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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업 내 전문가들의 역할과 역량을 살펴보고 향후 우
리나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격차 해
소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우선 개별적 개입에 치중했던 역할에
서 벗어나 사례관리자, 연계자, 조정자, 계획자, 정보 수집 및 분석가 등 중ㆍ거시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육취약집단인 장애학생,
저소득계층, 이질적 문화를 소유한 학생들의 교육소외 및 교육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이들에 대한 옹호자와 대변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교육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 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며 교육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취를 위해
교육행정가, 교사 및 학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역
할의 변화를 위하여 교육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내용과 시스템에 변화가 있
어야 한다. 즉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이해 교육,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임상적, 미시적 실천 교
육 중심에서 사례관리,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조직 등 중거시적 접근법 교육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의 교육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학교사회복
지사협회는 실무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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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다.
IMF 관리체계를 경험한 이후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소득격차가 심해졌으며 빈곤층
이 확대되고 있다. 2005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 가구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간 소득격차는 2003년 7.23배에서 2004년 7.28배, 2005년 7.60배로 해
마다 확대됐다. 특히 상위와 하위 10% 계층을 비교해 보면 소득 격차는 18.2배 차이가 났다. 그
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계층간 간극을 메우고 사회이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던 교육이 이제 계층 고착화 또는 양극화의 핵심요인
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계층간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더욱
강화될 개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것이다(김경근, 2005; 안우환, 2007).
이러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아동기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특히 교육부분에서의 격차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즉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신체
적,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낮은 학업성취
도와 비행과 같은 행동적 문제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성인기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연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봉주, 2006). 우리나라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부모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진학 확률이 높고(방하남, 김기헌,
2002), 서울대 입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억 외, 2004).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다는 이상의 연구
결과들로 우리 사회에서의 세대간 불평등 전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가정의 아동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 해소는 불가능하다.
빈곤의 세대간 전이의 문제는 소극적인 소득지원의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이고 예방적인 인적자본 개발을 통한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해
결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아동 개인에 대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
로는 한계가 있으며 아동이 생활하는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교
육적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취약한 가정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환경의 조성이 요구
된다. 특히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기
회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최근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는 취지의 교육격차 해
소를 위한 취약집단 지원사업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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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외에서 취약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와 같은 정부 또는 민간 주도의 이런 여러 사업 중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
면서 학교 내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
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 함께 총체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다. 2003년 시범사업 8개 지역으로 시작
한 이 사업은 매년 점차 확대되어 2009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수는 전국 100개, 사
업시행기관은 유치원, 초ㆍ중고등학교 538개에 이르며 53만 1,932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은 ‘교육복지’라는 명칭을 사용한 유일한
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교육과 복지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의 효과는 수행인력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수행 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 수행인력의 85%이상이 사회복지사이다.
그러나 사업의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는 역할 해야 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기도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는 학교사회복지 영역
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의 내용도 주로 사업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다루어졌으나 사업 내
개별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업 내 전문가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본 연구의 내용
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의 진행을 순서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취약집단의 교육격차 실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둘째, 국내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인력의 역할은 어떠한지를 고찰해
본다.
셋째,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역할과 역량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사의 역할 간의 접점을 확인한다.
넷째, 향후 우리나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사회복

[그림 1] 연구 진행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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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위하여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지를 제시한
다.

Ⅱ. 교육취약집단의 교육격차
교육격차는 교육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개념으로 교육 형평성(equity)은 공정성(fairness)과 포용성
(inclusion)을 포함한다. 교육의 공정성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나 인종 등의 조건이 교육적 잠
재력의 발휘에 장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빈곤층, 장애인, 다문
화, 다인종 등이 교육취약계층에 속할 수 있다. 한편 교육의 포용성은 교육에서의 기본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포용성 측면에서 볼 때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이 교육취약집단이다. 이 두 기준은 교육취약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이 두 차
원은 개념적으로 다른 범주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중첩되어 나타난다. 경제적 빈곤층이 교육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기초학력에 도달하기 어렵고 중도탈락 가능성도 높게 된다(한국교육
개발원, 2008). 사회적 취약집단과 교육최소기준 미달 집단과의 연결고리가 약할수록 교육복지
수준이 높은 사회로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한 사회의 정의의 수준은 그 사회가 가장 취약한 집단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가, 즉 공
정성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교육을 중심으로 공정성을 판단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개념과 활동이 교육복지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교육의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약으로 인하여 주류학
생들과 동일한 교육적 혜택(기회나 내용, 또는 결과)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교육취약집단이다.
장애인, 저소득계층, 이질적 문화를 소유한 학생, 도심의 교육낙후 지역 학생, 농어촌 벽지거주
<표 1> 교육취약집단의 기준과 대상
교육의 형평성(equity)
공정성(fairness) 기준/사회적 취약집단

