이견은 남았는바, 특히 2차 조사에서도 ‘목적’ 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절대적 교육 수준’ 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금 제시되었다.
연구진들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추가적
인 협의 과정을 거쳐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특히, ‘최소한의 절대적 교육 수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적인 교육수준’으로 수정되
었다. 구체적으로 밑줄친 부분이 수정･보완된 부분이다.

<표 Ⅳ-6> 혁신적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확정안)
-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청소년들 모두에게
- (목적)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적인 교육수준에의 도달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통한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 (내용)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 (주체) 학교･공공･민간이
- (방식) 상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연계･협력하는 교육복지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

2)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체제 모형
가) 교육복지 거버넌스 기본 체제 모형
연구진이 제시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기본 체제 모형은 아래 [그림 Ⅵ-1]과 같다. 즉, 학
생을 중심으로 학교, 공공, 민간의 3주체가 신뢰･조정･합의･참여를 통해 협력하는 상호작
용을 기반으로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가 구축되며, 여기에 거버넌스의 조직･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으로 대변되는 ‘제도적 규율’과 문화, 경제, 환경 등 거버넌스의 조직･운영에
작용하는 힘인 ‘기반적 구조’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기본 체제 모형과 관련하여 1차 조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패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① 교육복지 거버넌스에서 “학교, 공공, 민간의 3주
체는 상호간의 신뢰, 조정, 합의, 참여를 통해 협력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보는 것(95.0% 동의, CVR .90), ②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문화, 경제, 환경
등 거버넌스의 조직･운영에 작용하는 힘인 기반적 구조와 상호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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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동의, CVR .68), ③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해당 거버넌스의 조직･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인 제도적 규율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84.2% 동의, CVR .68), 그리
고 ④ 연구진이 제시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의 전반적인 타당성(85.0% 동
의, CVR .70)에 대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림 Ⅳ-1]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원안)

<표 Ⅳ-7>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 관련 응답 결과(1차)
교육복지 거버넌스 기본체제 모형에 대한 동의 정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동의비율
(동의+전적)

CVR*

교육복지 거버넌스에서 “학교, 공공, 민간의 3주체는 상호간의 신뢰, 조
정, 합의, 참여를 통해 협력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
한다”고 보는 것의 타당성

20

4.40

.60

95.0%

.90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문화, 경제, 환경 등 거버넌스의 조직･운영에 작용
하는 힘인 기반적 구조와 상호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의 타당성

19

4.11

.94

84.2%

.68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해당 거버넌스의 조직･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
칙인 제도적 규율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의 타당성

19

4.16

.83

84.2%

.68

제시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의 전반적 타당성

20

4.10

.79

85.0%

.70

위와 같이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체제 모형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
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물은 개방형 서술식 문항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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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주체를 교원과 교육복지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

원이 되도록 제시’, ‘학교밖 청소년 등 대상 학생에 대한 구체적 고려 필요’, ‘기반적 구조
와 제도적 규율 간 구분의 명확화 필요’ 등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이러한 의견들을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다음의 [그림 Ⅵ-2]와 같이 모형 수정･확정하였다.

[그림 Ⅳ-2]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확정안)

나)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기본 체제 모형
연구진은 앞서 제시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론적일 수 있지만 실제의 모든 상
황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즉, 기본 모형을 토대로 거버넌스가 구축되
고 운영되는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변형이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연구진은 이를 고려
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라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주체가 달라지고 주도와 협력의 강도와 수
준이 달라지는 모형을 [그림 Ⅳ-3]과 같이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으로 제시
하였다.
1차 조사 결과, 연구진이 제시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기본 체제 모형과 관련

하여 ‘정책 상황에 따라 교육복지 거버넌스 주체의 영향력이 달라지거나 특정 주체간 협력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가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80.0%가 동의하고 CVR .60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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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탄력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으로
정책과정, 정책내용, 정책대상을 선정한 것의 타당성’과 ‘제시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
넌스 모형의 전반적 타당성’ 은 패널의 70.0%가 동의했음에도 CVR 최솟값을 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Ⅳ-3]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원안)

<표 Ⅳ-8>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모형 관련 응답 결과(1차)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모형에 대한 동의 정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동의비율
(동의+전적)

CVR*

정책 상황에 따라 교육복지 거버넌스 주체의 영향력이 달라지거나 특정
주체간 협력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가정의 타당성

20

4.15

.88

80.0%

.60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탄력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으로 정책과
정, 정책내용, 정책대상을 선정한 것의 타당성

20

3.95

1.10

70.0%

.40

제시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의 전반적 타당성

20

3.90

.85

70.0%

.40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모형에 대하여 패널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는 ‘탄력
성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뿐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에 대한 고려 필요’, ‘정
책상황이 변화한다는 의미를 명확화 할 필요’, ‘정책대상은 모든 학생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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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취약계층, 신 취약계층으로 구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려 필요’, ‘모형에는 동의하
나 참여주체 간 협력기제가 보다 강조될 필요’ 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조사에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상황탄력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동의 여부를 다시금 물었다. 즉, 주도하는 주체,
협력이 강화되는 관계 등의 변화를 그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함과 동시에, 상황에
있어서 정책 내용은 정책 영역으로 수정하였으며, 정책대상도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래 [그림 Ⅵ-4]와 같이 수정하였다.

[그림 Ⅳ-4]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수정안)

제2차 조사 결과,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의 전반적 타당성에 대하서는
82.4%가 동의, CVR .65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탄력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73.7%가 동의했음에도 CVR값이 최솟값 기준을
넘지 못하여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차 조사에서 수정 제시한 모형과 관련하여 패널들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의견으로
는 정책대상을 ‘모든 학생’에서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수정 필요, 정책영역에서 ‘생활복
지, 문화복지, 학습･진로복지’를 ‘생활지원, 문화활동, 학습지원’으로 수정 필요, ‘상황탄력
적’ 맥락이 강조될 수 있도록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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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모형(2차)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모형에 대한 동의 정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동의비율
(동의+전적)

CVR*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탄력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으로 정책과
정(정책결정, 집행, 평가/환류), 정책영역(생활복지, 문화복지, 학습복지),
정책대상(모든 학생 대상, 경제적/심리･정서적/문화적/학습적 취약계층
대상, 통합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의 타당성

19

3.95

1.08

73.7%

.47

연구진들이 제시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의 전반적인 타당성

17

3.94

.75

82.4%

.65

연구진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3차 조사에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탄력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수정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83.3%의 동의와
CVR .67로 패널 간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그림 Ⅳ-5]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확정안)

<표 Ⅳ-10>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모형(3차)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모형에 대한 동의 정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동의비율
(동의+전적)

CVR*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탄력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으로 정책과
정(정책결정, 집행, 평가/환류), 정책영역(생활지원, 문화활동지원, 학습･
진로지원), 정책대상(학령기 단계의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경제적/심리･
정서적/문화적/학습적 취약계층 대상, 중복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의 타당성

18

4.06

.94

83.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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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복지 정책사업 운영사례 분석틀
연구진이 전술한 개념 및 모형에 입각한 거버넌스 관점에서 주요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마련한 운영사례
분석틀은 다음과 같았다. 즉, 1) 주체, 2) 정책내용, 3) 제도적 규율, 4) 운영(결정/집행), 5)
기반적 구조, 6) 성과 등 6개의 영역에서 26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표 Ⅳ-11> 교육복지 정책사업 운영사례 분석틀(원안)
영역

①주체

요인

③제도적 규율

④기반적 구조

요인

이슈 제기 세력

내부 규정

형성 주도 세력

전담팀

참여･지원 세력

인력

반대･저항 세력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취지･필요성
②정책내용

영역

목적･목표

⑤운영
(결정/집행)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매체
협력의 충실도

수혜대상

주된 협력 시기

(프로그램)내용

주된 협력 방법

(협력)관련 법령

비전의 공유

MOU 체결

갈등 조정

문화･사회적 여건

정책 지속기간

경제･정치적 여건
유사한 성공사례

⑥성과

만족도
효율성 및 민주성 제고

1차 조사에서 위와 같은 분석틀의 타당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반적인 사례 분석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비율 78.9%, CVR .58로 동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정책내용’ 영역
에서의 분석 요인(90.0% 동의, CVR .80), ‘운영’ 영역에서의 분석 요인(동의 85.0%, CVR
.70)에 대해서 패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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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교육복지정책 운영사례 분석틀 관련 응답 결과(1차)
교육복지정책 운영사례 분석틀에 대한 동의 정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동의비율
(동의+전적)

CVR*

교육복지정책 운영사례를 분석함에 1) 주체, 2) 정책내용, 3) 제도적 규
율, 4) 운영(결정/집행), 5) 기반적 구조, 6) 성과 등을 분석 영역으로 설
정한 것의 타당성

20

3.70

.86

65.0%

.30

‘주체’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요인으로 제시된 4가지(이슈 제기 세력, 형성
주도 세력, 참여･지원 세력, 반대･저항 세력)의 타당성

19

3.63

.83

63.2%

.26

‘정책내용’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요인으로 제시된 4가지(취지･필요성, 목
적･목표, 수혜대상, (프로그램)내용)의 타당성

20

4.15

.75

90.0%

.80

‘제도적 규율’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요인으로 제시된 2가지((협력)관련 법
령, MOU 체결)의 타당성

20

3.80

.77

70.0%

.40

‘기반적 구조’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요인으로 제시된 3가지(문화･사회적
여건, 경제･정치적 여건, 유사한 성공사례)의 타당성

20

3.60

.94

60.0%

.20

‘운영’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요인으로 제시된 10가지(내부 규정, 전담팀,
인력,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매체, 협력의 충실
도, 주된 협력 시기, 주된 협력 방법, 비전의 공유, 갈등 조정)의 타당성

20

4.10

.79

85.0%

.70

‘성과’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요인으로 제시된 3가지(정책 지속기간, 만족
도, 효율성 및 민주성 제고)의 타당성

20

3.35

1.14

50.0%

.00

제시된 교육복정지책 운영사례 분석틀의 전반적 타당성

19

3.89

.74

78.9%

.58

관련하여 패널들이 제시한 의견을 보면, 먼저 6가지 분석 영역과 관련하여, ‘기반적 구
조’라는 용어 변경 필요, ‘정책내용’ 영역에서 ‘정책’을 삭제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 등
이 있었다. 이하 각 영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Ⅳ-13> 분석틀에 대한 패널 간 의견(1차)
내용

패널 의견

정책운영사례 분석틀의 6가지 영역에
대한 타당성

∙ ‘기반적 구조’용어 변경 검토 필요
∙ ‘정책’삭제

‘주체’영역 분석요인의 타당성

∙ ‘결정 세력’ 포함 필요.
∙ 이슈제기-형성주도 등 유형의 구분 명확화 필요

‘정책내용’영역 분석요인의 타당성

∙ 하위요소로서‘수혜대상’은‘정책대상’으로 수정 필요
∙ 정책 내용 보다는 사업 내용으로 기술 필요

‘제도적 규율’영역 분석요인의 타당성

∙ 참여 주체들의 사업운영계획 포함 필요
∙ MOU를 보다 폭넓은 협약으로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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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패널 의견

‘기반적 구조’영역 분석요인의 타당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유사한 성공사례’가 같은 수준으로 포함되는 것의 재검토
필요

‘운영’영역 분석요인의 타당성

∙
∙
∙
∙

전담팀과 인력은‘전담조직과 전담인력’으로 해서 통합 또는 ‘추진 조직’으로 수정 필요
‘전달체계’또는‘집행절차의 합리성’추가 필요
내부규정의 개념 명확화 필요
운영체계와 운영실제 구분 필요

‘성과’영역 분석요인의 타당성

∙
∙
∙
∙
∙

공공에 국한되는 개념인 정책이 아닌 사업 개념으로 변경 필요
각 정책별 설정 목표의 달성 정도(효과성) 포함
만족도에 있어 만족의 주체 명시 필요
효율성과 민주성은 분리된 하위 항목으로 취급 필요
지속기간이 정책 지속기간인지, 협력 지속성인지, 사업성과인지 명확화 필요

2차 조사에서는 이러한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틀을 다음의 <표 Ⅳ-14>와 같이

수정하였다.

<표 Ⅳ-14> 교육복지 정책사업 운영사례 분석틀(2차)
영역

① 주체

요인

비전의 공유

결정 주도 세력

전담조직 및 인력

참여･지원 세력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취지･필요성

③
제도적 규율

목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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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영
(체계/과정)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매체
전달체계
주된 협력 시기

대상

주된 협력 방법

프로그램

협력의 충실도

(협력) 관련 법령

갈등 조정

내부 규정(사업운영계획 포함)

사업 지속기간

MOU 등 협약

목표의 달성정도(효과성)

사회･문화적 여건
④ 구조

요인

이슈 제기 세력

반대･저항 세력

② 내용

영역

⑥ 성과

대상자 만족도

정치･경제적 여건

의사결정의 민주성 제고

참여주체 간 사회적 관계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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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에게 2차적으로 제시한 분석틀과 관련하여 6가지 영역 선정 및 각 영역의 분석요
인의 타당성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6가지 영역
을 ‘주체, 내용, 제도적 규율, 구조, 운영(체계/과정), 성과’로 설정한 것(94.7% 동의, CVR
.89), ② ‘주체’ 영역의 분석요인을 ‘이슈제기세력, 결정주도세력, 참여･지원세력, 반대･저

항세력’으로 설정한 것(84.2% 동의, CVR .68), ③ ‘제도적 규율’ 영역의 분석요인을 관련
법령, 사업운영계획을 포함한 내부규정, MOU등 협약으로 설정한 것(89.5% 동의, CVR
.79), ④ ‘구조’ 영역 분석요인을 ‘사회･문화적 여건, 정치･경제적 여건, 참여주체 간 사회

적 관계’ 로 설정한 것(89.5%, CVR 79), ⑤ ‘성과’ 영역 분석요인을 ‘사업 지속시간, 목표
의 달성정도, 대상자 만족도, 의사결정의 민주성 제고,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설정한
것(84.2% 동의, CVR .68) 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었다.

<표 Ⅳ-15> 교육복지 정책사업 운영사례 분석틀 관련 응답 결과(2차)
교육복지정책 사업 운영사례 분석틀에 대한 동의 정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동의비율
(동의+
전적)

CVR*

교육복지정책 사업 운영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영역을 1)주체, 2)내용, 3)제도
적 규율, 4)구조, 5)운영(체계/과정), 6)성과의 6가지로 설정한 것의 타당성

19

4.42

.61

94.7%

.89

‘주체’ 영역의 분석요인으로 이슈 제기 세력, 결정 주도 세력, 참여･지원 세
력, 반대･저항 세력을 설정한 것의 타당성

19

4.11

.81

84.2%

.68

19

4.21

.63

89.5%

.79

19

4.26

.65

89.5%

.79

19

4.11

.66

84.2%

.68

‘제도적 규율’ 영역의 분석요인으로 (협력)관련 법령, 내부규정(사업운영계획
포함), MOU 등 협약을 설정한 것의 타당성
*제도적 규율은 거버넌스를 조직･운영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룰과 규정을 포
함한 개념으로 거버넌스의 초기 협력과정을 조율하는 거버넌스의 시작조건을
구성한다(조철주･장명준, 2011).
‘구조’ 영역의 분석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여건, 정치･경제적 여건, 참여주체
간 사회적 관계를 설정한 것의 타당성
*구조(structure)는 거버넌스의 작동을 전반적으로 한정하는 근저에 작용하
는 비가시적인 힘으로 참여자간 또는 참여자와 외부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조철주･장명준, 2011).
‘성과’ 영역에서 분석요인으로 사업 지속기간, 목표의 달성정도(효과성), 대상
자 만족도, 의사결정의 민주성 제고,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설정한 것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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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패널들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추
가적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주체 영역에 있어 주도세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도적 규율에서 훈령, 자치법규가 포함되어야 하고 외부규정과의 협약 또한 고려해야 한
다는 것, 구조 영역에서 ‘참여주체 간 사회적 관계’의 의미를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성과 영역에서 외적인 정책사업의 외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표 Ⅳ-16> 분석틀에 의한 패널 간 의견(2차)
내용

패널 의견

‘주체’ 영역
분석요인의 타당성

∙ 결정 주도 세력’과 ‘추진 주도 세력’구분 필요

‘제도적 규율’영역
분석요인의 타당성

∙ 훈령, 예규 등 법령 외 규정이나 시도의 자치법규도 고려 필요
∙ MOU 등 협약’을 ‘외부규정과 협약’으로 수정 필요

‘구조’영역
분석요인의 타당성

∙ 참여주체 간 사회적 관계’의 개념 명료화 필요

‘성과’영역
분석요인의 타당성

∙ 의사결정의 민주성 제고,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에서 ‘제고’삭제
∙ 분석요인으로 외적 파급효과 고려
⇨ 사업의 ‘사회기여도’ 혹은 ‘공공성’
⇨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고려 가능

연구진이 이상의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한 분석틀은 <표 Ⅳ-17>과 같다.

<표 Ⅳ-17> 교육복지 정책사업 운영사례 분석틀 관련 응답 결과(확정안)
영역

요인

영역

요인

이슈 제기 세력

비전의 공유

결정 및 집행 주도 세력

전담조직 및 인력

참여･지원 세력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① 주체
반대･저항 세력
취지･필요성

⑤
운영
(체계/과정)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매체
전달체계

목적･목표

주된 협력 시기

대상

주된 협력 방법

프로그램

협력의 충실도

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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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③
제도적
규율

요인

요인

(협력) 관련 법령
(훈령, 자치법규 포함)

갈등 조정

주체별 내부 규정(사업운영계획 포함)

사업 지속기간

MOU 등 외부규정과 협약

목표의 달성정도(효과성)

사회･문화적 여건
④
기반적
구조

영역

정치･경제적 여건

⑥ 성과

참여주체 간 사회적 관계
(협력, 경쟁, 갈등 관계 등)

대상자의 포괄성 및 대상자 만족도
의사결정의 민주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긍정 또는 부정의 외부 파급 효과

4)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틀 및 분석대상 교육복지 정책사업 제안
가) 교육복지 정책사업 유형화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라는 기저 아래에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갖고 교육복지
정책사업을 분석함에 있어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이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진에서는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진이 1차적으
로 제시한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는 아래와 같았다.
<표 Ⅳ-18>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원안)
-

구분기준1(목적) : ①기회의 평등, ②보장적 평등, ③조건의 평등, ④결과의 평등
구분기준2(영역) : ①생활복지, ②학습복지
구분기준3(대상) : ①모든 학생, ②전통적 취약계층, ③신 취약계층, ④교육최소기준미달자
구분기준4(내용) : ①보육/보건, ②문화/체험, ③심리/정서, ④학습, ⑤종합
구분기준5(주된 운영주체) : ①학교, ②(국가수준)공공, ③(지역수준)공공, ④민간, ⑤네트워크

1차 조사 결과, 패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분류 기준을 ‘목적, 영역, 대상, 내용(프

로그램), 주된 운영주체’로 설정한 것(95.0% 동의, CVR .90), ‘주된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학교, 국가수준 공공, 지역 수준 공공, 민간, 네트워크로 구분한 것(85.0% 동의, CVR .70),
전반적인 분류틀(80.0% 동의, CVR .60)에 대한 것이었다. 이외 목적 기준에 따른 유형화,
영역 기준에 따른 유형화, 대상 기준에 따른 유형화, 내용 기준에 따른 유형화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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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틀 관련 응답 결과(1차)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틀에 대한 동의 정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동의비율
(동의+전적)

CVR*

교육복지정책 유형의 분류 기준으로 ‘목적, 영역, 대상, 내용(프로그램),
주된 운영주체’를 설정한 것의 타당성

20

4.35

.59

95.0%

.90

교육복지정책을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기회의 평등, 보장적 평등, 조
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로 유형화한 것의 타당성

20

3.80

.95

65.0%

.30

교육복지정책을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복지, 학습복지’로 유형화
한 것의 타당성

19

3.42

1.02

47.4%

-.05

교육복지정책을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학생 대상, 전통적 취약계
층 대상, 신 취약계층 대상, 교육최소기준미달자 대상’으로 유형화한 것
의 타당성

20

3.45

1.05

55.0%

.10

교육복지정책을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보육･보건, 문화･체험, 심리･
정서, 학습, 종합’으로 유형화한 것의 타당성

20

3.70

.92

60.0%

.20

교육복지정책을 ‘주된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학교, 국가수준 공공
지역수준 공공, 민간, 네트워크’로 유형화한 것의 타당성

20

4.10

.79

85.0%

.70

제시된 ‘교육복지정책의 분류틀’의 전반적 타당성

20

4.00

.79

80.0%

.60

1차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와 관련하여 패널들이 각 기준별 유형화와 관련하여 추가적

으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 <표 Ⅳ-20>과 같다.

<표 Ⅳ-20>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틀과 관련된 패널 의견(1차)
내용

패널 의견

‘목적’을 기준으로 ‘기회의 평등, 보장적 평 ∙ 보장적 평등과 조건의 평등 구별을 구분하기보다 통합 필요
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유형화 ∙ 결과의 평등 개념 명확화 특히, 최저선 보장과 결과의 평등과의 관련성 설명 필요
∙ 불평등 즉, 상대적 소외뿐만 아니라 절대적 소외 해소도 포함 필요
한 것의 타당성
∙ 생활복지, 학습복지의 개념이 불분명
∙ 영역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포괄적이어서 진로, 심리･정서, 문화 등 주요 관련
‘영역’을 기준으로 ‘생활복지, 학습복지’로
내용의 구분 모호
유형화한 것의 타당성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생활복지, 학습복지 이외 문화복지 포함 필요
∙ 체계화된 이론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중복성이 강함
∙ 심리정서적 문제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 필요
∙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정 등 사각지대 계층 항목 추가 필요
‘대상’을 기준으로 ‘모든 학생 대상, 전통적
∙ ‘모든 학생 대상, 경제적/심리적/문화적/학습적 취약계층, 통합지원 대상’ 으로 구
취약계층 대상, 신 취약계층 대상, 교육최소
분 필요
기준미달자 대상’으로 유형화한 것의 타당성
∙ 교육복지대상은 문제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임에 대한 고려 필요
∙ 교육의 관점에서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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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패널 의견

‘내용’을 기준으로 ‘보육･보건, 문화･체험, ∙ ‘진로’ 부분 추가 필요
심리･정서, 학습, 종합’으로 유형화한 것의 ∙ 구분의 명확성을 위해 ‘학습’을 ‘교과학습’으로 수정 필요
타당성
∙ ‘종합’을 ‘통합’으로 수정 필요
‘주된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학교, 국가수
∙ 운영 주체로 네트워크 개념의 모호성 해소 필요
준 공공, 지역수준 공공, 민간, 네트워크’로
∙ 운영 주체에 통합이라는 영역 필요
유형화한 것의 타당성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Ⅳ-21>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수정안)
∙
∙
∙
∙

목적기준
영역기준
대상기준
내용기준

:
:
:
:

①기회의 평등,
②과정의 평등,
③결과의 평등
①생활복지,
②문화복지,
③학습･진로복지
①모든 학생 대상, ②경제적/심리･정서적/문화적/학습적 취약계층 대상, ③통합지원 대상
①보육･보건 지원, ②교육비 지원, ③문화･체험 지원, ④심리･정서 지원, ⑤교과학습 지원,
⑥진로 지원, ⑦통합 지원
∙ 주된 운영주체 기준: ①학교, ②(국가수준)공공, ③(지역수준)공공, ④민간, ⑤통합(네트워크형)

<표 Ⅳ-22>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틀 관련 응답 결과(2차)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틀에 대한 동의 정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동의비율
(동의+전적)

CVR*

교육복지정책 사업의 분류에 있어서 ‘목적’을 기준으로 ‘기회의 평등, 과정
의 평등, 결과의 평등’로 유형화한 것의 타당성

19

4.42

.84

89.5%

.79

교육복지정책 사업의 분류에 있어서 ‘영역’을 기준으로 ‘생활복지, 문화복
지, 학습･진로복지’로 유형화한 것의 타당성

19

3.95

.97

73.7%

.47

교육복지정책 사업의 분류에 있어서 ‘대상’을 기준으로 ‘모든 학생 대상, 경
제적/심리･정서적/문화적/학습적 취약계층 대상, 통합지원 대상’으로 유형
화한 것의 타당성

19

4.00

.94

68.4%

.37

교육복지정책 사업의 분류에 있어서 ‘내용’을 기준으로 ‘보육･보건 지원, 교
육비 지원, 문화･체험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과학습 지원, 진로 지원, 통
합 지원’으로 유형화한 것의 타당성

19

4.00

.94

68.4%

.37

수정된 분류안을 기초로 1차 조사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던 ‘목적’, ‘영역’, ‘대상’, ‘내용’
기준에 따른 유형화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목적’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에서
는 동의비율 89.5%, CVR .79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영역’, ‘대상’, ‘내용’을 기준으로

91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한 유형화는 패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각 기준 유형화에 대해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대상 기준 유형화’에 대해
서는 ‘모든 학생을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수정 필요’, ‘통합지원의 의미 명료화 필요’ 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내용 기준 유형화’에 대해서도 역시 ‘통합지원’에 대해 의미가 불분명
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교육비 지원’이 다른 지원들의 성격과 맞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연구진은 분류안을 다
음 <표 Ⅳ-23>과 같이 재수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Ⅳ-23>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재수정안/확정안)
∙ 목적기준 : ①기회의 평등,
②과정의 평등,
③결과의 평등
∙ 영역기준 : ①생활지원,
②문화활동지원,
③학습･진로지원
∙ 대상기준 : ①학령기 단계의 모든 아동･ 청소년 대상,
②경제적/심리･정서적/문화적/학습적 취약계층 대상, ③중복지원 대상
∙ 내용기준 : ①보육･보건 지원, ②문화･체험 지원, ③심리･정서 지원, ④학습 지원(교과, 동기, 교육비),
⑤진로 지원, ⑥종합 지원
∙ 주된 운영주체 기준: ①학교, ②(국가수준)공공, ③(지역수준)공공, ④민간, ⑤통합(네트워크형)

즉,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던 ‘영역’, ‘대상’, ‘내용’에 대한 유형
화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유형화에 대해 패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사업을 분류함에 있어 2차 조사 때까지 합의가 되지 못했던 ①
‘영역’을 기준으로 ‘생활지원, 문화활동지원, 학습･진로지원’으로 유형화한 것(89.5% 동의,
CVR .79), ② ‘대상’을 기준으로 ‘학령기 단계의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경제적/심리･정

서적/문화적/학습적 취약계층 대상, 중복지원 대상’으로 유형화한 것(84.2%동의, CVR
.68), ③ ‘내용’을 기준으로 ‘보육･보건 지원, 문화･체험 지원, 심리･정서 지원, 학습지원(교

과, 동기, 교육비), 진로 지원, 종합 지원’으로 유형화한 것(79.0% 동의, CVR .58)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 한편, 2차 조사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던 목적 기준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합
의된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외에 ‘절대적 교육 소외 해소’를 또 다른
유형으로 추가하는가를 두고 연구진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
로는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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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틀 관련 응답 결과(3차)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틀에 대한 동의 정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동의비율
(동의+전적)

CVR*

교육복지정책 사업의 분류에 있어서 ‘영역’을 기준으로 ‘생활지원, 문화
활동지원, 학습･진로지원’으로 유형화한 것의 타당성

19

4.16

.76

89.5%

.79

교육복지정책 사업의 분류에 있어서 ‘대상’을 기준으로 ‘학령기 단계의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경제적/심리･정서적/문화적/학습적 취약계층
대상, 중복지원 대상’으로 유형화한 것의 타당성

19

4.11

.94

84.2%

.68

교육복지정책 사업의 분류에 있어서 ‘내용’을 기준으로 ‘보육･보건 지
원, 문화･체험 지원, 심리･정서 지원, 학습 지원(교과, 동기, 교육비), 진
로 지원, 종합 지원’으로 유형화한 것의 타당성

19

4.16

1.01

79.0%

.58

나) 분석대상 교육복지 정책사업 제안
패널들에게 1차 델파이 조사 때, 제시된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틀을 참고하여 상황탄력
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점에서 그 운영사례를 분석함에 적합한 주요 교육복지정책을 1순
위에서 4순위까지 제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개의 정책사업이 다른 정책사
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총점 74), 학
력향상지원사업(기초학력지원사업, 두드림사업)(총점 24), Wee프로젝트사업(총점 23), 온
종일돌봄사업(총점 20), 다문화학생교육지원사업(총점 15)’ 순으로 나타났다. 총점은 1순
위의 경우 4점, 2순위의 경우 3점, 3순위의 경우 2점, 4순위의 경우 1점을 부과하여 합계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1차적인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표 Ⅳ-25> 교육복지 정책사업 운영사례 분석 대상 관련 응답 결과
순위

사례 분석 대상

총점

비고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74

1순위: 17명, 3순위:1명

2

학력향상지원사업
(기초학력지원사업, 두드림사업)

24

1순위: 1명, 2순위: 4명,
3순위: 3명, 4순위: 2명

3

Wee프로젝트사업

23

2순위: 5명, 3순위: 3명, 4순위: 2명

4

온종일돌봄사업

20

2순위: 4명, 3순위: 3명, 4순위:2명

5

다문화학생교육지원사업

15

2순위: 2명, 3순위: 3명, 4순위: 3명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5

3순위: 2명, 4순위: 1명

7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3

3순위: 1명, 4순위: 1명

93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순위

사례 분석 대상

총점

비고

7

탈북학생지원사업

3

2순위: 1명

7

국가장학금지원사업

3

2순위: 1명

7

농촌학교지원사업

3

2순위: 1명

11

특수교육지원사업

2

3순위: 1명

12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사업

1

4순위: 1명

12

드림스타트사업

1

4순위: 1명

12

진로진학멘토링지원사업

1

4순위: 1명

12

민간복지시설 및 복지프로그램

1

4순위: 1명

2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재개념화 및 상황탄력적 모형

가. 교육복지 및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재개념화
복지의 사전적 개념인 “행복한 삶”은 교육이 추구하는 “자아실현과 인간다운 삶”과 다름
이 아니다. 그런데 ‘행복’, ‘자아실현’, ‘인간다움 삶’이라는 의미가 지극히 추상적인 것과
같이 교육과 복지의 교집합적 성격(중첩성)을 갖는 교육복지의 개념 또한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과 복지의 관계에 있어서 복지로서의 교육(education as welfare)을 강조
하느냐, 교육을 위한 복지(welfare for education)를 강조하느냐, 교육을 통한 복지
(welfare through education)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가능하다(윤정

일, 1990).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 및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복지의 개념적 정의 등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추출
할 수 있다. 우선, 교육복지는 궁극적으로 복지영역보다는 교육영역에서 추구하는 것과 직
접 관련되는바, 교육복지는 자아실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장해 요소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을 축으로 이해되고 개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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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이념으로 “교육에서의 평등”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즉, 교육복지 개념의 ‘목적’적 측면에서 그 대상들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
는 최소한의 교육수준으로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적인 교육수준에의 도달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
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원 외(2008: 41)도 교육복지를 구현한
최종적인 모습을 “적어도 한 사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육에서의 최소기준에 국민이 도달
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처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필요한 교육을 받아 그 잠재
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 바 있다. 사실, 교육복지의 시작이 균등한 교
육기회의 보장이라면 그 끝은 교육결과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교육결과
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요원한바 현 시점에서 교육복지는 국민교육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초학력 보장을 추구하여야 한다(박재윤･황준성, 2008: 73). 즉, 과거의 교육복지가 결핍
모형에 근거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함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오
늘날의 교육복지는 교육기회 및 교육과정의 평등을 넘어서 일정 정도까지는 교육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교육복지가 최소한의 결과의 평등과
함께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함을 밝힘에 다름이 아니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교육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것인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적인 교육수준에 도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의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될 것이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계속교육의 대상인 성인들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할 것이
다. 다만, 교육복지적 측면에서 국가･사회가 보장해주고자 하는 교육에서의 최소기준이 국
가마다, 시대마다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밖에 없듯이 교육복지의 대상도
개별 국가･사회가 처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련
하여 현재 우리의 경우는 성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학교에서 벗어난 아동･청소년들은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상은 “유･초･중･고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청소년들 모두”로
설정한다.
아울러 교육복지는 현존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여건 및 그 변화에 따른 교육불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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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외 현상에 주된 관심을 갖고 동 시대의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수인한계를 넘
는 교육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불평등과 교육소외를 해소하고 방지하고자 하는 활동의 총
의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안병영･김인회(2009: 21-23)는 교육소외를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잠재능력을 제대
로 개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교육소외의 유형을 1) 교육기회의 접근 제한, 2) 받고 있는
교육이 본인의 교육적 요구와 부합되지 않은 교육부적응(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환경 부
적응), 3) 교육의 양이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 불충분으로 구분한 바 있다.
즉,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상대적 개념의 불평등 해소에 더하여 국민 각자가 지닌 성장 가
능성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반 활동들을 아우른
다. 그리고 장애우, 저소득층자녀, 농･산어촌 또는 도시저소득층 밀집 지역 가정 자녀, 결
손가정 자녀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소외 집단 이외에 다문화가정, 탈북자, 이주외국인
그리고 학업중단자는 물론이며 학교부적응･기초학력부족 학생까지 등도 새로운 교육소외
집단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적극적 배려 활동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교육복지 개념과 내용의 정립은 교육소외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교육복지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김수홍, 2017: 75).
한편, 과거에는 이와 같은 교육불평등 또는 교육소외의 문제들을 전통적인 국가의 권위
적 통치를 통해 국가와 학교가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민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촉발되는 갈등 등
의 한계를 경험한 현재에는 학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 영역, 현대 사회에
서 새로운 힘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민간 영역과 함께 협력하지 않고
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협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정과 합의를 거친 참여를 통해 형성되어지
는 ‘거버넌스’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획일적이 아니라 직면한 상황에 따라 주체
간의 협력 및 참여의 폭과 방법이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띠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복지의 영역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연구진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아래와 같이 재개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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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청소년들 모두에게
- (목적)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적인 교육수준에의 도달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 (내용)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 (주체) 학교･공공･민간이
- (방식) 상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연계･협력하는 교육복지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

나.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체제 모형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운영 체제이다. 기본적으
로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학교･공공･민간의 3주체가 상호간의 신뢰･조정･합의･참여를 통해 연계하
고 협력하는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이다. 그리고 이 체제는 기반적 구조와 제도적 규율과
상호작용한다. 여기서 ‘구조(structure)’는 거버넌스의 작동을 전반적으로 한정하는 근저에
작용하는 비가시적인 힘으로 참여자 간 또는 참여자와 외부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조철주･장명준, 2011). 특히 정치･문화･사회･경제적 여건과 환경 등을
아우른다고 할 것이다. 반면, 제도적 규율은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적용되
는 룰과 규정을 포함한 개념으로 거버넌스의 초기 협력과정을 조율하는 거버넌스의 시작
조건을 구성한다(조철주･장명준, 2011).
그런데 아래의 [그림 Ⅳ-6]과 같이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은 극히 이론적
인 경우이고, 실제 교육복지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을 보면 상황에 따라 특정 주체
의 영향력이 크다거나 특정 주체 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요구된다거나 하는 식의 변화
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즉,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어떠한 정책과정 단계인가, 주된 정책
목표 및 내용이 무엇인가, 주된 정책대상은 누구인가 등등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협력
의 방향과 강도가 정해지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된 한 예로 김수린･김진숙(2013:
200-201)은 학교 중심의 사업에서는 ‘사례관리’를 강화한다면 지역 중심의 사업에서는 ‘프

로그램’에 좀 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는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반면에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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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본체제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수정 모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을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황탄력적이란 교육복지정책이 효율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있어서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변용이 가능한 유연한 거버넌스
의 구축과 운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때의 상황이란 정책과정 중 어느 단계에 속
하고, 해당 정책이 어떤 대상과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아울러 상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비전과 목적의 공유 정도, 사회적 이슈화 수준,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 정도,
중간조직 활성화 정도,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지역에 기 구축된 거버넌스 운영
수준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은 [그림 Ⅳ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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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

다. 교육복지 정책사업 유형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은 분류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목적, 영역, 대상, 내용, 주된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
과 같다.

∙
∙
∙
∙

목적기준
영역기준
대상기준
내용기준

:
:
:
:

①기회의 평등,
②과정의 평등,
③결과의 평등
①생활복지,
②문화복지,
③학습･진로복지
①모든 학생 및 학령기 국민 대상, ②경제적/심리･정서적/문화적/학습적 취약계층 대상, ③통합지원 대상
①보육･보건 지원, ②교육비 지원, ③문화･체험 지원, ④심리･정서 지원, ⑤교과학습 지원,
⑥진로 지원, ⑦통합 지원
∙ 주된 운영주체 기준 : ①학교, ②(국가수준)공공, ③(지역수준)공공, ④민간, ⑤통합(네트워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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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육복지의 전체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적
인 교육수준에 도달하여 잠재력 실현을 통한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지만, 개별 교육정책사업들은 그 속에서 또 다른 고유의 목적을 갖는데
모든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평등의 수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추구 교육복지 정책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유형화와 관련하

여 별도로 ‘절대적 교육 소외 해소’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
적 수준의 미흡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 소외는 거의 찾기 어렵다는 반박을 받아들여 이를
배제하였다.
한편, 영역 기준으로는 생활복지, 문화복지, 학습･진로복지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적인
생활복지(Living Welfare)의 개념이 일상적인 삶에서 긍정적이고 만족감을 느끼는 정서적
안정 상태(조희선･김서현, 2016: 30)라고 한다면 교육복지 영역에서의 생활복지란 국민들
이 교육의 장에서 일상적인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장해가 되는 요소 없이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상적으로 문화복지(Cultural Welfare)는 1980년대 ‘복지사회
의 실현’을 국정 기본방향으로 정하면서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되어 현재에는 전통적인 빈곤극복을 넘어 사회통합
적 관점에서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가치로 논의되고 있다(최상미･전
재현･정무성, 2015). 이런 측면에서 교육복지 영역에서의 문화복지란 생활복지 이외에 문
화적 접근성과 정서적 역량 차원의 불평등과 소외로 인하여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 없이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진로복지란 학습복지와 진
로복지의 합성어로, 모든 학생들이 학습(배움)의 전 영역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차원의 맞춤형 돌봄 체제 즉,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과 선호하는 학습양
식에 맞는 학습기회를 보장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균형잡힌 인격적 성숙이 가능하도록
학습 전 영역에서 촘촘한 돌봄 체제인 학습복지(이수광, 2014: 10-11)에 그 결과로서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진로의 선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을 포괄한다.
대상 기준으로는 먼저,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모든 학생 및 학령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과 선택적 복지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의 취약이냐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심리･정서적 취약계층 대상, 문화적 취약계층 대상, 학습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다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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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여기에 취약의 영역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통합지원 대상 정책을 별도로 유
형화할 수 있다.
내용 기준은 전술한 영역 및 대상을 재구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크게 생활복지 측
면에서 건강과 관련된 보육･보건 지원, 경제적 측면과 직결되는 교육비 지원으로, 문화복
지 측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문화･체험 지원과 심리･정서 지원으로, 학습･진로복지
측면에서 교과학습 지원과 진로 지원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통합 지원 정책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끝으로 주된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해서는 학교 중심, (국가수준)공공 중심, (지역수준)공공
중심, 민간 중심과 통합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합 네트워크형 이외에도 중심
이 되는 주체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다른 주체들이 배제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유형화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영역에 따른 분류는 실제 교육복지정책
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어 드러나기 어렵다. 즉, 어떤 교육복지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과
정의 평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생활복지와 학습복지가 동시에 추구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교육복지정책들은 대상, 내용, 주체의 3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분류되는 경향이 크다. 정책 대상에 따라 정책 내용(프로그램)이 결정되고 그에 맞는 주된
운영 주체가 정해지며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림 Ⅳ-8]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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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복지정책 운영사례 분석틀
전술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및 체제 모형에 입각하여 주요 교육복지정책의 운영
사례를 분석할 틀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분석틀은 크게 1) 주체, 2) 정책내용, 3) 제도
적 규율, 4) 운영(결정/집행), 5) 기반적 구조, 6) 성과 등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
역의 주요 분석 요인은 아래 표와 같다. 이와 같은 분석틀을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정책사
례 분석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틀을 토대로 우리나라 주요 교육복지정책에서의 거버넌스
의 구축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면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교육복지 정책들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게 된다. 후술할 FGI에서 사용된 면담 질문지도 이와 같
은 분석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표 Ⅳ-26>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교육복지정책 운영사례 분석틀
영역

① 주체

요인

영역

이슈 제기 세력

비전의 공유

결정 및 집행 주도 세력

전담조직 및 인력

참여･지원 세력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반대･저항 세력
취지･필요성
② 내용

③
제도적
규율

목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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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비공식적 협력 매체
⑤
운영
(체계/과정)

전달체계
주된 협력 시기

대상

주된 협력 방법

프로그램

협력의 충실도

(협력) 관련 법령
(훈령, 자치법규 포함)

갈등 조정

주체별 내부 규정(사업운영계획 포함)

사업 지속기간

MOU 등 외부규정과 협약

목표의 달성정도(효과성)

사회･문화적 여건
④
기반적
구조

요인

정치･경제적 여건
참여주체 간 사회적 관계
(협력, 경쟁, 갈등 관계 등)

⑥ 성과

대상자의 포괄성 및 대상자 만족도
의사결정의 민주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긍정 또는 부정의 외부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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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특징 및 영향요인 분석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거버넌스는 특정 결과나 사례가 아닌 상황 탄력적인 과정이며, 정책의 특성과 상황, 맥
락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 주체 간의 영향력과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거버넌스는 정책의 전반적 과정 속에서 여러 주체들의 의사결정과
활동, 협력, 조직, 구조와 메커니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인 국내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과 특징,
문제점, 영향요인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정책이 운
영되는 일련의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버넌스 관련 현상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선별하여 정책에 대한 실
제적 거버넌스 과정의 현황과 특징을 거버넌스 관련 주체들의 경험과 인식, 의견 등을 통
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실제적으로 교육복지정책, 특히 거버넌스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운영 주체들을 연구 참여자(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여 FGI를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자료수집과정 및 분석방법

가. 연구 참여자(FGI 대상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복지정책들은 모두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시행되고

105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있지만, 개별 정책들의 목적과 취지, 재정, 인력, 소통구조 등은 차이가 있으며, 상황과 맥
락에 따라 거버넌스의 작동과정 또한, 정책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운용될 수 있다. 즉 정책
의 특성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복지정책을 선정
하여 면담을 진행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정책들을 특성에 따라 구
분하고 이 중에서도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하는데 보다 적합한 5개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정책을 담당했거나 추진-운영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
을 선별하여 주체별 면담그룹으로 구분-구성하고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FGI 그룹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책을 기준으로 그룹을 구분하고 각각의 정책에 참여

한 여러 주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면담을 수행하기 보다는 주체를 그룹 구성의
기준으로 삼아 각 주체들의 소속기관과 역할에 따라 그룹을 달리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하
였다. 이는 하나의 정책 거버넌스에 함께 참여한 주체들이라 하여도 서로 다른 지위나 소
속 기관, 담당업무, 역할 등에 따라 주체 간의 입장과 의견, 경험 등에서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버넌스 운영과정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수 있
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었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의 주체들을 하나의 그
룹으로 구성하여 면담을 진행할 경우, 해당 정책과 관련된 진실 되고 깊이 있는 면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연구결과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을 수집하고 거버넌스의 전반적 실행과정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주체이자 연구 참여자인 면담대상자들의 소속기관(단체)을 구분하고,
그룹을 달리 구성하여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깊이 있고 진실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는 관련 이론 및 현황 분석,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자문, 연구진 협의회 등의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과 관련된 공공(정부), 민간, 학교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기실 복지정책의 내용에 따라 참여주체가 더 세분화될 수도 있으며,
위 기관 이외에도 다른 거버넌스의 참여주체가 존재할 수 있어서 참여주체가 확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중등 교육복지 거버넌스 및 교육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복지 정책과 관계가 깊고, 직접적으로 관련 역할을 담당했거나 경험
한 주체들로 연구참여자(면담대상)를 설정하였다. 즉 이 장에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주
체를 공공(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시민단체나 사회단체), 학교(단위학교)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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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 또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며, 그 외의 기관이나 학교 밖에서의 교육복지정책

등은 모두 외부의 제도적 기반이나 환경적 요소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분석이 가능한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25명의 관계자들을 본 연구의 참여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주체별로 각각 1) 교육
부 그룹, 2) 지방교육행정기관 그룹, 3) 지방일반행정기관 그룹, 4) 시민･사회 단체(민간)
그룹, 5) 학교기관(초･중등 단위학교) 그룹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들 다섯 그룹에는 교
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력향상지원사업, Wee프로젝트사업, 돌봄사업, 다문화학생교육지
원사업 등 델파이 조사 결과로 도출된 다섯 개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사업 담당자들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며, 그룹별로 5명씩 구성하여 FGI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집단별
연구 참여자(대상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Ⅴ-1> 집단별 연구대상자
구분

그룹 구성

그룹수

대상자수

중앙
정부

교육부의 업무담당자
또는 해당 정책운영 참여 경험자

1

5

교육청, 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업무담당자 또는 해당
정책운영 참여 경험자

1

5

시･도청 등 일반행정기관 업무 담당자
또는 해당 정책 운영 참여 경험자

1

5

시민･사회
단체(민간)

해당 정책 운영 참여 경험자

1

5

학교

해당 정책업무담당교사
또는 해당 정책 참여 경험자

1

5

계

5

25

지방
정부

구체적인 연구참여자(면담대상자)로는 각각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복지정책 관련 업
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거버넌스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관계자들을 주요 연구 참여자(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즉 교육복지정책
및 거버넌스 전문가, 정책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정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정책에
관한 이해가 높은 교육부 및 교육청 정책 담당자, 지자체(일반행정) 정책 담당자, 시민･사
회단체 관계자, 학교현장의 교원 등에 대한 추천을 받았으며, 연구진 협의를 통해 추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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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보다 본 연구에 적합한 추천자를 선정하여 FGI의 취지와 목적, 연구절차 등을
설명한 뒤 연구 참여자(대상자)로서의 참여를 권유하였다. 참여를 허락한 연구참여자들 중
연구진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 연구의 주요내용 및 취지, FGI 관련 정보, 참여자의 권리, 향후 활용 방안 등 FGI 참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 뒤, 참여를 수락하고 동의한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FGI
를 수행하였다.

