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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회복탄력성 이론을 토대로 한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가 아동
의 학교폭력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
육복지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정한 교육복지·
지원우선학교와 교육복지일반학교 남부교육지원청과 강서교육지원청, 서부
교육지원청 관내 각각교육복지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통하여 학교폭력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교육복지프로그램 참가에 따라 아동의 회복탄력성의
어떤 하위요인이 학교폭력태도의 어떤 하위요인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교육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의 학교폭력예방에 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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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학교폭력을 비롯한 문제행동과 관련된 적응유연성 연구가 활발해지면

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사회 환경적인 다양한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고
연구발표가 있다(Ruter, 1991, 재인용). 이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는 일부 소외
계층만을 위한 교육복지에서 벗어나 정규교육을 비롯하여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그
동안의 '교육복지사업'이 어느 정도 정책이 안착되어 조손가정을 비롯한 한 부
모가정,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돌봄 기능이 정책적으로 강화되었다.
2015학년도에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가 동사무소에서 각 학교 복지업
무로 이관되어 최저생계비가 200% 이하 자를 학교에서 접수하여 지원 처리하
도록 하고 있다. 주소지 동 주민 센터에 문서로 소득 인정액

확인을 요청하여

기타수익자부담경비인 소규모테마 교육여행 ‧ 수련활동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
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 각종 교육복지 ·지원이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처리
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업 업무는 수업에 집중해야 할 일부 교사에게 행
정업무까지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엄격한 규정과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단위 학교 예산 사용 문제와, 민간 실무 인력과 교사들과의 학교
적응, 사업 운영 평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은 교
육복지프로그램에 교육 소외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낙인감을 없애기 위한 배려로 강제성 없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
육복지 대상 아동은 교육복지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중복지원이나 우선지원
아동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교육취약계층 아동 모두가 교육기회
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와 지역아동복지센터가 프로그램 신청 또는 참
여 여부 등 학생들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복지업무가 되었다. 업무
담당자조차 드림스타트와 같은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지원받는 학생을 파악하
지 못하거나 혹은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서로 참여시키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
어나 참여 학생들의 명단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복지 운영에 있어서 참여대
상을 확보하는 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한다(임주연, 2013, p.29). 이
는 교육복지가 시작부터 대상 아동의 낙인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방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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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복지사업 대상이 기초수급자, 법정 한
부모가족, 법적 차상위계층, 기타 담임 추천 학생 등 주로 부모의 경제적 어려
움과 가정 해체와 같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어 자존감 상실, 무기력감,
학습 능력 저하 또는 폭력성 등의 특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임주연, 2013,
p.61).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에는 예방과 초기 개입이 있어야 심각한 수준의 행동
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벌이나
발생한 폭력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조기 예방교육이 문
제예방에 손쉬운 만큼 발달과정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효과성 연구
가 시급하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이창숙, 2012,
p.2).
교육복지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소외계층 아동만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낙인감
이나 자기존중감, 회복탄력성 등에 치중되어 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복지학
교의 운영방침은 심리정서 및 문화예술, 학습지원, 복지지원 등을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 상황이 끊임없는 교육현장에는 취약계층 아동
은 위기관리 대상학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더욱이 학교폭력은 교육복지 방침과 별도로
시달되어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각종
연수와 현장 개입, 치료 프로그램 등을 투입하는 데, 체계성이 없고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개발된 프로그램도 홍보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학
교폭력 관련 법규에 의한 행정 업무 처리와 교육프로그램의 중복지원 등 학교
폭력예방교육이 허술한 실정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을 피해자, 가해자로 나누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학교는 교육기관이 처벌 격리 및 전학 등 경찰 입회 아래 범죄시 하며
소송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교육복지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나 개입 전략을 강구해
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교육복지특별사업의 방향을 사전에 학교 폭력의 예
방적 대안 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 방향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아동의 학교폭력감소방안과 연계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육복지연구가 회복탄력성 위주에 국한될 것
이 아니라 폭력예방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동의 성장기에 따른 학교폭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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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기제에 알맞은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 현
장에서 위험상황에 처해있는 아동의 학교폭력 유발요인인 스트레스 조절에 영
향을 줄만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 복지프로그램은 어떤 영역이며,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학교폭력태도에까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복지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조기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

2.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교육복지가 보편 복지로 확대 시행되는 바, 교
육복지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통하여 학교폭력태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
어서 교육복지프로그램 참가에 따라 아동의 회복탄력성의 어떤 하위요인이 학
교폭력태도의 어떤 하위요인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교
육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의 학교폭력예방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기
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의 참가자 평가 관점에서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어떠한
가?
둘째, 아동의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는 학교폭력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
는가?
셋째, 아동의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는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력이 미치
는가?
넷째, 교육복지프로그램과 학교폭력태도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
과는 어떠한가?

