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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이 한국 교육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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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의 EAZ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모델이었던 프랑스의 우선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
적으로 우선교육정책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시기별 발전단계를 나누어 특성을 살펴
보고, 동 정책의 핵심 작동기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교육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과
프랑스 교육부 보고서, 공람, 교육부 및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프랑스 공화주의 국가철학에 기초하는 우선교육정책은 대도시취약지역정책, 교육지원프로그램
정책과 함께 대표적인 프랑스의 교육복지정책이다. 지금까지의 주요 변천과정에 기초하여 우선
교육정책을 긍정적 차별정책에 따른 교육공론화 단계(1981-1996), 사회적 배제와 공정성에 대한
발화단계(1997-2005), 교육수월성에 따른 교육적 역차별 대두 단계(2006-2013), 우선교육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실질적 대안마련 단계(2014년-현재)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주요 특성
을 논의하였다.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핵심 작동기제는 네트워킹이다. 우선교육정책의 네트워크
는 ‘학교 내- 학교 간 연계망’인 1차 교육연계망과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기관과의 연계인 ‘학교
밖 연계망’ 즉, 2차 교육연계망으로 구분되어 작동하고 있었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
라 교육복지정책에 제공하는 시사점들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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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보고서에 ‘교육복지’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국민의 정부 이래 현
재까지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취약집
단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와 교육여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공의 노력(이희현, 황준성, 유경훈,
정동철, 이주하, 김성기, 2019)을 지칭하는 상징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IMF사태 이후 빈부
격차 심화에 따른 교육소외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복지정책은 한국 교육정책의 핵
심기조 중 하나이자 청소년의 삶의 질을 학교장면에서부터 보장하는 기회평등의 수단으로 다루
어져 왔다(김인희,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소득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어져 소득에 따른 계층 간 이동마저 양극화되었다는 평가이다(오성재, 주병기, 2017). 양극
화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시키는 학교교육의 핵심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청소년
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어둡고 불안하게 만든다. 최근 ‘금수저, 흙수저 담론’을 통해 자신의 노
력보다는 가족배경에 따라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믿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이들 대다수는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며,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
력에 따라 ‘성공할 기회’도 달라진다고 믿는 것이 이를 보여주는 방증이다(동그라미재단, 2015).
이 같은 출발점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교육취약 대상과 지역
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복지정책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시 저소득
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2003년~현재, 지금은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이하 교복우사업), 농어촌학생 대입특별전형(2003년~현재), 무상의무교육 확대(2004

∼

년~현재), 방과 후 학교 전면실시와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확대(2005년 현재)
등이 그것이다. 민간차원에서도 2004년부터 빈곤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위스타트 사업을 추진
하였고 이를 정부사업으로 삼은 희망스타트와 드림스타트사업을 이어왔다. 이들 사업은 성장세
대를 사업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사업성격과 추진전략상 이들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교육, 문
화, 복지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지역사회중심 교육전략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 중, 교육출발점 평등을 통한 계층 간 양극화 해소를 주요 사업목표로 삼았던 교복우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영국의 EAZ(Education

Z

E

Action Zone, 이하 EAZ), 프랑스 ZEP( one d’ ducation

Prioritaire; 이하 ZEP) 등을 모델로 삼아 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교육특별지원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이혜영, 류방란, 윤종혁, 천세영,
2002). 하지만 영국의 EAZ과는 달리 프랑스의 ZEP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소개되
지 않았다. 언어측면에서 영미권 사례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용이하다는 이유 외에도 프랑스 사
례가 다소 생경하다는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프랑스 ZEP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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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혹은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부 내용이
소개되거나(이혜영, 박재윤, 황준성, 류방란, 장명림, 이봉주, 2006; 이영란, 2008; 김민, 김현수,
2014), 일부 학자들에 의해 사업 내용이 부분적으로 소개되는 정도에 그쳐왔다(조발그니, 2005;
이영란, 2010; 2013; 김민, 2015a; 2015b; 박용주, 2016).
최근 프랑스 사례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 우선교육정책과 지역사회발전정책과의 협업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다자간 교육협력과, 지역교육공동체 구
축을 중심으로 청소년교육과 고용, 소외계층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발전 간의 연결망 분석으
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이영란, 2016a; 2016b; 2016c). 이와 함께 프랑스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교육정책과 지역사회개발정책 간 구조화 된 네트워킹 사례들을 고찰해 우선교육정책과 사회안
전망의 유기적 관련체계를 탐색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이영란, 김민, 2017). 프랑스 우선교육
정책에 대한 최근 연구경향은 국내 마을교육공동체 담론의 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교육복지정책과 관련된 법적 기반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국내 교육복지정책이 질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학교만이 아닌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고 기능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이영란, 2018). 더욱이 새롭게 출범한 정
부가 교육복지정책을 재수립해 추진하려는 과정에서(교육부, 2017), 소외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지역사회발전 정책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김민, 2017).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 사례 비교연구는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이 가야
할 방향과 대응 등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핵심기제 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면서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와 과제, 시사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공화주의에 기초한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발전단계는 어떻게 구분되며 각 단계
별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핵심 작동기제는 무엇이며 작동기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인
은 무엇인가?
셋째,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이 한국 교육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활용하였다. 일차적으로는 ZEP과 프
랑스 교육복지정책, 우선교육정책을 주요어로 삼아 국내는 물론이고 프랑스 현지 연구자들의 선
행연구물들을 살펴보았고, 이차적으로는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된 현지 법령들
과, 우선교육정책을 키워드로 삼아 프랑스 정부와 교육부의 정부공람, 정책입안 자료와 백서, 정