나. 자료수집 및 분석
FGI에서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초점면담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다. 면담은 관찰

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나 참여자의 생각과 감정 등에 대해 알게 해주어, 연구자가 참여
자의 관점과 행동, 현상의 맥락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조용환, 2012; 유경
훈, 2014).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복지 정책들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기는 하
지만, 이미 정책이 형성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각각의 교육복지 정책 시행에 따
라 거버넌스는 과거에 이미 형성과정에서부터 작동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의 집행, 평가 과
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특정 상황에서의
실태나 만족도 등의 수치를 파악하기 보다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FGI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건과 일련의
과정, 깊이있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및 경험들
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리 개발된 분석틀에 맞추어 FGI 면담영역을 크게
주체, 정책내용, 제도적 규율, 운영, 기반적 구조, 성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에서의 세부
영역과 영역별 질문을 구성하였다. 면담기법에 있어서는 반구조화 면담기법을 통해 제한된
시간 내에 심층적인 결과를 최대한 얻고자 하였으며, 면담은 그룹 당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
간 정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들의 사전동의를 구하여 모두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난 뒤 바로 전사하였으며, 면담 중에도 주요 내용 및 정보 등을 연구노트에 기록하였다.
질적 연구는 당장에 사례들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다각적 관점에서 이해하
기 위하여 중요한 이슈들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각 사례별로 이슈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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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사례를 뛰어넘는 공통의 주제를 찾기 위한 분석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Yin,
2003). 본 FGI 면담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논지에 바탕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

다. 자료분석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면담이 끝난 뒤, 면담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면담과정
에서 중요하게 도출된 주제들을 시사점과 함께 간략히 정리하였고, 이를 연구진 간에 공유
하고 분석의 초점을 좁히고자 하였다. 면담 녹취기록을 전사한 이후에는 전사된 면담자료
를 읽어가면서 연구진 간 공유된 주제와 시사점, 면담 중에 기록한 주요 내용에 대한 메모,
면담 속기 기록을 모두 코딩하였다. 코딩 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코딩된 자료들을 정책 사
례별로 구분하여 소주제(이슈)들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진들이 각각 도출한 소주제를 교차
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재 코딩하는 2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한 주제 도출
이 이루어진 뒤에는 도출된 영역의 발생순서, 인과관계, 위계관계, 심층도 등에 따라 유목
화하며 코딩된 소주제들을 분류-분석하였다. 이후 연구진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최종적
으로 영역에 따라 주제와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여러 분석자료를 교차적으로 검토하는 삼각검증법(trianglulation)
을 활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자료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인 동료검토를 수행하였고, 검토를
수락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고서의 초안을 보여주고, 참여자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
여 분석 및 해석결과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Ⅴ-2> FGI 영역별 면담 질문
면담 영역
(이슈)
제기 세력

형성주도 세력
1.
주체

2.
정책내용

영역별 질문 내용
-해당 정책의 촉발-제기 주체
-해당 정책의 제기 타당성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정책의 형성 및 추진의 공식적 주도집단
정책 형성의 비공식적 영향력 집단
정책 주도 세력의 적절성 및 고충
정책 주도 세력의 주도과정에서의 고충

참여(지원)
주체

-정책형성 과정의 참여주체
-각 참여주체들의 참여 과정 및 구성의 적절성
-해당 정책에 대한 참여자들의 초기인식 및 추진의지

반대/저항
세력

-해당 정책의 반대/저항세력 및 반대 원인
-해당 정책의 반대/저항세력과의 협의･조율 과정

취지(필요성)

-해당 정책의 취지 및 필요성
-해당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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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영역

영역별 질문 내용
-해당 정책의 취지, 필요성의 공유 방식

목적/목표

-해당 정책의 구체적-세부적 목표
-해당 정책 목표의 결정 및 합의 과정
-해당 정책 목표설정의 타당성

수혜대상

-해당 정책의 수혜대상 및 선정 과정
-해당 정책 수혜대상 선정의 적절성
-해당 정책 수혜대상의 변화여부 및 변화원인

내용
(프로그램)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설정 과정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사업, 프로그램의 적절성
-해당 정책 주요 내용의 장단점

관련법령

-해당 정책의 관련법령이나 규정 현황
-해당 정책의 법적-제도적 정비 여부
-법적-제도적 정비 과정 및 영향요인

3.
제도적 규율
MOU 체결

-해당 정책 관련 MOU체결 여부 및 참여 기관(단체)의 적절성
-MOU 체결의 이유 및 과정
-해당 정책 관련 MOU의 효과성

내부 규정

-해당 정책 관련 내부규정의 존재 여부
-해당 정책 내부규정의 추진주체 및 설정 과정
-해당 정책의 내부 규정 설정 및 운영의 적절성

전담팀

인력

4.
운영
(실천)
(결정/집행)

재원
규모･안정성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정책을 운영 지원인력 조직의 마련여부
정책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과정 및 현황
정책 운영 지원 인력 구성의 적절성
정책 운영 인력의 전문성 정도

-해당 정책의 재원 규모
-해당 정책의 재원 확보 및 분담 과정과 결과
-해당 정책 재원의 안정성

-해당 정책 형성 집행 주체들 간 구조화된 협의체 구성 여부
공식적 협력매체 -해당 정책 관련 구조화된 협의체의 운영방식 및 형태
-해당 정책 관련 구조화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적절성
비공식적
협력 매체

-해당 정책형성-집행 과정에서의 비공식적 협력매체 존재여부
-해당 정책의 비공식적 협력 매체 운영 방식
-해당 정책의 비공식적 협력 매체의 영향여부

협력의 충실도

-해당 정책 주체들 간 협력과정에서의 고충
-해당 정책운영과정에서의 참여 주체 간 협력의 충실도
-해당 정책운영과정에서의 정책 참여 주체 간 관계성(친밀도)

주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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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영역

5.
기반적
구조

영역별 질문 내용

(참여) 시기

-해당 정책의 주된 협력-의사소통 운영 시기 및 현황
-해당 정책에서 주된 협력-의사소통 영향요인

주된 협력
(참여) 방법

-해당 정책 주체 간의 주된 협력-소통 방식
-해당 정책 주체 간의 주된 협력-소통 방식의 적절성

비전의 공유

-형성 집행주체 간의 비전 공유
-현장에서의 비전 공유
-정책 비전 공유의 영향요인

갈등조정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정책의 주체들 간 갈등여부 및 실태
정책의 주체들 간 갈등 조정 과정 및 방법
정책의 주체들 간 갈등 조정 결과
정책에서의 갈등 조정 영향요인

경제적･
사회적 여건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유사

정책 운영을 위한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
정책 운영을 위한 시설이나 환경
정책과 관련된 여론 및 사회적 관심(인식)
정책과 사회 분위기 및 사회문화와의 적합성
정책에서의 정치적 환경 작용 여부 및 실태
정책의 성공사례 존재 여부

정책
지속기간
6.
성과
(결과)

2

만족도
참여
(효율성/
민주성)

-해당 정책에 대한 현장에서의 전반적 인식 및 현황
-해당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전망 및 영향요인
-해당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해당 정책의 성과 및 영향요인
-해당 정책의 형성-집행-평가의 민주성
-해당 정책의 형성-집행-평가의 효율성
-해당 정책의 개선방안
-교육복지 정책의 거버넌스를 위한 전반적 시사점

분석결과로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 및 특징

FGI 분석을 통해 밝혀진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 및 특징은 크게 총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①주체 영역, ②정책내용 및 기반적 구조 영역, ③제도적 규율 영역,
④운영 및 성과 영역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111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가. 주체: ‘공급자 주도형 거버넌스’
첫 번째 영역은 정책 및 거버넌스의 주체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정책의 이슈제기 세력,
주도세력, 참여세력, 저항세력 등과 관련된 현상을 포함하며, ‘공급자 주도형 거버넌스’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주체 측면에서의 현황 및 특징은 ‘시작단계에서의 배제: 상의하향식
거버넌스’, ‘분절적 역할의 주체들: 부서 간 칸막이 문화’, ‘권익에 따른 저항과 변모: 각자
의 이권 추구’, ‘민･관 주체 간 권력관계의 형성: 상황에 따른 갑･을 관계’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1) 시작단계에서의 배제: ‘상의하향식 거버넌스’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의하면,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
이 참여하여 긴밀한 협의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위기관
의 입안자들에 의해 정해지는 상의하향식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민간), 학교 관계자들의 면담내용에
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1> ...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top down 이라는 거죠. 말로는 bottom up 하자면서 실제로

사업은 top down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거버넌스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
려면 다시 거꾸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교육복지를 아이로 출발해서 다시 학교가 주체가 되
고 담임이 주체가 되고, 학교가 주체가 되고 그것을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지
원하는 형태로 바뀌지 않으면, 말은 그 뭐 거버넌스 중심으로 학교가 주체성을 확보해야 된
다고 말하면서 계속 top down을 유지하는 한 이 구조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C, 초등학교)

<2> ...돌봄은 굉장히 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강력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

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거버넌스라는게 어떤 자발적인 어떤 열정이
나 뭐 이런 환경적인 그런 구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 없이 조금, 이렇게 ‘Top
down’돼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C,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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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은 무엇 때문에 충돌하느냐 하면, 왜 우리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심지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왜 이런 것들은 ‘상명하달식’ 해서 위에서 찍어 누르면 우리는 유휴 공간
내놓아야 되고, 민간이랑 협의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매듭단계’부터 이렇게 되는
결과물들이 거의 없어요. (중략) 이런 ‘불합리한 체계’를 가지고 거버넌스를 한다는 것은 사
실 현장에 더더욱 ‘압박’이고요. 거버넌스는 처음부터 같이 계획해야 되고. 같이 묻고 일어나
고 부탁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경험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은 거버넌스의 본질이
아니다... (C, 시민사회단체)

이처럼 연구에 참여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계자들은 지역과 학교단위에서의 거버넌스
조차 상위기관의 정책운영 방식에 따라 상명하달식 거버넌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특징에 대해 참여자들은 주체들의 자발성과 열정의
구축단계가 빠져있는 불합리한 체계이자 본질을 잃은 상태로 작동하며, 현장에 대한 압박
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3>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거버넌스는 처
음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주체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하지만, 정책
및 사업의 실제적 거버넌스는 시작 단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다음의 사례들과 같이 하향식의 거버넌스가 현장에 여러 문제점을 발생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4> ...정말 시간 내서 남편 분이 고생해서 집을 얻어 냈어요. 근데 이사를 안가겠다는 거예

요 아내가. 왜냐면 자기가 관여를 한 적이 없거든. 얘기만 했지. 관여한 적 없고 자기가 어떤
집을 원하는 그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주지도 않았는데. 저는 우리 거버넌스 형태가 이렇다
고 봐요. 거버넌스의 가장 첫 개념은 그래서 중요한 게 ‘첫 출발부터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남편은 열심히 가서 해가지고 집을 마련하면 아내는 마음에 안드는 거에요. 가장 기본은 ‘시
작부터 모두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C, 시민사회단체)
<5> ...맨날 효율성과 효과성을 얘기하는데, 왜 두 개 다 보지 않고 하나만 보고 접근하는지.

그러기 위한 사전의 ‘밑 물 작업’. 밑 물 작업을 먼저 해줘야 하는데 공모 과정도 너무 없고
그냥 “이거 합니다.” 공청회 같이 하고, 그냥 “사업 신청 다 받습니다.” ‘일방적’으로 해버리
니까 이게 되려고 해도 안 되지. 짧죠, 짧은 그냥 사업 설명회 하는거에요. 이런 사업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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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제까지 뭐 했고... (A, 시민사회단체)
<6> ...00시에서 주로 홍보 차원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했더라고요. “우리 이런 사업을 하니

까 기초학습에 대한 재고를 해야 하니까 이런 것을 합니다.” 하고 홍보하지만 현장에서 뒤따
라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 뒤따라주지 않는 이유를 보면 ‘첫 단추부터 자기들만’ 꿰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우리 이런 사업하니까 작은 기관들 다 오세요, 하니까 안
가거든요. 계획 단계부터 그들만의 리그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C, 시민사회단체)

위 사례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는 교육복지정책의 시작, 첫 출발부터 현장과 지역의 주체
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토대로 주체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중앙
정부를 비롯한 상위기관에서 계획한 내용을 지역과 현장 주체들이 일방적으로 안내 받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구에 참여한 주체들은 <5>, <6>사례와 같이 공청회나 사업안내
행사와 같이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뒤늦게 마련된다고 하여도, 운영의 큰 그림
을 그리는 시작 단계에서의 배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지
기는 힘들다고 강조하였다. 즉 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거버넌스의 주체들이 참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추진과 실행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향식의 거버넌스는 현장 단계에서 여
러 문제점을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7>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름을 지어가지고 계획을 해서 하달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위에 분들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체사업이 있단 말이야. 시･군은 또 시･군
자체 사업이 있어요. 근데 또 자기 위의 기관, 정부부처 간의 협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목
만 봐서 커피와 물 이런 것이지. 이게 ‘섞어놓으면 농도가 흐려지고’ ‘달기의 정도’가 어쩌고
이런 차원까지 안봐요...(D, 도청)
<8> ... 책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모든 것을 ‘관 주도’로 하고 특히 이제 ‘국가기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부 공문도 받지만 복지부 공문도 받고, 여가부
공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중략) 각자 뭐 여가부는 여가부 사업하고, 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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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업하고 그 와중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사업을 하고. 결국 밑으로 하부구조로 가면
저희가 하는 거예요... (D, 교육청)
<9>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협력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돌봄이 학교로 들어와서 좀 문제점

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역에서 운영을 한다면 지역에서 운영을 해서 어떤 교육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학교 교원들이 지원을 했더라면 훨씬 더 국가차원에서도 쉬웠을 거라
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학교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또 마을의 지역아동센터는
또 교육부 주체가 아니라 또 다른 부서잖아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A, 초등학교)

이처럼 지역과 현장의 의견수렴과 참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교육복지정책 및 사업
은 현장에서의 혼란과 어려움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실제적으로 지역
과 학교현장에서 대상자들을 만나고 사업에 참여-운영하는 주체들이 빠진 채로 이루어지
는 하향식의 거버넌스는 현장과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을 불러오게 되고, 업무와 사업내용
의 중복, 긴밀한 협력이 결여된 분절적 사업운영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분절적 사업운영 현상은 우리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이는 다
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결과적으로 지역과 현장의 주체들은 교육복지정책 및 사업이 추진-계획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며, 시민단체나 학교, 지역단위 주체들의 참여는 정부 중심
의 하향식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정책 및 사업이 추진-운영되는 과정 중에야 비로소 이루어
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하향식의 거버넌스 현상은 지역과 학교현장
주체들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저해시키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절적 역할의 주체들: ‘부서 간 칸막이 문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민간기관)와 학교현장의 관계자들은 주체 간 역할
과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
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

115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절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로 인하여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등 정책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먼
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0>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3개의 기관이 사실은 ‘중복투자’를 하고 있고 굉

장히 ‘중첩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 사실은 별로 돕는 듯, 안 돕는 듯. 그러니까
Wee센터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상담복지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요. 그러

나 이 상부구조에서는 연계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고 계시면서 각각의 ‘별도의 분절된 정책’을
펴시고 계시는 것이죠... (D, 교육청)
<11>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의 골’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구

청과 교육청의 만남 자리도 저희가 주선해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현장은 되게 갈망하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두 전달 체계가. 그러니까 지자체는 교육청이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는다 그런 호소를 하고, 또 교육청은 아 지자체랑 코드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아마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략) 교육청 사업이라던지 교육계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자체에서 ‘몰라요’... (C, 시민사회단체)
<12> ...방과후에서도 돌봄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너지를 내려면 어차피 얘가 하는

돌봄과 내가 하는 돌봄에 뭘 하고 있는지 서로 알아야 되고, 그러면 비어있는 틈새를 채워주
는 정책을 여기서 세워줘야 하는데, 사실 여기서 하면서도 제가 이걸 하고 있단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사업’을 돌리려고 해요. 돌봄하고 방과후하고 사업명이 분리는 되어 있지
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수혜자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분모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이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담당자들의 문제라기보다
는 수혜자가 같은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C, 시청)

위 사례들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여러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 대상자의 중
복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간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정보교류가 부족한 채,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향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담당자나 담당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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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소위 ‘칸막이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다음의 사례들도 동일한 맥락에
서 이해가능하다.

<13>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칸막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 제가 단편적인 예로 온종일돌봄과 다함께돌봄 그 공모사업을
유치하면서 느낀 게 뭐냐.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학교는 교육청에 가서 이야
기하면 그건 교장선생님 권한이에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가서 얘기하면 그건
교육청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서 해야지 학교에서 해야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
도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판단밖에 안돼요. 쫓아다니는 사람은 문만 두드려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지... (B, 군청)
<14> ...교육청하고 이상하게도. 교육공무원 집단이 갖고 있는 ‘폐쇄성’이요. 이게 엄청나게

심해요. 우리가 자각하는 게. 그리고 그대로 보여요. (중략)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우리끼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선을 긋고’, 이미 ‘방어막 다 쳐놓고’ 있다 보니
굳이 대화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고 생각하고... (A, 시민사회단체)
<15> ...‘부처 간 칸막이’도 거의 닫혀 있어요. 저희 돌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부, 또 교육부,

복지부, 심지어는 다른 그 전달체계까지 다 연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도 허물지 못한 채, 교육부에서 돌봄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여가
부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체
계들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 피해는 아이들이에요... (C, 시민사회단체)

위 사례들과 같이 참여자들은 기관이나 부처에 형성되어 있는 ‘칸막이’로 인하여 협력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12>사례에서는 기관 내부에서의 칸막이 문
제를, <13>사례에서는 지방정부와 학교의 칸막이 문제를, <15>사례의 시민사회단체 관계
자는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확인해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주체 간 이해와 정보 단절에 따른 협력의 저하 현상은 특정 기관이나 부처, 특정 거버넌스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현
상을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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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문화니까 중앙 부처가 ○○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개별 사업하기 바쁜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총괄하
는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 같고. 저희 돌봄도 마찬가지로 ○○○○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부가 총대를 메고 있거든요. (중략) 부
처 간의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부처 이기주의’고요... (C, 교육부)
<17> ...여러 범 부처가 일을 하는 도중에 저희는 ○○부하고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가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찾으니까 학교
안 학생들을 자꾸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 할 ‘포지션’은 분명히 있거든요...(A, 교
육부)

위 사례들과 같이, 연구에 참여한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개별
사업을 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부처 이기주의가 내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하나의 원인을 사업과 주체 간의 협력을 총괄하는 체계가 부재하고, 부처 간 담
당한 역할과 목표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찾기도 하였다.
교육복지 분야는 타 교육정책과는 달리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에서도 교육청과 시청, 도청, 군청 등의 지
방정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 민간기관, 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의 주체들이 이러한 사업과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다. 즉 교육복지사업은 다양한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주체로 참
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서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와
친밀한 관계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라 할
수 있는 담당자와 소속 부처 간에 분절적 관계가 형성된 채로 개별적으로 사업이 구현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권익에 따른 저항과 변모: ‘각자의 이권 추구하기’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 참여한 여러 정부기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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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학교기관 등에 소속된 관계자들은 거버넌스의 주요한 주체로 참여하여 서로 간에 영
향을 미치고, 긍･부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에는 이러한 주체들 외에도 여러 직종을 대변하는 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
이 정책 운영 과정과 거버넌스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조들은 그들이 대변하는 회원
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주체들에게 여러 영향력을 미치
고 있었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있다.

<18>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모델 사업으로 00시하고 MOU를 저희가 맺어서 이

제 학교도 유휴교실을 빌려줘서 00시가 지역아동센터를 거기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거를 하나 하는데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00시가 두 손 들었어요. 노
조 때문에. 이게 돌봄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 연계해서 뭔가 어떤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실은 특정직종 때문에 매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국가적으로 또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못하고 있는. 수적으로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크죠. 노조가
어떤 사업의 ‘방향성’, 정책까지도 ‘좌지우지’ 하는 그런 상황이죠... (C, 교육청)
<19> ...자원봉사자까지도 노조 가입을 시켜요. 그니까 처음에는 실비, 교통비 2만원이나 만

원가지고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도 아 여기서 이거 하면은 내가 전담사가, 정규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 그리고 모든 정책의 기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다
‘관여’하려고 해요. (중략) 모든 정책결정에 그분들이 ‘관여’하려고 해요... (C, 교육부)

<20> ...노조, 노조가 있음으로서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잘 ‘반영이 안 될 경

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게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되고 나니까 어떤 요구는 많은 반면에 해야 할 일은 안하는 그런... (A,
교육부)
<21> ...(영향력이) 매우 크죠. 단체협상 매년 들어오고, 임금 협상 매년 하고 단체 협상 원래
2년에 한번 하게 되어있는데 그들이 요구하면 매년 해줘야 된대요. 매년 조끼 입고 머리에

띠 두르고. 그래서 요구사항을 매번 잔뜩 가지고 오면 그중에 뭐라도 하나 들어야 하는.. 애
초에 선생님들의 업무를 도와드리고 뭔가 일정 부분 보조해드리기 위해서 그 분들을 모셔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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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분들이 어떤 ‘세력화’되면서부터 자신의 고유 업무를 하겠다, 담임업무는 담임이 해
라. 도움이 안 되는 거죠.... (D, 교육청)

이처럼 연구에 참여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계자들은 특정 직종과 관련된 노조들이 정
책 실행 과정에서의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여러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책의 방향성과 세
부적 측면까지 관여하고자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18>, <19>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노조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영역은 정책 자체에 대한 부분
보다는 그들이 대변하는 직종의 권익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현상은 아래 <21>사례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위 사례
들과 같이 이러한 노조들을 거버넌스를 형성하거나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저항세력
으로 보는 관점이 강한 편이었다. 즉 노조의 영향력은 정부기관의 주체들에게 교육복지정
책 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다음의 사례
와 같이 오히려 이러한 단체의 영향력을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모습도 나타난다.

<22> ...단체가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 ‘정책의 타겟, 이득을 보는’ 그런 대상이 명확해야지

단체가 형성되죠. 예를 들어 저희 기초학력의 경우에는 계속 기초학력미달이었다가 아이들
이 구제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초학력미달 학부모 단체라는 게 사실 생길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장애인부모 같은 경우도 장애아가 좀 부족하니까 (학부모 간)결속력이 있고 그래서 특
수교육정책에 미치는 그런 ‘비공식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거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소
속부서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법률 제정까지 이제 상담하는 모양을 갖췄거든요. 그런 이제
정책에서 있어서 결집이 될 만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만한 그런 결속력 있는 단
체를 형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학력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그런 타겟이 될 만한, 그런 해 달라 하는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비공식적인 단체가
없어요.... (E, 교육부)

이처럼 교육복지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복지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
상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노조가 있다면, 이들의 영향력을 바탕으
로 정책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즉 특정 직종의 노조
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정책과 거버넌스에 미치는 비공식적 영향력은 매우 강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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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사례를 통해 노조를 비롯한 특정직종을 대변하는 단체는
해당 정책을 통해 분명한 ‘이득’을 보는 측면이 있을 때, 더욱 활성화되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체들이 정책과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직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과 ‘이권’은 주체를 비롯한 거버넌스에 작용하는 커다란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다음 사례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3> ...토착화되면서 ‘돈에 대한 따먹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생겨요. 처음엔 다 그렇

게 들어오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업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더,
내 쪽의 인건비로 빼고 싶어 하지. 이 사업도 지금 변질이. (중략)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되어
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인건비와 그들의 일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사업이 ‘주객이 전도’되어가면서. 제가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었
는데, 용도 없이 원하는 대로 써라. 근데 그거의 문제점은 또 ‘밥그릇 싸움’이 되어요. 내
사업이 더 중요해, 다문화가 중요해, 아니야 학교 밖 애들이 더 중요해. 내가 더 돈이 많이
필요해... (C, 시청)
<24> ...인프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운동성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 그러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일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죽냐. 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민도 그
맛에 길들여서 ‘돈 받는 일에 익숙해지니까’ 자기 ‘운동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래서 지금 현재 00시는 어떠냐. ‘네트워크 다 죽었어요.’ 물론 일을 나누기 위한 사업적 네트
워크는 있어요... (A, 시민사회단체)
<25> ...거버넌스랑 민간이 들어가면요. 진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정치’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육사업을 순수하게 아이들 위해서 하려면 거버넌스는 기관과 기관만 해야 오히려
순수성이 좀 있고요, 민이 일단 들어 가버리면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중략) 중간지원조직도 결국에는 민이 들어와서 정치화 되는 게.
이 중간조직이 진짜 필요해서 만든 조직일 수도 있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해 만든 조직일 수
있고,. 그런데 이유는 교육복지 사업을 하겠단 핑계로 정면에 붙이는 거죠. 취지는 되게 이상
적이었지만, 현실에서 보면 이것은 뭔가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는, 본연의 사업 목적을 수행
하지 않는... (C,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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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과 같이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개인의 특정 이익에 따라 정책의 주체들이
부정적으로 변모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거버넌스의 변질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였다. 이러한 현상을 민간기관 관계자들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을 대변하고, 정책 참여를 통해 권익을 얻고자 하는 노조를 비롯한
단체들이 정책과 거버넌스에 미치는 힘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이러한 노조들은 정책과 거
버넌스에 관여하면 관련 관계자들은 물론, 정책의 방향성, 관련 업무와 역할 등의 세부내
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조 또한 표면적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거버넌스의 또 다른 주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득은 거버넌스의 주체, 특히 민간기관
주체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버넌스와 정책까지 변질되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
나기도 한다. 기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복지 거버넌스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는 이야기
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복지 정책이 타 교육정책들에 비해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투
입되는 재정적 지원이 많다는 측면, 특히 특정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공적 성격이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특정 이득에 따른 주체의 변모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4) 민･관 주체 간 권력관계의 형성: ‘상황에 따른 갑･을 관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향식의
사업 중심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통
해 다양한 부처의 주체들이 여러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을 기획-입안하여 지역에 안내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역으로 투입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지방정부
(일반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민간단체), 학교기관 등의 관계

자들과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단체, 즉 ‘민’과 정부기관, ‘관’ 의 주체 간에 특정
한 권력관계, 즉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남을 밝혀주었다. 먼저, 다음의 사례
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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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 십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마땅한 청소년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하는

사람, 청소년 일 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어떻게 이 지역의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인가 고민하고 토론 학습하고 실천한 거예요. 근데 돈이 투자되고 인프라가 하나
둘 생기고 이젠 굳이 기존의 민간이 주도한 네트워크 소스가 제공되고 성과가 나오니까 관이
세금을 투자해서 뭔가 이루어지니까 누가 필요없냐면 내(민)가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공무
원들이 보기에 굳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내가 ‘돈을 주고 일 시키면 되더
라.’ 하는 거예요. (중략)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면 비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러다보
니 자기가.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생각들. 나는 ‘예산을 주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 (A, 시민
사회단체)
<27> ...당신들의 ‘전문성을 현장에서 산다,’ 뭐 산다고 표현하는 게 제 표현이지만, 관계가

한국에서는 사실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돈을 준 사람이 소위 갑’이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저희도 그랬고. 저희는 그것을 바꿔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워낙 특수 분야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씩은 그런 게 변했어요.
왜냐면 그럼에도 민간에서 하면서 저도 부담감이. 늘 그래서 앞서나가야 되고, 정부가 생각
하지 못한 것들을 제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위치가 확 바뀌어 버리
는’게 있어요... (E, 시민사회단체)

먼저, 위 사례들은 민간기관 관계자들의 면담내용인데, <26>사례와 같이 사업 초창기,
지역 인프라나 관련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거버넌스를 형
성하는 과정에서는 민간기관 주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이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행-재정적 안정기에 도입하게 되면, ‘민’의 주체를 자
신과 동등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가 아닌 마치 예산을 통해 일을 시킬 수 있는 하청업체처
럼 여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7>사례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민간기관의
관계자는 ‘민’의 전문성을 ‘관’에서 돈으로 사는 것처럼 인식하고, ‘갑’이 된 이들에게 본인
들의 유용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을’의 부담감을 안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반면에, 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은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안정기에 들게 되면 오히려 민 측
주체들이 갑이 되고, 관 측 주체들이 을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인식을 가지
고 있기도 하였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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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어떤 면에서 민간에서는 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사업을 현재로는 확장해 나

가려고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거꾸로 ‘압력단체’로. 예를 들어
정책에 영향을 주는.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00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틀이 잡혀있으니
까 우리가 인정하고 같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자기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 정부
와 같이 일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A, 교육부)
<29> ...민이 참여 어떻게 하냐하면, 장점은 있어요. 지속 가능해요. 지속 가능한 이유는 지자

체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나(관에서)는 이제 이 사업 그만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쫓아가
요. 왜 “이걸 네가 감히 중단해?” “우리는 애들 계속 키우는데 돈 더 줘.” “다음에 표 안
찍겠다.” 그러고 그럼 꼼짝 못하고 그 사업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E, 시청)
<30> ...예를 들어 어떤 법인에서 위탁을 맡았어요. 거기서 많은 기관을 맡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왕’이에요. 그리고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못내요. 그 사람한테만 잘 보
이면 되어서. ‘제왕’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돈을 이렇
게 저렇게 쓰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떤 자치구는 저희가 일 년에 한 번 정산을 하라고 해도
어떤 구는 안 해요. 작년 것을 아직도 안했어요. ... (E, 시청)

위 사례들과 같이 관 측의 관계자들은 민과 관련된 주체들이 거버넌스에 안정적으로 참
여하게 되면서 강한 힘과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마치 압력단체와 같은 모습으
로 권한을 발휘하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28>, <29>사례에서는 민 측 주체들이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사업적 기반 확대와 사업 참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 측 주체들에게 여러 방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사례에
서는 사업을 위탁 받은 민의 일부 주체가 마치 ‘제왕’처럼 다른 관련 기관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 중 특정 주체가 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다른 주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거버넌스의 본질이 주체 간의 긍정적 관계
와 민주성이 바탕이 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
간의 ‘균형감’과 수평적 관계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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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거버넌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3주체의 어떻게 보면 ‘균형감’이라고 생

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복지 할 때, ‘민･관의 균형감,’ 민간이 관하고 했을 때의 어떤
‘맞대응 할 수 있을만한 역량.’ 이걸 어떻게 만들까가 처음부터 고민이었기 때문에. 역량이라

는 게 우리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가 교육복지 처음에 할 때부터 민간에
있는 실무 역량, 그 다음에 ‘주도성의 네트워크’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교육복지가 원래
정책 방향이 그렇게 된 그 힘을 입어서. (중략) 민･관이 ‘균형감’을 가질 때 ‘거절하는 능력’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절하는 능력. 그러니까 예산이 온다 해서 그 예산 때문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저는 이제 그런 균형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거절할 수 있어
야 된다. 그런 균형감이나 거절하는 힘은 민간이 갖고 있어야 거버넌스가 살아나지, 그게
없는 순간은 그냥 관이 주도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네트워크’만 결국 현장에 남아서
작동을 하다가 그 관 사업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B, 시민사회단체)

위 <31>사례의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관련 사업을 함께 운
영하고 있는 주체로서, 해당 지역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내･외부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
한 핵심은 민과 간의 균형성이며, 이러한 균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단순히 사업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아니라, 근본적 목적달성을 위한 거버넌스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특정 주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을 갖게 되어 주체 간의 위계관계가 나타
나는 현상은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소멸되거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잃고 민 또는 관의 특정
담당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작동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따
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 간의 균형성 확보를 통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정책내용 및 기반적 구조: ‘사업 중심 거버넌스’
FGI 분석결과의 두 번째 영역은 정책내용 및 기반적 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정책

내용은 정책의 취지와 목표, 정책사업의 대상, 정책사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며, 기반적
구조는 여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관계 등의 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역
은 ‘사업 중심 거버넌스’라는 특징을 갖는데, 이는 크게 ‘개념과 취지에 대한 비 합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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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복지인가’, ‘개별 사업으로의 세분화: 핵심이 빠진 단절적 접근’, ‘지역별 네트워크 기
반의 불균형: 지역 간 격차의 심화’, ‘이슈화에 따른 추진력의 변화: ‘시류에 흔들리기’등으
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1) 개념과 취지에 대한 비 합의: ‘교육인가 복지인가’
면담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의하면, 아직까지 중앙과 지역, 학교현장에서는 교육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이해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교육복지의 영역과 취지, 관련 사업
과 업무내용 등에 대한 주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복지 거버넌스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
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32> ...‘교육복지의 개념’을 어디까지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왜냐면 저희가 돌봄은 교

육과 복지의 중간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을 교육이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수순이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 컨트롤 타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뭐 복지부 주관 공통과제
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C, 교육부)
<33> ...교육복지를 ‘교육에 방점을 둘 거냐, 복지에 방점을 둘 거냐.’ 교육학에서 접근하면

교육 쪽에 방점을 두고 사회복지에서 방점을 두면 복지에 방점을 둬서 교육복지 정의를 해
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00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교육 소외를 극복하는 것. ‘교
육복지는 결국은 교육’이다. 우선은 뭐냐니까 학생의 어려움을 알아서 그 담임이 어떠한 어
려움을 갖고 있는 지 알아보고, 본인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주고... (B, 교육청)

위 사례들은 ‘돌봄’ 정책사업과 관련된 사례들인데, <32>사례에서는 교육복지의 개념을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사업을 일반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3>사례에서는 교육복지의 개념을 교육과 동일하게 인식하면서,
교사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단적인 예를 통해, 교육복지의 개
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육복지를 바라

126

Ⅴ.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특징 및 영향요인 분석

보는 관점 또한 기관이나 개인 주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34> ...교육복지 할 때 보통 거버넌스라고 하면, 교육 거버넌스하면, 어떤 목적 가치에 대한

합의는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복지 거버넌스하면 복지에 대한 가치로 이게 또 ‘합
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돌봄 같은 경우는 교육적으로 좀 더 확대시켜야 될
가치인지, 복지 쪽으로 확대시켜야 될 가치인지,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런 어떤
관점 때문에 ‘비전에 대한 공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략) 똑같은 관이지만 지자체
의 입장은 어떤 돌봄으로서의, 돌봄이 복지이고 이 복지를 가져가는 주체라는 인식이나 합의
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으로 아이들의 돌봄을 미래 지향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비전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지자체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A, 교육청)

위 사례를 통해 거버넌스 주체들 간에는 교육복지 관련 정책사업의 목적 가치 또는 비전
에 대한 합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일부 정책사업들의 경우 그 내용이 교육
에 가까운 가치인지, 아니면 일반복지에 가까운 가치인지에 대한 비전의 공유조차 이루어
지지 못했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현상과 혼란이 특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 사례들과 같이 지역과 현장의 여러
부정적 현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35>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학교에서는 우리가 말한 ‘교육복지가 어떤 걸 포함’

시킬 건지 말건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중략)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 처음에 정말 힘들
었는데 선생님들이 내가 하는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워
도 무조건 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돌봄이 내가 해야 된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고유한 업무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C, 교육부)
<36> ...학교는 어떤 교육의 영역이라 이건 조금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서 민이나 관이나 어떤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돌봄은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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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력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사
실은 거버넌스라는 게 어떤 ‘자발적 열정’이나 이런 환경적 구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 없이 결국... (A, 교육청)

이처럼 지역과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교육복지의 범위에 대해 분명한 이
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관련 정책사업의 취지와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련 주체들은
해당 사업과 거버넌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체들에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이자 나
의 업무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의 사례들도 이러한 비전 공유-합의
에 대한 부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이해될 수 있다.

<37> ...저는 이제 포커싱(focusing)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교육복지 차원에서 보면

예전에는 돌봄 이런 것들 수요가 사실 복지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봄이 복지 안에서 떨궈져 나가면서 포커싱이 바뀐 거죠. 예전에 돌봄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돌봄의 대상이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포커싱이 맞벌이 쪽으
로 넘어갔거든요. 돌봄 쪽은. 그래서 예를 들어 돌봄 단체들하고 교육복지가 연결되려고 해
도 이 포커싱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사회적 취약계
층이 아니라 그냥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계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E, 초등학교)
<38> ...저희가 다문화 아이 3명이 초등학교를 다 졸업 안 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까지 다

시켰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러면 그거는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문화인데, 엄마가 러시아 사람인데, 여러 사연으로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개입을 ‘어떤 부처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가정에 기
본적인 문제도 있고, 엄마랑 소통도 안 되고, 아버지가 생활비를 안 준다는 지, 그런 게 있는
데, 사회복지, 상담과, 정신과 뭐 모든 복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복지를 어디까지’ 할 것인
지... (E,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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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가서 하다가 학교 내로 이 업무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를 왜 돌봐야 해요? 우리는 아이를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학교는, 학교의 기능이 그럼 뭐냐. 수업만 하면 되는 거지 않냐.
포인트가 그건 거 같고. 이걸 잘 뭉뚱그려서 서로 간의 교집합이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서로
책임소재도 있고 이러는데,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네 성과, 책임 소재. 이것만 하고, 네 할 일, 내 할 일 토스만 하는 느낌이... (D, 시청)

위 사례들을 통해 교육복지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개념으로 변화되
면서 정책의 타겟(대상)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개념과 비전이 공유되지 못한 타기관과의
연계협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38>, <39>사례를
통해 ‘돌봄’의 개념적 혼란에 따라 타 기관의 주체에게 서로 업무와 역할을 미루는 소위
‘핑퐁(미루기)’ 현상도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념적 측면에서의 불명확성도 발생 원인

이 될 수 있지만, 거버넌스 주체들 각각의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못한 측면, 즉 역할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즉 정리하자면, 교육복지 정책에 있어서 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기본적 개념과 정의, 범
위에 대해 분명한 정의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과 사업의 취
지와 비전, 정책내용에 대해 관련 주체와 관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핵심용어와 가치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비전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정
책이 하향식으로 실행되게 되면서 지역과 학교의 주체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여러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별 사업으로의 세분화: ‘핵심이 빠진 단절적 접근’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분의 교육복지 정책은 각 부처, 부서에서 담당하는 개별
사업 형식으로 운영되며, 거버넌스 또한 이러한 사업에 맞추어 구축･운영되는 현상이 나타
난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사업이 부처와 담당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절
되어 운영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교육복지 거버넌스 또한, 교육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할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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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가치와 목표인 학생은 사라지고, 단순히 개별 사업들이 모아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이와 같은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40> ...지금 그냥 부처별 정책별로 나뉘어 있어요. 아주 작게는 이 청소년 하나 대상을 가지

고도 표현이 좀 그래서 격해서 죄송한데 ‘갈갈이 찢겨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청소년폭력
대책 TF팀이 발족이 됐고 여기 7개인가 8개 부처가 들어와서 제가 민간으로서 저만 들어가
서 교육부 만나고 여가부, 법무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을 다 만났어요. 그 분들이 다 순차
적으로 들어오셔서 대책안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때도 또 한 번 느낀 거는 ‘대상
자 중심은 절대 아니다.’ 그저 각 부처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모아서’ 하는 거
지. 그래서 너무나 한계도 극명하고 본인들의 어떤 부처 목적이나 방향에 어긋나는 거는 필
요하지 않는, 넣을 수가 없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역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 여가부 산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융합을 하려면 사실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 큰 틀에서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던 거를 본인들 역할에 맞게만 하다 보니까... (E, 시민사회단체)
<41>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

되어 왔어요. 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돌
봄 학교 운영하는 개별 사업 아니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여가부에
서는 이제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업들
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통합적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학부모가 원하는. (중
략) 내(학부모)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려 해보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부처마다 ‘다 흩어져
있어서’... (C, 교육부)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교육복지 정책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거버넌스는 이러한
사업을 모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정해진 규정이나 방침을 벗
어날 수 없고, 부서 간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도 각 사업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근본
적 핵심방향이 설정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 수혜를 받아야할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사업을 통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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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핵심이 빠진 채 개별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운영은 결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42> ...각 사업별로 운영하다보면 이게 중복 안 될 수가 없어요, 내용에 있어서. 내용에 있

어서의 중복. 또 하나는 뭐냐면 ‘대상이 중복’돼요. 두드림학교 대상이랑 교육복지 대상이랑
똑같아요. 다문화 탈북 학생도 교육복지 대상이에요. 이게 크게 ‘대상의 중복’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중복’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겠
나. 그 별도로 막 운영하다 보면 특히 학교 안에서 교육청 안에서도 막 충돌이 일어나는데
밖은 더해요. 교육청이 하는 거하고 밖하고 서로 따로따로 하는 게 이게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B, 교육청)
<43>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다문화가족 전반적인

것은 여가부, 지자체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 국가사무
자체가 ‘교집합’이 워낙 많고, ‘중복 시혜성’이 많다 보니까 자녀는 너희가 맡고, 교육부가
맡고, 다문화 가족 전반적인 것은 여가부가 맡고 이렇게 업무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도 사업에도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군에도 있고요. (중략) (지원이 사업참
여에) 적극적인 사람들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올려서 보통의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담당
자의 편의성에 맞게 이 사업이 시군으로 내려가고 있고, 연계가 안 되고 하니까... (D, 시청)

이와 같이 각 부처나 기관에 따라 개별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중복’의 문제점을 발
생시키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혁신을 통해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참여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여기서 중복의 문제는 수혜의 중복현상과 프로
그램 내용의 중복현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특히 수혜의 중복현상은 정책의 혜택이 특정
대상에게만 몰리게 되어 교육복지의 경계선에 있는 사각지대의 대상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44> ...사실 여기서 하면서도, 제가 이걸 하고 있단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사업을

돌리려고 해요. 그럼 ‘틈새에 있는 애들’은 또 갈 데가 없죠. 엄마들은 항상 갈 데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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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중략)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명이잖아요. 돌봄 하고
방과 후하고 사업명이 분리는 되어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수혜자는 ‘공통분모’를 가
지고 있는데... (C, 시청)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정책은 각 부처, 부서에서 담당하는 개별 사업으로 운영되는 특징적
모습을 보인다. 현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분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보
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심적인 목표, 즉 학생은 빠진
채, 개별적으로 세분화되어 각 부처에서 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각 사업에 대한 업무와 책
임만을 고려할 뿐, 제대로 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분절적 접근은 결국 사
업의 중복, 대상의 중복으로 연결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생들마저
발생하게 된다. 즉 교육복지 정책과 거버넌스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학생이 사라진 상태로
정책과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별 네트워크 기반의 불균형: ‘지역 간 격차의 심화’
면담에 참여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계자들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교육복지를 필요로
하는 내용과 상황, 환경, 문화, 시설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거버넌스 측
면에서의 네트워크 자원 또한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복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역의 주체 간 서로 다른 관점이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먼저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현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45> ...일단 지역별로 지역에 대한 복지 사업 네트워크에 참가할 수 있는 ‘복지 자원들에

대한 어떤 불균형.’ 이게 지역별로 너무 심하구요. 그 ‘편차’들이. 그래서 풍부한 데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기관들이 있어서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 곳에서 일하는
그 지역에서 일하는 그 담당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구축하고 운영하기가 쉽죠. 그런데 상
대적으로 그런 자원이 적거나 그런 기관이 없는 데는 너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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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불평등’이 나오는 거죠. 불평등이. 근데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 학교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적 문제, 복지 문제를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라
는 건데, 지역에 들어가 보니 ‘지역 발전 문제,’ ‘자원 불균형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
서... (A, 시민사회단체)
<46> ...지자체는 마을이나 학교 밖의 어떤 연계, 관계망들이 구축이 되고 그것들이 활용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중략) 예를 들어 학교가 굉장히 뭐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유휴교실도 있고 굉장히, 그런 데는 돌봄 수요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지금 여기 뭐 00구라든지 뭐 굉장히 뭐 00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 굉장
히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과학실도 못 만들 정도의 과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학교가
그런데도 그 안에 돌봄을 ‘무조건 만들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 압력... (A, 교육청)
<47>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서는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시･도교육청과의 수준에서만 연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그 외의 지역들은 사실
자원이 풍부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몇 백 만원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런 것들 통해서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랑도 같이 잘 해내는
지역은 잘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이 모여 있는 특정 공단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도 해주고 00시 경우에도 기업들이 탄탄하니까 학교발전기금으로 다문화
애들 위해 쓰려고 이렇게 연계해주는 그것도 ‘지역편차’가 있는 상황... (B, 교육부)

이처럼 면담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현재 지역에 따라 네트워크 자원을 비롯한 여러 사회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 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모습과 정책의 실효
성 또한,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45>, <47>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역 간 네트워크 자원들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
황임에도 일반적인 교육복지 정책은 이러한 편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향
식으로 내려오고, 지역에서는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면담에 참여한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교육복지와 관련된 지역 간의 격차가 향후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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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교육부가 특교(특별교부금)이라는 특수한 재정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지역은 저희가 지금 아홉 개 지역에 선도
사업.. 하도 그렇게 안 되니까. 지자체가 안하려고 하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지역을 뽑아가
지고... (A, 교육부)
<49> 시･도교육감님이 관심이 있으면 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 해요. 보통교부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그걸 필요에 의해서 적정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패
널티를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시･도에서 마음대로 쓰는 거죠. (중략) 손 떼라고 하면
나중에 그 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고, 아무도 챙기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
에. 뭐 시스템화 하든지 이렇게... (A, 교육부)
<50> ...다문화나, 돌봄이라든가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교복우 사업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교육부 차원에서 크게 접근해서 그런 정책적인 지
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 지방이양이 되고 교육부에서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 되다보
니. 이제 지역 여건에 따라 잘 할 수 있을지. (중략) 이제 지역별로 관심이나 이런 게 당연히
다 다르니까. 어디는 관심이 높으신 데는 당연히 잘 하겠지만, (관심이) 부족한 데는 이제
잘 안 되는... (D, 교육부)

현재 교육계에서는 중앙정부,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사무를 지방정부, 교육청으
로 이양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노력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교육복지
관련 정책사업 또한, 더 이상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주관사무가 아닌 지방의 교육청 및
학교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담당해야 하는 사무가 되어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면담에 참여한 중앙정부의 관계자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 간 교육복
지 네트워크 자원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
한 상황 속에서 지역정부에 교육복지와 관련된 권한이 이양되게 되면, 지역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도 각 지역의 관심도와
의지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의 성과와 모습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억
지로라도 지역에서 운영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지방정부로의 이양
이 완료되면 지역에 따라 교육복지의 모습이 더욱 큰 격차를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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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45>, <46>사례에서는 중앙정부의 주체들이 지역별로 차
이가 있는 특성과 환경, 자원을 고려하지 못한 채, 하향식-획일적으로 정책이 추진하게 되
어 오히려 지역에서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네트워크 자원은 정책 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역 간 격차도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영주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논의점이 도출되고 있었다. 교육복지정책과 관련하
여 중앙정부에서 보다 큰 권한을 갖는 것, 반대로 지방정부에서 보다 큰 권한을 갖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복지 거버넌스 측면에서 주
체 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격차의 문제점은 결국 두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거버
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슈화에 따른 추진력의 변화: ‘시류에 흔들리기’
교육복지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느냐에 따라 정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정치적 추진력이 변화하
며, 거버넌스 또한 영향 받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관계자
들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정책공약, 그리고 언론의 영향력이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1> ...2006년쯤에.. 미식축구선수 그 사람이 굉장히 막 우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교육부가 다문화교육지원정책을 시작 했고, 실행한 게 2007년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
부 주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해가 가면서는, 사실은 그
지원이 오히려 점점 이렇게 ‘약화됐다’고 보는 그런 입장. (중략)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하던
것은 대체로 별로 포함하지 않는 ‘공약’들을 하고 있고.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가 한 것에
대해서는 비중을 크게 안 두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뉴스에 타면’ 또 돈이 나올
텐데.. 굉장히 교육을 ‘뉴스거리’로 본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좀 들어요. 공약 사항이 우선인
것 같아요... (D,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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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육부가 그렇다고 하면 어떤 거를 도와줘야 학교폭력 문제를 NGO인 당신들이나

또는 어떤 수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고 처음 논의된 게 2007년입니다. 그래서 진행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저희도 교육청 갔다가 앉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기도
했고. 왜냐면 현장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문제’를 사실 NGO가 자꾸 들어와서 문제
가 있으니 해결을 하자하니까 굉장히 ‘거부’도 많이 당하고 했었는데, 결국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11년도, 12년도에 워낙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를 강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간의 ‘드라마틱한 사회 변화’, 사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죽음이나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면서 이 문제가 더 정부가 깊숙이 개입을 하는 단계로 변화를 좀 해왔습니
다... (E, 시민사회단체)
<53> ...다문화 경우에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다문화를 들여서 하는 중앙 부처가 대체 몇

개인지. 정말 그 세금이 말도 못 하게 많아서 저희 상담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오히려
다문화가족이 되어야겠다, 우리나라민족보다. 다문화가족은 서비스가 넘쳐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울면서 상담했는데, 자기는 막 뼈 빠지게 일하고 했는데, (다문화)가족이 왔는데,
매니큐어를 칠하고, 매니큐어가 상징적이지만, 그렇게 하고 와서 서비스를 받는데, 자기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E, 시청)
<54> ...Wee프로젝트가 그렇게 학교폭력 때문에 생겼다는 것 때문에 같이 처음에 TF를 하

면서, 그러면 과연 이 공적인 서비스와 이 민간의 협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담당자가 바뀌거나, 부처도 또 말씀하
신대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의 영향’을 받는 건 맞는데, 학교 폭력은 그거에 있어서는 조금
정치,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한 12년도 이후에 조금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됐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선거 때’나 이럴 때 안 넣는 분이 없어요... (E,
시민사회단체)

위 사례들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뉴스거리’, ‘드라
마틱한 변화’, ‘유행’ 등으로 표현하면서 사회적-정치적 관심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의 추진
력이 변화하는 현상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교육복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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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이 사회에서 얼마나 이슈화되느냐에 따라 정책에 대한 지원이 변화하고, 정책사업
참여를 거절당하던 주체가 새롭게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러한 특
정 정책의 사회적 이슈화는 주로 여론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5> ...얘기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것’만 써요. 이번에 이틀 전에 전담사

관련해서 00일보 기자가 나왔는데 그분이랑 통화를 일주일 전에, 한참 전에 그런 관련 얘기
를 했는데도 그쪽 얘기만 나왔잖아요. 노조 쪽 얘기만. 그리고 끝에 교육부 관계자는 마치
아름답게 앞으로는 개선해 줄 것처럼. 난 그렇게 얘기 안했는데. 그렇게 자기화해서 정리됐
고 그래서 ‘아주 극한 상황’, 가장 ‘안 좋은 상황’, ‘가장 좋은 사례’만 그분들은 쓰기 때문에
전담사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모든 학교가, 모든 전담사가 그런 처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이 ‘극화돼서’ 기사화되기 때문에... (C,
교육부)
<56> ...일부 ‘언론’이 가장 역할이 크기는 해요. 왜냐면 그분 한 언론기자 분이 친분이 있는

개인의 의견을 듣고 그분이 마치 그게 현장의 모든 것처럼 쓰여진 경우가 있고 당신이 경험
하는 거는 아주 지난 정부들의 예전 것이었는데 마치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 중요한 역할이기는 해요. 저희가 직원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민감하긴 해요. 왜냐하면 신학기 때 수요가 없을 때 계속해서 그분들을 기사화 되고
여름방학 때도 여름방학 때 이런 것들이 기사화가 됐으니까. 그때 그때 반영 되고 있는 한
데... (A, 교육부)

위 사례들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언론에서는 주로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실의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지속되는데 있
어서도 언론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실 기존의 교육복지정책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측
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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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나 이슈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편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나 민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들과
함께 협력적 체제, 즉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교육복지정책의 성격이 특정한 사회적 약자가 아닌 보편적인
대상들을 위한 성격으로 변화하고, 이와 관련된 범부처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게
되었다. 즉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고,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정부기관 만
의 힘으로 이러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육복지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해야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영향력, 시류 등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53>사례에서와 같이 특정 정책사업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경향은 그
외의 정책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족하게 만드는 결과로 연결되는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대한 더욱 높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다. 제도적 규율: ‘분절적･단기적 거버넌스’
FGI 분석결과의 세 번째 영역에서는 제도적 규율과 관련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분절적･단기적 거버넌스’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도출되었
다. 제도적 규율 영역은 정책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법령 및 근거, 내･외부의 규정, 협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법과 규정으로 인한 협력･
교류 저하: 정보 접근 및 공유의 한계’, ‘찾기 힘든 역할 규정: 근거 없는 기준과 책임’,
‘거버넌스 지원 제도의 미비: 네트워크･협력에 대한 부족한 지원’, ‘관 인사제도에 따른 노

하우의 단절: 사라지는 전문성’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었다.