3.

연구의 방법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아동의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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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연구방법
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4, 5, 6학년 학교폭력 전수조사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표본추출을 위해서 교육복지지원사업 매뉴얼에 있는 일반학교 6개교
를 학년별 두 학급씩 총 9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우편 발송
또는 직송하였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화로 협조요청을 하였다. 설문지
870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율이 떨어지는 90부를 제외시키고 총 780부를 통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최종 수집된 설문지를 부호화작업을 거쳐 spss 1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육복지프로그램이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였을 때 학교
폭력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에서 사용한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으로
Cronbach's alpha를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에 관한 기초통계자료를
얻기 위해서 각 설문항목에 대하여 빈도분포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인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와 성별, 학년별 집단 간의 차이점
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각 변수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아동의 회복탄력성의 어떤 하위요
인이 학교폭력태도의 어떤 하위요인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차이 분석은
카이자승(χ2) 분석과 다변량분석 MANOVA, 변량분석 ANOVA를, 관계분석은
중다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Ⅱ. 교육복지프로그램의 운영과 발전 방향

1.

교육복지프로그램의 개념
가정의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교육소외 학생의 행복교육 실현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사회계층의 형평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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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회복탄력성 신장 프로그램 모형 - 역경을 극복하는 힘, 회복탄력
성 기르기는 교육과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교를 지정하
여 운영하며 교육소외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서
울시교육청, 2014, p.3).
사회적 빈곤 문제를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들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1호 교육부 훈령 제
203호「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권자,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 탈북가족 자녀 등 종합적인 교육지
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복지 정
책을 구체화하였다. 주로 저소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
역사회연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에게 교육 ․ 복지 ․ 문화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 균등을 달성하고자 늘어나는 빈곤층에 대한 교
육복지지원사업으로 등장한 교육복지이다(김종언, 2009, p.6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인 교육
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2003년에 서울 6개 지역 총 34개교가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경과(서울시교육청 교육복
지특별지원사업 매뉴얼, 2015, p.81)를 보면 초등학교 419개교, 중학교 348개교,
고등학교 61개교 총 828개교 63.5%로 확대 시행되었다.
교육복지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능력 증진,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발달지원,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영유아 교육․
보육 활성화 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교육
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영역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관련 법령에서 보면 "교육복지우선지
원사업”이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
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
다.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말한다. “사업학교”
라 함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학
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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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가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육복지”란 모
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
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ㆍ부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복지 프로그램과 관련 법령으로 서울특별시조례 [제5771호, 2014.12.30.]
제11조 프로그램 기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민간이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대상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
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효과 증
진을 위한 방안을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 희망자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
다.
⑤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자가 안전 조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
다(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매뉴얼, 2015, pp.81-89.).
교육복지프로그램은 주로 집중지원학생과 집중관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성
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집중지원 학생이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서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담임추천(위기 및 결손 가정)의 저소득
층 자녀, 소외계층 자녀,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말한다. 실질적 교육기회균등
실현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하여 학생 또는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소질․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정연계 프로그램과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
복지 프로그램 등이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 집중관리 학생은 총체적 교육
복지 지원 및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으로 집중지원학생 가운데 여러 가
지 문제가 누적된 복합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
원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뜻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꿈사다리에서 살펴보면 개인성장지원이란, 교육복지특별지
원사업을 통해 집중지원학생이 교육소외를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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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달단계에 따라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주된 사업은 학
습증진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

그램, 심리정서프로그램, 복지지
원사업 등 [그림 2-1]과 같이 학
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복지공동
체 구축을 통하여 학습, 문화·
체험,

심리·정서,

보건·복지

등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저
소득가정 학생의 교육·문화 격
차를 해소하기 위한 행복교육복
지사업이다.
첫째, 학습증진프로그램은 저
하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학
습과 문화, 심리정서지원이 통
[그림 2-1]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 개요
*서울시교육청,(http://kkumsadari.sen.go.kr)