ㆍ

책과 사업추진의 실제 근거가 되는 부처별 사업평가 자료와 정부 통계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
였다. 일차자료 중 현지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와 이차자료는 2019년 9월26일부터 10월23일까지
프랑스 교육부와 현지 학교들을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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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랑스 교육정책 및 교육복지 정책의 개관
1. 프랑스 공화주의와 교육기회의 평등
세계 최초로 인권선언을 선포한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일찍이 공화주의를
국가철학이자 이념으로 삼았다. 공화주의는 평등원칙의 추구, 사회적 차별의 근절, 시민사회의
다양성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이영란, 2013). 공화주의의 핵심은 모든 시민은 출발점부터 어떤
법적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공화주의 국가철학을 내재화시
키는 핵심 실천전략은 공교육제도이다. 왜냐하면 공화주의 국가철학에 따른 프랑스의 교육이념
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교육권과 이에 대한 교육기회 평등의 권리에 기반을
둔 출발점 평등으로 상징되기 때문이다(김민, 2015a). 따라서 프랑스 학교교육은 국가가 제공하
는 최선의 공공서비스이자, 학생이면 누구든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로 간주된다. 프랑스 공
교육이 교육기회의 출발점 평등에서 시작되고,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받아야 할 권리란 점에서
프랑스는 공교육정책과 교육복지정책을 분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정책 자체가 교육
복지정책인 셈이다.
프랑스 교육정책에서 기회평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1981년이다. 동년 7월1일 프랑스
교육부(1981)는 “우선적인 목표로 학업실패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사회 불
평등을 시정하고 학업의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교육을 ‘사회불평등에 대항하는
전쟁’(La lutte contre inegalité sociale)으로 간주하고 취약지역에 부가적인 선별지원을 한다고 선언
함으로써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정책을 최초로 천명하였다. 이후 교육부(1982)는 ‘우선
지역’(Zone Prioritaire)1)의 교원들에게 학생들의 학업성공을 위한 혁신적 교수방법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업을 추진하도록 해 교육주체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주요 전략은
첫째, 학교 개방, 둘째, 지방분권과 독립성(décentralisation et autonomie)의 확보, 셋째, 국가적 기준
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이다(김민, 2015a).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던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교육정책이란 이름으로 시행한 때는 1986년
이다. 동년 2월7일 프랑스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기회평등의 정책”으로 우선교육정책(Politique

Z E
E
P
REP)가 신설됨으로써 Education Pripritaire, 즉 EP로 바뀐다. 2006년 성공야망네트워크(Reseaux d’Ambition
Reussite), 즉 RAR네트워크와 학업성공네트워크(Réseaux Reussite Scolaire)인 RRS네트워크로 지역구분이 이
루어지면서 이 정책은 PEP(La Politique d’Education Prioritaire)로 바뀌었다. 2015-2016년 우선교육정책 재설

1) 1981년 우선지역정책, 즉 ZP(Zone Prioritaire)정책은 1988년 우선교육지역정책(La Politique de one d’ ducation
rioritaire, ZEP)이란 이름
바뀌었다. 1998년 ZEP 안에서 우선교육네트워크( eseau d’ ducation rioritaire:

P

으로

R

립 이후 PEP로 고착되었으나, 2019년 현재 본 정책은 우선교육네트워크, 즉 REP의 대대적인 보완과 수정
이 이루어지면서 REP로 부르기도 한다. 즉,
영란, 2016: 96).

ZP-ZEP-EP-PEP-REP의 순으로 명칭변화가 이루어졌다(이
- 118 -

김민․이영란 /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이 한국 교육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d'Education Prioritaire, 이하 EP정책, 이후 PEP정책으로 불림)을 시행하였다(이영란, 2008, 김민,
2015a). 이후 학교는 모든 학생을 위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학업성공과 개
인 발전의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학교’(Ecole pour tous)로 자리매김 되었다(프랑스 교
육부 장학관 부서 및 행정부서, 2006). 즉 학교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 장면이자 청소년
이 누려야 할 교육권은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알아야 할 권리”(égal acces de tous au savoir)의 하
나임을 천명하였다. 우선교육정책의 기본목표는 낙후된 지역 내 학교의 학업성취개선(1990), 읽
고 쓰고 말하기를 기본으로 하는 국어 수학 등 기초학습능력 습득의 우선 실행(1994), 외국어,
과학, 윤리, 시민교육, 예능교육, 체육교육 등 보다 확장된 교육차원의 우선교육정책 재정립
(1997), 학급활동과 학습중심의 정책(2003), 초등학교의 기초학습능력 강조와 중학교 진급 등 성
공적인 학교 분위기의 조성과 유지(2007) 등으로 발전하였다(프랑스 교육부 장학관 부서 및 행정
부서, 2006).
이어 2006년 3월31일, 프랑스 의회는 기회평등법(La loi pour l'egalité des chances)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직업교육 및 청소년고용에 대한 평등을 법제화시킨 첫 사례였다. 동법이 제정된 배경에
는 2005년 10월 파리근교 빈민가 시테(Cité)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및 집단소요였다. 대도시 근교
를 뜻하는 방리유(Banlieu)와 방리유의 집단거주지인 시테는 프랑스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대
표하는 지역이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교육환경, 평균 2배 이상 높은 실업률, 특히 26세
미만 청소년실업률의 심각성과 비숙련노동자들이 밀집되어 게토(ghetto)화 된 지역이 방리유와
시테였다. 이 지역들이 프랑스 사회의 주요 이슈인 치안과 이주문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제공자로 간주된 것이다. 대도시 근교 빈민가에 누적된 사회문제들은 2005년 10월27일 파
리 근교 방리유에서 발생한 두 이주민 청소년의 감전사로 촉발되었는데, 이후 11월 3주 동안 대
규모 소요와 시위가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이를 계기로 낙