1) 법과 규정으로 인한 협력･교류 저하: ‘정보 접근 및 공유의 한계’
정책의 실행 및 거버넌스에 있어서 참여-운영주체 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긴밀한 협력
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와 업무의 교류는 필수조건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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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에 의하면, 대상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유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57> ...개인정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끼리는 적어도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

을 때 뭐 어떻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사실은 굉장히 ‘정보 교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작년에 시･도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라
갔을 때도 도청에서 거부한 이유가 개인정보문제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쪽 사회복지과
하고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고 해서 캔슬이 되어서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일선에서는... (E, 교육청)
<58> ...정보가 공유가 안 된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주는 즉시 ‘법률위반’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뭐, 업무하면서 법률위반 할 경우는 없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
서 공유가 필요한 정보조차도 제3자 정보 공개, 정보 제공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아이가 어떤,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사실은 담임도 몰라요.
근데 실은 그 아이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담임이거든요... (D, 교육청)
<59> ...개인정보는 너무 심각해요. 아이들 복지차원도 그렇고 상담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입

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지금 학교 안에 사안이 발생해서
그, 해당하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전화번호가 잘못되어가지고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그 전화
번호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 부모가 내가 전화번호 바꿨는데 학교에서 학교선생님이 자기
자녀 때문에 그것조차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나 한국교육개
발원 특임센터에서는 이 이제 그,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법적인 그것까지 지금 받
는 사례들이 있어요... (A, 초등학교)

먼저, <57>사례를 통해 타 지자체나 기관 내의 타부서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협력이 불가능
한 상황까지도 발생하여 거버넌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8>, <59>사례에서는 개인정보 공유가 법률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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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이 현재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체들조차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이러한 정보교류의 어려움과 단절은 대상자가 진학하는 학교 급이 바뀌는 과정
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을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60> ...당시 교복우 사업이나 이런 데서 논의된 과제 중에 하나가 ‘관리의 연속성’. 그거였어

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교마다 교육복지사들 그런 지원이 여건이 꽤 있었기 때문
에 이게 관리가 되지만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이러면서 학폭이
든 아니면 비행이든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게 되게 많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뭐.. 나이스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을 관리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체계들, 그리고
이런 애들을 지원하는 건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 산하와 연계해서 지자체의 지원과 같이 고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 (D, 교육부)

이처럼 교육복지 정책 대상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
구되지만, 학교 급이 바뀌게 되면서, 해당 학생에 대한 수직적 정보교류 또한 단절되게 된
다. 즉 학생의 변화추이를 연속선상에서 점검하고, 학생이 어떤 측면에서 성장･개선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도출되고 있지만, 실제적 정보교류 과정이나 통
로가 마련되는 등의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처에 따라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정책사업 대상자의 중복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각지대의 대상자에 대한 고려, 지
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 및 주체 간의 정보 공유가 저해되
고 있는 현상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기관
간, 거버넌스의 주체 간에 지속적･장기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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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이다.

2) 찾기 힘든 역할 규정: ‘근거 없는 기준과 책임’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긍정적으로 작동-운영되고, 정책의 성과가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
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이 긴밀한 협력 속에서 각자 담당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면담에 참여한 여러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관계자들
은 기관 간, 주체 간에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예방하고 긴밀히 협력하
기 위한 제반요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현재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운영되는데 있어 이러한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
음 사례들을 살펴보자.
<61>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 기능이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밖에서는 이건

야 너네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하라고 하는 건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고 그러면 학교에서 이걸 해야 되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안 되면 교육부 수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명확해야
되지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안하고 우리는 했으면 좋겠
고... (C, 교육부)
<62> ...지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을 조금 확대하면서 이제 조금 돌봄에 대한 학교 부담을 좀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굳이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
죠. 그니까 어떤 그 교육청이 만약에 학교에서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교육청의 의지이
고, 지자체가 확대를 한다고 하면 지자체의 의지인거죠. (중략) 올해 9월 말 정도까지는 돌봄
수요 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걸로 지자체에 지금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초등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담팀’이나 이런 것
들이 없었어요. 전담팀이라고 그러면 담당자가 명확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협의를 할 때도 ‘협의 주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A, 교육청)
<63> ...농･산어촌에 계시는 (상담사) 선생님들은 순수하게 우리가 학생들 상담만을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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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오히려 지금 중등교육과정이라든지 소속된 과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아주 팽배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난 여기서 근무 안할
래, 왜? 내가 상담 교사로 왔고 상담하려고 왔는데 이런 업무까지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지금 원성이 자자하고요. 그로 인해서 교육부나 Wee특임센터가 항상 충돌이 있어요...
(B, 고등학교)

이와 같이 교육복지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가 더욱 중요
해지고 있는 추세지만, 거버넌스의 각 주체나 담당부처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
고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앙단위와 지역단위, 학교단위를 막론하고 모든 단위의 거버넌스 작
동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아닌 갈등
과 충돌이 일어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사례
들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64> ...4월에 범정부에서 실행계획을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양

새는 뭔가 공동적으로 추진자 구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잘 안돼
요. 음 교육부 주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법적 근거를 한번... (C, 교육부)
<65> ...온종일돌봄이나 다함께돌봄이나 정부 차원에서 ‘주관 부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 단위, 광역단위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초등교육법이 일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봄과 관련된 내용을 거기다 담아주
시던지, 그런 ‘법 전달 체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B, 군청)
<66> ...지금 기관 간이나 부서 간이나 협업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아주 예를 들면 돌봄이

라고 했을 때, 돌봄 사업 예산을 내려주었을 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어느
과에서 총괄’한다. 근데 그 내려주는 시점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타기관 등을 미리 다
파악해서 그리고 총괄을 하고, 유관부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어떠한 역할과 기능
으로 협조를 하는 체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를 해서 주면, 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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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긍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협력을 해야
하는구나. 왜냐면 이렇게 내려왔고, ‘총괄 컨트롤타워’는 여기 부서가 되는 거고, 협력 부서
는 이렇게 돼서 우리는 같이 이 사업을 할 때 가야한다는 의무잖아요... (C, 시청)

이처럼 현재 교육복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이끌고 총괄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주관 부처나 담당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거버넌스의 주체들은 다른 기관 또는 주체들과 어떤 취지로 협력해
야 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주어진 업무를 의무적으로
만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위한 역할과 업무가 주어
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특정 주체에게 지워지게 되고, 이는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를 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67> ...학생 수는 학교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좋은 학교 교장･교감선생님들이 해주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근거가 없으니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교육복지라고 하기 애매한 거죠. 그렇다고 지자체보고 앞으로는 너네가 해, 라고
해도 지자체는 지금까지 안했던 걸 학교가 다 잘하고 있는데 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이네요,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하진 않죠. (중략) 이것은 정규 교육과정도 아니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될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지자체가 그걸 또 받아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
럴만한 ‘제도적 근거’가 없으니까. 하라고 푸시만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C, 교육부)

<68> ...운동장이 팽팽 놀고 있어도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주냐 하면

모든 ‘법체계가 교장이 책임지게’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제가 되게 이해할 수 없었는
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교장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구청
에서는 말로만 다치면 저희가 책임질게요, 하는데 법률상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처리나 그
사람한테 신체에 가해지는 것은 교장이 하게 되어있는데, 말로만 저희가 책임진다, 안 다치
게 한다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은... (C,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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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마을로 나오면 그건 지자체에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보험도 가입시켜야

되고, 다치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예를 들면, 창의버스라고 종로에서 유적지 가는
버스를 해도, 그건 구청에서 버스 운행하게 되면, 그 제반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구청에 오게
되는데, 그럼 저는 거꾸로 물어봐요. 왜 애들을 키우는 것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냐, 교육인데
왜 지자체에서 해야 하냐. 교육복지는 되게 업무가 비대해졌지만 그거에 따르는 교육복지라
는 다른 카테고리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과가 하거나
청소년과가 하거나 기존에(있던 과가) 그걸 하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한 요구랑 아까 범위랑
은 되게 확대가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고, 업무 가짓수만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다치면 책임지라고 하고, 그럼 본인 스스로 업무를 하면서도 또 우리가 해야 하냐
고... (E, 시청)

위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업 담당자, 사업 전담팀 등 여러 주체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 수준의 법령이나 지역의 자치법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이에 대한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역할의 갈등 및 충돌이 있는 주체들은 업무과
중에 시달리거나 업무에 대한 불만과 타인과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면담
에 참여한 여러 주체들은 이와 관련된 체제적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거버넌스 지원 제도의 미비: ‘네트워크와 협력에 대한 부족한 지원’
교육복지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부처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복지 거버넌스 형성 및 운영을 필요로 하고 강
조한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사업이 추
진되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거버
넌스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7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

워크’가 기본적으로 강조되어 있고 그런 어떤 민관의 ‘협력 구조’가 없으면 운영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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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있는 사업이에요. (중략)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핵심이 누구냐면 교육
복지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해요.’ 나머지는 뭐 교육청에 일하신 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만 하지 직접 가서 그거를 하진 않잖아요. 물론 지원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한 사람이 모든 행정과 회계와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하고 상담 사례 관리하
고 가정 방문 해야 되고... (A, 시민사회단체)
<71> ...항상 ‘공급자 위주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급자 위주에서 나 그거 했어, 나 있을 때 그거 했어, 이걸로 끝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수요에 맞게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혀 없다
는 거예요. 제가 도에 있다가 지금 파견 나와 보니까, 현장에 대한 감이 좀 새롭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우리는 공급만 생각하지 수요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참 잘 되어있어요. 근데 그들 간의 연결이
안 되고, 그들 간의 ‘연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국가도 지자체도 안 한다. (중략)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지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 되돌아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
서도 그거 또 해? 새로운 거 만들어서 해야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만 있어요... (B, 군청)

위 사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각 지역의 거버넌
스와 인적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에 따른 협력적 구조나 체제는 교
육복지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71>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공급자 중심
의 정책사업 접근이 중심이 되다 보니 정책사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실행하는 주체들
의 거버넌스와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이는 결국 특정 주체에게 너무 많
은 역할과 업무, 책임을 지게 하거나 기존 사업과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보다는 업
적과 사업의 결과 측면만 강조되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을 강조하였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2> ...제가 보기에 이 교육복지가 정말로 의도한대로 발전되려면 그 부분을 개선해주지 않

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네트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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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국가 정책은 엄청나게 많으나 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 시민사회단체)
<73>...겉으로 보기에 부처 간의 협력이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협력이 잘 안된다고. 개별 세부 사업, 그러니까 우리 부가 추진하는 이런 세부 사업과 관련해
서 문체부에 요청했을 때 그쪽 담당자가 업무를 지원해주는 정도 수준이지 노력해서 하는
거버넌스로 가려면 뭔가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C, 교육부)
<74>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돌봄 자원이나 그런 기관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어떤 민간단체

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데. 이제 조금은 그런 면에 대한
그 인식은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게 뭐 다른 여타 사업도 그렇
겠지만 어떤 ‘공동체의 기반’ 안에, 어떤 서로 그, 마을이나 공동체적 조정 능력이 있고 옆집
애도 봐주는 거고 이렇게 결국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안에서 하는 부분은 부분
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수용이 못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면 국가가 뭐
지금처럼 십만 십만을 수용해라. 그리고 선도 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것
들은 물론 처음의 어떤 견인역할은 하지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난 이후에는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되고 좀 문화로 진행 되어
야... (A, 교육청)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과 현장에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
복지와 관련된 정책사업들이 무수히 운영되고 있지만, 인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이
를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네트워크 자원이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정책사업
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자원의 불균형 현상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 형태로 지역에 내려오고, 지역정부를 비롯한 관련 주체들은 내려온 정책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74>사례의 참여자는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기반은 지역에 있는 공동체적 네트워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과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측면은 여러 정책적 문제점을 야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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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였다. 즉 교육복지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보다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적 지원과 접근이 요구되며,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 교육복지 거버넌스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사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관 인사제도에 따른 노하우의 단절: ‘사라지는 전문성’
면담에 참여한 여러 관계자들은 교육복지 정책의 실효성 확대와 긍정적 성과도출을 위
해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와 안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의
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음 사례들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5> ...교육복지는 특히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과 그런 과정들이 꼭 필수적이더라고요. 학

년이 바뀔 때도 그런 경우가, 상담해서 치료했다고 하던데 아이가 변한 거예요. 이제 다음
학년에서 애가 변했어요. 그래서 걔가 또 돌봄, 온종일, 그, 지역사회에 있는 돌봄기관에 있
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해보고 거기서는 어땠느냐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아
이를 맡고 있는 책임져주고 있는 그런 상담사라든지 뭐 돌봄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통하려
는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 교육청)
<76> ...시작된 게 2000년 초반이니까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지역에

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무기계약이랑 신분보장 면에서 이직률이 과거보단 훨씬
줄어들죠. 그 바람에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지역을 이해하고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A, 시민사회단체)
<77> ...이러한 협의체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05년 2006년 초반에 00에

있는 남부교육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중구 남구 그
지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끼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고마웠다며 식사를 함께 했어요. 같
이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제, 만약에 선생님한테 연락가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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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할 수 있다 다른 선생님들은 우리는 이것 도와줄게 이렇게 되더라구요. 유관기관마다
‘정기적’으로 서로의 업무들, 지역유관기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 안에서 단위학교중심으

로 지역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들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B, 교육청)

위 사례들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복지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긴 시
간동안의 근무를 통해 지역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그리고 각 기관의 담당
자, 주체들 간에 지속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었을 때, 보다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음을 밝
혀주고 있다. 즉 사업을 운영하고 협력하는 주체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필요
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와 같이 이러한 지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주체 간의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8> ...지금 00시 시협의회에서 가장 주된 활동을 하는 게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청간의 연계

방안인데.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학교담당자 교육부 담당자 복합커뮤니센
터담당자 시청담당자로 모이면 되는데 문제는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일회성’으
로 끝나고 계속 실천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E, 교육청)

이처럼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속성이 보장된 협의체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현재는 일회성의 형식적인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를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에서 찾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79> ...팀별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 사업 저 사업을 서로 연계해서 분리해서, 분리하고 또

그룹 짓고 해서 학교가 좀 더 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지역청에서 있어
봤는데 지역청에서 그것을 통해 건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은 그 담당 업무 장학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업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고, 또 의무
복무가 끝나면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는 장학사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건의
를 하고 문제점도 알고 이렇게 해도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A,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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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각 업무 담당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도 바뀌고 저기도

바뀌고 한군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바뀌다보니까 2년 전에 했던 사업을 기억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도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뭐 기본 몇 년 이런 것이 있다
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좀 큰 역할이 해줄 수 있는 분이
교육복지사님들인 것 같거든요. 상담사분들. 왜냐면 그분들은 업무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
서 ‘지속성’이 있고... (A, 교육청)
<81> ...그 분은 초기에 한 5년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힘을

빌어서 정책을 쓸 정도로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갔는데 그
분이 없어요. 수소문해서 만났어요. 딴 데로 발령이 났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순환 근무를 하면서 기존의 능력은 다 사장돼버
리는 거예요. 그 담당하는 담당자를 정말 심화시켜서 그 사람이 ‘중간 연계 네트워크에 활약
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는 어느 날 아무 일도
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니 뭔가 좀 한시적으로라
도 살려서 가겠다 그러면 저는 그 엄청난 재산을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 (D, 시민사회단체)

위 <80>, <81>사례의 참여자들은 긴밀한 협의체 구성과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는 각 주체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중간 연계자가 중요하며, 관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이러한 중간 연계자로서, 문제점에 대한 파악, 개선 등의 역할을 수
행할 필요가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제로 인하여 바뀌게 되어 지속성을 잃게 되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참여자들은 다음의 사례들과 같이 중간 연계
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된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82> ...교육청과 협력하려면 교육청의 누군가에게 ‘연결 꼭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육

청에 가서 마찬가지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바뀝니다. 저희도 일 년 내내
공지했던 분이 다른 시･군으로 발령 나셨어요. 물론 공무원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러면 직원을 교체해서 파견하자는 거예요. 지자체, 또는 광역
같은 경우는, 00은 장학 4급하고, 교육행정직4급하고 6급이 협력관으로 옵니다. 교육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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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시는데, 그 역할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일종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떤 별도 자원의 형태로 보내주시던지 서로가, 아니면 정원 부분을 만들어서, 별도
정원까지는 아니어도 정원을 만들어서 그 대신 업무는 교차해서 해라라는 방법... (B, 군청)
<83> ...저희 민간에 센터가 있는데 관에서 나와 주셔가지고.. 구청에서 보내주셨어요.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민간의 정서를 알게 되잖아요. 너무나 친한 사이가 됐죠. 근데 이런
서로 간의 경험이 굉장히. 이분이 이번 발령을 본인이 청소년 팀에 가고 싶다고 발령 요청을
해서 다시 청소년 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결국은 8년 이상을 다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전문가가 된 거죠. 공무원 중에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B, 시민사회단체)
<84> ...제가 교육청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학교에 있었던 후배 중에 하나가 교육청으로 오

게 됐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그 친구들이 다 사실 저희 민간단체로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에서 했던 네트워크의 경험과, 관에서 했던 네트워크 경험, 또 민에서
키워진 ‘중간리더’들. 예를 들면 관에서 키워진 중간리더들이 다 네트워크로 남는 거죠 지역
에서. 이 ‘사람들의 관계가 결국은 거버넌스의 핵심’도 되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다시 길러
지는 거죠. 후배들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네트워커들, 거버넌스의 담당자들, 반드시
관도 민도 ‘지속적’으로 두고 있어야 이게 거버넌스가 살아나지, 그게 아니라 업무를 딱 줘서
“당신 가.” 이러면 저는 거버넌스 체제 자체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맞는 것 같아요... (B,

시민사회단체)

위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주체들의 전문성을 지속시키고, 각 주체 간 이루어지던 협의를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중간 연계자의 존재와 역할을 필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82>사례에서는 지방정부들, 즉 시청이나 도청과 교육청 간의 관계에 있
어서 중간 연계자의 역할을 이야기하였고, <83>, <84>사례에서는 민과 정부기관 간의 관계
측면에서의 중간 연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84>의 연구 참여자는 기관 간 교차
근무를 통해 담당자를 중간리더 또는 중간 연계자로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성과 관계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와 성과를 제시하면서, 거버넌스의 핵심은 주체 간의
관계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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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영 및 성과: ‘실적･결과 중심 거버넌스’
FGI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 및 특징과 관련된 마지막 영역은 운

영 및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정책의 재원, 전달체계, 전담조직, 목표달성정도 및 효과,
효율성, 민주성 등을 다룬다. 이러한 운영 및 성과 영역에서의 특징은 ‘실적･결과 중심 거
버넌스’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인 현황 및 특징은 ‘상시적 전달체계와 전담조직의 부재: 지
속성과 체계성의 상실’, ‘사업별 실적에 대한 성과주의: 인위적 네트워크로의 연결’, ‘사업
통합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 확보: 사업 간의 벽 허물기’, ‘학교 내부 역량을 통한 성과 도
출: 사업이 아닌 학생을 위한 거버넌스’로 정리될 수 있었다.

1) 상시적 전달체계와 전담조직의 부재: ‘지속성과 체계성의 상실’
이미 앞에서 교육복지 정책 및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분
절적 운영, 전문성과 경력의 단절, 부족한 거버넌스 지원 정책, 정보교류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면담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운영과
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교육복지 거
버넌스와 관련된 역할을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사례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85> ...현재 있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충분히 복지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도 뭐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적인 기관과 민간기관과 부처 간의 하위기관들이 조금 더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공무원들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
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데 기존에 있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되어서 매년 좀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어디가 주체가 되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
니다... (B, 군청)
<86> ...교감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얘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에 ‘연결’ 시켜야 될지를, 어떤 종류의 사업이 있는지 이런 거가 한 눈에 들어오지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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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죠. 모르시는 거죠. 센터는 교육청에 있는 센터는 대부분 대충은 잘 알지만 학교 밖의
어떤 지자체 운영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어떤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
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모두 ‘중복’되고 그러면 그 어떤 ‘조정’, ‘통합지
원센터’ 같은 그런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다고... (A, 교육청)
<87> ...기존에 유사한 ‘다부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러니까 뭐 4개년 기본

계획, 5개년 기본 계획에서 중심 부처가 기본 계획 담당자 모으고 다시 각각 움직이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오롯한
통합 지원이 되기 힘들 것 같아요... (C, 교육부)

먼저, <85>, <86>사례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리고 이러한 사업 하에서 어떤 시설과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적합한 기관과 사업을 연결해줄 수 있는 허브조직을 필요로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87>사례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유사사업을 통합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담
참여자들은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주체들이 사업과 업무의 중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처별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복지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기관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개별사업과 담당자 간 역할을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의 사례들과 같이 노하우와 네트워크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보와 경험을 축적하여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구성될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88>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많은데 그걸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걸 보급을 해

주는 역할이 사실은 없거든요. 저희도 나중에 Wee센터도 나중에 지역에서 이용할 사업이지
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일단은 저희가 도에 하나 시에 하나 뚫어야할 것 같고.
그니까 ‘사례를 모으고,’ ‘사례를 개념화’ 해가지고 그것을 일반 Wee클래스나 Wee센터에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팁도 주고 고민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연구.. 연구기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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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정책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기구를
시･도에 하나 두고.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될 필
요성이... (A, 교육부)
<89> ...사업들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거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이제

그 ‘전담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설화’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니까 그 사업에 한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교육청이 많이 주도적
으로 하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측면이 있지만 좀 이상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좀 이렇
게 확산된다든지 지역의 어떤 ‘복지 생태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전담인력이나 협
의체나 이런 것들이 ‘상설화’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되지 못하는... (A, 교육청)
<90> ...그런 노하우, 이런 역량들을 좀 잘 편성 이렇게 했던 것들을 구조화해서 저희가 지자

체나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무원이나
이런 기관들은 계속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자꾸 힘들어지거든요. (중
략) 다른 기관들에게 좀 중심이 돼서 좀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C, 교육부)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재 국내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을 중심
으로 각 기관의 사업담당자들이 각각의 운영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
이며, 순환보직제로 인하여 관의 사업담당자들은 대부분 지속적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거버넌스가 지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는데 많은 어려움
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면담에 참여한 여러 관계자들은 각 기관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 간 또는 주체 간의 연계를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거버넌스의 활
성화를 지원하고, 협력적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2) 사업별 실적 중심의 성과주의: ‘인위적 네트워크로의 연결’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복지 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성과 확인이 마치 사업을 통한 질적
성과 보다는 양적 수치에 초점을 맞추어 일정한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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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현재의 교육복지 정책은 부처별 예산 보조사
업과 매칭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사업의 평가방식이 예산 사
용의 효율성과 개별 사업들의 수행 정도 등을 확인하는 실적-성과 중심의 점검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 확인 방식은 교육복지정책은 물론, 거버넌스에도
여러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91> ...대체로 이 사업은 진짜, 사업이구나, 예산이 투입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애가 사라지는
거죠. 애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벌써 평가 온다, 이러면 벌써 포트폴리오 만들고 싶어지고
뭔가 좀 잘 배치하고 싶고, 양적평가 잘해보고 싶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복
지가 그런 것이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시작해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top-down 이라는 거죠... (C, 초등학교)
<92> ...결국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숫자’인거예요. 몇 학교에 얼마만큼 지원했니. 성과

가 뭐니. 몇 명이 지원 받았니 이런 거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시의원들, 교육부, 국회의원들
이 예산 인사를 하면서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D, 교육청)
<93> ...그 기관들은 항상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을 몇 회 했고,

프로그램을 몇 회 했고, 예산 배정이 됐는데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나, 이런 것들이 항상 1년
단위로 뿌려지고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저희로 인해서 그게(그 기관의 실적이) 줄어
드니까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도 왜 이렇게 됐냐... (B, 고등학교)
<94> ...인프라라든가 외적 자원들을 종합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공동사업이 가능하고 이

게 기대되는 효과라 본다면, 실제 그걸 하느냐. 못해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일단 경영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 경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사업으로 보이거든
요? 경영평가를 받아야 돼요. 정부가 하는. 매년마다. 그리고 해당 주무부서가 하는 정기적
평가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자체 자치 관리 감사도 받아야 돼요. 또 그리고 시의회가 요구
하는 것도 있어요. 연 초에 들어가는 기본사업 사업계획 승인. 중간에 평가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는 각종 응대. 이거하다가 일 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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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가요... (A, 시민사회단체)

위 사례들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복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 확
인은 예산과 관련된 실적 달성과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효율적 접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적 중심의 성과확인은 예산
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책사업이 본래 추구하던
기본 목표, 즉 학생에게 어떠한 교육적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2>사례를 통해 정책사업과 관계자의 인식 또한 성과확인
방식에 맞게 변질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다음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5> ...돈을 막 엄청나게 쏟아 붓는데, 수십 억 씩 주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 몰라서 다들

난감해해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빨리 만들어서 하고. 가보면 내용이 없는데 사업은 하고
있어. 국가는 이런 주민자치, 뭐 주민참여 입장에서 그걸 한 건데. 뭐든 좋아요. 아무 준비가
안됐는데 돈만 쏟아 부으니까. 또 민은 냅다 그걸 받아요. 또. 받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
까 대충하는 거예요... (A, 시민사회단체)
<96>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눈에 보이는 것만 할 수밖에 없죠. 있는 것만 가지

고 만들어내고. 원래 목적에 맞는 기능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어떤 ‘인위적 네트워크’만 되는 거예요. (중략) 그렇죠. 네가 다해라. 혼자 다 해라, 식이
니까. 만약에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내가 이곳을 담당했으면 아무런 인적.... 사실은
이제 모든 관계는 사람이잖아요. 네트워크도 사람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 걸리거
든요 그게. 그런데 갑자기 당장 올 연말까지 성과를 내야 되니까... (A, 시민사회단체)

이처럼 지금과 같은 성과확인 방식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닌 사업을 통해 도출
되는 결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차원에 대한 면밀한 점
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특정한 성과를 내기 위한
인위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거버넌스의 형태까지 변질되는 결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각각의 정책사업이 달성한 개별 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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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복지정책의 재정지원 구조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사
례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97> ...결국 지자체의 모든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보조사업에 매칭사업이거든요. (E: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
로 각 지자체장이 막상 부임해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B: 하라는 사업만
할 수 있어요) 매칭사업도. 그나마 그것만 부담하기에도 벅차서... (A, 시청)
<98>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매번 행감 국감 때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

큼의 예산을 썼고 몇 학교를 지원했고 몇 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라는 게 나와야 되는
이상은, 이걸 통으로 운영비에 다 기본 운영비에 집어넣어서 교부해 주십시오 라고 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그런 시의회 보고나 어떤. “니네가 한 게 뭐가 있
니?” 라고 이야기 했을 때 우리가 “기본 운영비에 넣어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디펜
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붙잡고 있으면서 학교에다가 직접 주고 직접 어디어
디에 쓰시오, 얼마만큼 쓰시오 컨트롤 하고 있는 거예요. (중략) 사업은 매번 조각조각 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D, 교육청)
<99> ...여성 관련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업비나 아까 그 사업비가 뭐 교육복지, 그러

니까 보건복지부의 일개 예산에 비해 안 되는데, 그 사업의 꼬리표나 사업 수도 많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엄청 많아서 담당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 중에 여가부 관련 사업을 기
피를 해요. 돈을, 매칭사업도 보면, 실제로 어떤 데는 안하는 데도 있고. 생색내기 식으로
그렇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귀결적으로 나가면 결국은 예산재정적인 부
분에서 자율성이라든지 집행에서의 자율성밖에 안 남아요... (A, 시청)

기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정책사업의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책 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정책사업의 발전방안을 찾
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례들과 같이 이러한 성과확인이 예산에 따른 실적과 사업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데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정책이 어떤 실효성을 발휘했고, 대상자들에게 어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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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데 중심을 두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에
투여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계획된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그 실적에 초점이 맞추
어진 채로 성과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거버넌스를 성과중심의 인위적 거버넌스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특히 교육복지 관련 정책사업들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각 부처
로부터 예산을 받는 보조사업 및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확인 또한,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결
국 지자체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유사사업을 통합하거나 중복사업을 제거할 수 있는 자율
성과 주체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사업통합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 확보: ‘사업 간의 벽 허물기’
교육복지정책의 운영 측면에 있어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 주체들은 중앙부처로부터 분절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충에 대한 개선, 그리고 학교의 자원과 역할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측면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다음 사례들을 살
펴보자.

<100> ...부처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교육복지에서 아까 각 영역의 네트워크를 만들

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략) 저희 교육복지하고 돌봄은 아까 온종일돌봄 말씀드렸고, 말
씀하신 위기청소년사업 관련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쪽이 다 교육복지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업적 연계는 현장은 ‘대상자 중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초학력
이나, 돌봄, 위기는 저희 교육복지 대상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그 친구들은
교육복지로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각 센터들한테는 그런 협의는 대부분
되는 것 같아요... (B, 시민사회단체)
<101> ...지자체는 마을이나 학교 밖의 어떤 연계, 관계망들이 구축이 되고 그것들이 활용되

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중략) 학교가 그 정도 포화상태에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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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자원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을 활용해서 진짜 거버넌스가 민 중심으로 주도가 돼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망이잖아요? 사각지대 없이. 특히 돌봄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
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학교하고 그 관할의 공동체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밀도 있게
구성이, 안전망이 되어야하는 부분인데 이게 학교가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C,
교육청)

<100>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복지 정책이 관련 관련부처마다의 개별적

사업들로 지역에 내려온다고 하여도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중심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1>사례와 같이 학교
의 힘만으로는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연계와 관계망을 지역에서 구
축하고자 하는 모습도 확인해볼 수 있다. 즉 지역 단계에서의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을 통
합-정리하고, 학교의 실제적 어려움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구체
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02>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인데. 취지가 매우 훌륭한 게 뭐냐면, 의무적으로 제가 자치

예산을 주면서 사업 계획, 사업을 이제 하거든요. 사업의 종류나 이런 건 전혀 내려주지 않아
요. 이 사업 자체가. 근데 대신 교육지원청과 도청과 주민이 상의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
한 사업이 뭔지, 중복된 사업 없이 해서, 의무적으로 세 주체가 협업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
게 되어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교육지원청, 구청 담당자들을 만나야 하고, 또 구청이랑
그 지원청이 교육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협업이 안 되고,
학교 문이 안 열리고 교육지원청이 안 열리는 문제를 이 사업은 그걸 해소하려고 한 거예
요... (C, 시청)
<103> ...‘협의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2005년, 2006년 초반에 00시에 있는 00교육청에

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00구 00구 그 지역을 이렇게 했는
데, 그분들끼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고마웠다며. 식사를 함께 했어요. 같이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제, 만약에 선생님한테 연락가면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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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생님들은 우리는 이것 도와줄게 이렇게 되더라구요. 각 유관기관마다 정기적으로 서
로의 업무들, 지역유관기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 안에서 단위학교중심으로 지역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
다... (E, 교육청)

이처럼 지역 정부기관에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긍정적 성과를 얻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102>사례를 통해
같이 서로 간의 칸막이 문화와 교류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적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주체들의 노력을 확인해 볼 수 있으
며, 지역 차원에서의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체 간에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103>사례를 통해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해있는 주체들이라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의하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협력 중심의 긍정적인 거버넌스가 형성-운영될 수 있다는 시사점도 얻
을 수 있다.
아울러 다음 사례들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의 사업 통합 노력과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04>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사업 간의 벽을 허무는’ 그게 두드림학교입니다.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각 시･도에서 아, 이거는 우리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이런 대응 투자를 하자 그런 요구들이 없었는데도
지금 현재는 몇몇 시･도는 교육부 특교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두드림학교에 넣고
또 지금 몇몇 시･도는 아예 이 두드림학교를 아예 교육부 특교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전 학교
에 이제 시의 예산을, 시･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운영비 자체에다가 더 내려
줘서 두드림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중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이 바뀌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아예 ‘예산’ 자체도 다르고 사업 목적도 ‘대상’을 위해서... (A, 교육청)
<105> ...사업이 다 모여지는 게 지자체예요. (중략) 지자체에서 동일한, ‘유사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 지자체에 줘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예산 문제’, 예산
정산 문제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자율성’을 줘야 하지 않을까.
사각지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사례관리를 통해 계속 발굴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자체
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도나 정부는 못해요. 왜냐면 현 실정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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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도 모르고, 옆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지자체가 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사실 위에서 내려주는 거 밀어내기도 사실 바빠요.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지자체
수준을 조금 높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B, 군청)

위 사례들과 같이 지역 거버넌스의 주체들은 분절적 사업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
적인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업 간의 벽을 허무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지역에서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에서는 통합과 정리 과정을 통해
사업과 대상의 중복, 사각지대 대상자 발생 등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학생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운영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의 주체들은 교육복지 정책 거버넌스의 상의하향적
특성, 실적-성과 중심의 점검 형태, 예산 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히게 되
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개별 사업을 그대로 이행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지역의 주체들은 교육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거버넌스가 보다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체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였다. 특히 예산운영과 관련된 권한과 지역 주체 간에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 내부 역량을 통한 성과 도출: ‘사업이 아닌 학생을 위한 거버넌스’
교육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부처에 따른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분절적으로 운
영되는 경향이 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정책이 실제로 구현되는 학교 중에는 학
생을 중심에 두고 내부에서의 협치와 거버넌스를 통해 운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교육적 관점에서의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얻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106> ...작년부터 저희 학교는 그때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쪽으로 교육과정과 반영을 해서

사실은 교복우, 다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도 다른 곳에서 오고, 업무 담당자가 다르
고. 그래서 서로 자신의 업무만 딱 생각하고 사업을 지탱하면 학교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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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가 없거든요. (중략)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할 때 수립할 때부터 1년간의 사업을 봤을
때 이제 서로 조금 중복되지 않도록 연관성 있도록, 되도록이면 교육과정과 맞물리게 운영
을... (D, 초등학교)
<107> ...집행주체는 학교잖아요. 학교가 그럼 어떻게 거버넌스가 가능하게 예산구조를 바꿀

거냐, 요구할 수 있거든요. 교육청이 분절화 되어있다고 해서 학교가 분절화 되어있을 이유
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원도심, 돌봄, 다문화, 방과후 뭐 이런 이제 애들 복지에 관련된 것까
지 포함해서 생활까지 포함해서 한 줄로 태우고 팀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럼 예산이 한곳에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팀에서 이 예산을,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거냐?’ 생활차원에서 어떻
게 접근하고 다문화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회의가
구성이 되는 거죠... (C, 초등학교)

이와 같이 돌봄, 다문화, 방과 후, 기초학력 등의 교육복지정책들은 구분된 개별 사업이
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그대로 구분하여 운영하기 보다
는 학교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영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의 협치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통합은 개별 사업적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업이 아닌 학생이 중심이 된 교육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
었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 사례를 통해 교육복지 거버넌
스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108> ...학생의 어려움을 알아서 그 담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고, 본인이 해결

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게 안 되면 학교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복지
가 제대로 되려면 담임이 주체적으로 나서야된다. 그래서 대상 중복을 피해야한다. (중략)
두 번째 내용의 중복, 프로그램의 중복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것도 교육청에서 손댈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장 프로그램을 잘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감선생님
이에요. 교감선생님이 모든 부장의 사업 계획서를 받아요. 그니까 프로그램이 내용이 중복된
다면 이거를 교감선생님이 컨트롤,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감선생님이
내용이 서로 중첩된다면 특성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두드림학교 프로그램이 모든
융합적으로 한다면 두드림은 좀 더 인지적으로 해라. 그리고 심리상담은 Wee클래스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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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잘 되는 학교는 그렇게 해요... (B, 교육청)

위 사례와 같이 면담 참여자들은 교육복지 정책사업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과 필요로 하
는 지원, 개별 사업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제적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해당 사업을 구현하는 것은 학교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주체들
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교육복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에 따라 다음의 사례들과 같이 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109> ...단위학교 사실은 아까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느 시･도나 화두가 그건 것 같아

요. ‘단위학교 자치를 강화’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체제’로 하는 체제가 좀 급하다. 복
지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단위학교 자치를 강화하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할 건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건가. 예를
들어 교육과정도 지금 자치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중복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 및 편
성, 어떤 선택을 그런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 그런 거 때문에 단위학교로 여러 가지
복지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학교장의 선택폭’을 좀 넓혀줬으면... (E, 교육청)
<110> ...저희 자체 협의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학교교육 목표와 결부

시켜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과교육과정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과 녹여서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금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어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네, 이거
하자,” 이게 아니라, ‘학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금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D, 초등학교)

이처럼 면담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육복지정책의 긍정적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학교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을 정책사업과 거버넌스의 중심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위기관에서 입안한 프로그램이 아닌 학교 구성
원들의 요구와 현장의 거버넌스를 통해 시작되는 상향식의 교육복지정책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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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살펴보았던 <107>사례에 의하면, 학교에 부여된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부처에서 내려온 개별 사업들의 예산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
적 관점의 거버넌스가 작동 가능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분절적 사업운영으로 인해 발
생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즉 예산의 통합을 통해 학교 차원의 자율성
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긍정적 결과로 연결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산 통합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노력을 통해 더욱 확대될 수 있는데, 이를 다
음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1>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저희는 예산을. ‘통합신청제’가 00시는 지금 시행되고 있어

요. 다문화 방과후 탈북 예를 들어 두드림 기초학력 예산이 하도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
가 학교에서 통합해가지고 업무담당선생님끼리 협의해가지고 한 번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예산을 배분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큼 지원할 수 있고, 교육복지예산도
예전에는 학교별 복지예산 30명이면 이천만원, 40명이면 뭐 삼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했는
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하다 신청하면 거기에 준해서 딱 예산을 내
려주거든요... (E, 초등학교)
<112> ...‘(학교에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교육복지통합조정예산제’라

고 바꿨어요. 각 과에서 학교에 보낼 예산을 세우잖아요? 세워서 내려 보내줄 때 교육복지과
에서는 그걸 조정하는 거죠. 어느 과에 많이 내려가면 어느 학교에 다른 과에서 많이 내려가
면 우리가 조절해서 좀 적게 주는 거예요. 혹은 부족하게 내려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해서 공평하게 내려 보내주고. 학교에서는 그걸 보고 자기학교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중략) 예산을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 판단해서 다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각 과에서 모여서 다시 통합 조정해서 학교에 최종적으로 내
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내년에 그렇게 운영할 거거든요... (B, 교육청)

일반적으로 교원을 비롯한 학교현장의 주체들은 학교로 내려온 국가 정책사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국내 교육복지정책
은 여러 부처의 개별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그에 따르는 예산도 분절적으로 학교에 투입되
는 특징으로 인해 사업내용과 대상에 있어서의 중복현상을 비롯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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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로 정책사업이 구현되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교육복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학교 현장 내부에서의 학생 중심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차원에
서의 사업통합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과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의 교육복지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영향요인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 및 특징은 영역에 따라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정리
될 수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공급자 주도형 거버넌스’, ‘사업 중심 거버넌스’, ‘분절적･단
기적 거버넌스’, ‘실적･결과 중심 거버넌스’ 의 주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함께 도출되었다. 즉 위에서 살펴본 여러 현황과 특징들은 다양한 영향요인들의
작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교육복
지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현상과 특징, 영향요인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Ⅴ-3>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특징 및 영향요인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 및 특징
영역 및 특징

주요 현상 및 내용

영향요인

-시작단계에서의 배제:
‘상의하향식 거버넌스’
1. 주체:
‘공급자주도형
거버넌스’

-분절적 역할의 주체들:
‘부서 간 칸막이 문화’
-권익에 따른 저항과 변모:
‘각자의 이권 추구하기’
-민･관 주체 간 권력관계의 형성:
‘상황에 따른 갑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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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거버넌스 참여 시기
-사업담당자 간 접근･교류의 수월성
-노조 및 이익집단의 저항･지원 정도
-주체별 사적 이익의 발생 여부
-주체 간의 균형성(수평적 권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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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 및 특징
영역 및 특징

주요 현상 및 내용

영향요인

-개념과 취지에 대한 비 합의:
‘교육인가 복지인가’
2. 정책내용 및
기반적 구조:
‘사업 중심
거버넌스’

-개별 사업으로의 세분화:
‘핵심이 빠진 단절적 접근’
-지역별 네트워크 기반의 불균형:
‘지역 간 격차의 심화’

-정책개념･비전에 대한 이해･합의 정도
-사업의 분절성과 중복성
-지역 네트워크 자원의 충분성
-정치적･사회적 관심 및 화제성

-이슈화에 따른 추진력의 변화:
‘시류에 흔들리기’
-법과 규정으로 인한 협력과 교류 저하:
‘정보 접근 및 공유의 한계’
3. 제도적 규율:
‘분절적･단기적
거버넌스’