합적으로 구성된 종합프로그램
이다. 기초학습부진학생 및 저
소득층 우수학생의 학습결손 누

적방지를 위한 학생 수준별 맞춤식 소그룹 지도프로그램으로 되어있다. 학습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문화체험프로그램은 다차원적 능력 계발을 위하여 학습동기부여 및 문
화 예술 스포츠 등의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이다. 요리활동, 문화 · 체험, 텃
밭 가꾸기, 동네체험, 자원봉사활동 등의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을 비롯한 학생
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진로 찾기를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육복지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들이다.
주로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인성 발달과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저소득
층 아동만이 아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주요 사업이다.
셋째, 심리정서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프로그램 및 개별상담, 집단상담활동을
비롯한 학습장애요소를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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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응활동 지원 및 교사 · 대학생 · 또래 멘토링 등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방임, 방치 등의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치유하며,
긍정적 자아개념, 건강한 사회성 신장을 돕는 심리․심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이다. 아동의 잠재 성장력을 돕고, 교우관계 및 학교, 지역사회요인을 고려한
사회적지지 주요 사업이다.
넷째, 복지지원프로그램은 보건복지와 운영지원으로 건강검진 및 치료지원,
가족캠프 및 가족 지원, 교육복지실 운영을 비롯한 교육복지 공감대 형성을 위
한 학부모·교사 대상 연수 ,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각종 지원활동 및 단위학
교의 교육복지위원회 운영 및 사업 홍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복지협의회 및
시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 복지
· 지원프로그램이란, 아동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에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 지
원을 비롯한 부모와 학교의 보호 없이 학교 밖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 지원체제인 지역아동센터, 민간 공부방 등과 연계협력 강화프로
그램 등으로 제한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학습증진 영역,
심리정서 영역, 문화체험 영역, 복지지원 영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영역마다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학교단위로 자체 개발하고 있다. 교육복지프
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미 방과후 학교 프로
그램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에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별도의 복지계
획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교마다 같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심리 · 정서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문화영역, 또는 학습영역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주목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김종언, 2009. p.6).
방과후 공부방의 경우, 보육의 기능을 강조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복지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나 기초 학습의 기능을 강조하게 되면 학
습증진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게 된다. 방과후 공부방 또는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는 보육,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어
느 한 영역에 속하는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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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복지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교육복지 프로그램 내용은 학교 단위 사업별로 운영된다.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들의 욕구 조사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삶에 유기적
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욕구조사
참여가 미진하고 교사 임의적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의 주요 영역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습증진, 문화 ․ 체험, 심리 ․ 정서, 복지 · 지원 등 네
영역으로 나뉘도록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며, 네 영역을 모두 운영되도록 의무
고지하고 있다(김종언, 2009, pp.12-15). 영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복지 ·
지원학교 및 일반학교의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보면 회복탄력성 증진
을 위하여 학교별로 특색있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목표
❍ 학습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결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
학력 및 학습능력을 향상하도록 한다.
❍ 집중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문화
적 소양을 향상하고 다차원적 능력을 계발한다.
❍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 치
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학교적응력 및 회복탄력성을 신장하도록 한다.
❍ 집중지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아
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
❍ 학교-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집중지원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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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돌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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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 기반 교과 및 비교과 연계
[그림 2-2] 초등학교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프로그램

* 2015 교육복지특별교육지원사업매뉴얼 (서울시교육청, 2015)
(2) 중점 영역
❍ 집중지원아동의 학습부진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여 맞춤형 학
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습 동기화 프로그램(학습코칭 I-STUDY, 햇살모임, 적성검사, 직업탐
방)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하여 진로동기와 학습동기력을 함께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토요일에 방임되는 집중지원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지역간 연
계 협력을 통해 아동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토요 휴업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주중 동아리 활동(통기타, 스포츠, 요리 등)을 통해 집중지원아동이 자신
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다차원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 지역간 공동사업을 통한 2세대 지원 사업 및 가정방문, 학부모
상담을 활성화 하여 집중지원 아동의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 회복탄력성(자아 효능감, 자기조절능력, 대인 관계력)신장을 위한 프로
그램(학부모 1:1 멘토링, 심리치료, 심리검사, 집단상담, 학부모상담)을
운영한다.
❍ 지역기관과 네트워크(실무자 협의회, 사례관리 협의회, 교육복지발표회)
를 활성화하여 집중지원아동들에게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복
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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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초등학교 복지프로그램 예시

영역

A교

◈ 기초학습
◈ 튼튼클리닉
햇살모임
자기주도학습
학습 ◈<I-STUDY>
◈ 진로탐색
<도림하이>
◈독서지도프로그램
문화
예술
심리
정서

◈
미술하자/끼친
◈
난타하자
◈
상상놀이터
◈
요리교실
◈
통기타교실
◈
스포츠교실
◈ 문화·체험인솔
◈
심리검사
◈
심리치료
◈
마음누리
◈
◈ 예비중
마법스쿨

◈
저
:: 드림교실
◈
고
나눔교실
◈
몸짱
◈좋은습관기르기
복지
가족 나들이
지원 ◈
<토.토.가>
◈
가족 워크샵
◈학부모/교사연수
◈운영위/실무자협의
◈ 느티나무 교실

3.