․

후와 빈민의 상징인 방리유와 시테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실행하기에 이르렀
다(이영란, 2010). 그 결과가 이듬해인 2006년 기회평등법 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동법은 프랑
스 교육법(La code de l'éducation)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직업교육의 보완과 청소년
고용의 기회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프랑스 공교육시스템은 국가철학인 공화주의의 핵심이념, 평등원칙의 추구와 사회적
차별의 근절, 시민사회의 다양성 보장 등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왔다. 특히 교육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맞춰 공교육의 변화를 모색해왔다. 이 배경에는 1970년대와 80년대 세계적 불황의 여파
로 프랑스 경제 역시 악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계층의 양극화 심화 현상과 밀접하였다. 이 시기
부터 프랑스 사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모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
음을 실감하게 되고 이를 공교육정책에서도 정책의 기본목표로 삼았으며 그 실천전략으로 우선
교육정책을 구안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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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주요 교육복지정책과 사업
프랑스는 교육기회 평등이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만이 아닌, 도시
개발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즉 학교와 지역
사회가 교육주체가 되어 교육협력과 협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중심 교육과 복지의 연계정책이란 중층적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프랑스 교육복지정책

․

․ ․

․

․

․ ․

은 교육부는 물론 보건 청소년 체육 일상연합부, 도시정책 주거부, 노동 사회관계 가족

사회연대부 등 정부 부처 간 상호 협력하는 지역개발정책이자 교육정책의 성격을 띤다. 이런 성
격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프랑스 교육정책은 크게 우선교육정책, 대도시취약지역정책, 교육지원
프로그램 정책 등이 있다.
1) 우선교육정책(Politique des Réseaux d’Education Prioritaire, 아하 REP)
“우선적이고 부가적인 지원(accompagnements prioritaires et supplémentaires)을 통해 부족한 곳에
더 준다(Donner plus à ce qui ont moins)”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REP는 프랑스 교육정책 특히 교육
복지정책의 핵심이다. 1999년부터 본 정책은 선정된 특정지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기관을 연
계시켜 낙후된 환경으로 교육기회가 배제된 학교단위의 집합체(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구축
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즉, REP는 학교 간 네트워크(réseaux)를
구성해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근간으로 작동하는데, 2015년 우선교육정책 재설립 이후에는 대대
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선교육네트워크는 ‘학교 내- 학교 간 연계망’과 지역사회 교육기관과의 연계망, 즉 ‘학교 밖
연계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학교 간 네트워킹을 통해 학교급간 상호 교육지원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로의 상급학교 진학을 도우며, 나아가 중학교 이후 기술 및 실
업교육을 위한 특성화고 혹은 인문계고 진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후자는
우선교육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자체(시청과 시보다 작은 행정단위인 코뮌), 공공서비스기관, 민
간기관 등과 다자적인 교육협력을 골자로 한다. 이와 같은 학교단위 교육협력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기관과의 연계와 협업은 실질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자적인 운영체제를 이루
고 있다(이영란, 2016). 한마디로 교육연계의 활성화와 교육협력의 극대화, 교육주체의 다양화가
바로 REP의 핵심기조인 셈이다. 궁극적으로 REP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지
향하되, 교육취약지역에 교육인프라를 확대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불
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유기

․

적인 지역사회개발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REP는 교육주체인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

․

기관 기업으로 구성된 교육파트너, 각 지역의 교육청 등과 연계하는 체제(1, 2차 우선교육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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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조정위원회 등)로 기능한다.
2) 대도시취약지역정책(Zones Urbaines Sensibles, 이하 ZUS)
‘낙후지역에 대항하는 전쟁’(La guerre contre les cités défavorisées)으로 불리는 ZUS는 대도시 주변

․ ․

위성도시 중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도
시개발정책이자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 정책은 엄밀히 보
자면 교육정책이 아닌 취약지역 개발정책으로 지역사회 개발정책의 하나로 보는 것이 적확하다.
다만, 선정지역이 REP지역과 80%이상 겹치면서 REP와 다양한 교육협력을 이루고 있다.

ㆍ

ZUS는 지역사회와 기업 간 협업 등 다양한 유 무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대도시 근
교 방리유와 이주민 거주지인 시테 소재 취약주민들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되었다. 정책의 목표는 대도시 근교 방리유와 시테가 갖고 있는 지역의 취약점과 밀접하다.
지역의 실질적인 개발이 도시문제의 핵심적인 문제의 해결이란 점에서 이 정책은 출발한다. 특
히 이주배경이 다양한 주민들로 인해 상호 유대감과 연대감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조적인 사회
연대감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아동기

ㆍ

나 청소년 초기부터 기울이고 이와 관련된 교육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표 1> 프랑스 우선교육정책(PEP)과 대도시취약지역정책(ZUS) 비교
구분

REP
1. 국가이념인 공화주의의 실현
2. 교육출발점 교육기회의 불평등 개선
3. 지역사회 내 다자적 교육협력 및
지역사회개발

ZUS
1. 지역 간 격차 및 사회계층 불평등 해소
2. 대도시 근교 취약지역 개발 및 경제 활
성화
3. 청소년 직업교육 고용 장려

1981년부터 현재

1998년부터 현재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

정부(도시정책부 주거부)와 지자체(관 관),
지역사회기관 간의 네트워크 추진체제

사업
운영
주체

1. 1차 우선교육네트워크 조정위원회
2. 2차 우선교육네트워크 조정위원회
3. 교육협력기관(시청, 공공서비스기관,
아쏘시에이션)

1. 도시정책부 주거부 상호협력
2.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직업훈련원 등
3. 지역기업