-찾기 힘든 역할 규정:
‘근거 없는 기준과 책임’
-거버넌스 지원 제도의 미비:
‘네트워크･협력에 대한 부족한 지원’

-사업관련 근거법령 및 제도의 정합성
-역할 및 업무규정에 대한 명확성
-책임규정 및 제도에 대한 타당성
-사업담당자(주체)의 역할 지속성

-관 인사제도에 따른 노하우의 단절:
‘사라지는 전문성’
-상시적 전달체계와 전담조직의 부재:
‘지속성과 체계성의 상실’
4. 운영 및 성과:
‘실적･결과 중심
거버넌스’

-사업별 실적 중심의 성과주의:
‘인위적 네트워크로의 연결’
-사업통합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 확보:
‘사업 간의 벽 허물기’

-전달체계･전담조직의 지속성(안정성)
-예산운용 관련 지역의 권한 및 자율성
-정책성과점검 방식 및 목적의 적합성
-사업통합･구현 관련 학교의 역량

-학교 내부 역량을 통한 성과 도출:
‘사업이 아닌 학생을 위한 거버넌스’

기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교육복지 거버넌스 뿐 아니라, 여타 정책과 관련된 거버넌스
에서도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즉 본 절에서 밝히는 영향요
인이 오직 교육복지 거버넌스에만 작용하는 특정한 요인들로 이해되기 보다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보다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작용하는 주요 영향요인을 네 개의 영역에 따라 구
분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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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체 영역에서의 영향요인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과 관련된 첫 영역에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주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러한 주체 영역에서 도출된 영향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주체의 거버넌스 참여시기이다. 이는 지역과 학교단계 거버넌스의 작동시작
시기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면담결과에 의하면 지역과 현장의 주체들은 정책과 사업 계획
단계 거버넌스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이미 정해진 정책사업을 수동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입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체들의 자발성 및 운영의지가 저하되고, 현장과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 업무와 사업내용의 중복, 협력에서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연결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즉 지역과 현장 주체들의 정책 형성 및 계획 단계에서의 참여
여부는 교육복지정책과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사업담당자 간의 교류정도이다. 면담 참여자들은 기관 간, 부서 간에 마치 칸막이
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정도로 담당자 간에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교류가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거버넌스의 작동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예산의 중복투자나 유사사업 운영 등의 문제발생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처럼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특성 상, 거버넌스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사업 담당자들 간의 협력과 연계를 위한 교류의 정도는 교육복지정책과 거버넌스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셋째, 노조 및 관련단체의 저항여부이다. FGI 분석결과에서는 현장에서 여러 기관, 여러
직종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복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여러
직종들을 대변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활동하는 노조 및 단체들이 정책 운영 과정
과 거버넌스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즉
노조 및 관련 단체들은 교육복지정책과 거버넌스 운영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정책과 거버넌스의 추진력을 저하시키거나 반대로 강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적이익의 발생여부이다. 일부 주체들, 특히 민간기관의 주체에게서는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이나 특정인들에 대한 수혜, 정치적 이익에 따라 주체
본연의 성격과 참여의 목적이 변모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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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점을 두게 되는 주체의 변모는 거버넌스의 성격과 본래 취지를 잃게 하고, 교육복지
정책의 본질적 성격까지 잃게 하는 결과로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주체들에게 사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직간접적 이익은 교육복지정책은 물론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강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거버넌스 주체 간의 균형성이다. 위에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지역에서 운영
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쥐고 있는 ‘관’의 담당자가 ‘민’ 관계자
와의 관계를 마치 ‘갑･을 관계’처럼 인식하고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로 민과 관련된 주체들이 스스로 갖게 된 영향력을 타 주체에게 행사하는
권력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주체 간에 부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형식적 협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오직 사업수행에만 초점을 맞춘 거버넌스가 작
동되게 된다. 즉 거버넌스 주체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 여부, 즉 권한의 균형성은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나. 정책내용 및 기반적 구조 영역에서의 영향요인
두 번째 영역은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정책내용과 기반적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
였다. 해당 영역에서 도출된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책의 개념 및 비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합의 정도이다. 면담결과에 의하면,
정책의 취지나 개념적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향적 형태의 정책이 추
진되게 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주체들의 입장과 현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
지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과 현장에서는 해당 정책사업을 자신들
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체 간에 업무를 미루는 현상, 형식적으로
따르거나 저항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책의 개념
과 취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이에 대한 주체들의 합의 여부는 주체 간의 협력과
역할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사업의 분절성과 중복성이다. 면담결과에 의하면, 수혜대상의 중복현상과 프로그
램 내용의 중복현상은 우리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
적되고 있었다. 즉 국내 교육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근본적인 핵심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167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거버넌스는 이러한 사업을 모
아서 협력-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실제적인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결과
로 연결되었다. 이는 결국 업무 및 관련 책임만이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고려될 뿐, 협력적
거버넌스는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수
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셋째, 지역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원이다. 지역 간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는 지역의 자원
과 사회-경제적 환경, 주체 간의 연계와 거버넌스 형태 여부 등으로 인하여, 교육복지 관련
정책사업 추진의 수월성-성과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로 연
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지역 격차 현상은
국가 주도적 거버넌스의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이 되기도 한다. 즉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역별 자
원과 환경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획일적 정책이 추진되게 되면, 거버넌스의 작동
범위를 한정짓게 되고, 거버넌스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지역에서
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결국 지역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원은 교
육복지 거버넌스의 형태와 주체, 실효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정치-사회적 화제성이다. 교육복지정책은 다른 일반적인 정책과 유사하게 이슈화
정도에 따라 예산, 인력, 범위, 내용 등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
의 구성이나 구조 또한 변화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복지 거버넌스 또한 정책공
약, 언론 기사 등의 사회적-정치적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정책사업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되면, 그 외의 정책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결국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치
적 영향력, 그리고 언론을 통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 등의 외부적 여건은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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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도적 규율 영역에서의 영향요인
교육복지 거버넌스 현황 및 특징분석의 세 번째 영역에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와 관련
된 제도적 규율 측면의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러한 제도적 규율 영역에서 도출된 영향요인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관련 근거법령 및 제도의 정합성이다. 기실 교육복지와 관련된 대상자, 학생
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지원은 각 대상자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다
양하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복지정책 전반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학 중인
학교를 비롯한 특정 기관만의 역할과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 기
관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정보 공유와 주체 간의 협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특히 교육복지는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긴밀한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법령 등으로 인하여 기관 및 주체 간의 정보 단절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련법령과
제도의 정합성은 협력과 연계를 촉진 또는 저해하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역할에 대한 명확성과 책임규정에 대한 타당성으로, 이는 명확한 근거법령 및 규
정존재 여부로도 설명될 수 있다. 면담에 참여한 여러 주체들은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조
하에서 다른 주체들과 협력 및 연계를 추진하고,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게다가 법적으로 타 부처나 주체들과의 협력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 문
제점 등에 대한 책임이 지역이나 현장의 개인에게 부과되기도 함으로써 이러한 책임에 대
한 부담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거버넌스의 주체들 간에
협력이 아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즉 이러한 거버넌스 주
체 간 업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의 미비와 특정 주체에 대한 책임 부담은 거버넌스 주체
간의 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담당자의 역할 지속성이다. 각 기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전
문성과 이들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
에 없다. 즉 사업담당자 개인의 측면에서도 사업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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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지속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도 주체 간 긍정적 관계를 형성
하고 상시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장기
간의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관 담당자들의 순환보직제에 따른 잦은 변경으로 인하
여 협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며, 사업 및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고 하여도 담당자들이 단기간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실제적 개선이 이
루어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담당자의 역할 단절
은 그 간에 쌓인 경험과 관계, 전문성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사업담당자의 역할 지속성은 교육복지정책 및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지속성, 주
체 간의 관계성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영향요
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담당자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운영 및 성과 영역에서의 영향요인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마지막 영역에서는 운영 및 성과와 관련된 현상과 특징이 다루어
졌다.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운영 및 성과 영역에서 도출된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달체계 및 전담조직의 지속성(안정성)이다. 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을 운영
하는 각 기관 담당자들이 교육복지 거버넌스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수월하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 전문성과 경험의 단절성을 극복
하기 위한 측면, 그리고 주체 간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면담 참여자들은 교육복
지 사업과 업무의 중복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개별사업과 담당자 간 역할을
지속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부재한 데서 찾고 있다. 즉 현재 부처별 개별사업
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복지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기관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정보력을 갖춘 전담조직과 전달체계의 존재 여부와 지속성은 교육복지정책의
실효성 및 거버넌스의 작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예산운용과 관련된 지역의 권한 및 자율성이다. 교육복지정책과 관련된 여러 중앙
부처에서는 다양한 개별사업을 계획-추진하여 지역에 내려 보내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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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업들이 모여서 운영되는 것은 결국 지역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복지정책
의 운영 측면에 있어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지역 단계에서의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을 통합-정리하면서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 사각지대 발생에의 대처 등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학교의 실제적 어려움들을 지원하
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의미한 활동들은 예산운용과 관련된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협력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를 형성-운영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즉 지역의 주
체들이 관련 정책사업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운용의 권한과 자율성이라는 영향요인
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정책 성과점검 방식 및 목적의 적합성이다. 일반적으로 교육복지정책은 부처별 예
산 보조사업과 매칭사업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역 차원
에서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업의 분절화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에서의 필요에 따라 개별 사업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
여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업별로 추진한 실적을 제
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분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자
체에서 유사사업을 통합 또는 중복사업을 제거하는 자율성, 주체성이 저해되는 결과로도
연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버넌스 관계자들은 정책의 성과확인 과정 자체만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는 오히려 정책사업의 본래
목적을 잃게 만들고, 거버넌스를 성과중심의 인위적 거버넌스로 변모시키는 등 긍정적 작
동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즉 정책 성과점검 방식 및 목적 그리고
교육복지 정책 및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 간의 적합성 여부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사업통합 및 구현과 관련된 학교의 역량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교 구성원들
은 학교에 내려온 여러 교육복지 정책사업을 주어진 그대로 수동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학교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보다 교육적 목적에 적합한 방향으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사
업을 통합-조정하여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통합-조정은 특정 개인이 아닌 학교
내부에서의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차원에서의
사업통합 노력과 과정 및 결과는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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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즉 학교 내부에서의 협치를 통해 사업
을 통합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은 교육복지 정책 및 거버넌스 결과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의 역량은 교육복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업무를 체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전문성,
그리고 학교 내부 구성원 간에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와 구조, 학교
외부의 타 기관 및 담당자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학교의 내부 역량은 학생과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거버넌스와 상향식의 교육복지
정책이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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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사업 다섯 개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앞서 도출된 모형 및 틀에 따른 문헌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정책 당국
이 작성한 정책문서나 관련 선행연구물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앞 장에서 제시한 초
점집단면담(FGI) 결과의 추가 분석과 함께 별도로 실시한 학교 및 교육청 방문 면담 조사
의 결과 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정책사업들 고유의 목적･영역･대상･
내용･주된 주체 등에 따라 각각 구축･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실태 및 문제점,
특징, 강점 및 약점 등의 실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9)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례 분석20)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요 및 특징
교육･문화･복지를 연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 지원을 표방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교육취약집단의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교육적 성취 제고와 능동적 시민 양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
작한 대표적 교육복지 정책사업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한
19) 이 장에서 제시되는 면담의 인용 내용은 Ⅴ장과 동일한 FGI에서 이루어진 내용임.
20) 김인희･양병찬･박철희(2011)와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백서 2003-2007’의 내용에 기
초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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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2002년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참여한 중앙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도시 저소득 지역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문화･복지를
연계한 포괄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3년에 대도시 즉 서울, 부산 등 인
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5년 이후로는 광역시, 인구 25만
이상 도시, 그리고 2009년 이후에는 전국의 모든 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간의 사업 성
과와 전국 단위에서의 보편적 지원이라는 타당성을 인정받아 시･도의 자율적 지원사업으
로 전환되었다(엄문영 외, 2014).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교부금사업을 보통교부금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법
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복지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박상현 외, 2017). 2011년 이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
업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이 다양하게 전개되
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김지하 외, 201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모든 학생이 아닌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대상 학생들에 대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영역에서의 지원이 종
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목적을 기준으로는 교육기회 보장, 그리고 영역 기준에서는 복
합적 측면이 크지만 그 중에서도 학습･진로지원의 경향이 강하다. 사업의 주된 실행주체는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통
한 통합적 개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주체를 협력적 운영주체로 이해하는 것
이 바람직할 수 있다.

나. 영역 및 요인별 분석
1) 주체
가) 공공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공공 주체로 중앙 차원에서는 교육부, 지방 차원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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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사업은 사업 주체의 변화에 따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사업의 주체가 되
었던 시기(2003~2010)와 시･도교육청이 사업의 주체가 되었던 시기(2011년 이후)로 구분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주된 주체가 되었던 시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특별교
부금 방식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지원 형식으로 선정 지역을 점
차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즉, 교육부가 실질적 주체로 활동하면서 시･
도교육청 및 타부처와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교육복지정책을 기획
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지원 체제는 중앙교육복지정책협의회에서 담당하였는데
2008년에 작성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백서(2003~2007)(한국교육개발원, 2008)

에 따르면 그 구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 교육･문화･복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2011년 이후 사업의 명칭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바꾸고 사업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 단위로, 그리고 재정지원방식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
로 변경하였다. 또한 지역단위 지원 사업에서 지역별 특색 및 자율성이 고려된 학교단위
및 학생중심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대상 지역 및 학생 선정기준에 있어서
도 취약계층 밀집학교 또는 전체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경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갔다. 그리고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광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협의회에서 연도별
지역교육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간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
육청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시청의 담당국장 및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이 지원 협의
회에 참여한다.

나) 학교
공공 주체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를 만드
는 데 기여하였다면, 학교는 이 사업의 추진 목적과 성과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을 실행하는 직접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단위 지원사업의
성격에서 2011년 이후 학교단위 및 학생중심 지원 성격으로 바뀌면서 단위학교를 중심으
로 자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주체로서의
학교는 일반적으로 이 사업의 전담부서인 교육복지부의 설치 및 운영, 교육복지사(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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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교육전문가)의 배치, 교육복지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지역기관협의체에 참여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무엇보다도 학교는 이 사업의 대상 학생들을 발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의 실질적 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맡는다.

다) 민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의 민간 주체들은 교육청, 학교, 가정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체험･심리정서･복지 영역에서의 교육복지 활동 및 서비
스를 지원 또는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21) 특히, 다양한 민간 주체들은 지역교육복지공
동체에 속하여 활동하면서 사업공모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로 참여하거나 교육청 또는 학
교와의 자체 협약을 통해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교육복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하에 학생 참여를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간기관의 사업
참여는 개별 학교에서 추진하기에 사업규모와 진행방식 측면에서 어려운 경우에 지역 내
기관들과의 연계･협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
생적-사회적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상 학생을 다방면, 다차원적으로 접근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내용
가)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산업화 과정과 문민정부 말기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인한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의 확대, 가정기능의 약
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에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의 일환으
로 모색되었던 교육정책이다(류방란 외, 2011). 해방 이후 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정
책이 주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접근성 확대에 있었다면, 90년대에 들어와서 빈곤층
확대, 사회경제적 계층간 격차 심화, 저소득 도시 소외계층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 질적
21) 교육청 및 학교에 속하지 않는 지역사회기관이 민간 기관으로 분류되는 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 기관(지
역교육복지센터, Wee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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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보완과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다양한
여건과 처지에 있는 국민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출발점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유의미한 교
육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이러한 배경과 취지에 기
반하여 학교, 공공기관, 지역 민간 기관이 연계･협력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복지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사업의 목표 및 전략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교육취약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학습 소외 예방 및 학력향상이며, 둘째는 교육취약 영･유아 및 아동･청
소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충족이고, 마지막 셋째가 가정-학
교-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지원망을 구축하여 교육취약집단의 교육적 취약성에 대해 다차원
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는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32).
이 사업은 단계적 추진 전략에 의해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도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
역 내의 사업 역량 강화 후에 점진적으로 지역으로의 역할을 이양하며, 제도화를 통한 안
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
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시･도교육청 사업으로의 이관을 통해 지역 토착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다) 사업의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2004년 2년 간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시범사
업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주로 경제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교육
수준, 지방세 납부액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육 영역에는 기초학력부진, 학업중단, 무상급식
제공 등의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하여 최종 8개 지역(서울 6, 부산 2)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총 40,707명의 학생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2003~2004년 시범사업 이후 2010년까지의 지원현황은 <표 VI-1>과 같다. 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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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듯이 시범사업 이후 사업지역, 해당 도시, 학교수, 그리고 대상 학생수 면에서 모
두 확대되었다.

<표 Ⅵ-1> 2003~2010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상
연도

03~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사업지역

8지역
(서울6,
부산2)

15지역
(기존8,
신규7)

30지역
(기존15,
신규15)

60지역
(기존30,
신규30)

60지역
(기존60)

100지역
(기존60,
신규40)

100지역
(기존100)

도시 규모

-

광역시 이상

인구 25만
이상

인구 25만
이상

인구 25만
이상

모든 시

모든 시

학교수
(특교)
(시･도자체 지원)

45교
(45교)
-

82교
(82교)
-

153,178명
(16,719명)

322교
(322교)
-

322교
(322교)
-

679교
(538교)
(141교)

575교
(534교)
(41교)

학생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40,707명
(4,758명)

75,189명
(9,765명)

153,178명
(16,719명)

326,826명
(35,110명)

304,464명
(27.904명)

490, 081명
(40,275명)

452,467명
(35,725명)

* 출처: 류방란 외(2011: 18)의 표 내용 일부를 사용하였음.

한편 2011년부터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시･도교육청이 되어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의 본질적 취지와 목적이 계승되도록 하기 위해 대상 학생 발굴 및 선정
에 관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학교 지정에 있어 1차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자녀 및 법정 한부
모가정자녀 등 경제적 취약집단 학생의 수와 비율이다. 둘째, 사업운영에서의 실제 대상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를 살펴 전체
학생, 우선지원학생, 집중지원학생 등으로 학생들을 구분하여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a, 2012).

라) 사업의 프로그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의 프로그램은 사업의 취지, 목적 및 목표, 그리고 대상 학생
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이고 체계화된 실체로서 계획적으
로 선정된 일련의 유의미한 경험들을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장덕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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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주요 영역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영역이다. 학습 영역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를 강조하며 학력 증진과 학습 지원
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활성화 사업, 소규모 혹은 일대일
기초 학력 부진 학생 학습지도, 학습 멘토링, 정규 교육과정 연계 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활
동, 교과 보충 학습 지원, 진로 탐색,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교육과정의 탄력
적 운영 등이 포함된다. 둘째, 문화･체험 영역이다. 이 영역은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특기･적성, 문화･체험 관련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학급활동, 축제
등이 포함된다. 셋째, 심리･정서 영역은 특별한 문제 또는 욕구 충족을 통한 정신 건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심리 상담, 가족 상담, 학습 장애 진단과 치료, 부적응
학생 진단 및 치료, 정서지원 멘토링 등이 포함된다. 넷째, 복지 영역이다. 이 영역은 건강한
신체 발달 지원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방과후 돌봄 교실, 야간 보호 교실, 건강 증진
및 치료 활동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교사와 학부모 역량 제고를 위한 학부모 연수, 교사
연수,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및 교사 사업 활동 지원, 학습자료개발, 교과연구 등
교원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이 있다(박주호･송지훈･유기웅･이지영, 2016).

특히, 사업의 주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사업과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학교들을 거점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제도적 규율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법령
당초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직접 규율하는 독자적인 사업법안의 제정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고, 이후에는 보다 큰 틀에서 교
육격차 또는 교육복지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고 그 속에 사업 관련 조항을 담고자 하는
시도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안｣, ｢교육격차해소 법안｣, ｢교육복지법안｣, ｢교육불평
등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각각 제안되었으나 모두 입법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으로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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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 제3항과 제4항을
꼽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⑥ 삭제
⑦ ∼ ⑧ (생략)

그리고 2011년 2월에 교육부훈령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이 제정되었다. 동 훈령은 제2조 제1호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편, 사업 자체에 대한 법령은 아니지만 전술한 것처럼 해당 사업 재원이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된 것에 볼 수 있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령 등도 중요한 제도적
규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시･도 자치법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차원에서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의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예들도 다수 있다. 시･도 차원의 독자적인 제도적
규율의 실태를 보면 다음 <표 Ⅵ-2>와 같은데 서울과 같이 교육복지와 관련된 일반 조례를
두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경기도와 같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독자적인 조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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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제정일

자치법규

비고

2012.5.22.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활성화 조례

조례

2014.12.3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

2014.4.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

2015.1.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조례

2017.11.10.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조례

2014.1.13.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2012.12.31.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강원

2015.7.31.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

조례

충북

2016.12.30.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남

2016.10.2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남

2011.8.31.

전라남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경남

2008.3.13.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도조례

제주

2016.11.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

경기

* 출처: 박상현 외(2017: 68)

다) 시･도교육청 추진계획,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사업운영계획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해당 시･도 단위 사업
을 운영하는 한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근거로, 단위 학교는 시･도교육청 추진계획 및 교육지원청 사업운영계획 근거로, 각각의
운영계획을 세워 상급기관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사업을 운영한다. 따라서
이들 계획서도 중요한 제도적 규율이 된다.

4) 기반적 구조
가) 사회･문화적 여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와 중산층의 몰락 이후 사회적 문제
로 크게 부각된 소득분배의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의 확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
가･사회적 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원･김경애･김가영(2009)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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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환경적 배경을 첫째,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따른 양극화 현
상의 심화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 둘째, 지역별･학교별 계층 분화현상의 확대, 셋째, 외국
인 근로자 유입 및 결혼을 통한 이민자의 증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증가로 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신취약계층의 증가, 넷째, 저소득층 학생이 처해있는 다차원적인 교
육취약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교육
복지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치･경제적 여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치･경제적 여건은 각 정부별 교육복지정책과도 연관되어 있
다. 먼저, 정권을 잡은 정당이 보수적 성향의 정당인가, 진보적 성향의 정당인가에 따라
정부정책들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이것은 각종 복지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당초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역시
진보적 정부 시기인 김대중정부(1998.2~2003.2) 시절을 거쳐 노무현정부(2003.2~2008.2)
에 들어와서 2003년에 처음 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경제적 여건도 중요한데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 등의 영향을 받아 취약계층이
확대되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는 양극화 문제, 소외계층의 교육 문제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명박정부(2008.2~2013.2) 등과 같은 보수적 성향의
정부들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법제화를 시도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
다. 다만, 관련 재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고 이를 통해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이 중앙 사무가 아닌 지방의 고유사무로 전환된 것도 이 시기이다.

다) 참여주체 간 사회적 관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관 등 참여주체 간
의 관계가 협력적인지 경쟁적인지, 갈등적인지가 중요한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의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에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정치･정파적 입장의 같음과 다름에 따라 해
당 사업의 추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정치적 선거 결과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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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협력, 경쟁, 갈등 중 어느 양상으로 변화하는가에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5) 운영
가) 비전의 공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비전은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라고 볼 수 있다(이태수, 2008).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비전
및 목표의 중요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6.4%가 이 사업의 비전 및 목표로 ‘교
육취약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교육적 성장 및 학교생활 적응 도모’가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근영 외, 2017).
이러한 사업의 비전은 통합적 지원으로 교육취약집단의 교육적 성취를 제고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여 ‘능동적 시민 양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
적과도 부합된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비전 공유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
니라 사업관련 담당자(프로젝트조정자, 교육복지사,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연간 사
업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본 사업의 비전과 각 주체 단위에서의 사업 단위별 비전이 일치
되게끔 사업 계획서 등을 평가하고 있어, 다양한 주체 및 프로그램들이 본 사업의 비전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전담조직 및 인력2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전담조직은 크게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단위학
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전담팀은 사업 담당팀장, 장학사, 프로젝트조
정자 등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교육지원청에서의 전담팀은 초등 또는 중등교육과장,
교육복지담당 장학사, 프로젝트조정자와 함께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단
위학교 사업전담팀의 구성은 교육복지담당부장, 담당 교사,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
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전담인력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복지담당자, 학교관리자, 교사, 프로
22) 김인회･양병찬･박철희(2011)와 한국교육개발원(2008)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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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조정자,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의 특징적인 전담인력인 프로젝트조정자와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구체적
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조정자는 민간 전문인력으로서 교육청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역 내 학교
간 및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각종 협의회 실무 운영 지원, 교육청 교육복지전담팀
내 실무 담당, 해당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우수사례 제공 및 홍보, 단위학교 프로그램의 효과
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단위학교의 관리자, 담당 교사, 교육복지사와의 상설 대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사업 학교 내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학교 내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참여, 학교 밖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집중지원 대상 학생 발굴 및 관리, 지역 내 학교 간, 지역사회기간 간
및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추진,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 운영 지원 등
의 역할을 수행한다(김인회 외, 2011; 한국교육개발원, 2008).

다)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운영하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전체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 초기부터 2010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의 증가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대응투자, 시･
도교육청의 자체예산 투입 등도 함께 확대되어 갔음을 보여준다<표 Ⅵ-3>.

<표 Ⅵ-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연도

03~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지원액
(특교)
(대응투자)
(시도자체 지원)

238억원
(238억원)
-

160억원
(110억원)
(50억원)
-

359억원
(209억원)
(150억원)
-

642억원
(374억원)
(268억원)
-

514억원
(248억원)
(266억원)
-

866억원
(504억원)
(282억원)
(80억원)

810억원
(310억원)
(417억원)
(83억원)

* 출처: 류방란 외(2011: 18)의 표 내용 일부를 사용하였음.

한편, 사업의 재원이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된 2011년의 경우 지원액 1,565억원,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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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억원, 대응투자 367억원, 2012년에는 지원액 1,422억원, 교부금 1,303억원, 대응투

자 71억원으로 수준이었다(류방란 외, 2013b). 이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 예산은
201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1,221억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업예산의 감소는 학생 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
며, 도 보다 시 단위 지역의 예산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송지훈･정영모, 2017).
그리고 2011년 종래 특별교부금에 의해 시행되었던 사업을 시･도교육청 주도의 보통교
부금 사업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의 안정적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다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집행 사업에서 지역 또는 학교의 특색과
여건을 반영하는 지역 주도의 자율적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전환된 이후 사업 활성화가 더디거나 점
차 축소되고 예산 확보의 안정성 및 교육복지전문인력 배치 등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인희, 2016; 송지훈･정영모, 2017; 엄문영 외, 2014). 특히 시･도교
육청의 전체 교육복지 예산 중 보편적 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한 비중이 선별적
교육복지 영역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그리고 사업학교 수의 증가에 따라 참
여 학생 1인당 투입 예산 감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박상현 외, 2017).

라) 전달체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국가 및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광역자치단
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지원청, 지역민간기관 등을 거쳐 단위학교로 이
어지는 체계가 주된 전달방식이었다. 그러다가 2011년 지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일
방적인 하향식 체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다. 즉 지역단위에서 대상자들의 요구를 도
출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과 논의하여 사업을 승인하여 운영하는
상향식 체계로의 전환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체계가 이분법적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표방하고 있는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통한 다차원
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교육지
원청, 지역민간기관, 학교 단위에서의 긴밀한 상호 연결 체계가 중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달체계 모습은 [그림 Ⅵ-1]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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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장덕호 외(2012: 294).

[그림 Ⅵ-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달체계

6) 성과
가) 사업의 지속기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서울과 부산 내 8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특히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관리자와 교사들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도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다년간의 사업 추진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 사업의 지속적 추진 기반 구축 차원에
서 2011년부터 지방주도의 분권화된 형태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
요 재원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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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에서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례 등 자치 법규를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나) 사업의 효과성
김한나･장덕호(2017)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인지적 측면에 더하여 사회적 행동, 정의적 영역 순으로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지적 영역에서는 학업 성취, 정의적 영역에서는 학생
생활만족도, 사회적 행동 영역에서는 학교 적응 행동에 대한 효과크기가 높게 분석되어,
이 사업이 대상학생의 학교생활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김한나･장덕호, 2017).
한편 사업 참여 대상자 중심의 교육적 성과 이외에도 이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 또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혜영 외, 2005; 김정원･박인심, 2007; 김정원 외, 2009;
류방란 외, 2013b; 이근영 외, 2014a).

첫째, 교육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국가 및 시･
도 차원의 교육, 문화, 복지 등 관련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둘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
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내의 교육복지 연계･협력 체제 즉,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
였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과정을 통해 특화된 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했다. 셋째, 사업의 추진 과정 속에서 교육복지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와 법적･제도
적 정비 구축 방안이 마련되었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
서, 복지 등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운영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에 기여하였
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다) 대상자의 만족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교육 및 사업프로그램 만족도(집중지원학
생, 그 학부모/보호자), 학교운영 만족도(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직접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만족도는 정서적 영역과 상관이 있으며(김정원･박인심,
2007; 정연정･엄명용, 2009), 학생들의 학업,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인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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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만족도 학생 행동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매개한다(김경희, 2011)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대상 학생, 학부모로부터 높은 만족도
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심리, 태도, 행동 측면에서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인희, 2016).
김한나･장덕호(2017)의 연구 결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정의적 영역에서 효과크기가 높게
산출되었는바, 학교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학업 성취 및 학교 적응 행동 등 학교생활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한편 경기도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수혜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학생 만족도
가 연도별 평균 96.3%로 매우 높았으며, 학부모의 경우도 연평균 90.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교사도 95% 이상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이근영 외, 2014a).

라) 사업집행의 효율성
사업에서 기획된 교육복지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공하느냐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의 통합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즉 교육복지는 통합적인 활동영역으
로서 다양한 주체 간에 긴밀한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간, 지역수준에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 민간기관 간 각종 위원회
와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시작된 유관 사업들과의 중첩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즉 개별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확인 받고 정책적 판단
에 의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중복 참여로 인한 시간
배치의 어려움, 동기 및 흥미 저하, 피로감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장창
수･김대원･양혜진, 2015).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집행에서의 효율성 차원에서 중복 또는
유사 프로그램 및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 소론
이 사업의 거버넌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효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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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각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에서 시
작된다. 그리고 운영체계의 명확화는 곧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체제를 정비하는 데
에도 연관이 된다. 이 사업의 경우 시행 초기 지속적인 홍보 및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각 주체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별로 별도의 사
업 운영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등 운영체계의 흐름 및 각 단위별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지속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지 및 필요성, 목적 및 목표의 공유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다. 둘째, 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개별학교에 사
업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교육복지를 총괄하는 부서가 만들어지고 일관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 셋째, 이 사업의 전달체계는 상향식 또는 하향식이 아닌 촘촘한 네트워크형을 지향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는 여태까지 학교와 소통과 교류가 부족했으나, 학교
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고 다
양한 방식을 통해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연계･협력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알게
됨으로써 대상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거버넌스 운영
주체 내에서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주된 주체가 변화한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 사업
초기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이 운영되었다면 2010년대에 들어와서 주도적인 사업주체
가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변화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국가적 수준에
서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이 이 사업 거버넌스의 견고한 기반
적 구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즉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적 지원은 그 학생의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사회가 처한 사회･문화적 여건, 정치･경제적 여건과 깊게 연
관 되어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해해야한다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거버넌스 관련 강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이 사업은 지속성으로 보았을 때 2003년에 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사업초기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을 통해서 교육복지의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
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학교, 학생 실정과 수준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고 이
를 통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는 점은 상황에 유연하게 운영체계를 전환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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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거버넌스의 제도적 규율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
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거버넌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비가
시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인식, 즉 교육복지에 대한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집행 효율성 차원에서 이 사업 이후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복･유
사 프로그램들로 인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 사업에 대한 요구 및 목적에 대한 불명
확성, 외부 환경 및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목표의 재설정 또는 사업의 재구조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주된 요인으로는 거버넌스 주체 간의 사업에
대한 비전 공유의 부재 또는 약화, 본 사업 취지 및 목적의 불명확화, 사업성과 관리의 어
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업의 주요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의 종
적 협의가 미흡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즉, 예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
고 있는 상위 주체들이 결정을 주도하고 실질적 실행 주체인 학교는 이러한 결정에 따르게
만 되어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또한 층위별 거버넌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배가
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바 기존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각종 사업
지원 협의회(예: 중앙 교육복지정책협의회, 광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협의회, 중앙
차원에서의 연구센터, 시･도 연구지원센터 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도 교육
청 차원에서의 사업전담팀, 지역교육청 수준에서의 지역사업운영협의회 및 사업전담팀, 그
리고 학교 수준에서의 사업전담팀 및 사업관련 교육복지위원회, 지역기관협의회 등의 역할
과 기능의 재정립과 함께 정기적 운영을 의무화 등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2

‘Wee프로젝트 사업’ 사례 분석

가. Wee프로젝트 사업의 특징
Wee프로젝트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8년에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대표적인 위기학생 관리정책이다. 즉, Wee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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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으로 여기서 Wee는 We(우리들)와 education(교육), 그리고 emotion
(감성)을 합성한 말이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2b: 12 등). 즉,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Wee프로젝트 사업을 통하여 행복한 학교생활
이 가능하도록 학교에 Wee클래스, 교육지원청에 Wee센터, 시･도 교육청에 Wee스쿨을 각
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은 그 동안 10여년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Wee프로젝트의 특징은 단계성 및 중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기학생이 처음으

로 진단 혹은 발견되는 현장인 학교에는 상담위주의 Wee클래스가 1차 안전망을 이루고,
그보다 심각한 수준의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수준의 Wee센터가 2차 안전망을 이루
며,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수준의 Wee스쿨이 3차 안전망
을 이루고 있다. 즉, 사업조직은 구분되어 있지만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서비스가 연
계되어 있다. 따라서 Wee프로젝트라는 교육복지 사업의 거버넌스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
이 층위별 역할체계가 명확해야 하고 정보연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
렇지 않으면 3단계 안전망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Wee프로젝트 사업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심리･정서적 측면의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하면서, 주로 심리･정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영역은 생활지원과 학습･진로지원
을 아우르는 것으로, 목적을 기준으로는 교육과정의 평등을 넘어 교육결과의 평등을 도모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책 결정 및 기획의 주도 세력은 국가수준의 공공에 해
당하는 교육부이지만, 현재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된 주체는 지역수준의 공공인 시･도
교육청이다.

나. 영역 및 요인별 분석23)
1) 주체
가) 이슈 제기 세력
Wee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출발점은 2004년에 ｢학교폭력예

23) 이하의 ‘Wee프로젝트 사업’의 분석 내용은 교육부(2018a)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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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과 2005년부터의 전문상담교사제도 도입 및 학교상
담망 구축 정책 연구학교들이 지정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이
미 당시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 교원들
이 위기학생들로 인해 수업이나 학급운영,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커졌으
며, 특히 2009년에 학업중단 문제가 언론에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위기학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처럼 Wee프로젝트는 학교폭력과 학업중단이라는 의제로부터 시
작된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학교 교원집단만이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시민
단체도 관련되어 있고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의제로 채택하면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결정 및 집행 주도 세력
Wee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주도한 세력은 교육부라 할 수 있다. 2007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 ‘안전한 학교’가 발표되었고, 2008년 3월에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 구축’이라는 공약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을 실질

적으로 집행하는 세력은 교육청이다. Wee클래스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감독 하
에 운영되며, Wee센터는 교육감의 소속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설치되고, Wee스쿨은 시･도
교육청 수준에 설치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 참여･지원 세력
2005년부터 상담중심정책연구학교가 지정되었는데 처음에는 시･도에 3개씩 운영하다

가 전국에 걸쳐 70개로 늘어났고 그 후로 상담망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이동갑, 2017:
103). 이 외에도 Wee프로젝트는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나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시설과 협력하는 사례가 많다.

라) 반대･저항 세력
Wee프로젝트는 ‘학교안전망’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에 등장할 만큼 상당한 호응을 받은 사업이다. 다만, Wee클래스나 Wee센터, 특히
Wee스쿨에 장기위탁교육을 보내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그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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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왜 그런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또는 “왜 우리 아이
가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와 같은 반응이 그것이다. 예컨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시 과태료 처분이 있음에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처
럼 오히려 교육서비스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교육당사자의 거부 또는 반대, 저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2) 내용
가) 취지와 필요성
위기학생의 문제는 곧 교사가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교육업무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한 두 위기학생으로 인하여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장교
사나 나아가 학교전체가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위기학생을 관리하고 회복시키지 않는
한 교육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체제만으로는 이러한 위기학생을
제대로 관리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Wee센
터나 Wee스쿨과 같은 제2차적, 제3차적 안전관리망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 목적과 목표
Wee프로젝트는 단위학교와 교육청의 심리･상담 등 학생 공감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습

부진 치유, 위기학생 선도, 진로개발, 잠재력 발현으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
로 삼고 있다(교육부, 2018a). 이러한 Wee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학교의 교육
적 상황을 개선하고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적 성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Wee프로젝
트는 단지 위기학생 관리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안정적 운영이라
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대상
Wee프로젝트는 특히 위기학생을 주대상으로 하지만 잠재된 위기학생이 있기 때문에 모

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Wee프로젝트의 정책대상은 모든 학생으
로부터 전통적 취약계층, 신취약계층, 교육최소기준미달학생 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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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1차 안전망인 Wee클래스는 사실상 기존의 상담실과 다르지 않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이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프로그램
Wee프로젝트에는 그 세부사업의 성격이 생활복지적 성격을 띤 프로그램도 있고 학습복

지적 성격을 띤 프로그램도 있다. 예컨대, 학업중단 예방사업의 경우는 생활복지보다는 학
습복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학습’복지라고 해서 교과학습을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24)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학습복지는 교과학습기회보다
는 대안교육적 활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체로
Wee프로젝트의 정책내용은 생활복지와 학습복지의 영역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여 새로운 이름을 붙이자면 ‘상담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3) 제도적 규율
가) 관련 법령
제도적 규율이란 거버넌스의 조직･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Wee프로젝트와
관련된 제도적 규율로는 대표적으로 학교상담과 학교폭력, 학업중단에 관한 법제, Wee프
로젝트와 관련된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 등이 해당된다. 먼저 학교상담에 관한 법적 근거
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즉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에 관한 조항에서 찾을 수 있
다. 이 조항은 2014년 1월 20일에 신설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
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흔히 ‘학습복지’를 ‘생활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곤 하는데 학습복지라고 하면 보통 교과학습을 위한, 또는 학교육
교육과정을 위주로 하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내용상 ‘교육경험복지’ 또는 ‘교육기회복지’ 등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6

Ⅵ. 주요 교육복지정책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사례 분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
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은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후 2008년에 근본적인 개념 변화 등의 개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여전히 재심제도 등 많은
제도적 결함을 안고 있다.
학업중단은 2009년에 사실상 처음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안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학업중단대책인 학업중단숙려제도가 2016년에야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
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특히 제6항의 학업중단숙려제도 조항은 본래 동법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에 있던 조항으로서 2013년 10월 30일에 신설되어

시행되다가 2016년 12월 20일에 ｢초･중등교육법｣으로 격상시킨 조항이다.
문제는 Wee프로젝트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Wee프로
젝트는 상담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에 관한 법제, 이를테면 ‘학교상담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운영되어 왔다. 이러다보니 관련 조직･운
영에 있어서 혼란과 불만이 있었다. 예컨대 학교의 Wee클래스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
사의 지위와 전문상담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2차 안전망인 Wee센터에 신규인력이 주로
배치되는 등의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규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이에 따라 뒤에서 계속 분석하게 될 학교와 공공, 민간의 교육복지 거버넌스상의 연계는
그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만 근거를 두고 사업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즉, Wee프로젝트와 관련된 제도적 규율이 매
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훈령에서 제시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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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위(Wee) 클래스"란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을 말한다.
-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설치한 학생
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 "위(Wee) 스쿨"이란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을 말한다.
* 출처: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그리고 동 훈령은 제4조에서 제6조까지에서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등 3차원
안전망의 역할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Wee클래스는 학교 내의 부적응 예방, 조기발견,
상담 지원을, Wee센터는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과 상담, 치유, 교육 등을, Wee스쿨은 (위
탁)학생의 학교복귀 및 치유 등을 주된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훈령에 Wee프로젝
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Wee특
임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Wee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치법규는 찾아보기도 어렵다. 성남시에서는 ｢학교청소
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Wee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로 보기는 어렵다.

나) 주체별 내부 규정
교육부에서는 Wee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을 편성할 때 이와 관련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2018년 4월에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
한 학교환경 조성’ 2018년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교육
부, 2018a). 여기서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 Wee센터별 정신과 자문의 지정･운영, 병원
형 위(Wee)센터 신설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를 두고 교육청에서도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의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과에서 “2018학년도 위(Wee) 클래스(학교상담실) 운영계획”(서
울특별시교육청, 2018)을 수립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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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U 등 외부규정과 협약
Wee프로젝트의 사업내용에는 상담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

어 있어 지역사회 외부자원과의 협력이 요긴하다. 이에 따라 기관 간 협약이 체결되어 운
영되는 사례가 있다. 예컨대, 제주도교육청과 제주한라병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가
공동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임상심리 모니터링 사업단’을 발족하여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Wee프로젝트는 전문적인 외부자원, 특히 지역사회시설이나 단체와의 협력
이 필수적이다.

4) 기반적 구조
가) 사회･문화적 여건
가정의 경제적 위기와 가정해체 등의 문제가 곧바로 아동의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학업중단이 증가하였다. 2016년 학업중단숙려제도가 법제

화되면서 학업중단이 다소간 주춤한 상태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업중단은 사실상 사회적
진출에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학력주의라는 문화적 분
위기는 학업중단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진출함
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등장하였고 Wee프로젝트도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나) 정치･경제적 여건
한국 사회는 IMF 등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동시에 가정해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겪어
왔다. 가정의 위기는 곧 자녀의 정서･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관련하여 학교폭력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졌지만 2011년까지 계속해서 학교폭력이 증가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07년
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학교안전통합시스템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즉 경제적 상황은 교육복지 문제와 매우 긴밀
한 관련을 갖고 있다. 동시에 교육복지가 학습복지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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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주체 간 사회적 관계
학교 안에서 상담인력과 교원들 간의 역할 분담 혹은 사안처리에 있어 상담교사와 담임
교사 혹은 부장교사와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단위학교 내에서뿐
만 아니고 위기학생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두 Wee센터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
니다. 사실 가장 먼저 위기학생을 발견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담임교사의 몫인데, Wee
클래스의 상담인력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학생을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Wee클
래스와 Wee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 구분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그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4) 운영: 체계 및 과정
가) 비전의 공유
FGI에 참여한 교육부 관계자의 진술을 보면 Wee프로젝트 중 Wee 센터 프로그램은 사

회복지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선생님 혼자 하시기 힘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이 상담 팀이 구성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조금 다른데 일반
적으로는 저희가 100여개 정도의 Wee센터가 각 교육지원청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두
개는 이제 약간 일부만 그렇고 대부분 한 개가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학생들이,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Wee센터가 있고. Wee센터가 필요한 경우는 청소년복지센터나
그 외에, 정신과병원이나 사회복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부 관계자)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Wee센터는 복지사업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Wee센터는 복지사업은 아니에요. 원래 출발 자체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방과 대책으로 나온

거라서. 근데 이제 점점 복지하고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복지사업하고 Wee센터
상담 사업하고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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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프로젝트를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단순히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활동

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Wee프로젝트 수행자들의 역할범위가 정
해질 수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Wee프로젝트는 학교와 공공조직, 민간조직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Wee프로젝트의 1

차 안전망인 Wee클래스는 학교의 교원과 상담인력(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 등)들이 주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비해 2차 안전망인 Wee센터의 경우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긴
밀한 연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예방재단과 같은
민간재단이나 시민단체, 기업, 학부모단체 등 다양한 민간조직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조직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Wee프로젝트는 주로 교육청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다. Wee클래스부터 Wee센터,
Wee스쿨 모두 교육청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다)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18.1.)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보면 Wee프로젝트
관련 기준 단가가 Wee스쿨 교당 30억원, Wee센터 1개소당 1억원, Wee클래스 1실당 1천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한 학교는 원칙적으
로 교부대상에서 제외시키지만, 3년 이내에 교부된 사업이 교육부 시책(Wee클래스 설치
지원)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체계
Wee프로젝트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3차원 안전망의 협력체계를 기초로 사회적 자원

으로서 법률자문기관, 아동보호기관, 복지기관, 공공기관, 문화기관, 보건의료기관과 공식
적 또는 비공식적 통로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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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ee프로젝트 사이트 http://www.Wee.go.kr/home/intro/intro02001v.php(2018.7.25. 인출)

[그림 Ⅵ-2] Wee 서비스 네트워크

마) 전달체계
정책결정의 측면을 보면, 현재의 Wee프로젝트는 주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Wee센터별 정신과 자문의 지정･운영이나 병원형 위(Wee)센터 신설
지원 등의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물론 3차 안전망
인 Wee스쿨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이므로 Wee스쿨과 관련된 사업
은 교육청에 의해 주도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정책집행의 측면을 보면, 정책집행주체가 주로 누구인가에 따라 거버넌스 형태가 달라
져야 한다. 크게 보면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지, 교육청이 집행하는지, 혹은 민간에 위
탁하여 운영하는지에 따라 거버넌스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작게 보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
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과 신분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Wee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형태는 달
라질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Wee센터에는 신규상담인력이 배치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1차 안전망인 Wee클래스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카운슬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물론 Wee센터에 신규상담인력을 주로 배치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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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직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활동요소들이 점검되어야 한다. 신뢰, 참여,
조정, 합의와 같은 요소들로 완성되는 협력활동이다. Wee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는 학교
폭력이나 학업중단과 관련된 위기학생 상담이 주된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Wee클래
스가 1차 안전망이고 Wee센터가 2차 안전망이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는 Wee클래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을 Wee센터에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Wee센터에 저경력의 신규상담인력이 배치되는 경우에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
다. 실제로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제도적 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Wee센터에서도 치료수준의 상담을 요하는 위기학생의 경우에는 Wee센터의 상담인력

만으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병원 등의 외부자원과 긴밀히 연계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2018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병원형 Wee센터 등의 사업은 이러한 취지
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아동학대가 인지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미루다가 중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즉 제도가 수립되어 있어도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
으면 그 연계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 특히, 조직 간의 정보공유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
하면 사업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의 진술을 보면 관련조직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저희 애들이 드림스타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정보를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
에 정보를 안 넘겨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학생이 어떤 사업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심리상담 같은 것은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런 어떤 도움을 받
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첩적으로 복지에서 하고
심리 상담을 또 하게 되면 애들은 또 짜증을 내고. 어 거기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데 또
하고. (교육청 관계자)

바) 협력 방법
조직 간 협력은 대부분 MOU 체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상학생을 인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예컨대, 정신과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Wee 센터가 대학병원
이나 종합병원, 정신과의원과 협력하여 학생을 상담치료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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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이다.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위기, 자살, 자해라든지 이런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좀
많다보니까 Wee센터의 상담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하셔서 지금은 저
희들이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를 자문위로 넣자, 금년도에 이제 방문형 Wee센터 해서 00교
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연계한 Wee센터나 이제 ...
해서 학생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Wee센터를 하고 있습니다(교육부 관계자).