프로그램 명
C교
◈
기초학습부진
◈
교과부진학습
◈
꿈이
자라는
◈ 해피드림
토요독서
◈
드림하이캠프 ◈ 수학영재교실
동아리
◈
영어마을
◈ 책마을 놀이 ◈ 학습캠프
◈
영어캠프
◈
과학캠프
◈ 소프트웨어캠프
◈
진로탐험
◈
자연사랑
◈
고궁사랑
◈
◈
연극사랑
◈ 체험@감성터치
“씽씽쌩쌩”
◈
미술사랑
수영동아리
◈
과학사랑
◈
빙상사랑
◈
◈ 뮤지컬사랑
오감체험
◈
관계개선
◈
미술심리
◈
사제동행나눔 ◈ 마음건강자람
◈ 가족사랑
◈
푸름이
◈
치과진료
◈ 수명꿈나무
◈
위기지원
개인성장
지원
◈
자연치유
◈
마음더하기
◈
예방교육
지역네트워크
◈
부모교육
사업
◈
교사연수
◈
아이사랑
◈
사례관리
학부모봉사단
◈ 교육복지협
◈
함께
성장하는
의회
협의체
학부모/교사연
◈
지역기관협의체
수
◈
가정방문
◈
희망나래
◈
면담
교육복지운영
◈
슈퍼비전연수
◈ 학교단협의체
B교

D교

E교
◈ 읽어주는
그림책
선생님
◈
Plus!
◈
동행프로젝트
수학놀이교실
◈ 무지개빛 배움터 ◈ 조물조물도예교실
◈
영어
배움터 ◈ talk! talk!
◈
학습상담
◈ 엄마독서멘토링 ◈ 영어교실
내손으로 척척!
◈ 읽기향상교실 역사교실
◈유레카! 과학놀이
◈
어깨동무예술학교
◈ 몸튼튼
건강교실
◈
어린이연극
◈
우크렐레
◈ 진로체험,
키자니아
◈
보드게임
◈
손공예부
점프관람
◈
무지개방학교실
◈
인형극
초청공연
◈ 원예테라피
◈
사제멘토링
◈
마음교육
◈
◈
CRA교육
◈ 친구랑
초록꿈 도란도란
텃밭교실
◈
CAP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
◈
◈ 구강보건사업
위기가정
지원사업
◈
교사연수
◈
학부모연수
◈
사업별
◈ 위원회
홍보 및협의회
운영

교육복지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저소득가정이 밀집한 학교를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로 지정하여 교육․문화․복지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여 2014년도
에는 총 499교(유 146개원, 초 156교, 중 136교, 고 61교) 지정하여 저소득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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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약 10만 여 명 중 4만 1 천여 명(41.3%)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그러나
비 사업학교의 재학 저소득가정 학생(58.7%)에 대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생으
로 역차별로 일반학교 학생들의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서울시교육청,
2015, p.48). 일반학교의 저소득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에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교육복지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 학교교
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습증진,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지원 등 각 유형별 영
역을 모두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교육과정에서 교과와 관련하
여 법정 수업시수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사업들로 예산규모나 수업시수 관계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을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세워져야
함에도 일률적인 운영 방침이라 할 수 있다.
교육복지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에 기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 및 각 교과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심리

정서프로그램 영역에서 진로활동 운영은 학교교육과정 내에 주제 활동으로 수
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1-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운영을 살
펴보면 교육복지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업이다.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기본계획·
운영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15)에서 심리정서영역의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표 2-2>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과 거의 중복되고 있다.
<표 2-2 >학교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예시
구분

추진 내용

시기

·1학년 :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진로 적성 계발의 토대 마련 - 생태체험,
심성계발
프로그램

연극놀이, 창의음악, 몸놀이, 텃밭 가꾸기, 독서체험활동 등
·2학년 : ‘나를 소개합니다’ 활동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
마련