사업
대상

REP의 우선교육네트워크 소속 학교가 핵심
대상
학교 외 지역사회교육기관도 포함

대도시 취약지역(ZUS): 대도시
재활성화지역(Zones de redynamisation urbaine,
ZRU)과 대도시 민감지역(Zones franches urbaines,
ZFU)

사업
목적
사업
시기
사업
주체

ㆍ

․

․

․

․

※ 김민(2015a: 176)에서 수정보완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기관으로 이루어진 3자간의 상호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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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도시 근교의 취약지역개발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둘째, 지역의 저조한 사회연대를

ㆍ

강화시키며, 셋째, 지자체의 유관 프로젝트들을 육성 지원하고, 넷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
주주의 공간을 확장하는데 있다. 지역의 낙후실태와 인프라 현황을 중심으로 ZUS는 대도시 재
활성화지역과 대도시 민감지역으로 나뉜다. ZUS로 선정되는 도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연대 대도시 취약지역 계약(Contrats urbains de cohésion sociale)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한다(이영란, 2010).
선정기준은 해당지역의 구체적인 낙후실태, 장기실업률, 주민 수에 비례하는 고용불균형 등을
고려하는데, 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고용, 사회적 배제 등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ZUS

․

에서 청소년 및 청년고용 증대계획과 기초직업교육 및 숙련 평생교육 등은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이다. 이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내용은 비숙련 청소년 직업교육과 고용의 활성
화, 기업설립 및 이전 추진에 따른 세금혜택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협력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청소년은 직업교육을 통해 숙련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지자체는 다양한 기술교육을 제공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기업은 지자체가 제공
하는 혜택을 통해 기업 활성화 등을 꾀하는 등 3자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REP와 ZUS를 비
교하면 표 1과 같다.
3) 교육지원프로그램 정책
교육지원프로그램에는 교육성공 프로그램(Programme de réussite éducative, 이하 PRE), 위기학생
을 위한 특별지원 네트워크(Réseaux d’aides spécialisées aux élèves en difficulté, 이하 RASED) 등이 있
다(이영란, 2008: 75-119).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REP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진행한다. PRE는 노

․

․ ․

동 사회관계 가족 사회연대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성공정책(Nouveaux dispositifs

de

réussite éducative)으로, 모든 학생들이 학습인지와 학업능력의 기회를 균형 있게 갖춰야 한다는 취
지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과 관련된 기본지식, 즉 기초학습능력의 습득에 문제가 있
는 학습부진 및 지진 학생에게 각각의 상황에 맞춰 지원되는 개별맞춤식 교육프로그램으로 구
성된다(프랑스 노동, 사회관계, 가족, 사회연대부, 2006).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초등학교 및 중
학교 재학 중 유급에 따른 학업중단 및 학업실패를 최소화시키는데 있다.
PRE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자체 교육성공 프로그램 담당부서(équipes locales de réussite

․

éducative, 이하 ERE)가 지원하는 사업, 둘째, 민 관 차원의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 셋째, 낙후지
역 고교생의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과의 제휴 등이다(Ministère de l’emploi,
de la cohésion sociale et du logement, Ministère délégué à la cohésion sociale et à la parité, 2005). ERE는
200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프랑스 지자체 185개 지역에서 약 200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ERE
의 목표는 학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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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ERE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과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을 촉진
시켜 REP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프랑스 고용-사회
연대, 주거부, 2005). PRE와 같이 학교관련 정책이 교육부가 아닌 다른 정부부처가 주축이 되거
나 다양한 부처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은 프랑스 교육정책이 갖고
있는 특징이자 장점이다.
RASED는 상담교사, 특수 및 재활교사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1989년 ‘교육오리엔
테이션법’(La loi d'orientation sur l'éducation)에 근거해 시행되었다(프랑스 의회, 1989). 이 프로그램
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신체장애를 비롯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이라도 학교교사의 책
임에 의해 보편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도록 하여 중도 탈락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학업과정을 마
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프랑스 고용-사회연대, 주거부. 1990). 만약 학교에서의 보편적인
교육지원이 대상 학생에게 충분하지 않다면 그 학생은 부모의 동의아래(2019년 9월 학기부터는
부모의 동의가 의무조항이 아니게 됨) 특별한 교육적 도움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RASED
의 담당자는 교육부에 속해 있는 교원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Ⅲ. 프랑스 교육복지정책의 발전단계와 시기별 특징
이상과 같이 프랑스 교육복지정책은 REP, ZUS, 교육지원 프로그램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여기서는 REP, 즉 우선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프랑스 교육복지정책의 변천과 발전단계를 살펴
보았다. 그 이유는 REP가 우리사회의 교육복지정책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프랑스 사회에서도 교육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REP는 교육부가 주무하
는 핵심정책이며 학교를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과 다르다. ZUS나 교육지원
프로그램정책 역시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의 성격을 띠고는 있으나 이 정책들은 여러 정책의 목
표 중 하나로 학생 개인의 학업성공과 중장기적 차원의 교육성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에
REP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협업(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형성), 학교
급간의 협업,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협업 등 복합적인 측면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총
체적인 교육복지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복우 사업과 유사하다.
프랑스 우선교육정책 REP의 발달단계를 구분하기 전에 REP의 주요 역사적 변천사를 살펴보
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변천사
시기
우선교육

●

주요 내용
교육부, 대도시근교 취약지역 및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우선교육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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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선정
(1981)

●

363개를 선정 발표.
국가차원 공공서비스를 지역상황에 따라 집중 지원하는 프랑스 최초의 긍정적
차별교육정책

기회의 평등
(1986)