이 외에도 상담과정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
를 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협력의 충실도
정부에서 생산되는 관련대책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정
부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교육청 관계자의 진술이다.

그런 정책이 흘러가는 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모든 것을 관 주도로 하고 특히 이제 국가기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부 공문도 받지만 복지부 공문도 봤고 여가부 공문
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기관에서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자, 이게 대전제인데 각자
뭐, 여가부는 여가부 사업하고, 복지부는 복지부 사업하고 그 와중에 교육부는 또 교육부대
로 사업을 하고 그 모든 게 상담자가 ... 결국 밑으로 하부구조로 가면은 제가 하는 거예요.
... (중략) ... 학교를 통해서 할 일만 교육부가 내려주고 그리고 여가부, 복지부는 제발 학교

를 통해서 하는 일은 안하셨으면 좋겠다(교육청 관계자).

5) 성과
가) 사업 지속기간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시작한 Wee프로젝트는 정권에 따라 주목 정도에 차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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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요한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하나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 한
편, 현재에는 Wee프로젝트가 교육청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지속기간을 예측하
기는 어렵다. 다만, Wee클래스는 학교상담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Wee센터도 교
육청 소속기관으로 모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성이 높다. 다만, Wee스
쿨의 경우에는 고위기 학생이 감소하는 상황 등이 전개될 경우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목표의 달성정도
정책평가가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환류되고 활용되는가에 따라 거
버넌스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예컨대 정책평가가 자체평가로 족하거나 환류･활용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굳이 전문적인 외부평가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여 규준지향평가를 할 필요
는 없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자율적 거버넌스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예컨대, Wee프
로젝트의 경우에 상담사례관리는 단순히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상
담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과정이나 수퍼비전 등을 거치는 형식으로 환
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대상자의 포괄성 및 대상자 만족도
Wee프로젝트 대상자 만족도는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2011년에 이루어진 ‘현

정부 핵심교육정책 진단’ 연구에서 정책지속추진요구도 4.5 만점에 4.0점을 얻어 최고의
정책지속성과 지지도를 얻은 정책이었다(김정원 외, 2012, 이동갑 2017: 1 재인용). 또한
2012년에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육정책별 국민교육 의식조사에서

도 1순위를 차지하였다(김소아 외 2011: 4, 이동갑 2017: 1 재인용).

다. 소론
Wee프로젝트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위기학생관리정책이다.

따라서 이것을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위기학생은 개인
적, 가정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205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적･복지적 측면에서 지원하여 이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학교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Wee프로젝트는 교육복지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Wee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상호 연계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으로서 Wee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주체는 전문상담교사라 볼 수 있다. 단순한 상담이나 기존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과 감성을
아우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바로 전문상담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차원 안전망인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에 모두는 아니지만 최대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려고 한

것이다. Wee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전문상담교사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Wee프로젝트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대응해서 2007년 대선공약에 등장하고 2008년

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등장했지만 주도권은 정부(교육부와 교육청)가 갖
고 추진되었다. 한편, 그 전달체계 즉 추진과정에서 교육청 소속의 전문상담교사가 제 역
할을 하지 못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심지어 Wee센터나 Wee스쿨, 심지어 Wee클래스조
차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한다.
Wee프로젝트의 정책내용을 보면 심리･정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생활지원적

측면과 학습･진로지원적 측면을 포괄한다고 할 것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면 ‘상담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상담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학교상담에 관한 제도적 규율은 2014년에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의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에 관한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Wee프로젝트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은 ‘Wee프로
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외에는 없다. 전문상담교사의 지위와 상담인력의
신분보장과 처우, Wee센터의 상담인력 배치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대로
규율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제도적 규율 체계가 바로 정립되지 못하면 상담활동
그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Wee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는 1차-2차-3차의 단계적 중층성 거버넌스 모형을 띠고 있

다. 전술한 것과 같이 Wee클래스는 학교 내의 부적응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지원을, Wee
센터는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 교육 등을, Wee스쿨은 (위탁)학생의 학교복귀
와 치유 등을 주된 역할로 맡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Wee클래스나 Wee센터 모두
상담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다. 세부사업도 여러 정부부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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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비효율적
인 집행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Wee프로젝트를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단지 위기학생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활동으로 볼 것
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령에서도 Wee프로젝트의 목표를 확인하기
어렵다. 가정의 문제로부터 학생의 정신적 문제와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에 정상적
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인지 단순히 심리 상담으로 학생이 학교에 적응
하도록 돕는 기능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Wee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라고 했다. 그리고 Wee프로젝트는 상담복지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상담이 상담으로
끝나고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지 못하면 학생의 회복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Wee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등장한다. 지역사회에는 상담을 뛰어넘어 위기학생들을 돌보고,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관과 시설들이 의외로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원으로,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기관, 시설, 단
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Wee프로젝트가 상담을 뛰어넘는 교육복지정책으로 발전되
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 사례 분석25)

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특징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유형에 있어서 목적을 기준으로 볼
때, 다수의 목적에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적 교육 소외 해소 측면
에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2018b)의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서 이 정책의 대상은 다문화학생과 그 외 모든 학생, 교사로 언급되고 있으나 다문
25) 이하의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분석 내용은 교육부(2018b)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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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에 대한 정책 내용의 대부분은 이중언어학습 지원, 멘토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기
초학습 지원 등이다. 주요한 지원 내용 중에 언어학습이 들어 있는 것은 이 정책의 대상인
다문화학생들이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 소외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또
한 인간의 활동 중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언어활동을 주로 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언어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함과 동시에 교육의 다른 기회에 접근토
록 하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이 사업이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학습･진로 지원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학습 지원 사업으로는 이중언어교재 보급이라든가, 학교 적응 교육, 대학
생 멘토링, 모국어 멘토링 등이 있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 강화 및 진로교육 모델 개
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교육부, 2018b). 특히 교육부는 관련 정책의 초기 때부터 다문화학
생들의 학습결손의 중요 요소가 기본적인 학습 기능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언어
능력의 발달 지체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대책임을 밝혀왔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사업은 모든 아동 혹은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다문화학생이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주로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리･정서 지원, 진로 지원 등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주체
를 기준으로 보면 시･도교육청과 지역에 설치된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즉, (지역수준)공
공이 이 정책사업의 주된 운영주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재원이 주로 중앙부
처에서 배분이 되고 있고, 사업의 기본 틀을 중앙 부처에서 수립하고 있다는 점은 이 사업
의 주된 운영 주체를 국가수준의 공공부문으로 볼 수도 있는 근거가 된다.
요컨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절대적 교육 소외 해소를 위한 ‘기회의 평등’을 목
적으로 ‘취약계층’인 다문화학생들 대상으로 하여 ‘학습･진로 지원’의 영역에서 ‘학습 지
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진로 지원, 심리･정서 지원을 부가적인 내용으로 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공공부문’이 주된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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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역 및 요인별 분석
1) 주체
가) 이슈 제기 세력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언제, 누구에 의해서 처음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된
것인지를 밝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이 2006년에 처음으
로 제시되었고, 2007년에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지정되었다는 사실
로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이
어서 교육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정책
이 입안된 사회적,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송지현･이태영(2012)에 따르
면, 2000년대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
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문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인
권 침해,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는 대규모의 인종 소요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과 종합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때마침 이루어진 2006년 4월 한국계 미
국인 미식축구 선수인 하인스 워드(Hines E. Ward Jr.)의 한국 방문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외국인 근로
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책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다(송지현･이태영, 2012: 158-161).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2008년에 교육부는 그 동안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
책｣을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으로 개칭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2009~2012)｣이라는 향후 4년간 추진될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이때를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정책의 태동기 이후 도입기로 평가하기도 한다(양계민･김성식･김재우, 2017).

나) 결정 및 집행 주도 세력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사업의 의사 결정 및 집행 주도 세력은 교육부 해당 과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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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시･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등 시･도교육청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
다. 2017년의 경우, 교육부 조직도 내에서 해당 과는 다문화교육지원팀이었다. 2018년에
는 해당 부서가 과로 승격되어 교육기회보장과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담당
부서의 위상 격상은 교육부 조직 내에서 이 사업이 과거에 비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다루
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2018년 9월 현재 교육부의 조직도 상에서 교육기회보장과는 학생지원국 소속이
다. 교육부 내에 별도로 교육복지정책국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교육복지정책과 등이 존
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학생지원국 내 교육기회보장과에서 수행되고 있음은
이 사업이 절대적 교육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시사한다.

다) 참여･지원 세력과 반대･저항 세력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특별히 부각되는 지지세력 혹은 반대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있고, 대부분의
다문화학생들이 일반적인 의미의 교육 소외 계층인 탓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민간
단체들은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펼치기도 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지원 세력인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반대와 저항을 표면화하는 비판
세력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내용
가) 취지･필요성
교육부(2018b)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수는 2007년 72만명(1.5%)에서
2016년 176만명(3.4%)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도
2007년 107만명 수준에서 2016년 20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주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다소 소극적이며, 출신국가에 따라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교육부, 2018b: 1). 아울러, 새 정부가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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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라는 철학에서 볼 때, 다문화학생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목적･목표
교육부(2018b)의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의 비전은 ‘함께 배
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이고, 목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
한 교육환경 구축’과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
고 이를 위해 세 가지의 추진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1)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교육 참여
확대, 2)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3)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가 그것이다(교육부, 2018b).

다) 대상
이 정책의 대상은 1차적으로 다문화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의 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를 모두 포함한다(교육부, 2018b: 20). 이들의 수는 2017년
4월 현재 총 109,387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

녀로 89,314명이 해당하고,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가정의 자녀로 이들은 모두 12,281명이
며,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자녀는 7,79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부, 2018b 재인용).

다문화학생지원 사업의 정책 대상은 다문화학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문화교육의 대
상은 다문화학생으로 한정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된다. 교육부(2018b)는 다문화학생 지원
중심의 다문화교육을 ‘반편견･평등, 상호문화이해’에 보다 초점을 두어 나가야 한다고 밝
히고 있다.

라) 프로그램26)
교육부(2018b)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지원 사업의 프로그램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다문화학생별로 시행 중인 프로그램이 다르다. 먼저 유아기의 다문화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26) 교육부(2018b)의 내용을 가져와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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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전국 120여개의 다문화 유치원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다문화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언어교육을 실시한다. 언어수준 차이가 큰 경우 학생에
게 개별 언어 교육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성발달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아동기의 다문화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가칭 징검다리 학교 도
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학교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적응 교육을 미리 실시하는 학교이다. 그리고 학교급별, 과목별로 교과 보조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교재는 교과의 주요 개념과 함께 어휘를 쉽게 설명한 교재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학습, 숙제지도, 고민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을 1:1로 매칭 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에게는 모국어 멘토링을 제공하는
데, 이때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 대학생이 매칭된다.
청소년기의 다문화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는 품행이 단정한 우수
다문화 학생(초등학교4학년~중･고등학생 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글로벌브릿지 사업이 있다. 수학 및 과학, 언어, 글로벌 리더십, 예･체능의 4개
분야에서 연 8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둘째,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을 실시한다. 전문상담사 혹은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학생이 있는 곳으
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전문상담 역량강화 시범사업의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다문화학생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진
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교육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취학 기회를 안내하고 언어교육을 지
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연계하여 이들 학생들의 취학 현황을 파악하
여 초･중･고 편･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그리고 학부모 안내 자료인 ‘우리 아이 학교 보내
기’를 10개 언어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서류가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학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정된 예비학교 내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고 전담 교원을 배치하고 있
다. 그리고 이들이 원적 학급에 복귀하는 경우 적응 상황을 6개월 이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이 비예비학교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데 이는
‘찾아가는 예비학교’라고 불린다. 이들이 사용하는 표준 한국어 교재도 새롭게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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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다문화중점학교(300여개 학교)의 경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 연구학교(10개교)에서는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수업 모델
을 개발하고 있다. 다문화유치원에서도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친화적 환경
을 조성하고 있다.

3) 제도적 규율
가) 관련 법령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에 관계된 법령은 충분치 않다. 다문화교육에 관계된 대표적인 국
내 법령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함께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제19조에서 귀국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주
민인, 외국인 등과 함께 다문화학생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
항에서는 전술한 자들 이외에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
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의 경우 그 보호자가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이와
별도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
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제
1항부터 제3항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차별 금지 의무, 학교생활에의 신속한 적

응을 위한 교육지원대책 마련 의무 등,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 노력 의무 및 이중언어
교육 지원 근거를, 제4항에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의 장의 차별 금지 및 차별 받지 아니하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은 제11조에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교육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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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규정함에 더하여 제12조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 대하여 직접 규정
하면서 이들의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
다. 이에 따라 교육부(2018b)는 다문화교육의 목적, 정의, 추진체계, 제2언어로서의 한국
어교육 등을 담아 다문화교육의 근거 법령의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법안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연초의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문서에 명
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20대 국회에는 ｢다문화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27)

나) 주체별 내부 규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사업의 주된 주체라고 볼 때, 이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적인 근거 또는 내부 규정이 아직 탄탄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교육부는 매년
연초에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해당 연도에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이 문서를 발표한 뒤 이어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계획 및 특별교부금 교
부 안내｣라는 공문을 하달하며, 이후 이 문서에 포함된 세부 사업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하달하고 시행해 나간다(교육부, 2018b). 이러한 다문화교육 관련 공문서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관련 주체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내부적인 규정으로 작용한다.

다) MOU 등 외부규정과 협약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처 간의 관
계는 정부라는 넓은 틀 안에 존재하는 일종의 내부자적 관계이므로 어떤 사안에 대한 부처
간 협약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물론 부처간 협력이 긴밀하게 요구되는 정책을
기획하고 발표하는데 있어 정부합동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문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있다.
교육부(2018b)에 따르면, 교육부는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는 ｢다문화가족정
27) ｢다문화교육지원법안｣.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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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전체 학생의 문화다양성교육과 관련하여 협업하고, 법무부와는 중도입국･난민자녀의 취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의 연계, 학생의 체류자격, 외국인 인권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협업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수준에서는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등의 행사를 특정 기업
등 민간단체와 함께 개최하기도 하며,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도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과의 연계･협조가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FG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4) 기반적 구조
가) 사회･문화적 여건
최근 몇 년간의 학생 수 변화 추세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학생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2018b)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은
2012년 46,954명에서 2017년 109,38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취학

전(만 6세 이하) 외국인주민의 자녀 수는 113,506명으로 파악되었다(교육부 2018b: 2). 이
들이 계속 국내에 체류하면서 공교육에 진입한다고 볼 때 향후 6년 내에 다문화학생은 11
만명 이상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난민도 증가하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2009년 324명에서 2017
년 9,942명으로 8년 새 30배 가까이 늘었다(e-나라지표, 난민통계현황). 이 중에 난민인정
자가 되는 비율은 매우 작지만 그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에는 70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고, 2017년에는 121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e-나라지표, 난민통계현황).
이러한 통계들은 다문화학생이 증가해 왔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
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수용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
로 대거 입국한 예멘 난민에 대한 경계 정서28)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에 대한 수용 거부 정서가 실재한다. 홍성수 외(2016:112)에 따르면, 이주민의 42.6%는
온라인 상에서의 혐오표현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8) 중앙일보(2018.8.6.) 20대 78%, 여성 68%, … 예멘 난민 수용 반대 (2018.9.1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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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경제적 여건
현 문재인정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60번째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 중에는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국정
기획자문위원회, 2017). 집권당은 의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다문화학생 지원
과 관련된 정치적 여건이 나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경제적 여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국내의
고용 여건이나 경제적 양극화 정도는 수년째 호전되고 있지 않으며, 국내 경제의 저성장도
지속되고 있다. 불황과 저성장이 지속될 때 외국인 등 타자에 대한 배제를 포함하는 정치
적 이념 예컨대,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것이 득세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아
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현상 등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 참여주체 간 사회적 관계
FGI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에 관여하는 참여주체로는 교육부(해당

과), 해당 사업 위탁 기관,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 언론,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관련종사자들을 꼽을 수 있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국고로 진행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
측면과 함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은 교육복지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야기
하기도 하는 또 다른 참여주체로 인식되고 있었다. 언론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다소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이 기사를 자기
화해서 작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해당 사안의 가장 안 좋은 상황 또는 가장 좋은 사례
만 기사화면서 해당 정책사업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시민 혹은 시민단체들도 주요 참여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문화학
생 지원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문화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간혹 제기되기는 하지만 다른 정책사업들에 비해서는 다문화정책 관련 시민단체 등의 공
식 또는 비공식적인 요구나 압력은 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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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
가) 비전의 공유29)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여러 주체들 간에 이 사업의 비전이 공유되는 장은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FGI 결과를 보면 이러한
회의 체계에서는 비전이 충실히 공유되기 보다는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는 “자녀는 교육청이, 가족은 지자
체가 책임진다.”는 정도의 대략적인 업무 구분이 공유되어 있을 뿐, 시･도청,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학생 유관기관들이 서로의 업
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 전담조직 및 인력30)
2018년 현재 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에 2명의 전담 직원이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교육 사업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도 센터장과 박사급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이 있다. 시･도교육청의 경
우, 전담조직과 인력의 현황은 다양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열린세계
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팀을 두고 그 안에 1명의 장학사, 3명의 다문화코디네
이터를 배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내 다문화교육 담당 전담 직원 3
인이 있다. 이들은 다른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담당하지 않고 오직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
만 담당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다문화교육 전담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교육혁신과
내의 직원 3인이 교육복지 업무와 다문화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김기영(2017)에서 인용한 아래의 <표 Ⅵ-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8년 이래 2016년
까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액을 살펴보면, 2008년의 39억에서 2016년
의 160억까지 거의 4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다문화학생의 증가 추이를 생각
29) 2018.8.30. 자 FGI와 2018.9.19. 자 FGI 내용을 참고함.
30)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함. (2018. 9. 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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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때, 이러한 정부 예산의 증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산액의
변화 추이를 본다면, 2012년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3년에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4년
에 다시 증가했다가 2015년에 감소하는 등 예산액이 증감을 반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사업의 재원이 안정적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표 Ⅵ-4>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관련 사업 예산의 변화
(단위 :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액수

3,934

6,500

6,200

6,300

18,100

15,540

21,500

14,200

16,070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0: 2013)의 내용을 김기영(2017: 381)에서 재인용하여 부분적으로 발췌함.

더구나, 세부 예산을 살펴볼 경우, 대학생을 활용한 다문화학생 멘토링에 투입되는 예산
액의 비중이 매우 크고, 실제 일선 학교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2008년 4억3천만원 수준에서 2014년 6억 수준으로 겨우 1억 7천 정도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표 Ⅵ-5>참조).

<표 Ⅵ-5>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관련 세부 예산 내역 변화(2008~2014)
(단위 :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학교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434

800

500

600

600

540

600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멘토링)

-

2,200

1,500

1,500

5,000

7,000

13,500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지원

3,500

3,500

4,200

4,200

12,500

8,000

10,000

총계

3,934

6,500

6,200

6,300

18,100

15,540

24,100

세부예산내역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0: 2013)의 내용을 김기영(2017: 382)에서 재인용하여 제시함.

라) 전달체계
교육부(2018b: 17)에 따르면, 이른바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청
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중앙에서는 법령 정비 및 타 부처와의 연계, 협업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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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한다. 교육부는 법무부, 여가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담당하고, 중앙다
문화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는데, 이곳에서는 다문화교육 포털 운영, 다문화교육 홍보 즉,
다문화교육 사업 성과보고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미래교육 박람회 참여 등의 사
업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모든 시･도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7년의 경우 13개
센터가 운영되었다. 센터에서는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의 육성과 활용, 공교육 진입 지원 및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운
영, 그 외 지역 특화 다문화교육 지원사업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교육부, 2018b: 16).
다문화 유치원 및 다문화 예비학교･중점학교 등으로 지정된 단위 학교들은 다문화학생 지
원의 최일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FGI 결과에 따르면, 단위 학교들에서는 대개 교육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부장교사가 존재하고, 교육복지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출처 : 교육부(2017b: 21)

[그림 Ⅵ-3] 다문화교육지원 추진체계

마) 협력의 체계와 과정
교육부(2018b: 16)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 지역별로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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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센터의 역할 중 하나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운영이 설정되어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2018)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
록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는 부시장이나 부도지사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맡도록 되
어 있고, 위원에는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교육청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이 관련 중앙 부처의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관련 기관 간의 실질적 협력은 이러한 협의체의 운영 여부와 관계되기 보다는 해당 업무
즉,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 간의 비공식적 소통과
더 관계되고, 이런 경우에 협력의 충실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FGI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와 같은 중앙 부처 수준의 협의회가 조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기관장 즉, 시장과 교육감의 친분, 구청장과 교육장의 친분, 동장과 학교장의 친분이 협업
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됨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현
장에서 실제 작용하고 있는 협업과 협력의 양상이 갖는 비공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6) 성과
가) 사업 지속기간
양계민 외(2017)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은 2006년도에
교육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최근까지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정책을 양계민 외(2017: 35)는 태동기, 도입기, 보
완 및 지속 확대기로 구분하여 그 흐름을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육부가 중앙다문화
교육센터를 지정한 것은 2007년으로 이는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이 10년 이상 일관된 흐름
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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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시기별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정책의 변화 과정
시기

주요정책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
태동기
(2006~2007)

∙ 민･관의 교육지원 실태 분석 및 정책 과제를 담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첫 수립
(2006)
∙ ‘다문화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교 내 다문화교육의 기반 마련
※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서에 있는 ‘단일민족 관련 내용 삭제하고,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항과 범교과 주제로 ‘다문화교육’ 신설(2007.2월 고시)
∙ 정책 연구 및 자료 개발을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정･운영(2007~)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
도입기
(2008~2011)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학습 및 학교적응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거점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2008~2011)
※ 다문화거점학교 : (’08) 40교 → (’09) 42교 → (’10) 60교 → (’11) 80교
∙ 다문화학생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거소 증명만으로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2008. 2010)
※ 제19조(’08.2월, 초등학교 입학절차 간소화), 제75조(’10.12월, 중학교)
∙ 다문화가정 자녀 유형 다양화에 따른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정책 제시(2010~)

∙ 한국어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비학교의 정규 학교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어(KSL) 교
육과정 고시(2012.7)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 보완 ∙ 교육 통계를 통해 다문화학생에 대한 통계 조사 실시(2012~)
및 지속 확대기
∙ 다문화 특별학급과 다문화언어강사 운영 근거와 학력심의위원회 규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2012~2015)
시행령」 개정(2013.10)
∙ 공교육 적응 지원 및 다문화 수용도 향상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 중점학교(2014년 이전까지는
글로벌선도학교) 지속 확대
* 출처 : 양계민 외(2017: 36)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다문화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선제
적･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는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과 함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그리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업 및 지역 내 연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6a).

나) 평가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한 연구에 의
하면, 교육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우선 다문화교육을 공교육시스템 내에 정착시켰으며,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
어서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고, 정책 초기 다문화학생에 한정된 정책 범위가 학교 전체의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함께 다문화친화적 학교 분위기 등으로 넓어졌고, 지역다문화교육지
원센터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등을 설치함으로써 다문화교육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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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민 외, 2017 : 102-105).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다양한 한계점이 언급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계
민 외(2017: 105-108)는 그 동안 정책이 원칙과 방향성 없이 현실 문제 대응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 합의가 부족하며, 여전히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사춘기 연령대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업이 부족하고, 교사 역
량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충분한 연구없이 정책이 집행되고, 부처간 연계 및 협력
이 부족한 점 등 적지 않은 한계점을 들고 있다.
향후에는 그 동안의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여러 한계점들이 극복되는 방향에서 정책
이 다듬어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바,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황탄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다. 소론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인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의 확대와 함께 증가된 국제결혼
및 이민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교육 현장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또 다른 교육소외 계층을 양산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안
되고 추진된 정책으로 교육복지 정책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정
책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불가피하게 겪는 한국어 능력의 상대적인 부족 문제가 학교부적
응과 함께 학습소외를 경험하도록 하고, 이것이 학업중단까지 이르게 되는 사태를 예방하
기 위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사업 거버넌스 상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강조되면서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중
앙의 교육부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에서 지역의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
로 변화해 가고 있다. 사업의 초기에는 통계 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이 중앙다문화교
육센터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등을 통해 지역의 조
건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관찰된다.
둘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취약한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사업 추진의 사회･문화적 여건이나 정치적 여건은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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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쁜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교육
부 소관의 법률은 아예 없으며 시행령 수준에서 다문화학생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항’
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나 국가와 지자체의 의
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향후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더욱 체계화 하고, 모든 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해 보인다.
한편, 취약한 제도적 기반은 다문화교육이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한정되지
않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발전해 가는데도 장애가 되고, 재원의 불안정성
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곧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등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한 제도
적 기반은 현장에서의 실제 협업이 기관장들 간의 친소관계나 담당자들 간의 개인적인 정
보 교류 등 비공식성에 의존하는 현상과도 관련된다.
셋째, 사업 집행 현장에서의 유관기관 간 소통과 연계가 충분치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FGI에서 만난 어느 지자체의 공무원이 “자녀는 교육청이, 가족은 지자체가”라고 말한 것처

럼 일선 현장에서는 다문화학생의 지원에 있어서 형식적인 업무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혜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현장에서 형식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은 시급히 극복이 필요한 과제이다.
셋째,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의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단위와
집행의 단위가 중앙과 지역으로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중
앙 수준에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부처 간의 협력과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부처 간 합동으로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 부처 차원에서는 지역 수준에서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지역 수준에서 이 사업은 집행의 대상일 뿐이며 지역 기관들 간의 협의도 다소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업
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보았을 때,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거버넌스적 특징은 ‘대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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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 중앙 정부 주도의 분리적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10년 이상 된 오래된 사업이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교
육부 외 타 부처의 유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에서의 기획 이후 집행과 평
가의 단계에서는 관계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다지 긴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원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산 등 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줄
인다거나 정책 집행 기관 간 수혜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유형은 다문화학생을 둘러싼 그 동안의 사회･문화적 여건, 정치･경
제적 여건 속에서 적잖은 실효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 동안의
정책 사업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이 전무했던 공교육시스템 내에 다양한 지원 사
업을 착근시키고,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을 양적으로 팽창시켜 온 성과가 있었으며, 최근에
는 다문화교육의 범위를 넓혀 가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양계민 외, 2017: 102-105).
이러한 성과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단일한(homogeneous) 사회31)로 인식되는 어려운 조
건 속에서 중앙 부처가 주도권을 가지고 특별한 재원을 확보하여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 역량을 높여 나가려는 전략의 성과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의 증가
경향 속에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은 보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거버넌스 체제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31) 다문화학생이 급증하였다고는 하나 한국 학생의 압도적 다수는 이주민의 자녀가 아닌 선(先)주민의 자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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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드림학교 사업’ 사례 분석32)

가. ‘두드림학교 사업’의 특징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대상 정책사업 중 하나로 기초학력지원사업이 선정되었는바 이
하에서는 기초학력지원사업 중 하나로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두드림학교 사
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두드림학교 사업은, 학습부진이 학습지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학생 개인이 처한 상황과 여건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한 명의 학생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지원을 위해 학교 전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다(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이와 같은 두드림학교 사업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초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한다는 점에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영역 기준에서는 ‘학
습･진로지원’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 중에서도 심리･정
서, 돌봄 등 한 가지 이상의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기준에서는 ‘중복지원 대상’이 된다. 한 분야 이상의 지원을 하는 중복지원은 내용적 측면
에서 필연적으로 ‘종합지원’으로 이어진다. 또한 두드림학교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정부와
지역교육청, 지역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된 운영주체는 단위
학교로서, 지원 대상 학생의 선별부터 사례관리까지 학교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학교 중
심 정책 사업이다.

나. 영역 및 요인별 분석
1) 주체
가) 결정 주도 세력
두드림학교 사업처럼 단위학교 차원에서 기초학력지원 사업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회･경제･정치적 현상과 더불어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결
32) 두드림학교 사업의 사례분석은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
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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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이 여러 사회적 현상과 맞물리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이
러한 흐름과 현상이 반영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책 시행을 주도하는 역할은 주로 중앙
정부의 몫 즉, 교육부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부터 중앙집권주의와 전통적 거버넌
스 형태의 정책결정 구조가 지속되어왔기에 중앙정부의 역할은 더욱더 주도적이었다. 따라
서 기초학력지원과 관련하여 최근까지만 해도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제였으
며, 그 예로서 교육부가 국가학업성취도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하는 학력향상형 중점학교
(창의경영학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부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교육적 책무성도 점차 시･도교
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 2014. 2. 19.; 교육부, 2017. 3. 8.).

나) 집행 주도 세력
두드림학교 사업을 결정한 주체는 중앙정부지만, 단위학교 차원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집행 주도 세력은 학교이다. 특히 학교 내 기초학력미달학생의 비율이 일정 이상인 경우엔
두드림학교로 의무 지정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두드림학교로 선정된다. 따라서 지정 학교가 아닌 경우, 신청 여부부터 두드
림학교 운영 계획 수립,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항 논
의, 지원활동내용 선정, 사례관리까지 학교 내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움직인다. 학생을
지원하는 전반의 과정에서 교장과 교감을 위시로 학교 내 구성원 누구든 필요에 따라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주도 세력은 학교라 할 수 있다.

다) 참여･지원 세력
집행을 주도하는 건 학교이나 학교 내 구성원의 힘만으로 온전히 사업을 운영하기는 한
계가 있다. 그래서 외부와 연계한 운영이 필요한데, 운영에 참여･지원하는 세력으로는 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부모회나 동창회
등 학교 구성원과 관계된 세력이 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초학력지원에 대한 교육청 자체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개별 학교에 편성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다중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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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 이외 학습종합클리닉센터, Wee센터 등을 운영하여 단위학교 차원에서 지원이 어려운
정서 행동 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와 같은 부분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는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건강가정지원
센터 등 다양한 센터와 더불어 지역 내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있다. 대학교의 경우 진로체
험활동, 대학생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사회복지법인인 시민･사회단체도 학생지원이 학기
뿐 아니라 방학 중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 동창회
의 경우도 학생 지원에 필요한 외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조력하는 등 참여･지원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 반대･저항 세력
두드림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저항 세력도 있다. 이러한 세력에는 교사와 학부모가 해당되는데, 두드림학교 운영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일부 교사들의 경우 반대･저항세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두드림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에서 어려움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이다. 반대, 저항세력으로서 특히 학부모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
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
는 것에 대해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참여를 원하지 않기도 하는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는 학생이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의 상담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즉,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학생이 성
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타 필요한 가정지도를 하는 것 또한 학부
모의 역할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학부모는 중요한 주체가 되며, 반대･저항 세력
으로 작용할 경우 참여･지원 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내용
가) 취지･필요성
두드림학교 사업은 한 명의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전체가 필요하다는

227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학습부진을 겪는 많은 학생들이 인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대
체로 정서･행동문제, 가정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즉
학습부진이 학생 개인의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문제가 되는 복합적 요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습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나) 목적･목표
두드림학교 사업의 목적은 전술한 것과 같이 여러 원인에 의하여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습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여러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에 의해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사
업 간 연계를 통해 학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위학교 차원에서 기초학력향상
을 목적으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정책통합모델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6).

다) 대상
두드림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특히 학습부진학생 중 인지, 행동,
심리･정서, 신체, 가정환경 등의 측면에 복합적 문제가 있어 다중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이 주 대상이다. 아울러 일반학급 내 경계선 특수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지원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 대상자의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제외된 사각지대 학
생들도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 외에 학부모들 또한 포함이 되는데 이는 가정에서의
지도와 연계되어야 지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라) 프로그램33)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학력향상지원, 심리･정서지원, 문화･체험활동과 같
이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학습부진에 대한 검사와 원인진단을 필두로 진단에
따른 학생별 맞춤형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기초하여 부족한 기초학력에 대한 지도가
33)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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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이루어지며, 학습 관련 상담, 학습코칭, 학습치료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그 밖에
도 학교생활과 학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도 하고,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들은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아울
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외에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상담 및 교육, 연수
등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학부모 상담 지원과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며 자녀의 학습,
양육과 관련된 학부모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한다.

3) 제도적 규율
가) 관련 법령
두드림학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동법시행
령 제54조의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시행령 제54
조 제3항 제2호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
는 사업’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기초학력보
장법안｣은 보다 상세하고도 종합적으로 기초학력지원을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34)
구체적으로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의 기초학력보장 계획 수립 의무화와 함께 학생
에 대한 진단 및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이 실제 입법화된다면 기초학력지원사업의 일환인 두드림학교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나) 주체별 내부 규정
두드림학교 사업은 법령 이외에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수준에서 수립되는 운영계
획을 제도적 기반으로 한다. 먼저 교육부는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기본계획’과 ‘국가시
책사업 특별교부금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계획’등을 구상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별도의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각
각의 계획에는 두드림학교 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에 따라
34) ｢기초학력보장법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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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곳도 있다. 이어 두드림학교 사업에 선정된
학교 또한 구성원 간 논의를 통하여 개별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세워 진
행하게 된다.

4) 기반적 구조
가) 사회･문화적 여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로 경제양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소득격차는 교육양극화 심화 현상으로 이어졌다(조선일보, 2010. 7. 6.). 교육이 사회적 신
분상승의 기제로서 작용해왔고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현상은 사교육 심화
문제와 맞물리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은 2016
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시･도 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교육부, 2016. 11. 30.)와도 무관하지 않다.
교육부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서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계획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는 두드림학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
다. 이렇게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차원에서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한 것
은 학생에 대한 지원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교육부, 2014. 2. 19.) 정책 방향과도 맞물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나) 정치･경제적 여건
학생들의 기초학력향상 보장에 관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책무성 강화 방침은 지방교
육자치 강화의 흐름과도 연결된다. 교육부는 2017년 교육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교육
청과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중앙 차원의 사업은 줄이는 대신에 저
소득층 및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예산교부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
며, 이와 더불어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견고히 하는 방안으로서 법령 개정을 제시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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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지자체와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교육부, 2017. 3. 8.: 10) 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는 지방교육자치가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책임까지 강화하겠
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하며, 두드림학교 또한 이러한 여건 속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동시
에 책무성을 수반하는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운영
가) 비전의 공유와 전담조직
두드림학교는 학교 내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특히, 전담조직으로서 두드림
학교 다중지원팀이 구성되는데,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은 누구나 참여가능하기 때문에 교
장, 교감을 비롯하여 업무담당교사, 담임교사, 교과교사, 학습보조교사, 특수교사, 전문상
담사, 교육복지사, 보건교사, 유관사업(돌봄, 방과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담당교
사, 행정실 담당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된다(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8)

[그림 Ⅵ-4] 두드림팀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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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팀 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이들 간 협력, 신뢰,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업 운영에 대한 비전 공유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가치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학교는 두드림학교 관련 사전연수
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협력과정을 “마음모으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73) 라고
표현한 바 있다.

나) 자원의 안정성
인적･물적 자원 즉, 인프라의 문제는 거버넌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단위학교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적절한 거버
넌스 기제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의 안정
성 측면에서 두드림학교 사업의 거버넌스를 분석해보면 다소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해당 사업 운영교들의 사례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던 제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2016)에 따르면 교사들은 업무과중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인적
자원), 그리고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과 예산(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인적 자원의 안정성
적지 않은 교사들이 두드림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관련된 한계를 고민하는데, 이
는 지원 대상 학생 선정과정에서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학생 개인별 학습문제
진단에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에 관한 것이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부진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
한 지적과 동시에 관련 연수 지원의 부족, 업무 과중의 어려움까지 토로하고 있다(이광욱,
2015). 교사들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지원청 및 산하 센터들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인력 지원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테지만, 이러한 외부기관과의 협력 또한 원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업무 과중 상태에서 교사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상담, 학습진단, 원인분석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전문상담
교사 등의 전문인력이 단위학교에 직접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더해 두드림학교 운
영 담당 실무사 채용, 지역 우수 자원을 활용한 인력풀 형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인력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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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상희 외, 2015).

(2) 물적 자원의 안정성
물적 자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정성을 논할 수 있는데, 자료와 예산에 관한
것이다. 먼저 학생의 학습부진 원인과 진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교재,
프로그램의 부족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ADHD와 같은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경
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이들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도
가 높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다른 하나는 예산과 관련된 것이다. 두드림학교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인데, 최근에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지원 방식을 바꾸었다. 즉, 학교와 교육청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교부하는 “상향식 지원방식”(교육부, 2016b:
219)을 도입하여 기존의 일괄 교부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업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두드림학
교 사업은 해당 사업운영비 외에도 교내에서 운영되는 다른 교육복지정책사업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예산의 칸막이가 약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들
간 예산 교부 시기가 달라 세부 계획수립과 협업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서(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16), 관련하여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 협력의 충실도
(1) 학교 구성원 간 협력
단위학교 중심 정책사업 운영에는 구성원 간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반대･저
항세력 부분에서 전술하였듯 모든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며, 실제로 두드림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구성원 간 운영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 의사소통과정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있다(이상희 외, 2015).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의 두드림학교 운영사례를 보면, 일부 담임교사의 경우 본인의 학급 내 학생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이를 설득하기까지 쉽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다. 이는 담임교사의 경우 업무의 영역이나 책임 등에서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
을 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경우에도 기존에 진행되던 기초학력향상 지원 업무 외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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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부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에서 비협조적 태도의 이
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는 두드림학교 사업 운영
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업무 간 연관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제언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두드림학교 운영이
구성원들 간 신뢰, 소통, 협력을 필수 전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2) 학교 외부와의 협력
학교 밖 주체 간 협력은 주로 시･도교육청, 지역사회기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부모
와의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대다수의 학교들은 대상 학생의 문제를 검사하고 진단함
에 있어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또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습종합
클리닉센터와 Wee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에서는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센터들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계획의 적기 수립 및 담당자
대상 연수 지원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사업 참여 학교들이 두드림학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하느라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나 Wee센터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
템 및 협력체계 구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한편 학생들을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기
관의 재능기부를 통한 학생 검사 및 진단, 사회복지법인의 지원을 통한 방학 중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필요한 지원의 지속적 제공,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대학생 보조
강사제 프로그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한 담
당자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협력체계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피력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이러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은, 협력 가능한 여건의 조성 여부 측면에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문제도
있지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할 수 있는 여

234

Ⅵ. 주요 교육복지정책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사례 분석

건, 통로 그 자체를 마련하는 데 소홀하였음도 추측해볼 수 있다(이상희 외, 2015).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협력이 가능한 체계 자체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학교 외부와의 협력 부분에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사항은 지역 간 편차에 관한 것이
다. 지역 간 편차에는 물리적인 인프라 수준과 교육복지 실현 및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의식수준, 연계협력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FGI에서도 지역사회 및 민간의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지역 간 편차 고려
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35) 지역 간 편차는 단순한 협력과 소통의 문제를 넘어서 효과
즉, 결과의 격차 발생이라는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가 처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이
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자원
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36)
마지막으로 학부모들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이 역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어
떤 학교의 경우 학부모에 대한 상담, 연수 및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학교에
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각된다. 이상희 외(2015)에서는 지원 대상의 학부모나 보
호자에 대한 연수나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그 결과 응답 학교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성과
가) 사업 지속기간
2014년에 시작된 두드림학교 사업은 전술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는 있지만, 현

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작되어 고등학교까지 대상
학교급을 확대하여 실시 중이다.

35) 2018. 9. 12. 자 FGI
36) 2018. 9. 12. 자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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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표의 달성 정도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한 명의 학생이 가진 복합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성과가 도출되기
까지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경우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
례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성과 및 결과 관리는 두드림학교 사업 운영 첫
해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일례로 기초학력부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된 학생이 다음
해에 다시 지원 대상 명단에 오르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이광욱, 2015). 이와 같이 미흡
한 결과 관리 체계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이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 만족도
두드림학교 사업 운영에 일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
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집단 모두 과
반수 이상이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상희 외, 2015;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6). 따라서 학교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과와 전망은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라)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사업집행의 효율성
위와 같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형성-집행-평가가 민주
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일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이
사업의 결정 주도 세력은 중앙정부였고, 중앙정부가 사업의 시행과 운영을 결정하였다. 이
러한 하향식 결정 구조는 대체로 일방적이기 때문에 상호의사결정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
다. 일례로 한 학교에서는 학기 중 갑작스레 두드림학교로 지정되고 예산까지 지원되어,
아무런 준비 없이 두드림학교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풀이 중심의 국･영･수 등
학습지도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다가 해당 년도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중앙일보,
2015. 3. 8.). 이와 같은 사례는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은 옳았으나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전통적 거버넌스가 지닌 전형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학교 내 구성원들 간 협력은 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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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단위학교와의 협력도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소론
두드림학교 사업은 교육양극화 현상과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 증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
지방분권 강화, 교육의 책무성 강화라는 사회적 흐름을 바탕으로 정부주도 하에 시작된 기
초학력지원 향상 사업의 하나로서,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부진의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한 학교 수준의 지원활동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사업들
중에서도 본래의 교육활동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두드림학교 사업은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사업 간 연계를 통해 대상학생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지향하고 있는 바, 대상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정책사업이라는 기존 정책사
업들의 문제점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학교 차원의 두드림학
교 사업 이외에 지역별, 시･도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의 지원 체제를 중층으로 갖고
있어 상호 연계 속에서 정책사업의 목적인 학습부진아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는 두드림학교 사업은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탄력적 교육복
지 거버넌스 모형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교중심 거버넌스 모형’이라고 할 것이다. 즉, 학교
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의 참여 주체들이 연계･협력하는 모형에 해당한다.
이 두드림학교 사업의 거버넌스가 갖는 대표적인 강점 세 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 수준이지만 대상학생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지향하고 있음이 이 정책사
업의 가장 큰 강점이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사업 간 연계가
각 사업의 내용뿐 아니라 예산까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 학교 여건과 학생 개인에
맞는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위학교 별로 관련 사업들의 탄력적 재구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교 중심 거버넌스 모형의 특성을 가지는 두드림학교 사업은 개별학교가 소위
교육복지학교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단위학교 내 교육복지 체제 착근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교육복지의 방향성을 논할 때 일각에서는 학교교육과 교육복지가 보다 밀접해
야하며 교육이 곧 교육복지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 주장한다. 이는 학생과 가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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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에 있는 학교와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 궤도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어야함을 뜻한다. 현재 두드림학교의 경우에 소수 학습부진 학생 대상 중심으로 운영
하고 있지만, 학생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한 지원과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필요한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복
지의 학교 착근화에 있어서 중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두드림학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사업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
으며, 이를 토대로 각 주체 단위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칭 ｢기초학력보장법안｣의 입법화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국가 수준의 강력한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반면, 다음의 세 가지는 두드림학교 사업의 거버넌스가 갖는 대표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위 학교가 주된 운영 주체가 되는 경우 일방적인 하향식 의사결정과 집행구조를
가진 거버넌스 보다는 상향식 구조의 거버넌스가 적합하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의 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교 밖
에서, 즉 하향식으로 결정됨으로써 학교 내부 거버넌스에서 공감대 형성과 협력 도출에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단계부터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단위학교 차원의 정책사업이라는 점은 단위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 따라
운영의 방향 및 성과가 달라지는데,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과의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함께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다른 정책사업과 달리 학교의 본질적 영
역에 가까운 학습성취와 관련된 것이기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의 지원이 필요하지
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다수의 사업 운영학교에서 지적
한 문제로, 향후에 지역사회 및 외부 전문가(단체)와의 긴밀한 연계가 보다 견고히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단위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학교 중심의 거
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정책사업 운영에서 전체 참여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사항으
로서 부각된다. 여기서의 참여 주체란 중앙 정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학교와 교사, 더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까지 포괄한다. 거버넌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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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때에는 이러한 주체들
간의 역할에 따른 기능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가 가지는 한계가
보완되고 학교 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각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부재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과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두드림학교 사업 역시
주체 간 부족한 역할기능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사업’ 사례 분석37)

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특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사업(이하 ‘온종일 돌봄 정책’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여타 교
육복지사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내용 지원 중심의 정책이기 보다는 초등학
교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핵심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프로그
램의 추진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등이 서로 연계･협력하여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초등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기반의 구축 즉, (지자체 중심의) 지역 내 컨트롤타워 구축,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전담인력 확보, 돌봄공간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온종일 돌봄 정책의 경우, 관련 주체 간에 ‘돌봄’이 교육인가, 복지인가, 교육복
지인가에 대한 개념 공유가 아직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돌봄과 관련해서는 교육
부의 초등돌봄교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이미 추진 중이며, 온종일 돌봄 정책은
이들을 아우르는 우선 성격의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논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사업들인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
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세부 돌봄 정책들은 목적적 측면에서 기회의
평등에 가까운 보장적 평등을 추구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만이 아닌 맞벌이가
37) 본 절의 내용은 주로 관계부처 합동(2018a, 2018b)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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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원래 ‘안전한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보육･보건지원, 영역은 생활지원에 가깝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다양한 문화･체험 지원, 심
리･정서지원을 넘어 학습지원으로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있어 내용적으로는 점차 종합지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편 실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
과후아카데미 등 지역의 돌봄기관들이지만, 온종일 돌봄 정책은 중앙정부의 관계부처가 합
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정도로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된 주체로서 추진하고 있다.