포용성(inclusion)기준/교육최소기준 미달 집단

영역

대상

영역

대상

경제

빈곤층과 그 자녀

학령별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학생

문화, 인종, 언어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과 그 자녀

지역

농산어촌 거주자 및 자녀

신체

장애인

출처: 김정원(2008) p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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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생 등이 이에 속한다(안우환, 2007). 취약집단(disadvantaged group)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특정 인구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용어를 교육과 연결시켜 김정원 외(2007)는 “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최소수준에 도달
하지 못하여 혹은 한사회의 주류문화, 언어, 신체적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교육받을 기회, 과
정, 결과에서 불이익을 얻는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교육소외계층의 대표적 학생집단이 빈곤 가
정의 학생들이다.
그러면 교육격차란 무엇인가? 그간 교육격차는 학업능력, 학업성취 등의 인지적 능력으로 파
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교육격차란 교육의 기회와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접근되
어야 한다. 2000년 이후 교육의 기회나 결과 면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가 사
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교육기회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와 사교육참여율을
통하여 알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공교육비에 버금가거나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사교육비로
써 자녀의 교육을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 700만원 이상의 가구는 100만원 미만의 가구보다 사교육
비를 8.8배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더 커져 월 평균 700만원 이상의 가구는 100만원 이하의 가구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10.4배, 중학교는 9.5배, 초등학교는 6.7배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밖에서 이루어
지는 사교육은 학업성취 수준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2008). 부모
의 학력이 높거나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 직업을 가질수록 가정에서의 문화활동이 많이 이루어
졌으며,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2008).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준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교육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진학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방하남, 김기
헌, 2002). 김광억 외(200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 따른 서울대학교 입학률 격차
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일 때보다 서울대
학교 입학률이 1985년 2.4배 높았으나 1990년에는 3,3배, 2000년에는 3.9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자기주도력 학습능력, 학업에 대한 태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교의 역할 기대 등이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 즉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학업성취도의 의미가
중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낮은 취약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제되고 학습에 대한 좌
절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계층 뿐 아니라 지역간 차이도 교육격차와 관계가 있다. 과거 단순히 자연적, 물리적 구분 단
위로 이해되었던 지역은 이제 사회구조적 함의를 내포한 사회적 공간을 의미하게 되었다(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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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2007). 서울강남지역 고교생들이 최고의 서울대 입학률을 보인다는 조사결과(김광억 외, 2004)
는 계층에 따른 거주지의 분화가 심화되어 거주지는 직업, 교육, 편의시설, 사회서비스 시설과
같은 사회적 희소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교육취약집단의 교육적 성취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다. 교육
적 성취란 개인이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자로서의 삶에 필요한 능력자신의 삶을 계획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능력, 함께 하는 집단과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의 성취를 말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교육적 성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업 성
취이지만, 학업성취나 학력이 높다는 것은 인지적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인내심, 목표감과 같이
학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인성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Weiss, 1995; 이봉주, 2006 재인용).
따라서 교육적 성취는 단순히 학습적, 인지적 지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대
한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영역의 총체적 지원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이다. 또한 교육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학습자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Ⅲ. 외국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과 전문가의 역할
1990년대 이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교육적 불이익을 받는 아동들을 위한 외국의 교
육정책 사례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의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정책 변
화 사례를 통하여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내 전문인력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대 후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아동들의 학
업성취를 위한 신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 1998년 영국은 사회적 취약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업
성취의 기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EAZ(Education Action Zones)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사
업은 2001년에 73개 지역에서 실행하였다. 이후 EAZ사업은 도시수월성(EiC; Excellence in Cities)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 중등학교 한 학교와 그 지역의 초등학교로 구성된 소규모 교
육활성화지역(EAZ)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1998년에 프랑스도 1981년에 처음 제안되
어 시작되었던 ZEP(Zones d'Education Priotitaires)정책을 다시 시작했다. ZEPs도 사회적 취약 지역의
교육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양국의 교육정책은 학교 외부 재원 유치,
교수법 혁신, 그리고 지역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이혜원 외.
2007)1).
1) Report by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HC 130 Session 2000-2001:26 January 2001 (2001).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2003)
Hatcher, Richard, and Leblond, Dominique (2001). “Education Action Zones and Zones d'Education Priorit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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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AZ(Education Action Zones)는 보통 20개 정도의 초등, 중등, 특별학교의 집합체로서 학