3월
초

·6학년 : 무용동작 치료교육을 통한 자기이해력 계발
진로적성
검사

·3학년 : 흥미, 진로관련 심리검사 후 선생님과 상담

3월

·3∼6학년 : 성격 및 진로 관련 검사, 학기 초에 실시

중
4월∼

소질계발

·1∼6학년 : 다양한 활동을 통한 창의성, 협동심, 질서의식 등을 고양,
동 아리에 따라 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12월
동아리
활동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4학년 : 국어, 사회, 과학, 예술 교육과 관련한 진로교육
·6학년 :
(1) 3월 진단활동평가 기간, 진로적성검사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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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해 연4회 무료진료검사 실시
1학기 진로-자기이해영역 프로그램 실시 : 무용동작 심리치료
(3) 주제중심 교과통합 학습을 통해 2학기 진로교육 20시간 실시
(4) 진로현장체험학습 : 잡월드 예정(11월)
(5) 그 외 동아리(40시간) 및 뮤지컬교육(16시간)을 통해 다양한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서울교육청(2014),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2015학년도초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자료, p.131.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이 너무 방대하다는 점이다. 교육복지프로그램 아동 참여에
많은 무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단위학교별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각종 학교특색사업에다가 복지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
과 함께 교육복지프로그램이 덧보태지기 때문이다. 아동에게 필요한 학습증진
과 학교적응력, 문화․체험, 심리․정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 복지 프로
그램이 교육과정에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아동에게 기제요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습, 문화 · 체험, 심리 · 정서, 보건 · 복지, 운영지
원으로 영역별 예산을 우선 쪼개어 편성하고, 유형별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운
영하기 위하여 고심하는 담당교원의 고충은 아동의 욕구보다는 일단 지침대로
세울 수 밖에 없다. 학생은 오지 않게 되어 예산 낭비 및 새로운 방법 모색으
로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된다.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 개설
․

운영은 과다한 업무 양산보다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유형이나 교

육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자
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인지적인 분야보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도하고 싶
어도 할 수 없는 스포츠 분야 또는 예술, 배우고자 하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할 수 없는 아동에게 기회를 줄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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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학교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별 추진 내용
학
년
1
2
3
4
5
6

내용
- 생태전문강사와 지역사회 특징을 활용한 생태체험
- 창의음악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창의음악교육
- 국악강사와 함께 하는 교과 연계 국악교육
-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는 독서체험활동
- 일년 학교생활을 돌아보는 글쓰기와 문집 만들기
- 생태전문강사와 지역사회 특징을 활용한 생태체험
- 창의음악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창의음악교육
- 국악강사와 함께 하는 교과 연계 국악교육
-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는 독서체험활동
- 문화예술체험으로 진로소양계발 조소교육(도예)
- 문화예술체험으로 진로소양계발 창의음악교육 (악기
연주)
- 다양한 체험으로 바탕만들기 : 스포츠클럽, 벼룩시장
- 나에 대해 알아보기
- 적성검사 / MBTI 검사
- 나의 적성과 소질 알기
- MBTI 성격검사 및 결과를 활용한 진로교육 수업 2
시간
-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적성검사
- 1∼2학기 진로 프로젝트 학습
- 진로 프로젝트 학습 발표회

시기
4월∼12월초
4월∼12월초
3월∼12월초
학기말 각 2주간
학년말 2월 1주간
4월∼12월초
4월∼12월초
3월∼12월초
학기말 각 2주간
3∼5월 10주 20시
간
9∼12월 14주 28시
간
3회, 6시간
3.21(월)
4.1∼4.5
7.1, 7.3
3월 2∼3주
3.17∼3.21
7.14∼24, 8.26∼
9.4
9.4

교육복지
프로그램
관련유형
*문화예술
*학습증진
*문화예술
*학습증진
*문화예술
*심리정서
*심리정서
*심리정서

* 서욼교육청(2014),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2015학년도초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자료,p.133. 참고.