●

기회의 평등이라는 구호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

ZEP 사용(1988)

●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을 공식적으로 사용

●

우선교육정책의 첫 번째 재활성화(relance) 정책: 우선교육정책과 지역사회개발정책
(Développment social des quartiers)을 연계실행
학교와 교육파트너(중앙정부, 지역기관, 기업 등) 간 교육연계 활성화
557개의 ZEP 재편성
학생의 기초적인 학업습득 성과차원에서 ZEP의 긍정적인 효과 강조

제1차 재활성화
정책(1990)

●
●
●

ZEP 수정 및
보완(1997)
제2차 재활성화
정책(1998)
우선교육
네트워크
(1999)

●
●
●
●
●
●

제3차 재활성화
정책(2006)

●
●
●
●

제4차 재활성화
정책(2010)

●
●
●

우선교육정책
재설립법안
제정(2013)
시행(2015)

우선교육
재설립정책
안정화(2018)

●
●
●
●
●
●
●

ZEP에 대한 기존의 성과와 문제점을 다룬 Moisan-Simon보고서(1997) 출간
ZEP에서 진행되는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 지역교육효과에 대한 평가, 교사들의
참여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
ZEP와 우선교육네트워크인 REP를 포괄하는 우선교육(éducation prioritaire, 이하 EP)
실행, 우선교육정책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
ZEP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893개
우선교육네트워크(REP) 신설
성공계약(Un contrat de réussite) 체결: 취약지역 교육성공을 위해 지역사회 및
학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지자체-교육청-학교 등 교육주체 간 협약을 맺음
제3차 정책 수정안 발표: 기존의 우선교육지역을 세 지역(EP1, EP2, EP3)으로
구분해 각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정책으로 추진
EP1: 저층출신 학생이 밀집해 있고 폭력문제로 심각하게 노출된 지역을
EP1지역으로 구분. 성공야망네트워크(Reseaux Ambition réussite, 이하 RAR)라고 명명
EP1에 해당하는 249개 초 중등학교에 특별 교원 및 교육전문가 배치
EP2와 EP3: 학업성공네트워크(Réseaux réussite scolaire, 이하 RRS)로 명명하여
학업성공에 역점을 둠
RAR 소멸 및 Eclaire(초등학교Ecole, 중학교Collège, 고등학교Lycée, 야망Ambition,
혁신Innovation, 성공Réussite의 첫 철자) 정책이 EP 핵심으로 대두
교육핵심거점으로 325개교 중학교-고등학교가 재구성되고, 이에 속한 초등학교
2,110개교가 Eclair 안으로 흡수(기존 EP1에 해당)
학업성공네트워크인 RRS연계망은 830개교의 중학교와 4800개교의 초등학교로
구성되어 기존의 EP 계승
2013년 동 법안 제정, 2014-2015 시범시행 후 2015-2016년부터 본격 시행, 이후
REP로 명명.
102개의 REP+우선교육네트워크를 시범 시행
2015-2016학년도에 350개 REP+와 739개 REP 우선교육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창설되어 총 1094개의 우선교육네트워크가 구축
6850 여개의 유치원-초등-중등학교가 본 교육네트워크에 속하고, 이는 전체
유치원-초등학생의 18%, 중학교 학생의 20%가 포함
2018-2019년 현재 363개 REP+, 731개 REP의 1094개 우선교육네트워크 운영
2017년 우선교육네트워크 소속 REP+ 초등1, 2학년 12명 학급인원 실시
2019년 초등 1, 2학년 12명학급인원 REP까지 전면적인 확대
2017년 학급수 이상의 교원정책(Dispositif Plus de Maîtres que de Classes)

․

※ 이영란(2018)의 연구를 수정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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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1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은 1990년, 1998년, 2006
년, 2010년 등 총 4회의 우선교육 재활성화정책에 따라 수정과 보완을 거쳤고, 2013년 ‘초등교육
재설립법안’ 제정과 함께 우선교육정책이 재정비되었다(이영란, 2016a).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 교
육력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경제 및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회정책과 연계하는 지역교육네트
워크의 움직임이 활발한 편이다(이영란, 김민, 2017).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1) 1단계: 긍정적 차별정책에 따른 교육공론화 단계(1981-1996)
이 시기는 그간 프랑스 사회에서 누적되어 왔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의 하나로 교육을 긍정적 차별과 보상의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Meuret,

ㆍ

2000). 즉 교육취약지역의 불리한 여건과 학생들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이를 완화 해소하기 위
해 ‘부족한 곳에 자원을 더 주는’ 교육적 관점과 정책이 대두된 것이다. ‘교육의 민주화’ 관점에
서 시작된 이 공론화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학교의 역할과 기능 및 학교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이와 함께 학교구상의 방식, 학교문화 및 학교기능의 변화가 추구되기 시
작했다(Merle, 2002). 이와 함께 이 시기 초기에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업성공(La
Réussite scolaire)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기에는 특히 1990년 제1차 우선교육 재활성화정책 수립
을 기점으로 교육성공(La Réussite Educative)3)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사회개발과의 연계에 이르기
까지 관점과 전략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즉, 지역에서 학교가 갖는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질
문들이 제기되면서 우선교육정책과 지역사회개발(Dévéloppement social des quartiers)정책 간 협업이
시작되었다(Chauveau 2000). 동시에 이 시기는 긍정적 차별이란 특징에도 불구하고 보상적 접근
이란 관점에서 교원인력의 추가적 배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해당지역을 취약한 교육환
경으로 바라보는 결핍의 시각, 누구에게나 개방된 교육의 통로(acces au système éducatif) 보장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교육논쟁 등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된 시기이다(Chartier A-M 1995; Moisan &
Simon, 1997; 이영란, 2016).