생들의 교육적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학업기준을 향상시키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EAZ 사업의 목적은 교육수준향상이며 각 EAZ는 학생들과 학교의 향상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액
션플랜을 작성한다. 그 구체적인 목표는 읽고 쓰기, 셈하기 그리고 GCSE2) 시험성적을 포함한
성취도 향상, 출석률 향상, 행동문제 퇴학 학생 수 감소, 그리고 청소년범죄 감소이다.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EAZ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teaching)와 학습(learning)
향상을 도모한다.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읽고 쓰기와 셈하기 수준 향상시키고, 전체 학생들에
게 자기 기대 수준 확산시킨다. 둘째, 학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역사회 사업체와 다른 파트
너들의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 셋째,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다른 서비스(건
강, 고용 및 사회서비스)와 협력한다. 넷째, 가족의 읽기와 셈하기 지도능력을 촉진하고 방과전/
방과후 클럽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일과시간이나 연간일정을 바꾸는 등 가족을 지원한다.
다섯째,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대비하도록 학생을 지원하고 직업경험과 직업자격증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하며 상담, 또래멘토링, 진로지도, 멘토링과 조언의 기회 제공하는 등 학생을 지원
한다.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EAZ 사업은 열악한 지역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와 민간사업체, 학부모, 지역교육 당국 간의 지역협력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2001년 영국
정부는 사업 평가에 따라 EAZ을 종료하기로 하고 그 지역을 EiC(Excellence in Cities) 사업에 흡수
하기로 결정했다. EiC는 교육수준을 높이고 주요 도시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정부
주도의 주요 사업이다. EiC의 목적은 각 EiC지역의 모든 중등학교의 낮은 교육성취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개인에 대한 높은 기대’, ‘다양성’, ‘네트워킹’, ‘기회신장’이
라는 주요 핵심주제를 가지고 활동한다. EiC 파트너십을 맺은 모든 중등학교들은 표적학생들을
위해 교내에 학습멘토(In-school learning mentors) 고용, 학교와 지역사회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학습센터 운영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EiC사업은 빈곤 도심 지역의 위치한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 무단결석 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등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한 보
고서는 “학습멘토들이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이혜원 외. 2007).
프랑스 ZEP(Zones d'Education Priotitaires)정책도 사회적 불이익지역의 교육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ZEP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의 해결이라는 명백한 의도로 고안된 긍정적 차별의 한
형태의 정부주도 교육프로그램으로 종합중등학교가 사회적 불평등 감소를 하지 못한다는 실패
를 인식하면서 1981년 제안된 교육정책이다. ZEP가 다시 시작된 1999년 프랑스 전체학생의 20%
가 대상이 되었다. ZEPs는 학부모와 학교의 연결, 지역에 학교 개방, 학교와 부모, 지역사회 조
직체들로 구성된 Network Councils의 역할 강화라는 3가지 주요 행동지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ravelling Policy/Local Spaces: Globalisation, Identities and Education Policy in
Europe, Department of Education, Keele University, 27-29 June 2001.
2)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14-16세 사이의 영국 중등학생들이 치르는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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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외. 2007).
영국의 EAZ/EiC와 프랑스의 ZEP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빈곤 지역의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시도된 긍정적 차별의 교육정책이다. 이 프로그램들의 궁극적 목적은 빈곤지역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 운영방식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가가 인식하고 그동안 고립되어 왔던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업들이 학교를 기반으로 다른 건강
및 사회적 서비스와 협력하고 가족과 학생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하여, 출석률을 높이고 중도탈
락률과 청소년 범죄율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 소외 계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효과를 보인 것은 의의가 있다. 즉 빈곤지역의 학교를 기반으로 다른 건강 및 사회적 서비스와
의 네트워킹, 파트너십형성, 가족 및 학생 지원 등의 활동이 통합적으로 제공됨으로서 효과를
거두었다. 영국의 EAZ와 프랑스의 ZEP의 성공의 요인으로 학습 멘토링 고용과 학교의 지역사회
에서의 리더쉽 발휘를 들고 있다. 특히 학교의 리더쉽은 학교가 주도적으로 학교와 학부모간의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효과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환경
의 풍토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영국의 EAZ과 프랑스의 ZEP의 가장 중요한 실천원
칙은 네트워크와 파트너쉽이다. 현재 교육의 문제는 고립과 소외에 있으며 학교는 부모와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고립된 교실 안에 교사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EAZ는 교육과 다른 사회서비스(건강, 고용 등)와의 협력을, 프랑스의 ZEP는 학
부모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협력한다는 입장이다(이혜원 외. 2007).
외국의 교육격차 해소사업에서 전문 인력의 역할은 영국 EAZ의 프로젝트 디렉터에 대한 역
할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의 EAZ 구역은 그 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집합체로
각 지역 마다 포럼(Forum)에 의해 운영되는데, 각 EAZ 포럼은 그 지역의 책임 직원으로 프로젝
트 디렉터를 고용한다. 프로젝트 디렉터의 역할은 액션포럼에 효과적인 전략을 자문하고, 포럼
액션플랜을 예산에 맞추어 기획하고, 수행을 관리하며, 자문을 통해 모든 파트너들의 협력을 확
고히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 나타난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역할은 예
산에 맞추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을 총괄 관리하며, 효과적인 전략을 자문하고, 자문을 통해
모든 파트너들의 협력을 확고히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학
교가 지역사회 내에서 리더쉽을 가지면서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협력을 이끌
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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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 교육복지 사업내 전문가의 역할
1.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 내 전문 인력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빈곤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지원체계를 적극적으
로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사업들이
대표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사업(2개 사업)은 방과후학교 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
업이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아동센터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CYS-net,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등의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민간/지자체 주관 사업으로는 We Start 사업이 있다.
<표 2>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의 현황
주체