나. 영역 및 요인별 분석
1) 주체
가) 이슈 제기 세력
돌봄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제기되는데 특히, 방과후에 아동들의 안전과
교육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에 의해
이슈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돌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부각
시키고, 이어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이슈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먼저 이슈화를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돌봄 확대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및 학교의
관심을 확대한 것이 그 예이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양육
을 이야기하면서 초등 방과후돌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나) 결정 및 집행 주도 세력
온종일 돌봄 정책 자체의 결정 및 집행 주도 세력은 중앙 정부이다. 관계부처 합동
(2018a)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단장으로서 행안부 및 여가부

실장, 부단체장 및 부교육감(세종시, 경기도) 등 총 8명으로 온종일 돌봄 정책 관련 범정부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있다. 그리고 범정부 공동 추진단 내에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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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여가부 및 광역지자체(세종, 경기) 담당과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팀을 두고 정책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18). 또한
돌봄기관, 정계, 학계 등 전문가, 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부처합동자문
단을 구성하여 정책 방향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현장의견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
굴 및 정책 제언을 하도록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적인 집행 주도는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다) 참여･지원 세력
온종일 돌봄 정책은 국가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과 운영의 많은 부분은 시･도 또는 시･군･구 차원의 교육 및 일반 행정기관에서 이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돌봄인 초등돌봄
교실 설치운영에 참여하며 일반 지자체에서 학교교실을 활용하여 돌봄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지방행정기관인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의 경우는 관련된 인적･물
적･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함께 마을돌봄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센터 등을 설치･운
영함에 관여한다.
실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의 돌봄기관으로는 학교(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
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한편, 지역의 민간단체들도 주요 참
여･지원 세력에 해당하는데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지역 내 돌봄기관을 운영함
은 물론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도서관,
평생학습관, 읍･면･동 주민센터, 아파트공공시설 등 지역 공공시설도 돌봄 프로그램의 주
체로 또는 돌봄공간의 제공자로 참여한다. 또한, 중앙부처의 정책연구 및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책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도 개별 정책
추진의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정책 연구 수행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라) 반대･저항 세력
온종일 돌봄 정책 자체에 대한 명확한 반대 및 저항 세력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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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학교의 돌봄 기능이 확대되어 왔으나, 학교에서 ‘돌
봄’ 기능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학교 및 교사들이 완전히 공감하면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부 학교 및 교사들의 경우,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 복지에 해당되
는 것으로 학교가 개입할 것이 아니며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기 때문이
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학교 및 교사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돌봄 정책 추진에 있어 소극적
이거나 비협조적인 것이 사실이다.

2) 내용
가) 취지･필요성
온종일 돌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
임 강화(48-3, 보건복지부)｣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49-2, 교육부)｣과 관련하여 추진되
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2018a)은 온종일 돌봄 정책의 추진배경으로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
한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요구의 증가, 각 부처가 추진해 오던 초등돌봄사업 간 연계부족으
로 인한 유사･중복 및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
하면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영유아 대상 보육 지원(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지원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
하여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 부처별로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수요자인 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돌봄전달
체계가 미비하여 지역 내 돌봄 공급 조정 및 배분, 서비스 자원의 활용, 돌봄기관 간 연계･
협력 등 통합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a: 1).
이에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지원과 함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내실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초등돌봄 사업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해서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돌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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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목표
관계부처 합동(2018a)에 따르면 온종일 돌봄 정책의 추진 목표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혁신을 통한 선도모델 구축, 초
등단계 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체계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핵심 과제로 두고 있
다. 우선 지역혁신을 통한 선도모델 구축을 통해서는 정부부처 및 돌봄기관 간에 분절적으
로 추진되던 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게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서비
스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 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돌봄서비
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둘째, 초등단
계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서는 학교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
계부처 합동, 2018a: 5). 2017년 현재 초등돌봄교실 등의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다함
께돌봄 등의 마을돌봄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33만 명이며, 이를 2022년까지 53만 명 수준
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표 Ⅵ-7> 참조). 마지막으로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는 중앙 및 지방의 돌봄협력･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화와 행･제도적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추진과제로 두고 있다(관
계부처 합동, 2018a: 5).
<표 Ⅵ-7> 초등돌봄 확대 계획
구분
학교돌봄

현재

’18년~’22년

총계

초등돌봄교실

24만 명

7만 명 (3,500실 확대)

31만 명

교실활용(지자체)

-

3만 명 (1,500실 확대)

3만 명

마을돌봄

9만 명

10만 명(다함께돌봄 등)

19만 명

합계

33만 명

20만 명

53만 명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a: 6)을 재구성함.

결국 온종일 돌봄 정책은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등돌봄
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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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
온종일 돌봄 정책의 주요 대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다. 대상아동을 기존
의 초등학교 1~2학년 위주에서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되,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은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고학년(4~6학년)의 경우는 학생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온종일 돌봄 정책의 방향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a: 6).
기존의 대표적인 돌봄서비스의 대상은 각 부처별로 다소 상이하다. 학교돌봄은 맞벌이가
정의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편 마을돌봄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한부모가정･저소득층의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초등학교 1~2학년 21만 명, 초등학교 3~6학년 3만 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건복지
부의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8.2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취약계층(중위소득
60% 이하)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0.6만 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표 Ⅵ-8> 참조).

즉, 온종일 돌봄 정책은 기존의 맞벌이가정 중심의 초등돌봄교실과 취약계층 중심의 지
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돌봄기관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그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양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맞벌이가정의 돌봄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확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Ⅵ-8> 부처별 초등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구분
학교돌봄

마을돌봄

이용 대상

이용 아동수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초등학교 1~6학년

245,303명
(2017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초등학교 1~6학년

82,140명
(2016년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초등학교 4~6학년

5,596명
(2016년 기준)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a: 23, 26)을 종합하여 재구성함

라) 프로그램
온종일 돌봄 정책은 학생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를 강조하기 보다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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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더 방점을 둔다. 즉, 온종일 돌봄
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은 무엇인가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온종일 돌봄 정책
의 주요 핵심 사업인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프로그램
을 제공할 것인가보다는 전반적인 돌봄서비스 운영 확대와 함께 돌봄서비스 안전 및 질
관리, 지역 내 돌봄 관련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돌봄 대상 초등
학생의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아동미술, 전
래놀이, 독서활동 등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b).
한편, 교육부의 주요 돌봄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은 개별 학년군의 특성에 맞는 돌봄서
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로 초
등돌봄교실에서 다양한 개인 및 모둠활동 등 놀이 중심으로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제공받
으며, 고학년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서 진로 및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틈새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고 있다(한국교육개
발원, 2017b: 20~21). 또한 보건복지부의 주요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호(안
전한 보호, 일상생활관리, 급식 등), 교육(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등), 문화(체험활동, 참여
활동), 정서지원(아동상담 및 부모상담)을 제공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b: 7).
요컨대, 온종일 돌봄 정책은 방과후에 돌봄이 요청되는 모든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주로 맞벌이가정 중심
으로 오후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에서는 놀이 중심의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중심의 상시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안
전교육 및 급･간식, 일상생활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 제도적 규율
가) 관련 법령
현재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부처 및 기관별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온종일
돌봄 체계 법제화(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 등)를 계획하고 있으며, 온종일 돌봄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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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선도사업 운영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비 대상 관계법령 발굴 및
개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a: 20). 한편 온종일 돌봄 체계 법제화
와는 별도로, 마을돌봄과 관련하여 보편적 마을돌봄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역 단위협
력체계를 주관하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 사업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아동복지법 등 개정)할 계획도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16).
기존에 각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초등돌봄서비스는 각각 그 지원근거가 법률부터 교육부
고시 등으로 상이하다. 먼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별도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을
근거로 하여 2004년부터 설치･운영되어 오고 있다.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차.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출처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한편,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에 포함
되어 그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 방과후활동의 지원에 대한 내용
을 법적 근거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
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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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체별 내부 규정
온종일 돌봄 정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수요자 지향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강조한
다. 특히,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개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재정지원(2018년~2020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워크숍(2018년 9월 12일)에서 서울 성동구는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지원
에 관한 조례를 제정(’18년 11월 예정)하여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방과후돌봄사업
지원 관련 사항,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관련 사항,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관련
사항, 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위탁 및 보험, 포상, 시행규칙 등을
내용으로 지자체 중심의 돌봄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다) MOU 등 외부규정과 협약
온종일 돌봄 정책은 그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초등돌봄서비스를 통합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처는 물론 시･도교육청과 시･도, 교육지원청과 시･군･구 등의
실질적인 연계 및 협력을 강조한다. 특히, 2004년부터 각 부처별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
한 사업이 추진되어 오면서 부처 간 정보의 교류와 협력을 기초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2년 10월, 방과후돌봄 관련
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
으며,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방과후돌봄사업 간 연계 모델 개발 공동 연구 추진, 관계부
처 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돌봄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등에 대한 것이다(한국교육개발
원, 2017b: 3). 이후 중앙행정기관 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방과후돌봄 수요조
사 및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을 위
한 매뉴얼 개발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b; 3~4).
또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서는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지자
체와 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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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반적 구조
가) 사회･문화적 여건
현재 사회적인 이슈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영･유아 보육
지원을 강조하는 것에 더하여 최근에는 취학 후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주요 추진
정책으로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며(대한민국정부,
201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 주요 추진 정책으로 취학이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초등돌봄서비스 확충 및 질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 것(대한민국정부,
2015; 72, 85)이 그 예이다. 이는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또 다시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의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
로 발표한 취지와 맞닿아 있다. 또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사
회적 관심 또한 높다. 맞벌이가구 중 6세 이하의 영유아 비율보다 초･중학교 아동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이유도 결혼 및 출산보다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
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7.12.15.).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취학 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치･경제적 여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은 전술한 것과 같이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2018년 신임 시･도교육감 및 신임 지자체장(구청장 및 군수)의 공약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
축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개 지자체 담당자와의 협의회(2018년 7월 10일)에서, 9
개 지자체의 장은 온종일 돌봄 정책을 제1공약으로 삼는 등 그 추진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참여주체 간 사회적 관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참여주체는 정부부처, 교육 및 일반의 지방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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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민간단체(사단법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학교, 지역돌봄기관 등 다양하
다. 우선 정부부처 차원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반행정기관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
자체가 참여한다. 그리고 아동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학교(초등돌봄교실)와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도 주요 참여주체가 된다. 이들 참여주
체 간의 협력과 연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아동중심의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FGI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앙부처 간 협력의 한계,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여
전히 돌봄정책 관련 사업이 분절적으로 또는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정보 단절과 돌봄에 대한 인
식 차이(돌봄이 교육인가, 복지인가)로 참여주체 간의 협력보다는 갈등이 초래되고 실질적
인 협력 및 연계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한편,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중 기초지자체에 협력관을 두고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의 상호
협력 및 연계를 추진하거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민
간단체(사단법인 등)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향후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5) 운영
가) 비전의 공유
온종일 돌봄 정책의 비전은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
이 협력하여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등의 추진과정을 거쳐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a). 우선 추진체계 구성을 위해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2017.8.25., 2017.9.22.)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업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안을 상정하여 심의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부처합동
실무추진팀 회의, 부처합동 실무추진팀 및 자문단 합동 토론회, 전국 부교육감 회의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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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지방 정책협의회, 전국 교육청 및 지자체 대상 현장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a).
즉,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중앙부처는 물론 교육청과 지자체 수준까지 온종일 돌봄 정
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요자인 아동이 직접
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 정책의 비전 및 목적이 완전히
공유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도 없지 않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나) 전담조직 및 인력
온종일 돌봄 정책은 범정부공동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에
서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과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에서는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서는 지자체 내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지역돌
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7). 또한 지자체 내 전담조직은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 선도사업의 재정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
도록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b: 5).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파악한 결과, 경기도 시흥시는 온종일돌봄팀을 구성하고 팀장포함 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경기도 오산시도 온종일돌봄팀을 구성하고 팀장포함 4명의 전
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성동구는 아동친화팀 내 전담조직(팀장 1
명, 팀원 1.5명) 운영, 서울시 노원구는 아동청소년과 내 아동친화정책팀을 신설하고 팀장
포함 7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자체 내에 온종일 돌봄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구
성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즉,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전담조직
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보하여, 선도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온종일
돌봄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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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관계부처 합동(2018a)에 따르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국고와 국고보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1조 1,053억 원(연평균 2,200억 원)
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 재정은 돌봄 신규 확충에 의한 예산 규모로서 학교돌봄 3,500
실, 교실활용 1,500실, 마을돌봄 1,817개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학교돌봄
3,500실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시설비 1,050억 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운영

비 및 인건비 4,935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할 계획이고, 마을돌봄 1,817개
소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은 시설비와 운영비 및 인건비 3,560억 원을 국고보조(서울 30%,
지방 50%)로 지원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a: 20). 한편,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2018년~2020년)의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65억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을 공동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b: 2).

즉,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기간 동안의 재정적 지원이 비교적 안
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초등돌봄 확대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되었
다.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국고지원을 확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라) 협력 및 전달체계
2004년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12년부터 이들 개별 돌봄서비스 사업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 바 있고 그 일환으로 2012년에 중앙행정기관 방과후돌봄정
책협의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전국 시･군･구단위의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축
하고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실시,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홍원, 2017: 11~12).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운영 사업에서 핵심적인 것은 돌봄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중앙단위의 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가 부처공동으로 돌봄서비스 기본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하며, 지역돌봄협의체는 시･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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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돌봄지원협의회와 시･군･구단위의 돌봄운영협의회로 구성되는데, 시･도돌봄지원협
의회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광역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돌봄서비스 운영지원 및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시･군･구돌봄운영협의회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기초자치
단체(드림스타트), 유관단체 등과 함께 종합적인 돌봄수요조사와 돌봄대상 파악 및 선정,
조정 등을 통해 지역단위 돌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한국교육
개발원, 2015).

<표 Ⅵ-9>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한 돌봄협의체 운영 체계
행정단위

주관

관련부처 및 기관

주요 기능 및 업무

중앙 【돌봄정책협의회】
⇩

부처공동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돌봄서비스 기본정책
조정 및 협력

시･도
【돌봄지원협의회】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유관단체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협력･조정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드림스타트),
유관단체 등

종합적 돌봄 수요조사,
돌봄 대상 파악･선정･조정･배정,
지역단위 돌봄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돌봄기관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등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기관 간
정보 공유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 14)의 표를 재구성함.

이상의 연계체제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 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 이해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관계
자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담당자 간의 상호교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기관 관계자 간의 상호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를 통해 돌봄기관 간 학생 연계 및 강사, 시설, 프로그램 공유 등 상호 협력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이 주요 추진 성과라 할 수 있다(김홍원, 2017: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부처 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실질적인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한 모습도 보여 추
진 상의 한계로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담당자 간의 협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육
지원청과 지자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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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지자체로 직접 배분되지 않
는 점, 교육지원청과 협업해야 하는 지자체의 담당과가 2개 이상인 점,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 잦은 교체로 인해 인수인계가 미흡한 점 등 구조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김
홍원, 2017: 13). 또한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청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와의 FGI 결과에서
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돌봄’이 교육인지 복지인지, ‘돌봄’을 학교에서 해야 하는지 마을에서
해야 하는지, ‘돌봄’을 학교에서 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을에서 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역할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2018a)은 이상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제를 보완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전달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우선 중앙단위
와 지방단위의 협력체계 구성안을 통해 각 부처와 기관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교육청에서 주관하던 돌봄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전환함으로써 지
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a: 17)

[그림 Ⅵ-5]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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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범정부 공동추진단 및
실무추진팀을 두어 돌봄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부처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부처
간 돌봄정책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내 돌봄기관 간 협력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 총괄 및 연계, 돌봄공급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관계부처 합동, 2018a: 16-17).
결국, 기존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 체제는 물론 온종일 돌봄 정책에서의 범정부 돌봄
서비스 협력･전달 체계 모두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하향식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하여 중
앙 부처 간의 수평적 협력, 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수평적 협력,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의 수평적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성과
2004년 이후, 각 부처별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에서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 결과 돌봄기관 수와 이용 아동수가 양
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7년에는 2,508개 학교의 2,718개 돌봄교실을 50,000명의
학생이 이용한 반면에 2017년에는 6,054개 학교의 11,980개 돌봄교실을 245,303명의 학
생(전체 초등학생의 9.2%)이 이용하는 등 초등돌봄교실과 이용 학생 수가 5배가량 증가하
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a: 3). 이상과 같이 10년 간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이 확대된 결
과, 대한민국 정책 평가(동아일보, 고려대, 한국리서치 주관)에서 초등돌봄교실이 3년 연속
최상위권(2015년 1위, 2016년 2위, 2017년 2위)으로 선정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24). 이는 맞벌이가구 증가에 대한 돌봄 요구 증가는 물론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

등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서 정책 추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지역별로 돌봄 수급에 편차가 크고 학교와 마을의 돌봄기관 여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또한 지역 내 다양한 부처별 돌봄서비스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돌봄서비스의 효과성
이 감소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관계부처 합동, 2018a: 4). 이에 온종일 돌봄 정책에서는
지자체 내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해당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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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돌봄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자체 중
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서 그 동안의 한계로 지적된 바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소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과 관련된 정책 사업들이 이미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
심으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는바, 유사-중복사업의 대표적인 예임과
동시에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여 돌봄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대
표적인 복지 정책사업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종일 돌봄 정책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기존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가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빈틈없는 돌봄을 범정
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협력형 거버넌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온종일 돌봄 정책의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고 있다.
첫째, 온종일 돌봄 정책은 중앙 정부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기획･추진하고 모니터링하
는 것으로 국가 주도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형을 보여준다. 특히 현 정부의 중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주도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는 국가의
강력한 실현 의지와 함께 풍부한 행･재정적 기반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소
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온종일 돌봄 정책은 개별적인 기관･단체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보다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돌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조성에 일차적인 목
적을 두고 있다. 즉, 지역 내 컨트롤타워 및 협의체의 구축, 자치단체 내 전담조직의 구축,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규율의 안정화의 토대 위에 보다 다양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를 수 있는 돌봄공간의 확보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돌봄과
관련된 지역 거버넌스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의 조정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온종일 돌봄 정책에 있어 그 돌봄의 대상이 과거 취약계층에서 최근에 모든 맞벌
이가정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복지의 흐름인 선택적 복지에서 보
편적 복지로의 전환에 일치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 조성 및 국민적 역량을 하
나로 엮음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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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온종일 돌봄 정책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다음은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있어서 비전의 공유가 중요한데, 수혜자와 가장 밀접한 대표
적인 돌봄 기관 중 하나인 학교 그리고 학교의 교원들에 있어서 온종일 돌봄 정책의 비전
에 대한 공유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이것은 다소 보수적인 학교와 교원들이 아직은 교육과
학교의 전통적인 역할이라는 사고의 틀을 강조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온종일 돌봄 정책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기존
의 관련 정책들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즉, 기존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인식과 선
호관계가 명확한 상황 속에서 이들 정책과 그리고 이들 정책 간에 연계와 협력을 극대화하
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셋째, 두 번째와 무관하지 않은데 새롭게 온종일 돌봄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정책을 둘러싼 정책 간, 부처 간, 관련 단체 간 갈등이 현
존하고 있다. 즉, 다수의 돌봄 정책이 아직도 분절적이고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여
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이미 자리잡고 있어서 새로운 온종일 돌봄 정책이 빠르게 뿌리
내리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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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가. 의존성의 경계: 교육복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교육복지 생태계란 교육복지와 관련된 논의를 생태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생태학이란 “생물의 생활 상태,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38). 이런 점에서 교육복지 생태계란 교육복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들과 관련된 다양한 개체, 그리고 그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 개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구
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39) 이와 같이 교육복지를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개체의 독립성에 더하여 개체간의 그리고 개체와 외부환경과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는 체
제론적 접근과 함께 생태계가 갖는 순환성에 근거한 자기완결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외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함은 물론이며 동
시에 그 자체의 연계･협력 및 상호작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나. 획일화의 경계: 상황 탄력성의 제고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이 교육의 전 과정에서 평
3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10. 16. 인출.
39) 김흥주 외(2016: 235)은 ‘교육복지생태계’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일어나는 환경과 그 안에 속하며 상호작용하는
개체와 구조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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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고 소외받지 않으면서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노력함
에 있어서, 자원배분 및 활용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연계･협력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최선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교육복지의 범위가 국가･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듯이, 개별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목표와 정책 대상･내용이
다르듯이, 그리고 해당 학교와 지역이 겪어온 경험과 이를 토대로 축적해온 제도적 규율과
기반적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듯이, 실제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속에서 연계･협력의 모습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특정 이론이나 우수 사례에 따라 획일화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탄력적으로 연계･협력하
는 가운데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의사결정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다. 전치 현상의 경계 : 학생과 학교 중심성의 견고화
전치 현상이라고 함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
더라도 목적과 수단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진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교육복지 거버
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목적은 학생 또는 학령기 청소년에게 각자의 필요에 맞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그리고 교육복지 서비스는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와는
달리 학습의 성취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의 성공을 통한 주체적인 시민으
로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교육복지 정책사업이 특정 시기,
특정 대상만을 목표로 하여 분절적으로 추진되거나 학생의 성장이 아닌 특정 사업 또는
운동의 추진을 위한 연계･협력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황 탄력성이 강조되더라도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운영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이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가 배제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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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및 과제

이하에서는 앞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개
선 방안 및 과제를 가) 제도･여건 개선, 나) 재조직화, 다) 역량 확충, 라) 운영 개선이라는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Ⅶ-1>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영역

혁신 방안
①제도적 규율의 조기 안정화
②가칭 교육복지사 제도의 정착

Ⅰ.
제도 및 여건 개선

③교육복지기금(안)의 도입 및 운영
④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과 상호 보완적 연계 체제 구축
⑤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로의 단계적･선택적 전환
⑥교육복지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구축
①층위별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

Ⅱ.
교육복지 협의,
지원, 추진 체계의
재조직화

②중심 주체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탄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③중간조직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의 유기적 활동 촉진
④복지예산(목적사업비) 통합 지원 확대 및 학교 자율 선택사업제 도입
⑤학교통합예산제 운영 및 사업비 정산 간소화
①전문가 집단의 선순환적 활용
②허브(hub) 역할 담당 인적자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

Ⅲ.
역량 확충

③교육복지 정책사업 담당 및 참여자들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블루카드제 도입
④관련 사례의 축적 및 공유를 통한 주체들의 실천 중심 역량 함양
⑤학교 차원의 교육복지 실천 역량 강화
①비전과 목표의 합의 및 공유 체제 구축
②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재구조화

Ⅳ.
운영 개선

③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추구
④교육복지 사각지대 ZERO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강화
⑤교육복지 정책사업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한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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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도 및 여건 개선
1) 제도적 규율의 조기 안정화
- 교육복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 실현
- 교육복지 체제 구축･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들의 적극적 제정
- 참여 주체들의 참여 범위와 역할 등을 명시한 내부 규정과 협약 등의 정비

거버넌스 이론에서 ‘제도적 규율’이라 함은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적용
되는 규칙･규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거버넌스의 초기 협력과정을 조율하는 거버
넌스의 시작 조건을 구성한다(조철주･장명준, 2011). 즉,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
을 위해서는 제도적 규율이 조기에 갖추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체 간의 역할
과 협력 관계를 각 조직 내적으로 또는 조직 간 협의를 통해 문서화한 내부 규정, MOU
등 협약, 관련 법령 등이 초기에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이와 같은 제도적 규율의 구축에 있어 다소 소
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교육복지 관련 법률의 새로운 제정을 위한 오랫동안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그 실현은 아직 요원하다. 그리고 학교 및 교육청들을 제외한 관련 주체의
내부 규정에서도 해당 기관의 교육복지 정책 사업에의 참여를 명확하게 규정한 예를 찾기
또한 쉽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관련 조례가 일부 제정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서울시의 조례가 민관협력 활
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제주도의 조례는 도교육청의 관련 활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는 제2조 제1호에서 교육복지
를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
으로 정의함에 더하여, 제4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1)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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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
촉진, 2)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복지 협력 여건을 조성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노력, 3) 민간
의 교육복지 협력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상담이나 실적관리를 위한 인력의 배치･양
성 등 필요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지난
2016년 11월에 제정하였는바, 교육복지를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제2조)”으로 정의함에 더하여 도교
육감으로 하여금 교육복지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1) 교육과정 개발 및 학습 기회 보장 사업,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생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

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10) 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1).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이와 관련하여 일반법으로서 ‘교육복지기본법(안)’ 또는 사업법으로서 ‘교육복지투자우
선지역지원법(안)’ 등 어떠한 형태로던 국회 차원의 교육복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 예로 ｢진로교육법｣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제정됨으로써 일
반지방자치단체들이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은 좋은 사례
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의 교육복지 체제 구축 및 운영과 관련
된 조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청이 직접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보다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협력할 수 있는 토대의 구축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
다. 그리고 이들 법안에서는 연계･협력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누가 언제 얼마나
부담하는가가 중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매칭펀드(matching fund) 즉, 공동자금출자제도
의 적극적 활용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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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칭)교육복지사 제도의 정착
- 학교에 정규직원으로 교육복지사 임용
- 교직원을 기존의 교원, 행정직원에 더하여 특수전담직원의 3트랙 체제로 전환

오가와 교수(小川正人, 2018)는 일본의 학교와 관계기관의 연계, 교사와 복지관계자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교직사회의 특성과 함께 경험 부족 특히, 학교
가 사회로부터 부여받는 다양한 과제와 변화 요구에 대응하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전
문기관 등과 연계･협동하는 대신에 교원단일의 문화조직을 중심으로 요구에 필요한 만큼
씩 교원의 직무범위를 늘려온 교원 직무의 다능화 현상을 꼽았다. 그리고 그 밖의 요인으
로는 학교의 조직적 구조(교원의 단일문화, 학급담임제에 동반되는 폐쇄적인 학급경영, 학
급･학년･교과 등의 개인, 소그룹을 기본으로 한 느슨한 조직), 교원의 의식(교원의 프라이
드, 담임･교원의 ‘내 학생’ 및 ‘우리 학급’ 의식과 책임, 다망화로 인한 다른 교원에 대한
배려), 교원과 타 전문인력 사이의 지위･신분･근무형태･권한 등의 비대칭성(비상근, 일주
일에 1회 내지 수회의 방문으로 한정된 근무 체제 속에서 학교 상담가나 학교 사회복지사
등 다른 전문 인력이 학교 조직 전체에 관여하는 것은 기대되지 않고 있으며, 그 전문성이
나 존재감을 주위에 증명하는 것이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小川正人, 2018).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학교도 전통적인 교수･학습 중심의 역할에
더하여 생활지도 나아가 안전과 돌봄 등 그 역할기대가 커질 때마다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
서 교장을 중심으로 교원이 그 요구를 온전히 수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경우에 따
라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닌 일부 도움을 주는 지원인력 또는 보조인력의 참여만을
허용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원의 소명의식과 전문성에 기초한 직업윤리와도
관련되며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복잡해지고 교육복지의 영역이 날로 확대되어 가
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응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교원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회와 학생의 요구에의 적시 대응에 있어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와 관
련된 교원과 학교의 부담감이 학교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 내에 새로운 집단을 교원의 지원 또는 보조 인력이 아닌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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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른 영역의 전문가로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정책과 관련
하여서는 ‘(가칭)교육복지사’제도를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재에도 개별 시･도교
육청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자격증 소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자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민간에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의회를 만들고 민간
자격증의 일환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학교 내
에서의 교육복지 관련 업무를 여전히 비상시적이며 일부 표적 집단 학생만을 위한 협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원과 별도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
이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 미국은 이미 1990년대에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구축하고,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Certified School Social Work Specialist
Certificate)을 보유한 15만명 이상이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다. 이는 1970년대 이래 미국 사회가 직면해

온 아동･청소년 문제 즉, 아동 빈곤, 청소년 범죄 등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학교사회복지
사는 1)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동시에 2) 상담, 교육프로그램 개발, 복지 제공
과 같이 다양한 전문성을 발휘할 것을 기대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외계층 학생이 겪는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함과 더불어 교사의 교
육전문성과는 구분되는 복지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즉, 교사는
학교에서 교수와 학습 분야에서의 유능한 전문가로 역할하기를 더욱더 기대 받고 있는 현
실 속에서, 교육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의 관리와 관련 교육을 포함하
는 더 넓은 범위에서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학교의 구성원을 현재의 교원과 행정직원의 구분에서, 교원, 특수
전담직원, 행정직원으로 변경하고, 학교 내 특수전담직원의 하나로 가칭 교육복지사를 명
시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0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될 것이다.

265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표 Ⅶ-2>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① <좌동>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
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
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복지사･전문상
둔다.
담사 등 특수전담직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③ <좌동>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④ <좌동>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
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Ⅶ-3>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① <좌동>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② <좌동>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
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 ③ <좌동>
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④ <좌동>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 ⑤ 특수전담직원 및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따라 교육복지 및 학생전문상담 관련 업무, 학교의 행정사무 등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변경은 이들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를 교원과 명확히 구분하는 가운
데 충분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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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복지기금(안)’의 도입 및 운영40)
-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보완적 토대로 교육복지기금(안)의 도입
- 점진적으로 교육복지기금(안) 중심의 재정운영 구조로 전환

현재 교육복지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속에서 배분되고 있는데 무상교육 확대
와 같은 보편적 복지는 보통교부금 형태로 지원되고, 목적형 사업에는 국가 시책사업의 경
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이 활용되며, 사업시행학교를 중심으로 배분･집행되
는 시･도교육청 자체 재정지원 사업이 있다(이근영 외, 2014b).
그런데, 중앙정부 수준에서 추진되던 정책사업의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
는 추세이지만, 관련된 권한과 책임의 이양이 재정의 분리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 간, 중앙 부처 간 갈등을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무
상급식, 장애･다문화･탈북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방침으로 교육복지 재정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재원의 추가적인 확보 및 투입이 미비하여 학교기
본운영비 축소와 함께 교수-학습 과정에 필요한 중요 재원마저 축소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김병주, 2014; 임병인, 2014; 송기창, 2014).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복지 정책사업이 보통교부금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시･도교육
청의 시급한 여타 정책에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
해진 내국세 수입의 비율에 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위
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교육복지 정책사업 관련 재정이 우선
감축될 개연성이 크다(김병주, 201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복지 정책사업이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
도록 그리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차제에 교육복지 정책사업 재정 운영의 틀을 전향적으로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방향의 일차적 조치는 교육복지기금(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40) 이하는 원고용역에 의해 집필된 하봉운(2018a)의 “교육복지 정책사업 재정운영 및 활용 방안”(미간행 원고)를 부분적으
로 발췌 및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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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함께 정부 재정 운영의 대표적인 방법인 기금은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복잡･다양화되고 국제정세의 급변 등에 신속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예산제도의 경직화에서 벗어나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김성영, 2001). 즉, 기금은 정부예산과 비교
할 때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기금은 정치적･경제적 변화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아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조성
및 운용됨에 있어 유리하다. 특히, 기금은 사용 후 남은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갖고서 이를
미래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전택승, 2003; 이혜경･설동훈･전주상, 2009). 이러한 기금
의 여유자금은 재정의 장기적 목표 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금은 예산 단년도 원
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예를 들어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든 재정수요는 물론이며 불
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기능을 함(이혜경 외, 2009)과 동시에 안정적인 지출을 보장함으
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전택승, 2003).
둘째, 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 시 제약을 받지만, 예산에 비해 자율적인 운영과
지출이 가능하다. 즉, 예산과 달리 기금은 대통령의 승인과 의회에의 보고로 집행을 할 수
있으며, 계획변경에 있어서도 주요 항목 20%(금융성 기금은 30%) 범위 내에서 국회의 심
의 없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김성영, 2001; 이혜경 외, 2009). 이것은 상황에 맞는 탄
력적인 교육복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다.
셋째,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 구애됨이 없이
개별법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용되므로 재원조성에 있어서도 보다 탄력적이다(국회예산정
책처, 2018). 정부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특정 이해 관계집단 등의 민간부담금, 차입금, 채
권발행 등 다양한 형태로 재원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은 정치･경제
학적으로 기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중요 논거 중의 하나인데, 일반예산은 수입과 지출 사
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부담이 그대로 미래의 수혜로 이어질지가
불확실하므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해집단도 당장에 희생하려 하지 않는(윤종훈,
2006) 반면에 기금은 재원을 따로 갖추어 놓고 그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

성을 제거할 수 있다(전택승, 2003). 또한, 기금은 주요 정책사업 분야에 대하여 예산 외의
추가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도 한다(신해룡,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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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금은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그리고 통합예산의 포함여부 등을 감안하여 유형
화할 수 있는데, 1) 사회보험성기금, 2) 사업성기금, 3) 계정성기금, 4) 금융성기금으로의
분류가 그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첫째, 사회보험성기금은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국민연금기금, 공
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6개이며, 둘째, 사업
성기금은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 48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셋째,
계정성기금은 특정 자금을 모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의 기금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
금, 외국환평형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5개, 마지막으로 금융성기금은 특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순수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
금 등을 비롯하여 총 8개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국회예산정책처(2018)에 따르면, 중앙정부 기금은 2018년 현재 23개의 부처에서 67개
를 설치･운용 중이며, 그 규모의 총계는 594.9조원으로 일반회계 총계(301.4조원)의 약 2
배이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67개의 기금을 이러한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
음 <표 Ⅶ-4>와 같다.

<표 Ⅶ-4> 기금의 유형
유형

기금이름

특징(통합재정 포함여부)

① 사회보험성 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6개

포함

② 사업성 기금

국민주택기금, 문예진흥기금 등 48개

포함

③ 계정성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등 5개

포함(외국환평형기금 제외)

④ 금융성 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등 8개

비포함

67개

58개

계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8)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관한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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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복지기금(안)’이 일반회계 또는 특
별회계로 추진하기에 곤란한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복지 정책사업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재정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확보와 출자,
대출, 출연, 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할 때, 단년도 원칙에 입각한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 있는
예산 중심의 재원 체제만으로는 정상적인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함에 이의
를 제기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각각의 수준에서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의 단계적 출연을 통한 ‘교육
복지기금(안)’을 설치하여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중요 재원의 원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 운용은 기금의 주요 기능과 그에 따른 기금운용 방안에 따라 운영주체를 정부, 지방
자치단체(일반자치단체, 교육청), 민간(재단법인)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복지기금(안)’을 제도화한다고 하여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재정을 모두 기금으
로만 운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는 자칫 교육복지 재정의 총액을 낮춤과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현재의 재정 운
영 체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교육복지 생태계 조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교육복
지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Slow Money)으로 ‘교육복지기금(안)’을
도입한 후 그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기금 중심의 재정 운영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과 상호 보완적 연계 체제 구축41)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사업 범위에 교육복지 명시
- 교육복지사업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연계 강화를 통한 예산 운영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

41) 이하는 원고용역에 의해 집필된 하봉운(2018a)의 “교육복지 정책사업 재정운영 및 활용 방안”(미간행 원고)를 부분적으
로 발췌 및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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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현황을 분석한 후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과 교육복지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과 관련된 지역별･학교별 사업 및 지출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교육경비보조제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42)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동 규정 등에 의하여 교육경비보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
요한 재정 지원을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한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과정은 지자체별로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지자체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관해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예산액 등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
출하게 하고, 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또는 지자체
관심 사업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이미영, 2012). 그리고 편성된 예산안은 통
상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확정된 학교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한 후 교부하며, 교부받은 이후 학교에서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후에 사업실적 보고서 등과 같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동 규정 제4조 및 제6조).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지원 예산의 지원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
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이 경
제적 합리성이 아닌 정치적 맥락에 의해 의사결정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교육사업의 시급
성 및 타당성이 아니라 우선 눈에 보이는 교육사업을 추진할 때에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시
되고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유사중복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으며(이효･김성주, 2014; 김혜경, 2017),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자
42)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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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 여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간 교육경비지원 규모에 큰 차이가 발
생하고 교육수요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이효･김성주, 2014; 송
기창 외, 2018).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이 보다 활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의 교육경비보조금지
원 사업의 방향 선정과 전략과제 도출에 있어서 교육복지사업의 내용과 상호 연계를 강화
하고, 지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 단계로서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의 범위에 ‘교육복지 사
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표 Ⅶ-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개정안
현행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
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
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안
①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좌동>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복지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5)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로의 단계적･선택적 전환
- 교육복지 사업 및 재정의 지방이양 원칙 수립･준수
- 시･도의 역량을 고려한 자율적･선택적 이양
- 이양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의 엄격한 운영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이 당초 국가 주도의 사업에서 시･도 중심의 사무로 이양되었듯이
지방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시대의 정신에 맞게 교육복지 정책사업도 우선적으로는 국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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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반화된 교육복지는 모두 지방
으로 이양해야 하는 바, 원칙적으로 이양되는 교육복지 정책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은 지방교
육재정교부금 내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소요액에 포함하여 지방으로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될 경우 시･도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제 교육복
지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에 큰 편차가 생기고 자칫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전반
적인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는 보완책도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
도교육예산에 있어서 교육복지 관련 부분은 철저히 공개하도록 함과 동시에 ‘성과관리시스
템’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역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중･
장기 및 연도별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교육복지 보고서’ 형태로 시･도의회
및 중앙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동일한 교육복지 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도의 역량에 따라서
는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함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율적 또는 선택적 전환 체
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
는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전제로 해당 시･도로의 이양을 요구하는 곳부터 단계적이며 선택적으로
관련 재원과 함께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교육복지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구축43)
-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 성과평가 제도 실시

지난 수년간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 및 사업의 추진으로 교육복지의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진 상태이며, 이제 사업의 질적 도약을 꾀해야 할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
보다 각각의 교육복지사업들은 시간과 자원의 제한적인 한계 속에서 선택 운영되기 때문
에 정책 실행 과정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그 성과가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
관리를 통해서 사업 내용 및 관련 제반 여건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책
43) 이하는 연구자문과정에서 집필된 하봉운(2018b)의 “교육복지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구축”(미간행 원고)를 부분적으로
발췌 및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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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개선이 가능하고, 성과가 낮으리라 예상되는 사업으로 인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모두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
해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와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성과 계획서 작성을 통해 성과와 예산을 연계
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김혜자 외, 2015). 일례로 교육부는 기획재
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근거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부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
를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다(송기창 외, 2018). 교육청 수준에서도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분석과 성과평가를 실시해 투자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표 Ⅶ-6> 사업 평가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점검 및 환류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신규 사업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 요구
-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시행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평가목적
- (사업운영 효율화) 다음 연도 사업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 합리적 자료 산출
- (환류체계 구축) 각 사업의 계획과 현장 착근 정도 등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환류토록 지원
* 출처: 2016년, 2017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지표 협의회 자료(한국교육개발원, 2016;2017a)를 참고하여 재구성

주요 재정사업 평가인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국가시
책사업 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은 표준화되어 있다(반상진 외, 2014). 기획재정부의 재정사
업에 대한 평가항목은 크게 사업계획, 사업관리, 성과･환류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국가
시책사업 평가기준은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성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평가지표 중 사업
계획 영역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성과계획의 적정성 또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의 적절
성을, 사업관리 영역은 예산집행, 모니터링, 사업추진 중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교육부 특
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의 경우, 특성상 사업비 교부시기의 적절성을 지표로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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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사업성과와 관련한 평가지표는 성과목표치 달성도, 사업효과성, 평가결과 환류 등을
지표로 포함하고 있다(반상진 외, 2014; 하봉운･이현국･양영식, 2018).
교육복지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표준화된 재정사업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활용
하여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성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때, 주요 평가항목은 사업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성과, 사업진행 결과 및 환류의 단계로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하봉운 외, 2018). 먼저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교육복지의 비전과 목적에 적합

하며 각 하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를 볼 필요
가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는 해당 교육복지 정책사업비 규모의 적절성과 함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질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성과 단계에서는 일괄적인 평가보다는 사업
계획 단계서부터 구체화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바탕으로 하여 달성도 중심의 평가 체제
를 구축하되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해당 사업의 지속적 추진 여부 및 변경 또는 중단 등의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하봉운 외, 2018).

나. 교육복지 협의, 지원, 추진 체계의 재조직화
1) 층위별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
- 참여 주체별 역할의 명확화 및 참여의 제도적 보장
- 국가교육복지정책위원회, 시･도교육복지정책협의회, 지역교육복지정책협의회 등 단계별 주체 간 협의체의
탄력적 구성 및 실질적 운영
- 단계의 특성에 맞는 전담조직 또는 총괄조직 체계의 확립
-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조정자로 하는 시･도공동협력체제 구축

앞서 FGI(초점집단면담)의 내용과 전문가집담회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제시
된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 간의 협력체제에 대한 사항이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의 공공 또는 민간 주체들 간에 신뢰를 바탕
으로 한 협력, 조정,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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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 시･도 수준, 지역 수준 등 각 층위별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비전과 목표의 합의 및 공유 아래에 우
선적으로 관련된 주체들의 적극적이며 안정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참여 보장과 함께 참여 과정에서 주체별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 층위별 교육복지는 종적으로도 상호 긴밀한 연계･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참여 주체간의 합의와 협력을 이끄는 기제로서 중층의 협의체가 단계별로 요구된
다. 여기서 단계란 국가 수준, 시･도 수준, 지역 수준 등과 함께 참여 주체별 내부 수준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우선, 국가 수준에서는 주로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국가기관, 관련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공공기관들 그리고 민간의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협의기
구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국무총리 또는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 소속의 자문･
심의기구로 소위 국가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도
수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의 협의체에 해당 시･도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
가 함께 하는 소위 시･도교육복지정책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교의 대표들이 함께하는 지역교육복지정책
협의회 등이 그것이다.
이 협의체들은 관련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현재에도 상당 부분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협의체들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 정기적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협의체들은 초기에는 일정 단계까지 관(官)이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끌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는 관
(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 자체가 하나의 자생적 주체가 되어 자발적

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상황에 맞추어 어느 경우에는 민(民)이, 또 다른 경우에는 제3의
전문단체 등 중간조직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탄력적 체제이어야 한다.
셋째, 주체 간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각 주체 내부의 협의체도 중요하다. 특히 전체 중앙
정부 내부 그리고, 교육부 및 복지부 등 중앙부처별, 또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들의 부서
간 협의체, 학교 내 협의체가 그것이다. 또한 각 주체 내부의 경우에는 협의체와 함께 연
결･조정 또는 관리･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또는 총괄조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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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 영역과 복지 영역의 전담조직이 분리되어 있는 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부조직법｣ 상에서는 그 기능을 사
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에게 확실히 부여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내에 특정
실･국을 전담조직화 하여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에서도 기관 간 협의에 앞
서 전담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시･도 수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시･도청의 인력을 파견 받아서 시･도 수준의 전담 및 총괄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다음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전담조직은 실제 교육복
지 정책사업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안정적일
필요가 있는데 직할식으로 설치하든지, 타 기관에 위임하든지 상관없이, ‘전문적 통합지원
센터’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다양하게 추진
되는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사업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고려하여 ‘전문적
통합지원센터’를 두어 교육복지 정책사업과 관련된 one-stop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교육복지부 등 전담조직을 두거나, 교감이 직할하고 전
술한 가칭 교육복지사가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는 등의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교육자치 강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 시스템에 맞도록 시･도교육감협의
회를 조정자로 하는 시･도공동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 수준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생각
해볼 수 있다. 시･도 단위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해당 시･도 내의 지역단위 교육복지 거
버넌스를 하위 단위로 하여 운영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단위 교육복지 거버넌스
의 하위체제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 국가는 큰 틀에서 교육복지 정책
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시･도 간 격차 해소와 함께 특히 소외되고 있
는 지역과 영역이 있다면 이를 특별 지원해 주는 조정 및 보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정됨이 마땅하다. 그 대신 이후에는 상위 체제인 중앙단위의 체제가 아닌 같은 수준의
다른 시･도의 교육복지 거버넌스와의 연계･협력 등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실려야 하는바, 시･도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조정자의 기능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담당
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조정자로 하는 시･도공동협력체제 구축, 이것
이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국가 수준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모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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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 주체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탄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관 또는 민 중심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장･단점을 고려한 관(官)주도형, 민(民)주도형, 중간조직 주도형 등의
선택적 활용
- 관 중심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사업 초기의 신속한 효과 도모
- 민 중심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대상자 중심 정책사업 운영

교육복지 정책사업이 실질적으로 구동되는 학교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교육
공동체를 축으로 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시･
도 및 국가 수준의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저가 된다. 또한 이것
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학교는 학교의 고유 업무인 교육에의 집중을
이유로, 관의 한 축인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어려움과 책임 소재를 이유로, 또 다른 관인
시･군･구청은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및 교육청의 높은 장벽을 이유로, 민은 관 주도 정책
추진의 본질적 한계와 관의 통제 중심 사고를 이유로 제시하며 각 주체가 모두 현 체제
아래에서의 원활한 협의와 협력의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및 해결책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관(官) 중심 거버넌스의 장･단
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복지를 비롯한 각종 복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는 관(官) 중심의 정책사업에서 비롯됨을 고려할 때, 관 주도형 교육복지정책 추진의 긍정
적 측면을 제고함과 함께 그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官) 주도의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공적 의사결정 및 공적 서비스 주도 하에 민간의 협
력 및 지원 체제가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적으로 풍부한 공적 재정과 공권력을 토대
로 추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자의 교체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각종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의 변경 등이 나타나
행･재정적 지원이 약화되거나 단절될 경우에 해당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지속성 담보의 문
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적 업무, 보여주기식 사업 평가 결과 관리 등의 한계를 보
일 수 있다.
민(民) 주도형이라 함은 지역 및 시민 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
제를 구축하고 여기에 공적 지원 체제가 결합된 형태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긍정과 부정의
양가적인 성격을 띤다. 먼저, “관이 주도하는 사업은 사라지나 민이 주도하는 사업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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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같이 지역시민사회단체로 대변될 수 있는 민은 지역 속에서 필
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현실성과 지속성 있는 사
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 주도형의 경우, 누가 민을 대표하는가의 문제와 함께 진정
한 민을 찾기 쉽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나타난다. 이것은 관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익숙해지거나 나름의 역량을 갖춰가면서 관으로부터는 지원만 받고 사업
추진의 모니터링 등 관리는 거부하면서 관으로부터 독립 또는 관과의 대립 구조를 형성하
게 되는 문제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관 중심과 민 중심, 이 두 가지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는 그
범위와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
우에는 관 중심 거버넌스를, 다른 경우에는 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는 제3의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관(官)주도형, 민(民)주도형, 그리고 제3의 방
안으로서 중간조직형 등이 적절히 선택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관 주도형, 민 주도형
이라고 하더라도 거버넌스의 기본 철학인 상호간의 참여와 협력의 바탕 아래에 상대적으
로 역할이 강조되는 주체가 관과 민으로 구분된다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복지의
이러한 전략 또한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한 상대적이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선택적 접근
이 필요하다.
첫째, 신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민보다는 관(官)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를 작
동시킬 필요가 있다. 뚜렷한 정책 목표 아래에서 공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재정적 투입
을 통해 필요한 가시적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거둠과 함께 그 과정에서 전문가 개인 또는
전문가 집단의 개입을 통해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사업에 대한 요구가 비등함에도 불
구하고 관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시할 경우 관이 아닌 민(民)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예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보다 시민사회단체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관련 사업을 선도하였으며, 당시 청예단이 이
런저런 이유로 정부와 협력적 관계보다는 견제와 경쟁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초기에는 상황에 따라 관 또는 민 어느 일방이 관련 정책사업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양자간에 대립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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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일정 기간 추진된 교육복지 정책사업임에 불구하고 민간의 관여가 지나치게
약하거나 관과 민의 협력적 관계를 넘어 대립적 관계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관 중심의 거버
넌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경우에는 관-관 협력 체제에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일반자치행정기관과 교육자치행정기관 간에 복
층의 협의구조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 체제가 잘 갖추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할 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단계의 협의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
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각 단계의 협의 체제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복수의 부처 특히 복수의
‘관 주도 지원센터’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우선 이들 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예로 지역에는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각각 존
재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관과 민의 협력적 관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거나 형
성되어가는 경우에는 민 중심의 자율적 거버넌스 체제의 확대 구축과 운영을 도모하는 것
이 바람직할 수 있다. 여기서 자율이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즉, 지역의 수요와 공급
의 매칭 관계가 안내하는 바에 의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관은 필요한 수준에서의 지원과 갈등 시 중재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민
(民) 중심의 교육복지 생태계가 잘 갖추어진 지역의 경우는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사업이