2) 참고로 박용주(2016: 57)는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을 도입기(1980-1989), 1차 확산기(1990-1996), 2차 확산기
(1997-2004), 조정기(2005-2009), 전환기(2010-현재)로 구분한 바 있다.
3) 학업성공이 학생의 교육권과 학습을 강화하고 학업중도포기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가 수여하는 졸
업장을 받아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중점을 두는 개념이라면, 교육성공은 학생 개개인의 안녕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관여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영란, 2016c). 따라서 교육
성공은 학업성공 외에 사회에 대한 적응과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까지를 포괄하는, 학업성공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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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사회적 배제와 공정성(équité)에 대한 발화단계(1997-2005)
이전의 시기가 긍정적 차별과 보상적 접근이란 특징을 갖는다면 이 시기의 특징은 사회적 배
제와 그에 따른 공정의 개념으로 상징된다. 여기서 사회적 배제란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
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을 말한다. 예
컨대, 교육취약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은 그들에게 놓인 취약한 여건들로 인해 교육서비스조차 제
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이 곧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프랑스 우선교육정책과 관
련해 사회적 배제를 우리사회에 처음 소개한 사람은 ZEP을 설계한 사람 중 하나인 파리8대학
교수 장 이브 로쉐(Jean-Yves Rochex)이다. 그는 우선교육정책의 대상이 전통적으로 취약지역에 거
주하는 빈곤 청소년이었다면, 이 시기에 이르러 프랑스 사회에 등장한 신 취약계층 자녀(이른바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출신 노동이민가정의 2세대)가 급증하면서 단지 빈곤만이 아닌 열악한 주
거와 지역의 환경조건, 상이한 사회문화적 조건들로 인해 이들이 우선교육정책의 대상자로 새롭
게 편입되었다고 논의하였다(Rochex, 2015). 따라서 배제의 경험이란 용어에는 기존의 빈곤이나
계층(혹은 계급)의 개념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의미가 함축되어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들어 장기 경기침체 이후 사회불안, 장기실업, 대도시 근교 우범지역의
팽창 등 여러 사회문제가 겹쳐지면서 빈곤 외 다른 요인들로 인해 이루어진 교육기회의 배제로
부터 신 취약계층인 이들이 어떤 경험을 해 왔고 또 우선교육정책을 통해 어떤 공과가 있었는
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Begag, 2002; Santelli, 2004). 기회 평등(égalité)과 함께 ‘사회의 공정성
(équité sociale)’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1997년 우선교육 제2차 재활성화정책의 핵심은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코뮌의 역할을 재확인해야한다”(Moisan & Simon, 1997: 57)로 천
명되었다. 이 시기부터 코뮌4), 즉 지역사회와 학교교육간의 긴밀한 연대가 강조되었다. 즉, 우선
교육정책의 핵심공간은 학교에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양한 학습 및 교육지원의 주체도 학교
만이 아닌 다양한 지역기관들도 포함되었다. 제1단계의 후반부에서 교육성공을 위한 학교와 지
역사회와의 느슨한 연대가 이루어졌다면, 이 시기에 이르러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란 차원에서
교육 거버넌스와 지역네트워크가 확실히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1998년 제2차 우선교육재
활성화정책 시행 이후, 지역과의 네트워킹을 강조한 우선교육네트워크인 REP가 처음으로 구축
되었다. 이는 ‘교육네트워크’를 통한 교육협력의 활성화와 다양화가 본격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는 이 시기 등장한 사회적
배제경험을 가진 신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우선교육정책 제1단계
4) 프랑스의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코뮌(commune)은 선거로 당선된 단체장(maire; 이장, 읍장, 면장, 군수, 시
장을 모두 포함)이 대표한다. 2019년 현재 프랑스 101개의 데파트멍에 34 968개의 코뮌이 있고, 해외 프
랑스령(프랑스 폴리네시아, 누벨 켈레도니 등)에는 88개의 코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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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두였던 교육취약지역 학교의 교수방법 혁신, 학교의 기능 활성화와 같은 고민은 이 시기에
들어와 ‘지역의 문제’로 확산되었고 학교의 고민을 지역이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여기서 프랑스 사회는 지자체인 관공서가 기회 불평등문제와 관련해 학교를 포함한 사회 제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보안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이영란, 2016b).
3) 제 3단계: 교육수월성에 따른 교육적 역차별 대두 단계(2006-2013)
한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회자되듯, 오늘날 우리나라
도 교육과 다음세대의 성장이란 주제에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아이가 행복한 마을과 같
은 용어들이 유행이다. 프랑스도 제2단계를 거치며 학교를 중심으로 코뮌과 지역 내 다양한 기
관들이 연계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강구하고 실천해 왔다. 하지만 비
슷한 대책과 프로그램들이 누적되면서 애초에 초점을 둔 교육 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지
역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쌓여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Rochex, 2015:
27).
2000년대를 지나며 프랑스는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게 되는데 기존의 교육지원으로는 미흡하
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영란
(2016b)은 이 시기에 들어와 학생 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교육적 접
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논의한다. 즉 개인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함께(실제로 이 시
기에 우선교육정책은 제4차 재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Eclair나 RRS 등으로 재정비되었다), 이들
중 재능을 가진 학생 또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위한 특별하고 집중적인 교육지원도 필요하다
는 인식이 등장한 것이다.
여기엔 2000년대에 들어와 프랑스 정부가 ‘공화주의적 엘리트주의’(élitisme républican)를 강조한
것과도 무관치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기존의 ZEP에 교육수월지역(Les Pôles d'Excellences)이란 명
칭을 부여하면서 청소년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제공해
개인의 재능과 잠재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잠재력과 재능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들을 수립했는데, 교육취약지역에서 선발된 우수학생을 위한 소위 엘리트
기숙학교(Internat d'Excellence)뿐 아니라, 이들에게 그랑제콜 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
을 주었다. 그런 가운데 이 시기 교육수월성에 대한 접근은 교육취약지역이나 학교가 직면한 불
평등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재능이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엘리트 교육을 강조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런 정책의 전환은 교육 불평등에 대한
대항이나 학교체제의 근본적인 기능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후퇴하게 만들었고, 교육민주화를 이
루고자 했던 우선교육정책 본래의 취지와 배리되면서 동 정책의 존재이유에 대한 비판으로 이
어졌다(Rochex, 2015; 이영란 2016a). 결국 우선교육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지원정책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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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스로가 교육민주화와 이항대립적인 관계를 갖는 엘리트교육을 강조하게 되면서 교육복
지정책이 또 다른 교육차별을 만드는 모순을 자아냈다.
4) 제4단계: 우선교육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실질적 대안마련 단계(2014년-현재)
‘공화국 초등교육재설립을 위한 프로그램설정과 오리엔테이션법안’(La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éfondation de l’Ecole de la République)이 2013년에 제정된 이후, 프랑스는 이
법에 근거해 우선교육네트워크를 2014-2015년도에 시범 실시하고 2015-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4a). 이 시기의 핵심목표이자 내용은 ‘모두를 위한
학업성공’으로, 이것만 본다면 제1단계 혹은 제2단계로 회귀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우선교육정
책 재설립법안의 목표는 ‘교육기회 출발점 평등’과 ‘사회 불평등 감소’였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4b). 제3단계에서 언급한 교육의 수월성은 이 시기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전환과 변화에는 우선교육정책이 지난 30여 년 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더 악
화된 프랑스 사회의 불평등 현실과 함께 2012년 집권한 프랑스와 올랑드 사회당 정부의 출현이
그 배경이 된다. 실제로 우선교육정책지역과 비 우선교육정책지역 간의 학력격차가 지난 수십
년간 벌어지면서(이영란, 2016b), 당시 사회 및 교육 불평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었다. 당시 사회당 정부는 기존의 수월성 위주의 우선교육정책을 수정하여 교육출발점 기
회평등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 당시 사회당 정부는 “교육지원과 교육수단이 더 필요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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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많이 제공한다는 것은 프랑스 교육체제 전체의 기능과 결과를 개선시키는 것이며 사회적