사업명
이용자
수

보건복지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지역

드림

방과 후

CYS

방과후

교육복지

아동센터

스타트

아카데미

-net

학교

투자우선

추산)

소외계층

76,229명* 10,366명**

6,310명*

52,000명* 총 396,979명*

336,875명*

민간/
지자체
위스타트
추산)
6,900명**

초등보육
50,247
개소당
이용
이

자수

(평균 20명)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저소득

평균

29명

323명

41명

366명

바우처

651명

300,000명

용

멘토링

대

46,732명

상

평균 300명

지역

맞벌이, 한부모,

교육

사회 내

부모의 실직 등

취약집단

주이용

보호가

저소득 아동

경제적

위기

대상

필요한

및 가정

어려움으로

청소년

초중고생

유치원,
학교를

모든

나홀로 있는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아동과
차상위
계층

연령

0세-

0세~

만9세

만9세

만7세

0세

0세

기준

18세

만12세

-만13세

-만24세

-만18세

만18세

-12세

* 2007년 기준, ** 2008년 기준
출처: 이경림(2009) 빈곤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진단. 빈곤결손가정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집. p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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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사업 내 인력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교복투사업, 위
스타트 사업 등에 사회복지사가 실무자로 종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 2005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무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23.6%,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11.2%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 2003.12.19 재개정)이다. 지역사회 요보호아동의 안전한 보
호와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학
습, 예체능)으로 55.5%를 차지하였다(강명순, 2006).

<표 3>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의 인력현황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사회

드림

아동센터

스타트

전담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추산)

종사자수

6,058명*

136명*

96명*

440명*

1,250명*

14,585명

378명*

172명**

복지사업
***

아카데미

CYS-net

방과후

교육복지

지역

사업명

방과 후

민간/
지자체

학교

투자

위스타트

우선지역

초등
청소년
시설장
직무별

2,618

종사자

생활

수

복지사

인

전담
공무원 58
수행인력
78

3,440

학교
사회
복지사

PM
150명
SM
290명

력

보육

지원센터

3,747명*

추산)