둘째, 복지 예산이 중복 지원이 되어 일반학교 복지대상 아동에게 공백이 오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의 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집중지원학생
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 간식비, 재료비, 활동비를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
지만, 이로 인한 행정업무가 일반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다. 교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
더라도 아동의 통장에 적정 복지비용을 일괄 넣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에게 꼭 필요한 일상생활 물품을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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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융통성 있는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자료, 물품 구입 등은 프로그
램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우 집행 가능하지만 교육복지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
에 학습자료, 물품구입 지원이 어렵다면 아동에게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립
심을 키울 수도 없게 된다. 모두 교사나 지역사회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감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계적인 경제프로젝트를 마련해 주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학교 복지대상 아동은 법정저소득가정 학생 10명 이상 학교를 권
역별 협의체 등 지역사회기관 연계 협력하여 일반학교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로 지정한 문제이다. 일반학교까지 확대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10명 미만인 학교에 다니는 교육취약계층의 역차별 또한 고려해야 할 문제이
다. 한 학년 또는 2개 학년에 합해서 3∼4명 정도인 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배
분하는 공평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연속성이 있는 다차원 능력 계발사업을 꾀
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치활동이 해당교사의 관심과 배려 활동이 지속가능하도
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집중지원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문제
이다.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동아리는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 의사가 있을
시 개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면, 교육경비지원은 집중지원학생의 획일적인 지
원은 불가하고 꼭 필요한 경우 개별 학생 단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
정이 학교현장에서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한 교원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기본계획·운영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15)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예산을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위학교 담
당교사의 추천이나 학교에 예산 재량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복지
지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대상아동에게 꿈을 심는 데 적합한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기제로 쓰여 질 것이다.

Ⅲ. 연구 결과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 유형이 학습증진,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지원 등
네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복지프로그램의 회복탄력성과 학교폭력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주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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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 검증결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
은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 및 회복
탄력성, 학교폭력태도에 대한 타당도 분석을 위해 모델을 구축하고,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구조방정식 모델에 사용된 관측변수들에 의한 측정모
형의 타당성을 분석 결과 연구모형을 구성한 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선정한 항
목들은 모두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육복지프로그램은 학습증진,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지원프로그램
으로 유형별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자신감 증진도(학
습증진) .873, (문화․체험활동) .866, (심리정서) .874, (복지․지원) .874, 참여정도
.865, 희망정도 .864, 흥미정도 .856으로 양호하였다.
셋째, 교육복지프로그램 참가아동의 분석 결과, 학습증진프로그램은 학교폭
력의 해결능력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학습증진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
력에 대한 해결능력이 낮아졌다.
넷째, 문화․체험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문화․체험프
로그램의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회복탄력성은 학교폭력에 대
한 대처능력의 도움 요청과 해결 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부(-)의 영향이었다.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폭력에 대한
도움요청과 해결능력이 높았으며, 허용적 태도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허용
적 태도가 줄어들었다.
다섯째, 교육복지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의 매개로 학교 폭력에 대한 도움요
청, 해결능력, 허용적 태도에 영향은 문화․체험프로그램 → 회복탄력성 → 도움
요청, 해결 능력, 허용적 태도의 매개경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문화․체
험프로그램에서 도움요청, 해결능력, 허용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성립되지
는 않았지만, 직접적인 경로계수와 간접적인 경로계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문화․체험프로그램은 폭력해결능력과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쳤다. 장기적인
교육성과로 볼 때 회복탄력성의 매개역할은 간접 영향을 가져오게 하는 긍정
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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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활동
지원

악기연주지원
교육복지
프로그램

(학교폭력태도개선)

문예체활성화

교육기부확산

학교교육
기반 보완

학교폭력
조기예방
문화체험
프로그램

( 교육 취약
부문 - 용기,
공동체감 등)

학습증진 :
부진아지도

심리･정서 ;
심리적성,보건

학교교육
지원체제(기존

문화･체험 ;
지역사회연계

)

돌봄･복지;돌봄교실,
방과후학교

[그림 2-3] 학교폭력조기예방을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전략
* 학교폭력조기예방을 위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전략임.

심리정서프로그램은 생활 안정을, 복지지원프로그램은 학교생활의 변화와 교
육복지의 긍정적인 인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활발하다. 이중에서 문화․체
험 프로그램 효과에서 나타나는 자신감은 경험자체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질
감 형성은 물론 특별한 체험을 통해 자부심을 형성하므로 교육복지프로그램
대상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의 학
교폭력보호기제로 교육복지프로그램 중에서도 문화․체험프로그램이 가장 효과
적인 유형으로 파악된다.
교육복지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거나 참여해야 하는 것은 대
상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쉬고 싶어서 프로그램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점이나