학업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교육정책은 모든 학생뿐 아니라 프랑스 국가 차원
에서도 이로움을 가져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박용주, 2016: 88-89). 특히 우선교육정책 재설립
법안에 따른 제일의 우선순위가 취약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예산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프랑스정부가 교육출발점 기회의 평등을 새삼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
면, 성공적인 출발점 평등의 구현, 즉 유치원의 학습결과는 초등학교까지 이어져 ‘기초지식의 토
대’인 프랑스어와 수학의 기초를 완성하는 학업성공의 기초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만약 교육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초등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학업성취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학업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학업격차는 심화되
고 이는 이후의 진로설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를 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우선교육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계획도 수립되었다. 특히 우선

․

교육정책 평가도구와 지표가 이 시기에 구안되어 정부, 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우선
교육네트워크 및 교육안전망을 점검하고, 학교 간

– 학교와 교육협력기관 간의 교육네트워킹 실

행을 평가하며, 이를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로 이어간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평가는 우선
교육정책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진로개발 조력기관들과의 협력관계로 진행시켜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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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프랑스의회, 2013; 이영란, 2016b). 특히 1981년부터 시
행된 우선교육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이 시기에 이루어져 전면 재설정 되어졌다는 점에서
그간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5)
현재의 마크롱 정부 역시 우선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학급수 이상의 교원정책’(Dispositif Plus de Maîtres que de Classes)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정책은 우선교육네트워크에 속한 유치원-초등학교 학급에 필요한 경우 한 학급에 2명의 교사를
투입해 교육효과를 최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은 학급특성과 아이들의 다양성
을 고려하여 최적의 교육적 대안을 2명의 교원이 함께 구상해 모든 학생들의 기본학습역량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급당 12명 정책’(le dédoublement des classes de CP et de CE1 dans
l'éducation prioritaire) 역시 마크롱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놓은 우선교육정책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우선교육네트워크 안의 초등학교 1학년 CP(Cours Préparatoire) 학급인원 수를 기존 20-24명에서 2
분의1로 축소시켰다.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에 고무된 교육부는 2018-2019학년

ㆍ

도에 초등학교 2, 3학년인 CE1과 CE2(Cours Elémentaire 1, 2)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마크롱 정
부 역시 우선교육정책 당초의 취지와 목적인 ‘교육기회와 출발점 평등의 지향’과 ‘사회 불평등
감소’를 위해 모든 학생의 학업성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이며 이
를 위한 교육지원 역시 다양하게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Ⅳ.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핵심 작동기제: 교육네트워킹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핵심 작동기제는 교육네트워킹이다. 네트워크가 얼마나 단단히 구축되
어졌는지, 네트워크 주체 간 연계와 협력의 효과가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는 다름 아닌 네
트워킹의 목적에 대한 상호 간의 일치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 프랑스 우선교육정책 교육주체
간 네트워킹의 핵심목적은 당연히 ‘불리한 학생의 교육기회와 출발점 평등에 확실히 초점’이 맞
춰져 있다. ‘긍정적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 스스로도 불리하고 어려
운 여건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역차별로 느끼거나 인식하지 않는다. 우선교육
네트워크는 ‘학교 내- 학교 간 연계망’과 지역사회 교육기관과의 연계망, 즉 ‘학교 밖 연계망’으

5) 그간 우선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간 평가보고서의 성격을 갖는
Moisan과 Simon(1997), Armand와 Gille(2006)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향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수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우선교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
다. 우선교육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정책실행 32년이 지난 2013년 우선교육정책 재설립 법안 발
표와 함께 우선교육지역 교원 및 협력기관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어졌고 이를 토대로 우선교육정책
은 전면 재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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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전자를 1차 교육연계망으로, 후자를 2차 교육연계망으로 정의하였다.