- 외부강사

850명

2,352

청소년

- 현직교원

동반자

1,395

(YC) 400명

멘토링

프로젝트
조정자
56명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322명

팀장 23명
조정자
(건강, 보육,
복지)
69명
수행인원
80명

10,838명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자격증,
인력
조건

사회복지사, 행정전문가로
보육교사,

구성된

간호사,

전담

영양사

공무원 및

사회

청소년

청소년

복지사

지도사

상담사

현직교사
학원강사
자원봉사자

교사자격증

사회

사회복지사

복지사,

청소년

간호사,

지도사 포함 보육교사

전문가
*2007년 기준, **2008년 기준
***2009년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중단 상태임.
출처: 이경림(2009) 빈곤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싦의 질 진단. 빈곤결손가정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용에 관
한 심포지움 자료집. p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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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타트 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
여 보건(건강), 복지, 교육(보육)의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체계이다. 따라서 스타트 사업의 교육이
라 함은 보육과 초등학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 스타트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인력은 위
스타트팀 내에 복지직 또는 일반직으로 팀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복지, 건강, 보육 영역에 복지
조정자, 건강조정자, 보육조정자 각 1인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
기관을 지정하여 지역형편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 방과후 공부방 교사, 교육교사 등을 채용하
도록 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의 사업 수행인력은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보
육(교육)분야에 보육 및 유치원교사 2급 이상, 정신보건/건강분야에 간호사 등의 자격요건을 가
진 자이다. 이중 사회복지사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사례관리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담당업무는 아동사례관리, 복지 서비스 수행, 인테이크, 사례관리 총괄 등으로 명
시하여 모집하고 있다.
위 사업들은 저소득 계층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체계들이지만 특별히 교육취약계
층의 교육격차해소를 목표로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교복투사업이다. 교복투사업에 배
치되어 있는 전문가는 프로젝트 조정자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다. 2007년도 전국 프로젝트 조정자(56명) 중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91.7%, 지역사회교
육전문가(322명) 중 사회복지학 전공자의 비율은 82.9%에 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표 4> 프로젝트 조정자와 지전가의 전공 및 자격증 현황
프로젝트 조정자(n=56)

지역사회교육전문가(n=322)

사회복지학

91.7%

82.9%

기타(교육학포함)

8.3%

17.1%

프로젝트 조정자(n=47)

지역사회교육전문가(n=248)

전공*

사회복지사

43 (명)

91.5 (%)

211 (명)

85.1 (%)

평생교육사

8

17.0

25

10.1

청소년지도사

10

21.3

35

14.1

상담관련자격증

19

40.4

81

32.7

교사자격증

10

21.3

37

14.9

보유자격증**
(복수응답)

* 2007년도 시도교육청 사업통계
** 한국교육개발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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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내 전문 인력의 역할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내 전문 인력의 활동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기회, 과정, 결과에 나
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
는 사업이다. 앞서 말했듯이 2003년 시범사업 8개 지역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매년 점차 확대되
어 2009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수는 100개이고 사업시행기관은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가 538개에 이른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표 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주요 영역과 프로그램
영역

목표

프로그램 예시
- 도서관 활성화 사업
-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습지도

학습

학력증진과
학습지원

- 일대일 학습지원
- 저소득층 우수학생 학습지도
- 정규교과, 개량활동 등을 통한 체험 학습
- 교과관련 특기 적성 활동
- 문화관련 특기 적성, 체험 학습 등

문화․체험

다양한
문화체험

- CA를 활용한 문화 활동
- 동아리 활동
- 축제
- 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