교사들의 운영부담 등을 감안할 때 현행 학교교육지원체제에서 학교

폭력예방 차원의 보완프로그램은 앞의 [그림 2-3]과 같은 운영 전략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복지프로그램 네 영역 모두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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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특별사업의 하나로 문화․체험분야 같은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문을
집중하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참여나 교사 과다업무로 인한 고충 및
복지비용 절감효과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일반학교 교육복지지원사
업이 확대시행하는 교육복지프로그램은 아동이 당면하는 학교폭력에 예방 효
과가 있는 기제 요인을 도출하여 학교별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방향
을 모색하는 것이다.
교육복지우선투자 대상 아동들의 낙인감 극복 위주의 정책에서 학교폭력 조
기감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복지집중프로그램
으로 전환되어, 아동의 생태학적 환경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으로 잠재능력을
계발하면서 자신감과 문화생활에 접하다 보면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는 회
복탄력성을 간접적으로 키워나가면서 건전한 신체 성장과 건전한 정신 발달을
도모하는 기량을 길러주는 것이다.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적응 곤란, 역경 등을
회복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아동들에게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성장하는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원 연수와 더불어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17년까
지 모든 학교에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기반 구축‧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개정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를 2013년부터 반영하여 학
교폭력 예방교육을 연 1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위해 학생 눈높이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방
향을 모색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연극, 뮤지컬 등
공감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
교와 교육청, 문화체육부, 교육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개
발‧운영을, 예산 지원은 문화체육부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공연 단체와 연
계하여 지원되는 문화‧예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우관계나 낙인감 형성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와 사업 추진의 원칙을 달리하
여, 초등학교의 경우 집중지원 원칙으로 추진하고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본이 아동 중심이라는 점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학교와 지역사
회 자원이 유기적인 통합 연계서비스로 사회․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협조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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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교육복지사업 대상이 기초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법적 차상위계
층, 기타 담임 추천 학생 등으로 주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해체와 같
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어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무기력감 또는 학습 능
력 저하, 폭력성 등의 위험성과 안고 있다고 볼 때, 교육복지프로그램은 학교
폭력 위험수위가 남다른 교육복지사업 대상 아동의 보호요인이 우선되어야 한
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육복지프로그램은 각종 스포츠활동 및 예체능활동 등 문
화․체험프로그램이 학교폭력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소외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 환경을 승화시킬 비행예방을 위한 긍정성에서 특히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바와 같이 문화․체험프로그램의 회복탄력성 증진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과 해결에 중요한 기폭제가 됨을 밝힐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을 예비 범죄자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단정 짓고,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출결 상황’, ‘학적
상황’의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는 것과 같은 징벌
위주의 학교폭력예방은 결국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물론
아동행동에 대한 책임과 통제의 힘을 조절하고 아동 자기의 행동에 대한 통제
력과 올바른 자녀로서의 훈육을 증진시키는 부모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에 관한 부모교육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환경에서 건
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학교폭력태도를 고려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학교
폭력 조기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복지프로그램 전략이 필요하다. 성과위주
의 프로그램이기에 앞서 학교폭력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 이론을 토대로 한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가 아동의
학교폭력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 유형이 학습증진, 문화예술, 심리정서, 복지지원
등 네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
으로 교육복지프로그램의 회복탄력성과 학교폭력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주
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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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측정도구 검증결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
은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 및 회복
탄력성, 학교폭력태도에 대한 타당도 분석을 위해 모델을 구축하고,
요인분석을

확인적

실시함으로써 구조방정식 모델에 사용된 관측변수들에 의한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분석 결과 연구모형을 구성한 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선정한
항목들은 모두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학습증진, 문화예술, 심리정서, 복지지원프로그램
으로 유형별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자신감 증진도(학
습) .873, (문화․체험활동) .866, (심리정서) .874, (복지․지원) .874, 참여정도 .865,
희망정도 .864, 흥미정도 .856으로 양호하였다.
셋째, 교육복지프로그램 참가아동의 분석 결과, 학습증진프로그램은 학교폭
력의 해결능력(β = -.282, p<.05)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학습증진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능력이 낮아졌다.
넷째, 문화예술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β = 0.342, p<.05)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 회복탄력성
은 도움요청(β = 0.745, p<.05), 해결능력(β = 0.845, p<.05)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허용적 태도(β= -0.273, p<.05)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회복탄력성
이 높을수록 폭력에 대한 도움요청과 해결능력이 높았다. 반면, 허용적 태도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허용적 태도가 줄어들었다.
다섯째, 교육복지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의 매개로 하여 폭력에 대한 도움요
청, 해결능력, 허용적 태도에 영향은 문화예술프로그램 → 회복탄력성 → 도움
요청의 매개경로의 Zab = 3.316(p<.05)와 문화예술프로그램 → 회복탄력성 →
해결 능력의 매개경로의 Zab = 3.307(p<.05), 문화예술프로그램 → 회복탄력성
→ 허용적 태도의 매개경로의 Zab = -2.89(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문화예술프로그램에서 도움요청, 해결능력, 허용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성
립되지는 않았다.
직접적인 경로계수와 간접적인 경로계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문화예술프
로그램이 도움요청, 해결능력, 허용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매
개역할이 성립되지 않으나 문화예술프로그램은 폭력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며
회복탄력성에도 영향이 있다. 장기적인 교육성과로 회복탄력성의 매개역할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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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교의 자율성에 따른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추
진이 필요하다.