지역 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더욱 효과
적이다. 다만, 민 중심의 경우 청렴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민(民)의 시민의식 제고 및 담
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과 함께 관련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관의 지원 특히 예산에 길들여지지 않는 항상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시민･사회단체지원법제의 도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관
과 민이 함께 설립하는 중간조직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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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조직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의 유기적 활동 촉진
-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공동 출연･출자에 의한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유형의 중간조직의 설립･운영
- 중간조직 및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과 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안으로 중간조직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소위 관(官)의 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관공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소속
지원센터의 경우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한계가 있으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해당 정책
사업의 연속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반면에 지역에서 해당 교육복지 정책사업
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의 경우에는 인적 자원 측면에서 관보다는 장기적 안정성을 갖지만,
공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를 공무(公務)로 담당함에 있어 또 다른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즉, 교육복지 정책사업을 안정적이며 지속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함께 새로운 사업 및 인력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의 기능을 할 기제로서 중간조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간
조직이라 함은 관과 민의 협력을 전제로 관과 민의 중간, 그리고 복지의 공급자와 복지의
수요자인 대상자 사이의 중간에 위치함을 함께 의미한다.
중간조직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우선 해당 지역, 특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 관련된 공공기관(시･군･구청과 교육지원청)과 민간
이 공동으로 출연･출자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법인(法人)은
이사회를 통해서 법인 설립목적을 영속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 법인으로 하여금 학교와 함께 교육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의 지속성 담보에는 인적 자원의 연속성과 함께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전문성의 축척을 포함한다.
다만 중간조직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민 고유의 네트워크가 약화될 수 있으며, 중간조
직이 오히려 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간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전달체계를 단순화
하여 복지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간조직이 갖추어진 이후에는 관과 민이 함께 중간조직과 해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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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필요는 상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중간조직이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별도 법인형태로만 구축될 필요는 없다. 별도
법인형도 가능하지만 교육(지원)청 또는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형태, 민간의 전문
가 단체 또는 활동 단체 등에 위탁하는 형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또한 상황 탄력적으로
운영됨이 획일화보다는 타당할 것이다.
관련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민간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그 사업을 1)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 2) 우수학생 및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3)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4)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5) 자원
봉사센터･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6)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중간조직은 교육복지 거버넌스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촉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 형태는 교육(지원)청과 기초
자치단체의 직할 센터 또는 민간으로의 위임 센터, 관 중심 또는 관-민 공동의 독립적인 비
영리법인 등으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중간조직은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정책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 신규 사업과 인력의 발굴,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사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한 사업 중복 또는 편중 현상 방지, 교육복지
기금 출자 등을 통한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등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4) 복지예산(목적사업비)의 통합 지원 확대 및 학교 자율 선택사업제 도입
- 유사 교육복지 사업 예산의 통합 교부
- 단위학교가 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반영하여 학교 상황에 맞게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중심으로
교내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선택사업제 도입

현재 중앙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처에서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이 진행 중인
데 이들 사업 간의 부족한 연계와 산발적 지원으로 인한 중복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282

Ⅶ.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있다. 특히 사업의 상당부분이 하향식 방식으로 설계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다수 사업의 집행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하
봉운 외, 2018). 아울러 다수의 소규모 목적사업비 교부에 의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고, 빈번한 성립전 예산편성과 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의 추가 업무로 인
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직접적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에 의해
사업 수행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 정부는 추진 중인 교육복지 사업을 개별 부서 내는 물론이며
부처 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유사한 성격별로 묶어서 통합 교부
함으로써 유사 사업을 중복적으로 처리함에 따른 예산 낭비 및 학교 현장의 부담･고충을
덜어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비의 지원액을
통합 교부하고 학생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 선택･집중이 가능할 수 있게 자율선택권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각종 상담활동 지원사업 등 가능한 많은 사
업들의 예산을 통합 편성한 후, 목적사업비로 통합 교부하여 주는 것이다. 다만, 당장의
통합 교부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과도기적으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중복 지
원이 불가피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학교 등 추진 현장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
업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기초학습부진학생 지
원, 부적응학생 대상 지원, 다문화･탈북학생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의 사업 예산
은 학교별 지원대상자수를 근거로 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
요가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또한 다양하면서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복
지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공모사업 학교선택제와 같이 학교에서 선택 실시하는 체제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다양한 민간의 참여 주체들은 학교급, 학
교 규모, 지역적 특성, 학교 특성, 학생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프로그
램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나서 이후에 개별 학교가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선택하여 실시하
도록 하는 사업 선택･운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학교는 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대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관련 사업들을
재편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의 자율성과 독립적 경영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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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통합예산제 운영 및 사업비 정산 간소화44)
- 학교가 교부받은 각 사업별 예산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교육청 정산서류와 지방자치단체 정산서류 등 각 정책사업별 정산서류를 통일하여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학교예산회계제도가 2001년 도입된 후 학교기본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고 단
위학교 차원의 예산 운용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이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정책･목적사업
비 등의 과다에 따른 단위학교 재정 운용에의 어려움은 해소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교육복지 사업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교부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는 목적사업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며,
이에 대한 인력 지원 및 전담 부서의 산발적 인력 배치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서
울특별시교육청, 2017). 특히 정책･목적사업비의 경우는 전체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사업별 계획-집행-정산 절차에 따른 사
업비 운영의 경직성과 학교와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하봉운 외, 2018).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목적사업비를 성격별로 통합하여 교부함에 더하여 학교가 교
부받은 각각의 예산을 주체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배분의 형평성을 함께 제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 스스로가 교육 수요와 필요에 따라
상황 탄력적으로 교육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가짐으로써 사업재정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계획적 운용이 이루어지는
지 확인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시기가 4/4분기와 같은 특정 시기에 필요 이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의
파악이 용이하고 사업 담당자는 예산집행내역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예산투자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정산 방식에 대한 개선 특히, 구조적 측면의 개선
이 요구된다. 교육청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 등의 예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정산됨에
44) 이하는 연구자문과정에서 집필된 하봉운(2018b)의 “교육복지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구축”(미간행 원고)를 부분적으로
발췌 및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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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단위 학교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학교회계 등이 각각 다른 법률에 기반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즉, 전반적
인 재정 운용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동일하게 근거하고 있지만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
자치법｣에 설치 근거가 각각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회계 특히 공립학교회계의 설
치 및 운영은 ｢초･중등교육법｣과 그 위임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학교회계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김혜자 외, 2015).
이와 같이 설치 근거나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며, 회계연도, 출납
폐쇄일, 예산안 제출 및 승인 시기, 심의 기관 등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정산 시 업무가
상이하여 단위학교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학생 중심의 상향식
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정책사업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청 정산서류와 지방자치단체 정산서류를 통일하
여야 한다. 그리고 이후 이 통일성을 민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역량확충
1) 전문가 집단의 선순환적 활용
- 중요 인적자원으로서 개별 전문가의 활용 가치 제고
- 전문성과 지속성 담보 기제로서 전문가 단체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로의 적극적 편입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영역이 워낙 넓다보니 해당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
한 이슈가 발생하고 그 때마다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즉,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그 어느 정책사업보다도 관(官)과 민(民) 모든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때 전문가를 개인 차원에서 활용할 경우와 단체 차원에서 활용할 경우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에 맞추어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특히 개인 차원의 활
용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단체와의 연계･협력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전문가 단체를 교육복
지 거버넌스 체제 속에 편입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가 단체가 교육복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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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면 전문성과 함께 정책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전문가 단체를 확보･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복지 영역에 특화된 전문
가들이 배치된 교육복지 정보 및 연구 관련 전문조직의 설립･운영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여러 기관에 산재해있는 세부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
지만, 교육복지 문제에 대한 방대한 정보와 사례를 수집･축적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
문적･총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교육복지 관련 전문 지원조직의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지원을 활성화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민간기관, 학교 등의 주
체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교육복지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교육복지 정책 및 거버넌스의 전문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 허브(hub) 역할 담당 인적자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
- 교육복지 정책사업 담당공무원의 일정 근무기간 보장
- 중간조직 소속 교육복지사 등 전담인력의 신분 안정화

현대사회를 네트워크사회라고 할 정도로 주체 간의 연계와 협력은 중요한 역량이며, 이
에는 나름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복지 측면에서는 단순히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의 역량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생과 청소년, 교육 및 복지, 그리고 각종 관련 정
책 및 사업에 대한 모든 주체들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고, 경험과 함께 축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복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위한 다양
한 인적자원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복
지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력이 꾸준히 진입하게 되어 다양한 인적 자원 간에 상호 긴밀
한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인희･양병찬･박철희,
2011). 이에 따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모든 주체가 각자 담당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른 주체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연계 협력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각 기관의 담당자 간의 협력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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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간 연계자, 즉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의 전문성 향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관 즉, 공공기관에 소속된 담당자들이 전문성과 함께 민과의 원만
한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동일 근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교육복지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자발적 선택에 의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
는바, 이들 담당자에게 의미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과
민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학교, 관과 민에서의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사업 담당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줌과 함께 이들이 역량과 전문성을 지
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학교 외의 다양한 기관에 특히 현존하는 중간조직에는 교육복지사를 비롯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들이 담당 교육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
하는 핵심 인력이며, 특히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조정자･연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이 적절한 업무 부담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즉, 직업적 전문성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의 신분체제를 안정화해주고
그 기능에 부합하는 사회･경제적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지속적
으로 전문성을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술한 중간
조직에서 활동하는 전담인력들은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의 핵심 조정자 중 하나로 다양
한 참여집단 속에서 어느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신하는 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균형
감이 필요한바, 조정자의 고용과 관리를 처음부터 거버넌스 참여 주체가 공동 부담하는 것
도 고려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복지 정책사업 담당 및 참여자들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블루카드제 도입
-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에 적합함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를 통해 담당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 확보

교육복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가 확대되고, 여러 부처에서 교육복지와 관련
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많은 기관과 단체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업의 확장이나 예산확보 등의 개인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곳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 학생들을 연결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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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다. 즉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교육복지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안전 및 보호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호주 Queensland주에서 도입한 블루카드제(Blue Card
System)를 교육복지 전담인력을 비롯한 모든 교육복지 정책사업 참여자에게 적용하는 것

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블루카드제란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주요 예방과 모니터링 제도로 아동 돌봄, 교육, 스포츠, 그리고 문화적 활동 등과 관
련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에 대한 접근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블루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
도적 장치이다(정현주, 2016). 즉, 호주 Queensland주는 경찰과 등록된 교사를 제외한 대
부분 경우, 모든 유급고용인, 계약자 그리고 학부모 이외의 자원봉사자로 아동관련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아동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 및 아동보호자 위원회법｣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Child Guardian Act 2000)에 따라

블루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된다(정현주, 2016: 6). 우리도 교육복지 정책사업
의 안전과 신뢰제고 등의 차원에서 교육복지 정책사업 관련 모든 이들이 해당 정책사업에
서 활동함이 적합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관련 사례의 축적 및 공유를 통한 주체들의 실천 중심 역량 함양
-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과 공유를 통한 실천 역량 향상
- 성공사례의 확산･공유를 통한 소기 성과의 선순환 구조 형성
- 사례 관리 측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교육복지 영역 내부 주체들의 전문성은 교육복지 사업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윤철수･유기웅, 2013: 21). 기실 거버넌스 이론에서 구조라 함은 거버넌스의 작동을
전반적으로 한정하는 근저에 작용하는 비가시적인 힘으로 참여자 간 또는 참여자와 외부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조철주･장명준, 2011). 그리고 여기에는 참
여자 간 사회적 관계 외에 해당 지역의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여건이 포함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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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외부적 요소들은 해당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체제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체제 밖의 환
경적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복지의 영역 내에서 주체적으로 변화를 양산하거나 실
제적인 개선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 구조적 요소의 이면에는 주체들의 경험이
존재하며, 주체들의 직･간접적 경험은 참여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구조 자체 그리
고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해석하고 재구조화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교육복지 정책은 교육복지의 특성에 따라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용하고, 실제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까지 반드시 연결되어
야 한다. 여기서 실천이란 기계적 반복을 통해 익히는 연습의 개념이 아니라 문제해결과정
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시 문제해결과정에 적용하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
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체득되는 경험적 의미들을 학습이라 할 수 있다
(김인희 외, 2011: 49). 즉, 주체들이 지식과 이론 중심의 학습과정을 넘어 직･간접적 경험

을 확대하고, 변화를 위한 실천지향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주체들이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의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공유된 비전과 지식, 기술 등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확산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김인희 외, 2011: 143),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복지의 전문성은
주로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윤철수･유기웅, 2013: 21). 즉, 교육복지 거
버넌스의 주체들은 무수히 많은 상황과 요인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해보
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처해있는 상황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탐색하여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한 학습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주체들의 직･간접적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성공사
례의 공유는 보다 긍정적인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형성 및 운영에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
다. 윤철수･유기웅(2013)의 연구결과와 같이 교육복지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사례를 공유
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고 네트워크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갖게 되면서 네트워크
가 보다 수월하게 형성-작동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주체들이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다수의 사례, 그리고 긍정적 변화
의 성공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주어진 구조의 틀 속에서 노력과 소기
의 성과라는 선순환 과정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다양
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체들의 실천적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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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주체들이 직접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역
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주어지는 사례들을 단순히 활
용하기 보다는 관련 사례와 경험을 주체들이 직접 수집, 축적, 분석, 관리함은 물론 다른
주체들과 함께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학교 차원의 교육복지 실천 역량 강화
-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교육복지 및 거버넌스 관련 이해도 향상 방안 마련
- 학교 내･외부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성을 위한 협력･소통 역량 향상 지원

교육복지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잠재하는 다양한 자원과 역량이 발굴
되고 서로 연결되어 결집된 힘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복지 기능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김인희 외, 2011: 4). 게다
가 전술한 바와 같이 현 정부에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는 결국 학교자치와 학교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서 학교
의 자율성과 전문적 권한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확대되
는 학교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다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역량 강화가 필
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복지 측면에서도 동일하다.
면담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부처의 사업이 분절적으로 지역과 학교에
내려온다고 하여도, 학교의 주체들은 주어진 권한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형성하고 있는 거
버넌스를 통해 내부 사업들을 통합･조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대한 긍정적 성과를 달
성하고 있었다. 즉, 학교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그리고 학교 거버넌스 주체 간의 협치는 교
육복지 정책의 성과 및 실효성 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교육복지 측
면에서도 학교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정책 및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
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내부 구성원 간에 진정한 협력과 소통을 이
룰 수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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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소통-협력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강화도 요구된다. 교육복지는 다양한 원인과 특
성을 보유하고 수많은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수혜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교육복지 생
태계의 조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간의 긍정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
다. 특히 교육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와 지역 간의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는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가운데 공동 실천을
통해 지속적 소통과 신뢰 중심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김
인희 외, 2011: 161).
이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협치와 학교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갈등의
예방 및 해소 역량을 비롯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역량 향상 연수가 확대되어야 하며 교육복
지는 물론, 여러 교육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 역량이
교원에게 필수적으로 함양될 수 있도록 교원양성교육과정에 이를 포함시키는 측면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도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율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사학습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운영개선
1) 비전과 목표의 합의 및 공유 체제 구축
- 교육복지의 개념 및 범위, 필요성에 대한 합의
- 공유된 비전과 목표의 달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할의 명확화
- 관련 정책 및 사업 용어의 일관성 유지

조직이론에 있어서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s)란 조직과 조직구성원
간에 그리고 조직구성원 상하 간에 달성해야할 목표를 합의적으로 결정하여 자기 통제의
원리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고 그 도달 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경영의 효과를 높이려는 기법
이다(이형행･고전, 2001: 233-234). 이러한 목표관리기법은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에 있
어서도 매우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참여 주체들 간의 적극적이며 충분한 연계와 협력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가장 빠른 길이 “각각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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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즉,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함께 교육복지 거버넌스에서 추구하는 목
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며 협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정책사업 추진의 효율
성을 제고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비전과 목표를 함께 세우고 함께 관리해 나가
는 체제의 구축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개념 및 범위, 그 필요성과 함께 담당
역할에 대한 공유이다. 교육복지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복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현장에 확산시키고 투자에 대비한 사업의 성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인희 외, 2011: 3). 특히 교육복지의 개념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과 복지의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중치를 두냐에 따라 참여
주체별 역할기대가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평등교육
이라는 전통적인 교육의 목표가 전 사회적으로 교육복지정책의 목표로 다시금 확인되고
공유되어 있는 핀란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위와 같은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책 및 사업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
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따라, 담당 부처 및 담당자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목표 및 비전의 혼란과 함께
정책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재구조화
- 대상자 생애전체에 대한 연속성 시각에서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재구조화 추진
- 보편적 복지의 실현 기조 위에 기존의 선택적 복지 정책사업의 재구조화 추진
- 협업체제를 통한 대상자집단의 지속적 관리 체제 구축

교육복지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정책사업
간 중복･편중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이다. 특히, “중복과 편중은 자원 낭비, 사업
간 불필요한 경쟁, 모호한 사업 정체성, 수요자 혼란을 야기하며 특히, 서비스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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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누락, 다양한 서비스의 부재, 서비스 양의 불충분 등 실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
키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김수린･김진숙,
2013: 199). 즉, 전반적인 교육복지 정책사업 체제 속에서 유사･중복사무의 통합 및 재구

조화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공급자(담당 기관
및 담장자)의 사무 영역(편의성)에 맞춘 특정 시기, 특정 대상별 정책사업의 추진이 지적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사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
특히 대상자 생애 전체에 대한 연속성의 시각에서 추진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복 기능의 정리 및 전환･재구조화 방법 중 하나가 보통 아이들의 교육복지 전반
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 실현의 기조 위에 기존의 선택적 복지 정책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전생애적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통합적 체계 흐름도의 구
축 및 제시와 함께 관련 정책사업의 운영 및 지원 주체를 통합45)하고 사업 간 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수혜자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로의 전환도 요구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현 교육복
지 정책사업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적 전달체
계도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교육복지의 구현 측면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분명
한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는 것이 고마운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받고 싶다” 등의 요구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주체 간의 협업
체제를 통한 대상자의 지속적 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종단 연구 등을
통해 관련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넘어서, 성공사례
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롤 모델’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45) 일예로 학생 및 청소년들의 심리, 상담, 치유의 기능은 Wee Center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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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추구
- 세부 추진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현장 중심의 상향식 교육복지 정책사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

정책사업의 추진 즉, 교육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함께 제고하는 거버넌스로 변모해야 한다. 현재의 많은 교육복지 정
책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지역
사회로 또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사업과 예산 등이 일방적으로 배분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
다.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 교육복지 거버넌스 자체와 그 참여 주체들은 정책 사업 추진의
효율성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향식 패러다임 속에서 거버넌스의 참
여 주체들은 지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력 특히 갈등이 발생
할 경우 이의 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교육복지의 개념 및 범위가 확대되어가면서 가용 자원의 한계와 이해집단 등 관련
집단의 지속적 추가에 따라 의사결정의 과정 속에서 갈등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정책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더하여 그 이상으
로 정책사업의 형성부터 추진 그리고 평가와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체들
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가는 민주성의 확보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거버넌스
가 하향식 정책사업에 맞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의 형성단계부터 함께 구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복지 거버번스가 하향식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패
러다임 속에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기제가 아니라 정책사업의 세부추진 과정 속에서의 민
주성 나아가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을 계획･형성하고 이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상향식 교육복지 정책사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끌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거의 모든 교육복지 관련 정책사업이 개별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업 내용을
갖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에 바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
영의 지원을 독자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부족함을 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시･도 수준을 넘어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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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교육복지 사각지대 ZERO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강화
-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개방성 및 탄력성 제고
- 학교와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정책사업들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융통성의 적극적 부여
-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강화

국가･사회가 추진하는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균형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복지의 소외 지대 이른바
사각지대가 없도록 교육복지 정책 및 사업을 구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은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복지 수요 집단은 발
생하기 마련이므로 원천적으로 사각지대의 제로화 실현은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제로화
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존 정책과 사업을 통해 새로운 교육복지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조건이 우선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교육복지 정책사업이 일정 수준의 개방성과 탄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교육
복지 정책 및 사업이 실제 운영되는 학교 그리고 그 지역적 기반이 되는 시･군･구 기초자
치단에서 교육복지의 새로운 필요를 접하게 되었을 때, 기존 추진 사업과의 연계 속에서
각각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경험과 맥락에 맞게 기존 정책사업을 재해석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융통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관련 정책사업의 경우 칸막이
가 심하여 개별 사업의 추진에 따라 관련 예산 정산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음을 감
안하여 예산 사용의 융통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운영의 융통성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복지 요구를 적시에 찾아서 이를 기존
정책 사업과의 관련성 상에서 탄력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이
를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거버넌스가 지역단위에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거버
넌스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과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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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복지 정책사업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한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
-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내용 및 사회적 민감성 등을 고려한 참여 주체간의 참여 의지와 실제 참여도를 존중하
는 탄력적인 거버넌스 운영

유사하고 중복되는 교육복지 정책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매우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사업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요구가
다양하며, 정책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다양함을 뜻한다. 따라서 추진되는 교육복지 정책사
업은 그 다양성에 맞게 운영의 탄력성이 보장되고 제고되어야 한다.
일예로 교육복지의 내용에 있어서 예방 중심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와 사후대
응 중심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예방이 투자라고 한다면, 사
후대응은 비용에 가깝다. 따라서 처음에는 예방과 사후대응을 같이 계획하고 준비해나가야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예방중심으로 또 어떤 것은 사후대응 중심으로 전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체별로 참여의 의지와 실제 참여의 정도와 방법은
다르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폭력과
같이 주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그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잘 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으며 인적･물적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
음을 뜻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함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존중하며 이
에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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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요약 및 결론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이 연구는 “의사결정 및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대상자 입장에
서 지속가능하며 향상된 교육복지 서비스의 수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
신을 통하여 교육복지 실현 기반의 조성에 기여한다.”는 연구의 목적에 기반하여 다음을
연구의 문제로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모형
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축･운영 현황과 특징은 무
엇이며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구축 및 운영 중인 주요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거
버넌스는 어떠한 특징과 강점 및 약점을 갖고 있는가? 넷째, 향후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어
떻게 혁신되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과 함께 교육복지 및 거버넌스
관련 이론들을 분석하였고,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델파이
조사, 초점집단면담(FGI)과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1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분석 모형

문헌 분석, 전문가협의회, 델파이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특성
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모형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교육복지는 본질적으로 교육문제로서 “교육에서의 평등”을 기본적 이념으로 하여,
해당 국가･사회의 여건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혜 대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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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혜 수준을 준거로 교육 영역에서의 불평등 및 교육소외를 해소하고 방지하는 국가･사
회의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이러한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들이 연계･협력하는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
육복지 거버넌스를 대상, 목적, 내용, 주체,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청소년들 모두에게
- (목적)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적인 교육수준에의 도달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 (내용)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 (주체) 학교･공공･민간이
- (방식) 상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연계･협력하는 교육복지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

한편,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그 내부에서 교육복지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교･공공･민간
3주체가 상호간의 신뢰･조정･합의･참여를 통해 연계･협력하는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등 거버넌스의 조
직･운영에 작용하는 비가시적 힘인 ‘기반적 구조’ 그리고, 거버넌스의 조직･운영 과정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칙인 ‘제도적 규율’과 상호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모형([그림 Ⅳ-2])에서 기반적 구조와 제도적 규율의 설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확정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은 [그림 Ⅷ-1]과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 체제 모형은 학교, 공공, 민간이 같은 수준으로 협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지극히 이론적인 논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특정
주체의 협력 정도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관련 정책
사업들이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참여 주체들의 협력 정도가
탄력적으로 구축･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 체제 모형을 토대로 ‘상황
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그림 Ⅳ-5])’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서의 상황은 정책과정
중 어느 단계에 속하고, 해당 정책이 어떤 대상과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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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1]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확정)

[그림 Ⅷ-2]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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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의 실제를 분석한 결과, 주체들의 협력 정도 및 모습 등
의 변화는 당초 제시한 것과 같은 정책과정에 따라, 해당 정책의 특성에 따라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비전과 목적의
공유 정도, 사회적 이슈화 수준,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 정도, 중간조직의 활성화 정도, 지
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지역에 기 구축되어 거버넌스의 운영 수준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은 [그림
Ⅷ-2]와 같다.
참고로 실제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분석 과정에서 가급적 대표적이면서도 다양한 유형의
정책사업들을 골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정책사업을 유형화하였는데 유형화를 위한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이것은 앞의 상황 결정 요인들에 있어서 해당 정책의
속성을 설명함에 중요한 하위요인이 될 것이다.

<교육복지 정책사업 분류>
▪ 목적기준 : ①기회의 평등, ②과정의 평등, ③결과의 평등
▪ 영역기준 : ①생활복지,
②문화복지,
③학습･진로복지
▪ 대상기준 : ①모든 학생 및 학년기 국민 대상,
②경제적/심리･정서적/문화적/학습적 취약계층대상, ③통합지원 대상
▪ 내용기준 : ①보육･보건 지원, ②교육비 지원, ③문화･체험 지원, ④심리･정서 지원,
⑤교과학습 지원, ⑥진로 지원, ⑦통합 지원
▪ 주된 운영주체 기준 : ①학교, ②(국가수준)공공, ③(지역수준)공공, ④민간, ⑤통합(네트워크형)

한편, 이와 같은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실제
운영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 Ⅷ-1>과 같이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앞서 제시
한 <표 Ⅳ-26>과 같은데 당초부터 교육복지 정책사업 및 관련 거버넌스들이 다양한 상황
에 놓여있음을 고려하여 가급적 세부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영역과 요소들로 구성한 후 선
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 내용, 제도적
규율, 기반적 구조, 운영(체계/과정), 성과 등 6개 영역에서 29개의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
틀을 작성하고 실제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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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Ⅷ-1>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교육복지정책 운영사례 분석틀(확정)
영역

①
주체

요인

비전의 공유

결정 및 집행 주도 세력

전담조직 및 인력

참여･지원 세력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취지･필요성

③
제도적
규율

목적･목표

2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매체

⑤
운영
(체계
/과정)

전달체계
주된 협력 시기

대상

주된 협력 방법

프로그램

협력의 충실도

(협력) 관련 법령(훈령, 자치법규 포함)

갈등 조정

주체별 내부 규정(사업운영계획 포함)

사업 지속기간

MOU 등 외부규정과 협약

목표의 달성정도(효과성)

사회･문화적 여건
④
기반적
구조

요인

이슈 제기 세력

반대･저항 세력

②
내용

영역

정치･경제적 여건
참여주체 간 사회적 관계
(협력, 경쟁, 갈등 관계 등)

⑥
성과

대상자의 포괄성 및 대상자 만족도
의사결정의 민주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긍정 또는 부정의 외부 파급 효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현황 및 특징

두 번째 연구문제인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이
러한 특징을 유발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초점집단면담(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경우, 주
체 영역에서는 ‘공급자 주도형 거버넌스’, 정책내용 및 기반적 구조 영역에서는 ‘사업 중심
거버넌스’, 제도적 규율 영역에서는 ‘분절적･단기적 거버넌스’, 운영 및 성과 영역에서는
‘실적･결과 중심 거버넌스’ 등과 같은 네 가지 특징적 현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리고 각 영역의 주요 현상과 특징, 영향요인은 다음 <표 Ⅷ-2>와 같았다. 다만 이러
한 영향요인들은 오직 교육복지 거버넌스에만 작용하는 요인들이라기보다는 교육복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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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의 측면에서 보다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Ⅷ-2>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특징 및 영향요인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 및 특징
영역 및 특징

주요 현상 및 내용

영향요인

- 시작단계에서의 배제: ‘상의하향식 거버넌스’
1. 주체:
‘공급자주도형
거버넌스’

- 권익에 따른 저항과 변모: ‘각자의 이권 추구하기’
- 민･관 주체 간 권력관계의 형성: ‘상황에 따른 갑･ 을 관계’
- 분절적 역할의 주체들: ‘부서 간 칸막이 문화’

주체의 거버넌스 참여 시기
사업담당자 간 접근･교류의 수월성
노조 및 이익집단의 저항･지원 정도
주체별 사적 이익의 발생 여부
주체 간의 균형성(수평적 권한관계)

- 개념과 취지에 대한 비 합의: ‘교육인가 복지인가’
2. 정책내용 및
기반적 구조:
‘사업 중심
거버넌스’

- 개별 사업으로의 세분화: ‘핵심이 빠진 단절적 접근’ - 지역별 네트워크 기반의 불균형: ‘지역 간 격차의 심화’
-

정책개념･비전에 대한 이해･합의 정도
사업의 분절성과 중복성
지역 네트워크 자원의 충분성
정치적･사회적 관심 및 화제성

- 이슈화에 따른 추진력의 변화: ‘시류에 흔들리기’
- 법과 규정으로 인한 협력과 교류 저하: ‘정보 접근
및 공유의 한계’
3. 제도적 규율:
‘분절적･단기적
거버넌스’

- 거버넌스 지원 제도의 미비: ‘네트워크･협력에 대
한 부족한 지원’
- 찾기 힘든 역할 규정: ‘근거 없는 기준과 책임’

사업관련 근거법령 및 제도의 정합성
역할 및 업무규정에 대한 명확성
책임규정 및 제도에 대한 타당성
사업담당자(주체)의 역할 지속성

- 관 인사제도에 따른 노하우의 단절: ‘사라지는 전문성’
- 상시적 전달체계와 전담조직의 부재: ‘지속성과 체
계성의 상실’
4. 운영 및 성과:
‘실적･결과 중심
거버넌스’

- 사업별 실적 중심의 성과주의: ‘인위적 네트워크로
의 연결’
- 사업통합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 확보: ‘사업 간의
벽 허물기’
- 학교 내부 역량을 통한 성과 도출: ‘사업이 아닌 학
생을 위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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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전담조직의 지속성(안정성)
예산운용 관련 지역의 권한 및 자율성
정책성과점검 방식 및 목적의 적합성
사업통합･구현 관련 학교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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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복지정책 거버넌스의 특징 및 강점･약점

현재 구축 및 운영 중인 주요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각 거버넌스들이 어떠한 특징 및
강점･약점을 갖고 있는가의 분석은 델파이조사를 통해 추천받은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
업, 2) Wee프로젝트사업, 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 4)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5)
온종일 돌봄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은 분석의 다양성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집중 추진 중인 두드림학교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분석은 앞서 제시한
모형 및 틀에 따라 정책문서나 관련 선행연구물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초
점집단면담(FGI) 결과의 추가 분석, 별도로 실시한 학교 및 교육청 방문 면담 조사의 결과
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목적을 기준으로는 ‘교육기회 보장’, 영역 기준에서는 복
합적 측면이 크지만 그 중에서도 ‘학습･진로지원’, 대상 기준으로는 ‘취약계층 대상’, 내용
기준으로는 ‘종합지원’ 그리고 주된 운영 주체 기준으로는 과거 국가수준의 공공에서 현재
는 지역수준의 공공으로 변화하였다. 거버넌스는 ‘지역형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주
체별로 전담 또는 총괄 부서를 만듦에 더하여 다양한 수준의 촘촘한 네트워크형 연계･협력
기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지속적인 홍보와 연수 등을 통해 각 단위
별 역할과 기능을 확고히 하면서 우리나라에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비전과 추진 기반을 구
축하게 한 대표적인 예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강점이 있
다. 반면에 시작 이후 유사 사업이 계속 나타나면서, 주요 주체 간의 실질적 연계･협력 체
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 Wee프로젝트 사업은 심리･정서적 측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주로 심
리･정서 지원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달리 ‘상담복지’적 측면이 강하다. 영역
은 생활지원과 학습･진로지원을 아우르면서 목적 기준으로는 교육과정의 평등을 넘어 교
육결과의 평등을 도모한다. 한편, 정책 결정 및 기획의 주도 세력은 교육부이지만 실질적
으로 주된 운영 주체는 시･도교육청이 된다. 이러한 Wee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는 1차(학
교: Wee Class)-2차(지역: Wee Center)-3차(시･도: Wee School)의 단계적 ‘중층형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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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모형’을 띠고 있으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잘 갖추어지고 안정적인 거버넌스로 이야기
되고 있다. 다만, 비전 및 목표의 명확한 공유, 다양한 상담인력의 신분보장 미흡, 상담 이
후의 교육적 연계 기제 확대의 과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계속되는 노력에
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을 이루지 못하고 기본적인 제도적 규율을 훈령 수준에 갖추
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인 다문화학생들 대상으로, 이들의 절대
적 교육 소외 해소를 위한 ‘기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학습･진로 지원’의 영역에서 ‘학습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도 진로 지원, 심리･정서 지원을 부가적인 내용으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공공부문’이 주된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교육복지 정책사업이다. 이 사업
의 거버넌스는 ‘대상중심형 중앙 정부 주도의 분리적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는데, 중앙
수준에서는 합동 기획 등 부처 간 연계･협력이 나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지역 수준에
서의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은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된 기간
이 1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도적 규율 때문에 연계･협력이 비공식
적 기제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점차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형 지원이 강조되면서 중앙의 관 중심에서 지역의 중간조직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로 빠르
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넷째,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주된 운영 주체가 단위학교인 ‘두드림학교 사
업’은 대표적인 ‘학습･진로지원’사업으로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며, 학습부진 원인을 복
합적 요인에서 찾는바 심리･정서적, 문화적, 학습적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중복지원 대상’
사업이고 내용 기준으로는 ‘종합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의 거버넌스는 ‘학교중심형 거버넌
스’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역별, 시･도별 지원 체제가 중층으로 있지만 결국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의 주체들이 연계･협력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
생 개인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지원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대상학생 중심의 통합적 지원
을 지향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 규정을 확보함에 더하여 독자적인 개별법
의 입법화를 시도하는 등 국가 수준의 강력한 실현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의사결정의 민주성 제고와 함께 인적･물적 자원 측면에서의 학교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연계･협력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협의체 및 컨트롤타워 구축, 조례 제정, 돌봄공간 확대 등 지역의 돌봄 생

306

Ⅷ. 요약 및 결론

태계 기반 구축을 지향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은 목적 측면에서 기회의(보장적) 평등을 추
구하면서도 취약계층만이 아닌 맞벌이가정 등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내
용은 안전한 보호 중심의 ‘보육･보건지원’, 영역은 ‘생활지원’에 가깝지만 실제 활동은 문
화･체험지원, 심리･정서지원, 학습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는
학교 등 지역의 기관들이지만, 정책 자체는 중앙정부가 주도한다. 즉, 산재해 있는 기존
정책사업들을 연계하면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갖추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부
협력형 거버넌스’의 모습을 띤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역 사회
의 안정적인 돌봄 생태계 구축이라는 기반적 문제에 접근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다만,
비전 공유의 확대, 기존의 관련 정책들이 노정한 갈등과 잘못된 인식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림 Ⅷ-3]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에 터한 주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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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3]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상명하복의 획

일적인 전달체계로 되어 있지 않다. 추진주체나 정책속성(목적, 내용, 대상 등), 비전과 목
표의 공유정도, 사회적 이슈화 수준,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 중간조직의 활성화 정도, 지역
의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지역의 거버넌스 운영 수준 등 다양한 상황결정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 속성에 따른 모형별 특징을 잘 살펴 거버넌스가 구축
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을 띤 대표적 사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다.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결정요인은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과 지역내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상태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얼마나 잘 연계하고
활용하는가가 성공을 좌우한다.
중층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을 띤 대표적 사례는 Wee프로젝트이다. 위기학생에 대
한 1-2-3차에 걸친 단계적 관리체계를 두고 있다.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결정요인
은 중간조직의 활성화 정도이다. 즉 중간층의 2차 관리망인 Wee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여기서 위기학생 관리의 단절이 발생할 경우 중층형 거버넌스가 무너진다. 따라서
단계별 고유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중심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을 띤 대표적 사례는 탈북학생이나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이다.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결정요인은 정책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예
컨대, 탈북학생인지 다문화학생인지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고, 다문화학생 중에서
도 국내출생 청소년인지, 중도입국 청소년인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야 한다. 국내출생
청소년과 달리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어교육이다. 이처럼 대상
중심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은 그 대상의 속성과 특징에 따라 추진주체나 지원내용 등
이 달라져야 한다.
학교중심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을 띤 대표적 사례는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이다.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결정요인은 추진주체와 정책목표이다. 기초학력향상에 관한 전문
가는 교사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강사와 같은 지역사회자
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추진주체는 교육기관인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초학력보장’이라는 분명한 정책목표와 그 수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이 유지될 수 있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이 목표에 대해 얼마나 공유하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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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협력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을 띤 대표적 사례는 온종일돌봄정책이다. 이 모형
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결정요인은 사회적 이슈화 수준과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 정도이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그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
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등장하고 지속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 간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돌봄’
정책이 반드시 교육하고만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공간이 학교이지만 실
질적인 내용은 보육에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며, 따라서 정부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이
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처럼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상명하복식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결정
요인에 따라 그 모형을 달리 한다. 그 모형의 속성에 맞게 사업이나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을 구상하게 된 이유이다.

4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선 방향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기본 방향1. 의존성의 경계: 교육복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기본 방향2. 획일화의 경계: 상황 탄력성의 제고
기본 방향3. 전치 현상의 경계: 학생과 학교 중심성의 견고화

그리고 1) 제도 및 여건 개선, 2) 교육복지 협의･지원･추진 체계의 재조직화, 3) 역량
확충, 4) 운영개선 등 4개 영역으로 유형화한 총 21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표 Ⅷ-3> 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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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Ⅷ-3>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및 주요 내용
영역

개선 방안

①제도적 규율의 조기 안정화

주요 개선 내용
-교육복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 실현
-교육복지 체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들의 적극적으
로 제정
-참여 주체들의 참여 범위와 역할 등을 명시한 내부 규정과 협약 등의 정비

-학교에 정규직원으로 교육복지사 임용
②가칭 교육복지사 제도의 정착 -교직원을 기존의 교원, 행정직원에 더하여 특수전담직원의 3트랙 체제로
전환

Ⅰ.
제도 및 여건
개선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추진을 위한 물적 토대로
교육복지기금(안)의 도입
③교육복지기금(안)의 도입 및 운영
-점진적으로 교육복지 정책 사업은 교육복지기금(안) 중심의 재정운영 구
조로 전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사업 범위에 교육복지 명시
④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복지사업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연계 강화를
과 상호 보완적 연계 체제 구축
통한 예산 운영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
⑤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교육복 -교육복지 사업 및 재정의 지방이양 원칙 수립･준수
지 거버넌스 체제로의 단계 -시･도의 역량을 고려한 자율적･선택적 이양
-이양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의 엄격한 운영
적･선택적 전환
⑥교육복지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 성과평가 제도 실시
구축
-참여 주체별 역할의 명확화 및 참여의 제도적 보장
-국가교육복지정책위원회, 시･도교육복지정책협의회, 지역교육복지정책협
①층위별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의회 등 단계 별 주체 간 협의체의 탄력적 구성 및 실질적 운영
안정적 구축
-단계의 특성에 맞는 전담조직 또는 총괄조직 체계의 확립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조정자로 하는 시･도공동협력체제 구축

Ⅱ.
교육복지 협의,
지원, 추진
체계의
재조직화

-관 또는 민 중심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장･단점을 고려한 관(官)주도형,
②중심 주체의 전략적 선택에
민(民)주도형, 중간조직 주도형 등의 선택적 활용
따른 탄력적 거버넌스 구축
-관 중심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사업 초기의 신속한 효과 도모
및 운영
-민 중심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대상자 중심 정책사업 운영
③중간조직 구축을 통한 거버넌
스의 유기적 활동 촉진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공동 출연･출자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중간
조직 설립･운영
-중간조직 및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유사 교육복지 사업 예산의 통합 교부
④복지예산(목적사업비) 통합
-단위학교가 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반영하여 학교 상황에 맞게
지원 확대 및 학교 자율 선택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중심으로 교내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단위
사업제 도입
학교 선택사업제 도입
-학교가 교부받은 각 사업별 예산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
⑤학교통합예산제 운영 및 사업 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교육청 정산서류와 지방자치단체 정산서류 등 각 정책사업별 정산서류를
비 정산 간소화
통일하여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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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선 방안

주요 개선 내용

-중요 인적자원으로서 개별 전문가의 활용 가치 제고
①전문가 집단의 선순환적 활용 -전문성과 지속성 담보 기제로서 전문가 단체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로의
적극적 편입
②허브(hub) 역할 담당 인적자
-교육복지 정책사업 담당공무원의 일정 근무기간 보장
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
-중간조직 소속 교육복지사 등 전담인력들의 신분 안정화
원체제 마련
Ⅲ.
역량확충

③교육복지 정책사업 담당 및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에 적합함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를 통해 담
참여자들의 신뢰성 담보를 위
당자에 대한 신뢰 확보
한 블루카드제 도입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과 공유를 통한 실천 역량 향상
④관련 사례의 축적 및 공유를 통
-성공사례의 확산･공유를 통한 소기 성과의 선순환 구조 형성
한 주체들의 실천 중심 역량 함양
-사례 관리 측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⑤학교 차원의 교육복지 실천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교육복지 및 거버넌스 관련 이해도 향상 방안 마련
역량 강화
-학교 내외부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성을 위한 협력･소통 역량 향상 지원

-교육복지의 개념 및 범위, 필요성에 대한 합의
①비전과 목표의 합의 및 공유
-공유된 비전과 목표의 달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할의 명확화
체제 구축
-관련 정책 및 사업 용어의 일관성 유지
-대상자 생애전체에 대한 연속성 시각에서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재구조화 추진
②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재구조화 -보편적 복지의 실현 기조위에 기존의 선택적 복지 정책사업들의 재구조화 추진
-협업체제를 통한 대상자집단의 지속적 관리 체제 구축
Ⅳ.
운영개선

-세부 추진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③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현장 중심의 상향식 교육복지 정책사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추구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
④교육복지 사각지대 ZERO화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개방성과 탄력성 제고
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교육복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강화
지 거버넌스 체제 강화
⑤교육복지 정책사업 운영의 탄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내용 및 사회적 민감성 등을 고려한 참여 주체간의
력성을 고려한 거버넌스의 구
참여 의지와 실제 참여도를 존중하는 탄력적인 거버넌스 운영
축 및 운영

311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참고문헌
고전･황준성･신지수(2009).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부처 합동(2018a).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관계부처 합동(2018b).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08).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a).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 교육과
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b). 학교폭력 NO!! WEE 프로젝트 YES!! -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2004).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6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교육부(1997). 1997년 교육복지종합대책.
교육부(2014. 2. 19.). 단 한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학습부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기초학력 향상 정책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2016. 11. 30.).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2016a).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교육부(2016b). 2017년 국가시책사업별 계획(1차).
교육부(2017a).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부(2017b).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교육부(2017. 3. 8.).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도자료.
교육부(2018a).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2018년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
부금 사업계획(변경안).
교육부(2018b).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18. 1.).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교육부.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두드림학교 운영가이드 개정판. 교육부･한국교육과
정평가원.

312

참고문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회예산정책처(2018). 대한민국 재정 2018.
김경애･김숙이･정수정･김진희･이병곤(2012). 해외 교육복지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경희(201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효과분석. 교육연구논총, 32, 1-21.
김기영(2017). 한국 다문화 교육 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입법과정책 9(1), 371-393.
김 민(2015a). 유럽청소년복지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2(1), 169-191.
김 민(2015b). 프랑스 교육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성공요인. 2015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김 민･김현수(2014). 충청남도 시군 교육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교육청.
김병주(2014).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재중수요 증대 요인과 대책. 교육재정경제학회 추
계학술대회, 23-51.
김병찬(2011). 핀란드의 교육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교육비평, 30, 82-104.
김병찬(2017). 왜 핀란드 교육인가. 서울: 박영스토리.
김성영(2001). 대통령선거공약과 기금운용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김수린･김진숙(2013). 교육복지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연구: 교육복지관련 사업의 중복
과 편중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11), 177-204.
김수홍(2017).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52, 57-84.
김용탁(2007). Governance의 의미와 시사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7 상
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269-286.
김인희(201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발전방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0년 교육복지
내일은 묻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김인희･양병찬･박철희(2011). 교육복지 전문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학교기반 교육복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김경애･김가영(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연수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용.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김경애･김민･김영삼･김효진･박인심･양병찬･이경상･이정선･이지혜･이화정･허

313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남순･홍봉선(2010). 교육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이시습.
김정원･김성식･김원경･김홍원･김흥주･문무경･박효정･이병환･이선호･이재분･임연기･정역
식･최상덕･최정윤･한만길(2008). 교육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박인심(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효과 분석. 한국교육학회, 34(4), 131-154.
김정원･이은미･하봉운･이광현(2008).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정현(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핀란드-.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하･임후남･이선호･김용남(2014). 국가교육사업의 지방이양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김한나･장덕호(2017). 메타분석을 통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 검증 연구. 학교사
회복지, 38, 173-199.
김혜경(2017).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자･엄문영･김민희･이현국･하봉운･김용남･김지하(2015).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양승실･김순남･박승재･이쌍철･이성회･김갑성･류성창(2016). 미래지향적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체제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2017). 해외 방과후 돌봄 운영사례 분석-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남진열･양창용(2013). 교육복지 유관사업 통합을 통한 학교중심 지역교육공동체 구축방안: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류방란･김경애･김성식･이윤미･정연순(2013a).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복지의 발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김경애･이은미･김인희･이광현(201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김준엽･송혜정･김진경(2013b). 학생의 변화를 통해 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314

참고문헌

효과(PP2013-09).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페이퍼.
류방란･이광현･이기준･이은미･현대호(2010). 교육복지 지수 개발 및 DB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상현･김정숙･장석준･소숙희･유경희(201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구조화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박재윤･황준성(2008). 교육복지에 관한 법리 및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0(1), 49-81.