심리․정서

특별한 문제 또는

- 가정 방문 및 가정상담

욕구 충족을 통한

- 학습장애요소 진단 및 치료

정신건강도모

- 부적응 학생 진단 및 치료
- 멘토링

복지

건강한 신체 발달
지원 및 보호

- 방과후 교실, 야간 보호교실
- 건강 검진 및 치료
- 학습준비물 지원
- 학부모연수
- 교사연수

지원

학습운영지원

- 사업홍보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및 교사의 사업활동지원
- 학습자료개발, 교과연구 등 교원전문성 신장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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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사업)은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으로 영역을 나누고 <표 5>와
같이 프로그램을 예시하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발원, 2006) 실제로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지원사업에서 다음 활동들이 실시되고 있다; 중식 대상자 발굴과 지원, 방과후 교실의 석
식지원과 홈헬퍼 지원 확대, 지역차원의 의료서비스 구축, 장애 - 특수교육 팀 - 장애학생 가정
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의료적 지원, 방임, 비행 문제에 있어서 교내외 방과후 교실 활동, 부
모교육, 학부모 자원활동개발- 이웃에 대한 가족 지원, 학습클리닉운영-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교사 주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조현희, 2006) 등.
위와 같은 내용의 교복투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실무인력으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프로
젝트조정자가 배치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각각 실무인력으로 배치된 지역사회교육전문
가와 프로젝트조정자의 직무와 역할은 교복투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제시되었으며 그간 5년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보다 수행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실무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은 교육과
학기술부 지침으로 제시되어 그에 입각하여 선발과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4년
이상(프로젝트. 조정자) 혹은 1년 이상 (지전가) 교육, 문화, 복지 영역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중 2년(PC) 혹은 1년(지전가)의 지역 네트워크 활동 경험이 있는 자(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
발원, 2006:35, 36)라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들 인력을 선발, 배치하고 있다.
교복투 활동이 지속적으로 성공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기별, 대상체계 별로 교복투
활동 전문가들의 역할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사업시기별로 초기에는 저소득 학생들의 참여 동
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빈곤아동,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업정착기에는 학생 욕구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 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 교사들과의 사례회
의, 지역기관 간의 시례회의들을 정례화하고 자원봉사자 집단 운영과 강사풀제 등을 활용한 자
원동원능력이 요구된다(조현희, 2006).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활동으로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활동이 중요하며 학부모들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학부모 자원봉사 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들의 활동으로
는 개별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민주적인 학급문화를 형성하고 교과과정에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포함시키도록 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학교행정가들이 학교내
에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시키고 학교 외에서는 지역사회와 학교, 학교와 학교 간에 협력하
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교복투 전문인력들이 정
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여야 한다(조현희, 2006).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서의 전문 인력의 핵심책무 및 역량
한국교육개발원(2008)은 2007년 전국의 교복투 관련 종사자(프로젝트 조정자47명, 지역사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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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문가248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과 역량분석을 하였다. 직무분석은 각 직무와 관련된 일의
내용, 처리절차, 자격요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실제 수행직무를 조사하고 이
중에서 핵심적으로 수행해야할 직무를 구분해내어 전문가들이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영역을
구분한 것이다. 또 직무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분석하였다.
프로젝트조정자는 지역교육청 단위 교육복지추진체제인 지역교육청 교육복지전담팀에 소속되
어 지역내 교육취약집단 아동, 청소년에 대한 총체적 지원을 위해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차원적
영역의 기관과 인력간의 연계, 협력을 도모하고 대상학교 사업에 대한 지원과 조정업무를 통해
해당지역 교육복지 사업의 조정 및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조정자
들과의 집담회와 일상기록을 통해 얻은 PC들의 핵심직무를 도출한 결과, 프로젝트 조정자의 직
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욕구 파악하기, 지원 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하여 욕구와 지원을 연결
하기, 지원체계간의 연계와 공동사업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표 6> 참조).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교내 교복투사업을 위한 전문지원인력으로서 학교내 교육복지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교육취약학생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지원대상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

<표 6> 프로젝트 조정자의 핵심 책무
직무(duty)

책무정의

과업(task)
학교 및 지역 현황 파악하기

지역단위
교육복지사업 구축

지역의 요구와 교육복지정책 및 관련
사업 동향을 파악하는 일

현장 방문하기
사업설명 및 홍보하기
지역의 요구 파악하기
관련자원 정보를 수집하기

지역의 관련자원 정보를 수집, 분석,
지역자원

안내하고 지역자원을 조성하며 지역

발굴 및 연계

내 자원과 필요한 사람(기관)들의 네트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안내자료 발간하기
지역자원 조성하기

워크를 결성하는 일

네트워크 결성하기
공동관련 사업 요구 조사하기
지역공동사업
추진

지역공동사업 관련 요구조사를 실시하

지역공동사업 실행계획수립하기

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사업추진 방식 결정하기

하며 그 결과를 정착하고 보급하는 일

확정된 사업 추진하기
공동사업 결과 정착 및 보급하기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복지사업 발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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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핵심책무
책무

책무의 정의
집중지원대상 학생을 발굴하여 학생

집중지원대상

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여 지원하

학생 발굴, 지원, 관리

고 이들의 성장, 변화를 추적, 관리
하는 일

-지역연계

집중대상학생 발굴 및 특성 분석하기
상담을 통한 학생정보수집,
분석, 지원계획수립
사례관리하기
관리 및 추수지도하기

사업에 필요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을
가정-학교

과업

발굴하며 필요한 대상과 연계하고
학생지원을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
를 연결하고 지역의 공동사업을 싱
행하는 일

지역자원 현황 파악 및 연계
가능 자원 발굴하기
지역자원 연계하기
학생지원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연결하기
공동사업 운영하기

교육복지실 등 관련시설을 운영하면
교육복지실 관련

서 집중지원대상 학생관련 정보 DB

인력 운영 및 정보관리

를 구축하고 실습생이나 자원봉사자

교육복지실 운영하기
사업관련 정보 DB구축하기
교육하기

를 교육하는 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복지사업 발전 방안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직무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프로젝
트 조정자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사업의 개념과 대상에 대한 이해, 수행능력, 네트워킹 역량
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역량이 필요하였고 지역사회전문가는 개인적 서비스 역량이 프로젝트조
정자는 모니터링/컨설팅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3)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
여기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직무를 살펴보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교복투사업의 전문
인력들의 역할에 대해 사업초기에 이미 규정되어 진행된 것인데 이를 수행하는 많은 인력들이
사회복지전공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이면서 학교에 들어가 학교와 학생의 교육적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므로 학교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학교사회복지의 직무에
익숙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의 직무를 살펴봄으로써 교복투 전문인력의 직무간에
공통점과 상이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추후 교육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두어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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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프로젝트조정자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필요역량군
구분