기존의 학교교육과정에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프로그램과

동일 유형은 학교에 일임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복지예

산의 중복지원이나 프로그램을 낭비와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의 자율성에 따른 학교폭력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 운
영 추진이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학습증진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심리정
서프로그램, 복지지원프로그램을 일괄 운영하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프로
그램 등에 집중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복지예산의 중복지원이나
프로그램을 짜느라 시간 낭비와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의 소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태도를 바르게 키우려면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그 학교폭력태도에 대한 격차가 심화되기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
습증진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에 몰입하도록 하여 자신감과 용기를 부여한다
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능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복지프로그램은 개발하기보다 기존 프로그램과 학교교육 프로그램
을 한데 모아 유형별로 분류 또는 체계적으로 목록화 하여 복지싸이트의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방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유형별 교육복지프로그램 수립으로 복지담당교
원들의 어려움이 많고 혼란스러워 한다.
다섯째, 아동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교육복지 이론과 운영의 실제를 의무
연수하도록 한다. 교육복지프로그램에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은 자기조절능력
과 대인관계능력, 긍정성과 문제해결력, 타인공감성, 자아확장력, 감사하기 등
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조절, 용기부여, 공동체감 등 학교교
육과정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다. 취약계층의 학생을 배려하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게 이를 인지하는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 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
여섯째, 초등학교 단계에서 폭력징후를 미연에 방지하는 학교폭력지원체제의
하나로 복지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한다.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낙인감에 주시하
기보다 아동 입장에서 쉼과 삶의 여유를 주는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이 유기적
인 통합 연계서비스로 사회․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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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chool Violence Attitudes on
the Resilience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 Participants
Sun-Hee Lee ․ Keum-Seob Koo

This study set a goal to figure out that how participation on the
educational welfare program affect on the students' attitude to the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resilience theory. There are four categorie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ogram for this study, learning improvement, cultural art,
psychological emotion, welfare support. The target of the program is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The program is
analyzed for figuring out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 violence attitude and
the resilience. It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as the result of the reliability analysis of the educational wel fare
program, the reliability coefficient is satisfactory fine, .873 for learning
improvement, .873 fir cultural art, .874 for psychological emotion, .874
welfare support and .865 for participation degree, .864 for application degree
and .856 for interest degree.
Second, as the analysis result of the participation of the welfare program,
learning improvement program has negative influence for the ability to solve
the school violence. The higher level of the learning improvement, the lower
ability to solve the school violence.
Third, the cultural art program has positive influence of the resilience. The
higher level of the cultural art program, the higher resilience. The higher
resilience, the higher level of asking help and ability to solve the school
violence. On the other hand, the permissive attitude is getting lower when
the resilience is higher.
Fourth, the effects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 for asking help, ability
to solve, permissive attitude with the resilience is meaningful. The medi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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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 is in the order of cultural art program → resilience → asking help,
,ability to solve, permissive attitude.
In the result of these analysis, the writer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educational welfare program needs to be promo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chool violence attitude as a developmental stage of
students and autonomy of the school.
Second,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welfare program needs to be
authorized by the individual school. From 2015, the educational welfare
program is firstly introduced to the public school.
Third, the entire managing policy for learning improvement, cultural
experience, psychology · emotion, welfare support gives lots of pressure not
only to the participants but also the teacher in charge.
Fourth, the flexible welfare support is needed to support the program and
goods for the children of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Fifth, the teacher who is in charge of teaching children has to get a guide
and a training about the theory and management of the educational welfare.
Key Words : Educational Welfare Program Participation, Resilience, Attitude
to School Violence, The Prevention of the School Viol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