박재창(2010). 한국의 거버넌스. 서울: 아르케.
박주호･김병찬･유기웅･함승환･이지영(2015). 한국형 교육복지 모형구축. 교육복지정책
중점연구소.
박주호･송지훈･유기웅･이지영(2016).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및 프로그램 원형
(prototype) 개발.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반상진･김민희･김병주･나민주･송기창･우명숙･주철안･천세영･최준렬･하봉운･한유경
(2014). 교육재정학. 서울: 학지사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2017 정의로운 차등 정책 종합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2018학년도 위(Wee) 클래스(학교상담실) 운영계획.
성열관･백병부･윤경희(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집중
지원 효과 연구. 한국교육, 35(3), 23-46.
송기창(2014).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실상과 대책. 교육재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3-22.
송기창･김병주･김용남･나민주･남수경･엄문영･오범호･우명숙･윤홍주･이선호(2018).
2017 교육재정 백서. 한국교육개발원.

송지현･이태영(201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분석. 사회복지정책 39(3), 151-179.
송지훈･정영모(201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예술인문
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1), 305-314.
신해룡(2012). 예산정책론:예산결산과 재정정책. 서울: 세명서관.
신현석(2010). 교육거버넌스 갈등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8(4), 351-380.
안병영･김인회(2009). 교육복지정책론. 서울: 다산출판사.
엄문영･이선호･김혜자･김민희･오범호･윤홍주(2014). 교육복지투자 실태 및 효율화 방안

315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양계민･김성식･김재우(2017).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연구. 교육부.
양병찬･조금주･김은경･이윤정･박혜원(2013). 충남 교육복지 유관사업 통합 운영 모델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여성가족부(2018).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염재호･김영대･권효진(2007).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연구.
한국정책학회 연구보고서.
유경훈(2014). 학교혁신 과정의 양가성: 혁신학교 운영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은정(2016). 뉴거버넌스의 헌법적 함의와 제문제. 한국부패학회보, 21(1), 189-225.
윤정일(1990). 21세기 사회의 교육복지 정책. 교육이론, 5(1), 121-146.
윤종훈(2006). 복지예산 마련에 대한 방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59488 (2018. 9. 29. 인출))

윤창국(2010). 미국교육복지정책의 변화. 비교교육연구, 20(4), 203-226.
윤철수･유기웅(2013). 교육복지 네트워크의 어려움과 개선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교육전
문가와 프로젝트 조정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7, 1-27.
이광욱(2015). 두드림학교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이근영･강지나･방진희･이지현(2017).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이근영･박미희･권세원･서동미(2014a).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 분석.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근영･이혜정･임경선･하봉운(2014b). 경기도 교육복지 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경기도
교육청 12대 교육복지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동갑(2017). 위(Wee)프로젝트 정책평가 연구 –정책단계별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교
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명남(2008).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창지사.
이미영(2012).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운용 사례분석.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이상희･김은영･정승환･박세진･윤선미(2015). 경기도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현황 진단

316

참고문헌

및 정책방향 제안.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선호･김효정･김용남･김혜자･김민희･오범호･송기창(2018). 교육복지지원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수광(2014). 행복교육을 위한 공교육의 새로운 프레임: ‘학습복지’에 관한 사고실험.
2014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현장토론회 자료집(2014.3.25. 수원외국

어마을 평생학습관 대강당). 1-20.
이시우･박기병･노기호(2005). 교육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가칭) 교육법지법
제정. 국회사무처 법제실.
이영란(2008). 국외 교육복지정책 및 관련 법적 기반: 프랑스.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
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김정원･김성식･김원경･김홍원･김흥주･문무경･박효
정･이병환･이선호･이재분･임연기･정역식･최상덕･최정윤･한만길(2008). 교육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pp.75-119). 한국교육개발원.
이영란(2016a). 프랑스 우선교육네트워크 데스노스 REP+ 질적사례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8(3), 25-50.

이영란(2016b).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육복지연계망 연구.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미
래청소년학회지, 13(4), 1-22.
이태수(2008). 교육복지 어디로 가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재조명. 학교사회복
지 7차 포럼 자료집(pp. 1-12). 한국학교사회복지협회.
이태수･정무권･이혜영･박은혜･윤철경･김현숙･윤철수(2005). 교육복지 구현 종합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이형행･고전(2001). 교육행정론(개정판): 이론･법제･실제. 서울: 양서원.
이혜경･설동훈･전주상(2009). 이민자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법무부.
이혜영･강태중･김수영(200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와 타 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분석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영･류방란･김경애･김경희･김민희(2011).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이혜영･박재윤･황준성･류방란･장명림･이봉주(2005). 교육복지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317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이효･김성주(2014).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병인(2014).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 정책 포럼.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장덕호･김성기･박경호･손병덕･유기웅･윤철수･이덕난･하봉운(2012). 미래지향적 교육
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장덕호･김성기･유기웅･윤철수(2015). 교육복지론. 서울: 박영story.
장창수･김대원･양혜진(2015). 대전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전주성･임경미･김미자(2016). 교육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과 실제. 경기: 공동체.
전택승(2003).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정연정･엄명용(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서 및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1, 5-33.
정정길(201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정현주(2016). 호주의 블루카드제 운영 현황 및 시사점.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한국교육개발원.
조용환(2012).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경기: 교육과학사.
조철주･장명준(2011). 공공정책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연구. 한국도
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4(2), 23-47.
조희선･김서현(2016). 30대 중산층 기혼여성의 여성중심 수정확대가족 선택동기와 생활
복지. 지역사회연구 24(1), 27-50.
진해경(2013). 한국 교육복지 연구 동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260-269.
최기춘(2003). 세계화와 복지국가 변화의 다양성: 미국, 유럽과 한국의 경우. 사회경제평론,
21, 495-526.

최병호(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3(1), 89-129.
최상미･전재현･정무성(2015).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서울
도시연구, 16(4), 177-194.
최창의･서용선･김혁동･홍섭근･김용련(2016). 혁신교육지구사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발전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318

참고문헌

크리스윤(2013).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미국 교육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교육정
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13년 제11호.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2017.12.15.).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보도자료.
하봉운(2018a). 교육복지 정책사업 재정운영 및 활용방안. 미발행 원고.
하봉운(2018b). 교육복지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구축. 미발행 원고.
하봉운･이현국･양영식(201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 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백서 2003~2007.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 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지표 협의회 자료. 한국교
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센터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a). 2017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지표 협의회 자료. 한국
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센터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b). 2017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 매뉴얼.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2015 두드림학교 운영 우수사례.
한만길･윤종혁･윤여각･김정래(2000). 21세기 교육복지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인영･홍순혜･김기환･김혜란(1999). 학교와 사회복지. 서울: 학문사.
현외성･마은경･이은정(2013). 유관사업 통합운영모델 개발 연구: 경남 교육복지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홍성수･김정혜･노진석･류민희･이승현･이주영･조승미(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
제방안 연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
권위원회.
Antikainen A. (2nd ed.). (2007). Transforming a learning society: The case of

Finland. Bern: Peter Lang.
Antikainen A.(2010). The capitalist state and education: The case of
restructuring the Nordic model. Current Sociology, 58(4). 530-550.
European commission(2009). Organ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n Finland

319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2009-2010. European commission report.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2018). Finnish Education. Helsinki: Author.
Hilson, M(2008). The Nordic model: Scandinavia since 1945. London: Reaction
Books Ltd.
Pierre, J. & Peters. B. G. (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NY: St.
Martin's Press.
Kela(2018). Guide to benefits. Helsinki: Kela.
Kelly, M. S., Berzin, S. C., Frey, A., Alvarez, M., Shaffer, G. & O’Brien, K.
(2010). The State of School Social Work: Findings from the National
School Social Work Survey. School Mental Health, 2(3), 132–141.
Kooiman, J. (1993).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Lawshe, C. H. (1975). A quan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Maslow, M.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Y: Harper.
OECD(2010). PISA 2009: Volume 2: Data. Paris: OECD.
OECD(2016).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 indicators. Paris: Author.
OECD(2017).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 indicators. Paris: Author.
Rinne, R., Kivirauma, J. & Simola, H.(2002). Shoots of revisionist education
policy or just slow readjustment. The Finnish case of educational
reco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7(6). 643-658.
Sahlberg, P.(2007). Education policies for raising student learning: the Finnish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 Policy, 22(2). 147-171.
Sahlberg, P.(2008). Rethinking accountability in a knowledge society. Journal of

Educational Change, 10(2). 1-2.
Sahlberg, P.(2011). Finnish lessons: What can the world learn from educational

change in Finland. Series on school reform.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320

참고문헌

Sung, Y.-K., Kang, M. & Kim, J. (2015). Networking organizations to promote
all students’ success: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networks in an
educational welfare zone in South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International Social Work, 58(3), 521-538.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1997). Reconceptualising Governance,
Discussion Paper 2. New York: UNDP.
Webb, R., Vulliamy, G., Hamalainen, S., Sarja, A., Kimonen, E. & Nevalainen,
R.(2004). Pressures, rewards and teacher retention: A comparative study
of primary teaching in England and Finland.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2). 169-187.
Yin, R. K. (3rd ed.).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 Thousand
Oaks, CA: Sage.

文部科学省(2014). 子どもの貧困対策に関する大綱.
小川正人(2018).

教育と福祉の協働を阻む要因と改善に向けての基本的課題－教育行政の

立場から. 社会福祉学 第５８巻第４号, 111-114.

< 인터넷 자료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2018. 9. 2. 인출)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main.do (2018. 9. 2. 인출)
미국 사회복지교육위원회 사이트. https://cswe.org/ (2018. 8. 8. 인출)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sen.go.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
(2018. 9. 2. 인출)
Wee 프로젝트 사이트 www. wee. go. kr (2018. 7. 25. 인출)
e-나라지표, 난민통계현황. http://www.index.go.kr. (2018. 9. 12. 인출)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 (2018. 9. 2. 인출)
전미사회복지사협의회 사이트. https://www.socialworkers.org/ (2018. 8. 8. 인출)
핀란드 사회복지지원국 사이트. https://www.kela.fi/web/en (2018. 8. 1. 인출)

321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 법 령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106호 (2015. 12. 31. 일
부개정).
국가재정법, 법률 제15342호 (2018. 1. 16. 일부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520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771호 (2014.
12. 30. 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1169호 (2015. 10. 1. 일부개정).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561호
(2012. 3. 12. 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1492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285호 (2015. 12. 14. 일
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120호
(2018. 11. 14. 일부개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법률 제14974호 (2017. 10. 31.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15333호 (2017. 12. 3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464호 (2007. 12.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지방재정법,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5208호 (2017. 12. 12.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4603호 (2017. 3. 21.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일부개정).
기초학력 보장법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18. 8. 6.

322

참고문헌

< 사 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8. 3. 23. / 2018. 10. 16. 인출)

노정현(2001). 국정관리(Governance: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150&page=1&ter
m_cate=&term_word=국정관리&term_key=&term_auth= (2018. 5. 2. 인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3%B5%EC%A7%80 (2018. 3. 23. 인출)

< 신문 기사 >

조선일보(2010. 7. 6.). [사다리가 사라진다] 한국의 ‘교육 양극화’ 美보다 심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6/2010070600135.html
(2018. 9. 15. 인출)

중앙일보(2015. 3. 8.). 인천 일선 학교 ‘두드림 제도’ 몰이해...엉뚱한 예산 사용.
https://news.joins.com/article/17305327 (2018. 9. 15. 인출)

중앙일보(2018. 3. 15.). 한국, 세계행복지수 156개국 중 57위...1위 나라는?
https://news.joins.com/article/22442763 (2018. 8. 11. 인출)

중앙일보(2018. 8. 6.). 20대 78%, 여성 68%... 예멘 난민 수용 반대.
https://news.joins.com/article/22861440 (2018. 9. 10. 인출)

323

Abstract

A Study on Measures to Innovat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Jun Seong, Hwang
Hee Hyun, Lee
Kyung Hoon, Ryu
Hee Joon, Yang
Sung Ki, Kim
Ki Ung, Ryu
Sang Ah, O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atisfy democracy and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and managing and contribute to foundation furtherance of realizing
education welfare through innovation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which is
sustainable in terms of recipients and is able to receive improved services of
education welfare.” This study deals with following issues.
Firstly, what is the definition and analytic model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corresponding to feature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of Korea?
Secondly, what is current status of overall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of Korea and what are influencing factors? Thirdly,
what are strong and weak points of governance of main education welfare
policies which are now establishing and managing? Fourthly, how should be th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innova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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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preceding researches, theories related to education welfare and
governance are analyzed. Also, the examples of each country are analyzed and
implications are deduced. Delphi survey, focus group interview(FGI) and advisory
meeting with experts are used as research methods, either.

1. Definition of education welfare and analytic model
The education welfare is essentially education problem and its fundamental idea
is “equality in education.” That is, based on conditions of country and society and
nationwide sympathy, the country and society try to resolve and prevent from
inequality and being excluded in education with criteria of beneficiary and level
which are reasonably agreeable. Th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is an
operating system which lets various entities including school cooperate in order
to realize education welfare. Based on results of Delphi of experts this study
defines the definition of educational welfare governance according to target, goal,
contents, principal agent and method.

<Definition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 (Target) All school age children and youth including preschool chil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 (Goal) Securing in reaching basic education level which is socially agreed and supporting them to live as
independent citizen through realizing their potential
- (Contents) Resolving and preventing from inequality and being educationally excluded caused b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lements during entire educational process
- (Principal agent) School, public, private
- (Method) Decision making and executing system of education welfare policy which connects and
cooperates flexibly with situations.

Th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is a decision making and executing system
which lets school, public and private sector connect and cooperate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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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rust, adjustment, agree and participation. It interacts with ‘structural base’,
that is shadow power which works on organizing and operating of governance
such a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rule’, that is various regulations which apply to organizing and operating process
of governance. The picture 1 is the basic system model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which is determined with partial correction of explanations on
structural base and institutional rule. They came from a model through Delphi
survey.

[Picture 1] A basic system model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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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asic system model is based on the premises that school, public and
private sector cooperate each other on the same level. It is only theoretical
discussion. Actually cooperating level of specific entity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us, in th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participating entity should be flexibly establish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order to secur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relevant
projects. In this sense based on the basic system model ‘governance model of
education welfare with flexible situation’is suggested. Initially the situation in this
phrase meant that it belongs to which level out of policy procedure and what
kinds of object and contents included in the relevant policy.

[Picture 2] Governance model of education welfare with flexibl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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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result of analyzing reality of operating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confirmed that the change such as cooperation degree and attitude
of entity is affected not only by initially suggested policy procedure or features
of relevant policy but also by more various factors. Most of all, degree of sharing
vision and object, level of making social issue, degree of willing to execute policy
by government, degree of vitalizing intermediate organization, level of local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and operating level of existing governance are
such factors. Thus reflecting them the picture 2 is the finally defined ‘governance
model of education welfare with flexible situation.’
Meanwhile in terms of governance of education welfare with flexible situation,
the analytic frame is developed to analyze real operating cases of education
welfare projects. Especially in consideration of various situations of education
welfare projects and relevant governance, after composing areas and fields which
can be detailed and generalized, it can be used selectively. To be concrete there
are such 6 areas as principal agent, institutional rule, structural base,
operation(system/process) and outcome and 29 factors in the analytic frame.

<Table 1> Analytic frame analyzing cases of education welfare policies
Area
①
Principal
agent

Factor

Sharing vision

Power to make decision and execution

Exclusive organization and personnel

Power to participation･support

Size and stability of finances

Power to opposit･resist

Official･unofficial cooperative media

Object･goal
Target
Program

③
(Cooperation) Relevant laws
Institutional (including order, legislation of
rule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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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Power to bring up issue

Purpose･necessity
②
Contents

Area

⑤
Operation
(system/
process)

Delivering system
Main period of cooperation
Main method of cooperation
Royalty of cooperation

Conflict resolution

Abstract

Area

Factor

Area

Factor

Internal regulation per agent(including
business plan)

Duration of business

Agreement with outside regulation i.e
MOU

Degree of achieving goals(efficiency)

Social･cultural condition
Political･economic condition
④ Structural
base
Social relation between participating
entities
(cooperation, competition, conflict etc.)

⑥
Outcome

Inclusiveness and satisfaction of targets
Democracy of decision making
Efficiency of project execution
Outside ripple effects of positive or
negative

2.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The focus group interview(FGI) and advisory meeting with experts are carried
out for finding out how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of Korea is established and
operating and what are influencing factors which cause such features as the
second problem of this research. As a result there are such four features in
Korean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as ‘provider managed governance’ in the
area of principal agent, ‘business centered governance’ in the area of policy
contents and structural base, ‘segmental and short-term governance’ in the area
of institutional rules, ‘performance and result centered governance’ in the area of
operation and outcome. Main status, featur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each area
are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These influencing factors are not working
exclusively on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bu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y are more distinctive in terms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329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Table 2> Current status, featur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Area and feature

Main condition and contents
-Exclusion in the beginning stage:
‘top-down governance’

1.
Principal agent:
‘governance
managed by
provider’

-Agents of segmental role:
‘bordering management culture’
-Resistance & change per interest:
‘grabbing rights individually’
-Forming power rel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agent:
‘situational power dynamic’
-Nonagreement on concept and purpose:
‘education or welfare’

2.
Policy contents & -Segmentation per each business:
‘segmental approach without core’
structural base:
‘business
-Imbalance based on regional network:
centered
‘deepening difference per region’
governance’
-Change of momentum according to making issues:
‘faltering by trend’
-Declining in cooperation and exchange due to legal
system:
‘limit in approaching and sharing information’
3.
-Role definitions which is hard to find:
Institutional rules: ‘criteria and responsibilities without base ’
‘segmental &
-Incomplete system of supporting governance:
short-term
‘Incomplete support on network and cooperation’
governance’
-Rupturing of knowhow due to official personnel
management system:
‘disappearing expertise’

4.
Operation &
outcome:
‘performance &
result centere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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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factor
-Agent’s participating time in
governance
-Easiness of approach &
exchange by people in charge
-Degree of resistance & support
by labor union & stakeholder
-Whether occurring personal gain
per agent
-Balance between
agents(horizontal relationship)
-Degree of understanding and
agreement on policy concept
and vision
-Redundancy of business and
target
-Sufficiency of regional network
source
-Political and social interest and
topic

-Consistency of applicable act
and system to the business
-Clarity of roles and business
provision
-Validity of mission statement
and system
-Role durability of person who is
in charge

-Absence from regular delivery system and designated
-Durability(safety) of delivering
organization:
system and designated
‘loss in durability and systemicity’
organization
-Short-termism of performance centered per business: -Power and autonomy of local
‘connecting with artificial network’
related to operating budget
-Suitability of method and goal of
-Securing power of local government for integrating
policy outcome checking
businesses:
-School
competence in
‘tearing down a wall between businesses’
integration and realization of
-Producing outcomes by internal capability of the school: businesses
‘governance not for business but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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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rong and weak points of main education welfare policy
governance
The Delphi analysis is carried out to select main policies of education welfare,
which are to figure out features, strong and weak points of their governance. The
target policies are 1) preferential supporting project of education welfare, 2) Wee
projects, 3) education supporting projects for multi-cultural students, 4)
supporting project of enhancing basic standard of education, 5) all-day caring
project. In order to have diversity of analyzing supporting project of enhancing
basic standards of education the target project is limited to ‘Do-Dream school
project’ which is mainly promoted by unit school. The analysis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on policy documents and precedent research papers according
to above mentioned model and frame. Additional analysis on the result of focus
group interview(FGI) and face-to-face survey on school and education office are
partially appli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eferential supporting project of education welfare is aiming to
‘local governance.’ Because it has a designated or comprehensive organization
and various levels of connective and cooperative entities. From the beginning this
project secured role and function of each unit by continuous advertising and
training. It is recognized as a best example which established vision and
promoting foundation for policy projects of education welfare in Korea.
Especially, in the period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along with overall
reorganization from national oriented to local oriented, it has the advantage of
equipping institutional framework. On the other hand since its beginning there
have been similar projects, cooperative system between main principal agents is
getting weaker.
Secondly, Wee project is the ‘multi layer governance model’which has officially
such layers as 1st(school: Wee Class)-2nd(region: Wee Center)-3rd(city and province:

331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Wee School). At this point it is well-equipped and stable governance. However,
there are such problems as clear sharing of vision and goal, lack of guaranteeing
position of various counsellors, expanding of educational connection after
counseling. It is because despite of continuing endeavors, there is lack of
establishment of relevant laws and there are only institutional disciplines which
are equivalent to orders.
Thirdly, the governance of education supporting projects for multi-cultural
students is summarized as ‘a central government oriented segmental governance
with object-centered,’since in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is a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for example joint planning, but it is very
superficial in a local level. Especially, even though it lasted more than 10 years,
relatively weak institutional disciplines tend to let cooperative work depend on
unofficial mechanism. Since a customized support correspon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has been gradually stressed, the governance system is rapidly
changed from central government centered system to intermediate structure
centered system of the local.
Fourthly, the governance of Do-Dream school project which is a main
operating agent as a unit school is summarized as‘school centered governance.’
It is one of supporting projects of enhancing basic standards. Even though there
are multi layer supporting systems such as region, city and province, public and
private entities cooperate each other around schools. Especially, it aims for target
students centered comprehensive supports which carry out necessary supports
and case management with focusing on each student. It also has an advantage of
continuously expressing of strong national will to realize them with securing
applicable provision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and trying to
legalize individual law.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governance connection and
cooperation for enhancing democracy of decision making and overcoming
limita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individual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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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ly, the all-day caring policy which aims for establishing local caring
environment such as building a local consultative group and control tower,
establishment of regulation and expanding caring space looks like a ‘government
cooperative governance.’The government cooperative governance is carried out in
pan-government level and connects scattered existing projects and prepares a
compact caring system. Thus, it has an advantage of approaching to a basic
problem which is establishing stable local caring environment with strong will of
central government to execute. It also has such problems as expansion of sharing
vision, conflicts between existing relevant policies and a false sense.

[Picture 3] Classification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based on model of
situation flexibl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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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does not follow traditional delivering system
such as a top-down system. It exists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such different
situation decision factors as promoting principal agent or nature of policy(object,
contents, target etc.), degree of sharing vision and object, level of making social
issue, government will to execute, degree of vitalizing intermediate organization,
level of local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in region, level of operating
governance in region.
There are decision factors of situation according to above mentioned each
model. Firstly, the most important decision factor of regional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model which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referential supporting
project of education welfare is the level of local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and building condition of compact local network. Secondly, the
degree of vitalizing intermediate organization is an important decision factor in
the governance model of multi layer education welfar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Wee project. Thirdly, the decision factor of the governance model of
target centered education welfar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supporting project for multi cultural students is detailed policy target. Fourthly,
the decision factor of the governance model of school centered education welfare
which corresponds to Do-Dream school project is promoting principal agent and
policy object, especially degree of sharing policy object. Finally, the decision
factor of the governance model of government cooperative education welfare
which corresponds to all-day caring policy is level of making social issue and
degree of will to execute policy by government.
Thus the present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is apart from traditional
top-down delivering system and has different types of model according to various
decision factors of situation. And the nature of model should decide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project or policy. This is why governance model of situation
flexible education welfare is for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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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novation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Based on research results, basic directions and improvement plans for
innovation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are suggested. There are three
improvement plans.

• Basic direction 1. Vigilance against dependancy: enhancing sustainability of education
welfare ecosystem

• Basic direction 2. Vigilance against uniformity: enhancing situation flexibility
• Basic direction 3. Vigilance against transposing: strengthening centrality of students
and school

And there are 21 improvement plans which are categorized as followings; 1)
institution and system improvement, 2) reorganization of cooperative, supporting
and promoting system of education welfare, 3) expansion of capability, 4)
operation improvement.

<Table 3> Innovation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and its main contents
Area

Innovation
① Early stabilization of institutional rules
② Settlement of so-called school social worker system

Ⅰ.
Institution and
system
improvement

③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education welfare fund
④ Establishing mutual complementary connecting system of educational financing subsidy
by local government
⑤ Gradual and optional change into governance system of education welfare which is
appropriate to decentralization age
⑥ Establishing a plan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education welfare project

Ⅱ.
Reorganization
of
cooperative,
supporting

① Stable establishment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per level
②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lexible governance according to strategic selection of
principal agent
③ Promoting organic activity of governance by establishing intermediat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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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Innovation

and promoting
system of
education
welfare

④ Expansion of integrated support for welfare fund(targeted funding) and introduction of
self-determined business by school
⑤ Operation of school integrated budget system and simplifying calculation of working
expenses
① Using virtuous circle of experts group
② Preparing a supporting system for enhancing capability of person who plays a role of
hub.

Ⅲ.
Expansion of
capability

③ Introduction of a blue card for securing reliability of person who is in charge of education
welfare policy and its participants
④ Developing practice oriented capability of principal agents by accumulating and sharing
related cases
⑤ Strengthening executing capability of education welfare in school level
① Establishing a system of agreeing and sharing vision and objects
② Reorganization of education welfare policy projects

Ⅳ.
Operation
improvement

③ Aiming for harmonizing efficiency and democracy in operating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④ Strengthening governance system of local education welfare for getting rid of blind spot
of education welfare
⑤ Establishing and operating of governance considering flexibility of operating education
welfare policy projects

Keywords: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innovation, decision factors of
situation, situation flexibl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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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2018. 05. 30. ~ 2018. 12. 31.

FGI 면담지
면담 영역
(이슈)
제기 세력
형성주도 세력
1.
주체

3.
제도적
규율

4.
운영
(실천)
(결정/집행)

-해당 정책은 누구(어느 기관)로부터 촉발-제기되었는가?
-해당 정책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이며, 타당하였는가?
-해당 정책의 형성 및 추진 주도집단은 누구(어느 기관, 단체)였는가?
-해당 정책형성에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친 기관(단체)이 있었는가?
-해당 세력이 정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참여(지원)
주체

-정책형성 과정에는 어떤 사람들(기관, 단체)이 주체로 참여했는가?
-각 참여주체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고,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해당 정책에 대한 참여자들의 초기인식과 추진의지는 어떠했는가?

반대/저항
세력

-해당 정책의 반대/저항세력이 있었다면 누구이며, 반대/저항 이유는?
-해당 정책의 반대/저항세력과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협의･조율하였는가?

취지(필요성)

2.
정책
내용

영역별 질문 내용

-해당 정책은 왜, 무엇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동의했는가?
-해당 정책의 취지, 필요성은 어떻게(어떤 방식으로) 공유되었는가?

목적/목표

-해당 정책의 구체적-세부적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해당 정책의 목표는 어떠한 과정(합의)을 통해 결정되었는가?
-해당 정책의 목표는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

수혜대상

-해당 정책의 수혜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는가?
-해당 정책의 수혜대상은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초기에 고려된 수혜대상과 최종 선정된 수혜대상의 차이는 없었는가?

내용
(프로그램)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졌는가?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사업, 프로그램 등은 적절했는가?
-해당 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중 장단점은 무엇인가?

관련법령

-해당 정책에 있어 관련법령이나 규정 등은 어떠하였는가?
-해당 정책에 있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였는가? 그 이유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있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정비되었는가?

MOU 체결

-해당 정책 관련 MOU가 체결되었는가? 참여기관(단체)은 적절했는가?
-MOU 체결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체결되었는가?
-해당 정책 관련 MOU는 정책에 효과적이었는가?

내부 규정

-해당 정책과 관련된 내부규정이 존재하였으며 적절하였는가?
-해당 정책을 운영에 있어 내부규정은 누가,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전담팀

-해당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담팀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해당 정책 운영에 있어서 전담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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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영역

영역별 질문 내용

인력

-해당 정책 운영조직 및 인력은 누구로(어떤 기관으로) 구성되었는가?
-해당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원 인력은 적절하였는가?
-해당 정책을 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은 충분하였는가?

재원
규모･안정성

-해당 정책의 재원 규모는 어떠하였는가? 충분한 편이었는가?
-해당 정책의 재원 확보 및 분담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해당 정책의 재원은 안정적으로 지원되었는가?

-해당 정책의 형성 집행 주체들 간 구조화된 협의체가 구성 되었는가?
공식적 협력매체 -해당 정책의 구조화된 협의체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
-해당 구조화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적절하였는가?
비공식적 협력
매체

-해당 정책의 형성-집행 주체 간 별도의 대화, 협력채널이 존재했는가?
-해당 정책의 별도 대화, 협력채널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
-해당 정책의 별도 대화, 협력채널은 정책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협력의 충실도

-해당 정책의 주체들 간 협력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이유는?
-해당 정책 운영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충실한 협력이 이루어졌는가?
-해당 정책 운영과정에서는 정책 참여 주체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주된 협력
(참여) 시기

-정책 주체들 간 가장 협력-소통이 요구되는 시기와 이유는?
-가장 활발한 협력-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인가?
-해당 시기에서 협력-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주된 협력
(참여) 방법

-해당 정책 주체 간의 주된 협력-소통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해당 정책 주체 간의 주된 협력-소통 방식은 적절하였는가?

비전의 공유

-해당 정책의 취지와 목표, 필요성 등은 주체 간에 잘 공유되었는가?
-해당 정책의 취지와 목표, 필요성 등은 현장에서도 잘 공유되었는가?
-정책 취지와 목표, 필요성의 공유가 잘(안) 이루어졌다면, 그 이유는?

갈등조정

5.
기반적
구조

6.
성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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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책의 주체들 간 갈등은 없었는가? 어떠한 갈등이었는가?
-해당 정책의 주체들 간 갈등은 어떻게 조정-해소되었는가?
-해당 갈등은 어떻게 해소(또는 비해소)될 수 있었는가?

경제적･
사회적 여건

-해당 정책 운영을 위한 국내외 경제적･사회적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해당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나 환경은 적절히 마련되었는가?
-해당 정책에 대한 여론, 사회적 관심(인식) 등은 어떠하였는가?
-해당 정책에 있어 정치적 환경은 우호적으로 작용하였는가?
-국내에서 해당 정책과 유사한 정책의 성공사례가 있었는가?

정책
지속기간

-현재 해당 정책에 대한 현장의 전반적 인식은 어떠하며, 그 이유는?
-해당 정책은 향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만족도
참여
(효율성/
민주성)

-해당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한가?
-해당 정책의 성과는 무엇이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정책의 형성-집행-평가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는가?
-해당 정책의 형성-집행-평가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는가?
-해당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교육복지 정책의 형성-집행-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부 록

[부록 2]
FGI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IRB NO. 2018-13-03T-N

유효기간: 2018. 05. 30. ~ 2018. 12. 3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연 구 제 목: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수혜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하며 향상된 교육복지 서비스의 수혜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거버넌
스 혁신 방안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복지 실현 기반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소속 기관 및 단체에서 교육복지 정책 및 교육복지 거
버넌스를 직접 경험했거나 관련 역할을 담당하는 관계자로서,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
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귀
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
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동료나
친지 등과 의논해보신 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는가’ 라는 핵심 질문을 밝히는데 주
요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운영현황을 교육복지정책 형성 및
집행 주체의 관점에서 살펴본 후 의사결정 및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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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수혜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
에 따라 그간의 교육복지 거버넌스와 관련된 변화 흐름과 주요 현황 및 실태를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과 경험들을 종합 정리하는 과정은 향후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본격적인 발전과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 모색의 기반을 마련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는 교육복지정책 및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자 25명 내외를 주요 FGI(Focus Group Interview)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연구 참여 대상은 크게 1)교육부 관계자 그룹, 2)지방교육행정기관 관계자 그룹
(시･도교육청), 3)지방일반행정기관 관계자 그룹, 4)단위학교 교원 그룹 5) 시민/사회단체

그룹으로 구성하며, 그룹 당 5명씩, 총 5개의 그룹으로 FGI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연구 참여자의 역할
만일 귀하께서 FGI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5명 내외로 구성된 한 그룹의 일원으로 국내
교육복지 거버넌스 및 교육복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방안
등의 주제에 관한 면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면담은 귀하를 비롯한 연구 참여자들의
접근성이 높고, 조용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갖춘 회의실, 교육기관 및 학교기관 내 회의실
등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며, 면담 시간은 90-120분 정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면담내용
은 귀하의 동의 아래에 녹음되고, 이후에 녹취록이 작성될 것입니다. 본 녹취록은 오직 연
구목적으로만 활용되게 됩니다. 해당 면담을 통해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귀하의 경험과 의견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면담내용은
향후 국내 교육복지 거버넌스 및 관련 정책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전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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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
FGI는 그룹별로 1회 실시되며, 면담 시간은 90-120분 정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분석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면, 추가면담 요청을 드릴 수 있지만, 추가 면담에 참여하는 것을 원
하지 않으시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1차 분석결과가 도출된 뒤, 연구 참여
자 중 몇 분께는 적절치 못한 해석 내용 등을 수정하기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한 서면검토를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이 역시도 참여를 원치 않으시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5. 연구 참여 여부의 선택
귀하가 연구 및 FGI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본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6. 연구 참여자에 대한 혜택
2시간 내외의 FGI 참여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면담수당(200,000원)이 제공될 예정입니

다. 또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국내 교육복지 거버넌스 및 교육복지 정책운영의 현황
과 인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추후 교육복지 정책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
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7. 연구 참여 중단
귀하는 본 연구 및 FGI에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
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면담 진행자,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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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 참여자 보호
본 연구의 FGI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구축현황 및 운영과정, 해당 과정에서의 영향요
인 및 맥락 등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현장경험 및 의견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연
구 참여자의 경력이나 담당 업무, 근무 기관 등은 수집되지만, 직접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 등은 면담 과정이나 보고서의 내용 등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복지 거버넌스 및 교육복지정책과 관련된 실제적 어려움이나 문제점 등을 이
야기하는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특정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담을 잠시 중단하길 원하시면 면담을 진행하는 과제 책임자 또는 연구자에게 바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9.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의 보장
∙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는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황준
성(연구책임자, 043-5309-343)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FGI 녹취록, 전사자료, 기타 FGI 조사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연구를 위해 연구책임자
의 관리 및 감독 하에 5년간 사용-보관한 뒤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수집된 정보는 개
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에 대한 식별인식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는 성명이나 소속
등의 개인정보 및 조사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거나 무기명으로 기
술됩니다.
∙ FGI 참여수당 지급을 위한 지급 정보인 성명, 자택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명, 계좌
번호는 면담 수당 지급 후에 정보를 삭제하고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조사 자료는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연구 및 학술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침해하
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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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연구관련 문의
①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황 준 성 (연구책임자)
연락처: seong09@kedi.re.kr / 043-5309-343
② 만일,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한국교육개발원 생
명윤리심의위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전화번호: 043-53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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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FGI 동의서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IRB NO. 2018-13-03T-N

유효기간: 2018. 05. 30. ~ 2018. 12. 31.

동 의 서 (자기동의)

연구제목: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서를 모두 읽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 나는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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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 / 월 / 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또는
교사 성명

서 명

날짜 (년 / 월 / 일)

부 록

[부록 4]
델파이 조사지(1차)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교육복지 거버넌스 분석 모형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금년도 기본연구의 일환으로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의사결정 및 운영에 있어
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수혜자 입장에서 지속가능하며 향상된 교육복지 서비스의 수
혜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구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
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분석모형 또는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연구진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20분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
고자 합니다. 조사 내용은 저희 연구진들이 일차적으로 도출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및 체제 모형,
교육복지정책 운영사례 분석틀, 교육복지정책의 분류체제의 타당성 검토와 분석대상 교육복지정책 제안
입니다.
본 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조사는 개방형 자유 기술식 문항과 폐쇄형 선택 문항이
혼합된 형식으로,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폐쇄형 문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
다. 마지막으로 3차 조사는 2차 조사까지 합의되지 않는 사항들에 한하여 폐쇄형 문항을 재질문하는 방식
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1차 조사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는 전문가의 한 분으로서 바쁘시더라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
탁드립니다. 조사결과는 무기명 통계 처리되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총
3회에 걸쳐 시행되는 본 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께 조사 후에 약소하나마 감사의 사례로 20만원을 드리

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장 반상진
☞ 응답방법 : 7월 6일(금)까지 응답결과를 기록･저장한 본 파일을 전자우편(e-mail)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seong09@kedi.re.kr입니다.
☞ 문

의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연구원 오상아(043-5309-316)

☞ 연 구 진 : 황준성, 이희현, 유경훈, 양희준, 오상아(이상 한국교육개발원),
김성기(협성대), 유기웅(숭실대)
□ 응답자 인적사항
소속 : 일반대학( ), 교육대학(
), 교육청( ), 초･중･고( ), 기타(
전공 : 일반교육학( ), 교과교육학( ), 복지학(
), 기타( )

)

※ 응답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희망보다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기록해주십시오.
※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한 사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자택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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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저희 연구진에서는 “혁신적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아동･청소년들 모두에게
-(목적) 최소한의 절대적 교육 수준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독립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원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내용)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회･경제･문화적 불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주체) 학교･공공･민간이
-(방식)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교육복지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

【문항1】
전문가로서 선생님께서는 위와 같은 연구진들의 개념적 정의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시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이유 또는 수정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동의 여부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임

동의
함

교육복지정책의 ‘대상’을 “유･초･중･고등학교 학령
1 기 아동･청소년들 모두”로 설정하여 학교밖 청소년
들을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복지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모든 국민에게 최
소한의 절대적 교육 수준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
2
재력 실현을 통한 독립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복지정책의 ‘내용’을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
3 회･경제･문화적 불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
지“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복지정책의 ‘주체’를 “학교･공공･민간”으로 설
정한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학교･공공･민간의 다양한 주
체들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교육
5
복지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로 정의한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정의함에 전술한 궁극적 목적
달성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6 집행을 위해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상황에 따
라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개념을 내포한 것
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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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전적
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및 수정
의견)
동의
함

절대
동의
하지
않음

타당성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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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체제 모형
저희 연구진에서는 전술한 개념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을 설정하였습
니다. 즉,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회･경제･문화적 불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
지를 위하여, 학교, 공공, 민간의 3주체가 상호간의 신뢰, 조정, 합의, 참여를 통해 협력하는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인데, 이 체제는 기반적 구조와 제도적 규율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림1]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

【문항2】
전문가로서 선생님께서는 연구진들이 구안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시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이유 또는 수정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동의 여부
기타 의견
전적
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및 수정
의견)
동의
함

절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임

동의
함

교육복지 거버넌스에서 “학교, 공공, 민간의 3주체
는 상호간의 신뢰, 조정, 합의, 참여를 통해 협력하
1
며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문화, 경제, 환경 등 거버넌스
2 의 조직･운영에 작용하는 힘인 기반적 구조와 상호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해당 거버넌스의 조직･운영
3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인 제도적 규율과 상호작용
을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연구진들이 제시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시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타당성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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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의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은 극히 이론적인 경우이고 실제 교육복지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을 보면 상황에 따라 특정 주체의 영향력이 크다거나 특정 주체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요구된
다거나 하는 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즉,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어떠한 정책과정 단계인가, 주된
정책목표 및 내용이 무엇인가, 주된 정책대상은 누구인가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협력의 방향과 강도가
정해지기 마련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와 같으며, 연구진은 이와 같은 모형을 “상황 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림2] 상황 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

【문항3】
전문가로서 선생님께서는 연구진들이 구안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체제 모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시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이유 또는 수정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동의 여부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임

동의
함

정책 상황에 따라 교육복지 거버넌스 주체의 영향력
1 이 달라지거나 특정 주체간 협력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가정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복지 거버넌스가 탄력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2 되는 상황으로 정책과정, 정책내용, 정책대상을 선
정한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연구진들이 제시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의 체제 모형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제시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4 모형’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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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전적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및 수정
으로
의견)
동의
함

절대
동의
하지
않음

타당성 확인 사항

부 록

3. 교육복지정책 운영사례 분석틀
연구진에서는 전술한 개념 및 모형에 입각하여 주요 교육복지정책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정책사례 분석틀을 구안해보았습니다. 분석은 크게 1) 주체, 2) 정책내용, 3) 제도적 규율, 4) 운영(결정/집행),
5) 기반적 구조, 6) 성과 등 6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각 영역의 주요 분석 요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상황탄력적 교육복지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교육복지정책 운영사례 분석틀
영역

요인

①주체

영역

이슈 제기 세력

내부 규정

형성 주도 세력

전담팀

참여･지원 세력

인력

반대･저항 세력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⑤
운영
(결정/집행)

취지･필요성
목적･목표

②정책내용

③제도적 규율

④기반적 구조

요인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매체
협력의 충실도

수혜대상

주된 협력 시기

(프로그램)내용

주된 협력 방법

(협력)관련 법령

비전의 공유

MOU 체결

갈등 조정

문화･사회적 여건

정책 지속기간

경제･정치적 여건

⑥성과

만족도

유사한 성공사례

효율성 및 민주성 제고

【문항4】
전문가로서 선생님께서는 연구진들이 구안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교육복정책 운영
사례 분석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시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이유 또는 수정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동의 여부
타당성 확인 사항

상황탄력적 교육복지거버넌스 관점에서 교육복지정
책 운영사례를 분석함에 크게 1) 주체, 2) 정책내용,
1 3) 제도적 규율, 4) 운영(결정/집행), 5) 기반적 구
조, 6) 성과 등 6개의 영역을 분석 영역으로 설정함
은 타당하다.

절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임

동의
함

①

②

③

④

기타 의견
전적
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및 수정
의견)
동의
함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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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임

동의
함

‘주체’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요인으로 제시된 4가지
2 (이슈 제기 세력, 형성 주도 세력, 참여･지원 세력,
반대･저항 세력)는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정책내용’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요인으로 제시된 4
3 가지(취지･필요성, 목적･목표, 수혜대상, (프로그램)
내용)는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제도적 규율’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요인으로 제시
된 2가지((협력)관련 법령, MOU 체결)는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반적 구조’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요인으로 제시
5 된 3가지(문화･사회적 여건, 경제･정치적 여건, 유
사한 성공사례)는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운영’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요인으로 제시된 10가
지(내부 규정, 전담팀, 인력, 재원의 규모 및 안정성,
6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매체, 협력의 충실도, 주된
협력 시기, 주된 협력 방법, 비전의 공유, 갈등 조
정)는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성과’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요인으로 제시된 3가지
7 (정책 지속기간, 만족도, 효율성 및 민주성 제고)는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연구진들이 제시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거버넌스
8 관점에서의 교육복정책 운영사례 분석틀’은 전반적
으로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타당성 확인 사항

4

제시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거버넌스 관점에서의
9 교육복정책 운영사례 분석틀’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
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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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전적
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및 수정
의견)
동의
함

절대
동의
하지
않음

부 록

4. 교육복지정책 분류틀 및 분석대상 교육복지정책 제안
연구진에서는 상황탄력적 교육복지거버넌스 관점에서 주요 교육복지정책의 운영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
급적 다양한 유형의 교육복지정책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복지정책들은 목적,
영역, 대상, 내용, 주된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각각 분류된다고 보았습니다.

<표 2> 교육복지정책 분류
-구분기준1(목적) : ①기회의 평등 ②보장적 평등 vs ③조건의 평등 ④결과의 평등
-구분기준2(영역) : ①생활복지
②학습복지
-구분기준3(대상) : ①모든 학생 vs ②전통적 취약계층 vs ③신 취약계층 vs ④교육최소기준미달자
-구분기준4(내용) : ①보육/보건, ②문화/체험, ③심리/정서, ④학습, ⑤종합
-구분기준5(주된 운영주체) ①학교 ②(국가수준)공공 ③(지역수준)공공 ④민간 ⑤네트워크

목적
①기회의 평등

영역
①생활복지

②보장적 평등
③조건의 평등
④결과의 평등

②학습복지

대상

내용(프로그램)

①모든 학생

주된 운영주체

①보육/보건

①네트워크

②전통적 취약계층

저소득층/농산어촌
장애

②문화/체험

②공공(국가수준)
③공공(지역수준)

③신 취약계층

다문화/ 탈북
구도심

③심리/정서

④민간

④교육최소기준미달

기초학력 미달자
학업중단학생

④학습
⑤종합

⑤학교

【문항5】
전문가로서 선생님께서는 연구진들이 제시한 ‘교육복지정책 분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시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이유 또는 수정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동의 여부
기타 의견
전적
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및 수정
의견)
동의
함

절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임

동의
함

교육복지정책의 유형을 분류함에 그 기준으로 ‘목
1 적, 영역, 대상, 내용(프로그램), 주된 운영주체’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복지정책의 분류에 있어서 ‘목적’을 기준으로
2 하여 ‘기회의 평등, 보장적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
의 평등’로 유형화한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타당성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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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기타 의견
전적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및 수정
으로
의견)
동의
함

절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임

동의
함

교육복지정책의 분류에 있어서 ‘영역’을 기준으로 하
여 ‘생활복지, 학습복지’으로 유형화한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복지정책의 분류에 있어서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학생 대상, 전통적 취약계층 대상, 신 취
4
약계층 대상, 교육최소기준미달자 대상’으로 유형화
한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복지정책의 분류에 있어서 ‘내용’을 기준으로
5 하여 ‘보육･보건, 문화･체험, 심리･정서, 학습, 종
합’으로 유형화한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복지정책의 분류에 있어서 ‘주된 운영주체’을
6 기준으로 하여 ‘학교, 국가수준 공공 지역수준 공공,
민간, 네트워크’으로 유형화한 것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연구진들이 제시한 ‘교육복지정책의 분류틀’은 전반
적으로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제시된 ‘교육복지정책의 분류’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타당성 확인 사항

3

【문항6】
교육복지정책 분류틀을 참고하시어 상황탄력적 교육복지거버넌스 관점에서 그 운영 사례를 분석함에 적
합한 주요 교육복지정책을 전문가로서 제안을 해주십시오.

【 교육복지정책 운영 사례 분석 대상 】
- 1순위 :
- 3순위 :

- 2순위 :
- 4순위 :

EX)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온종일돌봄사업, Wee 프로젝트사업, 학령향상지원사업, 다문화학생교육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문화체험활동) 등등

【 그밖에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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