프로젝트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개념

2. 교육복지사업이해
3. 교육체제 이해
4. 지역사회 이해
5. 정보능력

공통

수행

6. 기획 및 조직 능력
7. 프로그램 개발 능력
8. 예산관리 능력
9. 리더십

네트워킹

10. 대인관계능력
11. 의사소통능력

차이

학생에 대한 서비스
모니터링/컨설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복지사업 발전 방안 연구

문이다.
Costin(1969)의 학교사회복지사 직무 연구에 의하면 학생과 부모에 대한 개별개입, 사례관리 등
의 업무가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Alderson & Krishef(1973)의 연
구에서는 지도력과 결책결정(2위)이 높은 순위에 나타났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개별활동은 6
위로 활동 비율이 낮아졌다(조휘일, 2007에서 재인용). 1990년대 이후 Allen-Meares의 학교사회복
지사 직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학교 연계, 지역사회 자원 원활화 등의 활동들이 주요 순위
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Allen-Meares, 2004) 미국의 경우에 학교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미시적인 접
근에서 점차 벗어나 개입 체계의 수준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 사회복지사들이 교육부 및 교육청 주관의 공식적인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안에서 학교사회복지 실천을 통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 달성
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시범사
업의 형태로 학교사회복지활동이 이루어진 관계로 학교사회복지 직무가 정착화, 표준화의 시기
가 지연되어 왔지만 직무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노혜련과 김상곤(2004)은 우리나
라 학교사회복지사 직무는 다음의 순위로 수행된다고 하였다: ① 학생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② 교사와의 협력적 활동 ③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④ 사례관리 ⑤ 전문적 활동 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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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결정 및 행정 ⑦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또한 안정선, 진혜경, 윤철수(2006)은 학교사회복지
직무가 현재 업무 비중에 따라 개별개입-집단개입-일반행정- 지역사회개입- 학교체계개입- 가
족개입의 순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사들은 가족과 지역사회 개입이 높아져야 한다
고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중요도, 빈도, 우선도, 난이도를 고려한 학교사회복지사 직무 순위
를 다음과 같이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① 개별개입(문제사정, 상담, 사례관리) ② 지역사회개입
(자원개발 및 관리,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지원) ③ 가족개입(가족방문, 가족지원) ④ 행정 및
기타(인력관리, 전문성 신장활동, 행정서류관리, 시설 및 비품관리, 학교사회복지실 관리) ⑤ 학
교체계지원(교사지원, 정책참여, 학교환경지원) ⑥ 집단개입(성장집단개입, 문제해결집단개입, 학
급개입, 특별프로그램)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앞서 제시한 교복투 사업 전문인
력들의 직무와 과업과 공통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표 9>참조). 지역사회교육전문

<표 9> 프로젝트 조정자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필요역량군과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 비교
지역사회전문가/

구분

프로젝트조정자의 필요 역량군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개념

지역사회

조정자

학생에 대한 개입(문제사정, 상담, 사례관리)

2. 교육복지사업이해
3. 교육체제 이해

학교체계지원, 교사와의 협력적 활동

4. 지역사회 이해

지역사회개입

5. 정보능력

전문가와
프로젝트

학교사회복지사 직무

6. 기획 및 조직 능력
수행

7. 프로그램 개발 능력

공통
8. 예산관리 능력

학교체계지원, 정책결정 및 행정
집단개입(성장집단개입, 문제해결집단개입,
학급개입, 특별프로그램)
행정 및 기타

9. 리더십
네트워킹

자원개발 및 관리, 지역사회 연계,

10. 대인관계능력

지역사회 지원

11. 의사소통능력
지역사회
차이

전문가
프로젝트
조정자

학생에 대한 사회복지
학생에 대한 서비스

(문제사정, 상담, 사례관리)
가족개입(가족방문, 가족지원)

모니터링/컨설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복지사업 발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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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직무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거의 중복된다. 하지만 교복투 사업의 지전가들의 역
할에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자, 사례관리자로서의 비중이 더 확대되어 있다. 더구나 프로젝트
조정자는 기존의 학교사회복지사가 수행했던 미시적인 접근은 거의 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사업
계획자, 조정자, 연계자, 정보수집 및 분석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컨설팅의 역
할이 강조되고 있다.

V. 결 론
교욱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내 전문인력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복투 사업 초기에 이미
규정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 전문인력 중 85% 이상인 사회복지사들은 사업에서 명시한 주어
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적 가치와 지식, 기술에 익숙
한 상태에서 교육격차 해소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활동을 요구 받고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
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과 사업의 일선 수행자로서 요구하는 활동 간의 접점을 찾는 일이
때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의 지표를 단지 학업성취도로 보고자하는
일부 일선 교육행정가들의 견해에 과감히 이견을 제시하기도 어려워하며 교사만을 교육 현장의
전문가로 인정하려는 우리나라의 학교문화도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교육복지 전문인력으로서 교육격차 해소라는 사업의 목적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
회복지사의 자세와 역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복투 사업의 기본 가치는 교육격
차 해소를 통한 교육의 형평성 추구이다. 이것은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
와 일치한다.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정의, 평등이라는 가치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재인식
한다면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복지야 말로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 현장이라는
확신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교육복지 사업의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리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을 임상적 수준으로 스스로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실천이 미시적 차원의 임상적 접근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고 그간의 학교사회복
지 실천도 학생과 가족에 대한 임상모델 접근을 중시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
지사의 전문적 역할은 임상적 역할 뿐 아니라 연계자, 조정자, 중개자 등 다양한 전문적 역할이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개별적 개입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중, 거시적
역할-사례관리자, 연계자, 조정자, 계획자, 정보 수집 및 분석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교육현장 경
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한정된 경험 속에서 교육과 교육자들을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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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적 관점을 접한 후 자신의 교육관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최근 교육적 이슈에
대해 토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격차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교육격차 해소의 지표를 단지 학업성취도로 보고자하는 일부 일
선 교육행정가들의 견해에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주
대상은 교육취약집단이다. 이 집단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약으로 인하여 주
류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적 혜택(기회나 내용, 또는 결과)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계층, 이
질적 문화를 소유한 학생, 도심의 교육낙후 지역 학생, 농어촌 벽지거주지역 학생 등이 포함된
다. 빈곤과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복지의 주된 관심이며 대상이지만 빈곤계층과 장애인의 교육소
외, 교육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취약계
층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교육복지사업의 초기에 제기되는 문제가 낙인의 문제이
다. 낙인의 우려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는 이 사업의 대상을 전체 학생들로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들에 대한 옹호자와 대변자 역할을 통하여 낙인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
을 것이다.
넷째, 교육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 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사회
복지 활동의 기본은 생태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욕구와 자원의 연결로 사회복지 교육은 이를 위
한 지식과 기술이 주축을 이룬다. 따라서 어떤 전문가보다 사회복지사들이 네트워킹에서 전문성
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육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취를 위해 교육행정가, 교사와, 학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형성
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교육을 학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면 학부모를 파트너로 협력관계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학교는 교육취약계층의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역할에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out-reach 활동의
적극적 실행을 통하여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다.
사회복지사가 교사와 학부모의 대리 역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학부모가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다.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역할의 변화를 위하여 교육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사회복지(또는 학교사회복지) 교육 내용과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선 교육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학교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학교
체계 관련 분야를 강화하고,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이해 교육,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임상적, 미
시적 실천 교육 중심에서 사례관리,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조직 등 중․거시적 접근법 교
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교육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대학의 전공/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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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교육복지 전문가의 기본 토대를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학교사
회복지학회와 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실무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때 학교급별, 사업 시기별 역할에 대한 중점 교육 차별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교육복지사업의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교육복지가 지속적 실효를 거
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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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Exclusion, Inequality and Social Workers

*

Kim, Hye R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uties and tasks of professionals of the educational fields,
working for eliminating social exclusion and to propose the roles of social workers in the educational fields
of Korea. As a result, social workers in the educational fields should change their roles from the roles in
micro level such as clinicians to meso/macro level roles such as case managers, coordinators, planners, and
advocates. And social workers should make utmost efforts to form partnerships with teachers, education
administrators and parents. For these changes of the roles, school social workers should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all educationally disadvantaged students such as 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low income areas. Especially school social workers should heighten their
consciousness on children's rights. Also educational curriculum and systems in school social work education
of colleges and school social workers' associations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demands of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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