1. 제1차 교육연계망: 우선교육정책 대상학교 간 네트워크
학교단위를 기준으로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을 ‘학교 간 네트워크’ 곧 1차 연계망이라 한다.
즉, 우선교육정책 대상학교 간 네트워킹 체제인 REP를 말한다. 이 네트워크는 그림 1과 같이 거
점 중학교를 중심으로 다수의 초등학교가, 또 그 안에 다수의 유치원이 초등학교 연계망에 포함
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학교집합체로 구축되어 기능하는 우선교육네트워크는 교육지원의 우선
성에 따라 좀 더 심각한 지역을 REP+(Réseaux d'Education Prioritaire+), 심각성은 낮지만 우선적인
교육지원이 계속 요구되는 지역인 REP로 구분된다. 2015년 우선교육정책 재설립 법안 시행 후
2019-2020년 학기 현재 363개의 REP+와 730개의 REP를 합한 1093개의 우선교육네트워크가 운
영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프랑스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18%와 중학생 20.5%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 간 네트워크 작동방식은 1차, 2차로 구분되는 조정위원회(Pilotage des Réseaux)에 의해 운
영된다. 1차 조정위원회는 유치원-초등학교 간 교육연계를 담당하며,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우선

․

․

교육정책 도시개발정책협력 장학관, 교육 인력지원 장학관, 네트워크조정자, 교육전문가 등으

․

로 구성된다. 2차 조정위원회는 교육거점 중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 간 연계망을 담당하고 지
역교육지원청 장학관, 중학교 교장, 네트워크조정자,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1차 조정위원
회가 유치원-초등교육과정의 교육지원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관여한다면, 2차 조정위원회는 교
육거점 중학교를 중심으로 우선교육네트워크 전체를 아우르면서 초등학교-중학교 간 교육협력을
모색한다. 이 조정위원회와 함께 학교교육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와 교육보조교사,
상담교사, 사회복지보조교사, 학교생활자문팀과 학교지킴이(학교보안관), 보건인력, 시청파견 교
육중재자 및 관-민 기관으로부터 투입되는 교육전문가 등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다
양한 교육프로젝트와 융합수업, 상호협동적인 교육지원 등에 참여한다. 중학교의 교사가 초등학
교 수업을 진행하고, 초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간의 정례적인 학교급간 교육과정 협의도 이
런 조정위원회를 통해 시행된다. 교육지원청은 이런 교육협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REP와 REP+의 목표는 지역의 교육자원활용 및 교육네트워킹을 통
한 교육의 효율성 및 학업성취의 극대화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비우선교육지역과의 교육격차 완
화에 있다.
우리나라의 교복우사업도 대상학교 간 네트워킹을 이루며 프랑스의 학교급간 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학교급간 연계기능은 활발하지 않고 위원회가 있다 해도 그
힘이 교육청이나 학교에 집중되어 있어 거번넌스 체제에 부합되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학교급간의 특징을 고려한 실질적 조정역할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김
민, 김현수, 2014; 박용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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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랑스 1차 교육연계망 사례: 크레테일교육청 데스노스 우선교육네트워크
출처: 이영란(2016a: 31).

2. 제2차 교육연계망: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2차 교육연계망인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민 구조의 연계망을 말한다. 즉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다양한 기관 등이 참여하
고 있는 연계망을 의미한다. 대상학교 간 네트워크가 1차 교육연계망의 역할을 한다면, 이 네트
워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네트워킹을 이루어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교육지원을 한다. 프랑스의
1차, 2차 교육연계망은 궁극적으로 지역교육자원과 공공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대상 학생에 대
한 원스톱 교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육네트워크는 크게 학교-지역교
육지원청 네트워크와 학교-지역사회 공공서비스기관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 지역교육지원청6)
프랑스 우선교육네트워크의 핵심은 학교이며 핵심인력은 교사이다. 대상학생을 발굴하고 이들
에 대한 기초진단과 지원, 평가를 하는 핵심인력이 교사이고 그들이 학생을 만나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내에 다양한 도움장
치를 마련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부가적인 학업도움을 주는 특별반을 담당하는 특별 교사와 교육
보조교원(assistante scolaire),7) 심리상담교사(psychologue scolaire), 병리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학교보

․

6) 지역교육지원청(Direction des Services Départementaux de l'Education Nationale)은 시 도교육청, 즉 Académie에

․

속해있다. 프랑스에 26개와 해외령 4개 포함 총 30개의 시 도교육청이 있으며, 101개의 데파트멍에 지
역교육지원청이 있다.
7) 모든 국립 초등-중학교는 ‘돌봄반’을 운영한다. 다양한 문제에 의해 학업결손을 보이는 학생은 학부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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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당의사(médicin scolaire),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시청소속 사회복지사(assistant social), 학교주재
아동심리상담사 및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아동정신과 전문의, 학습결손의 경우 교육치
료사(educateur) 등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는 교육팀(equipe pédqgogique)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팀이 학교에 투입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교육지원청이 수행한다. 학교는 대상학생의 발굴
과 진단-지원-평가-관리 및 계속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예산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를 통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2) 지역사회네트워크: 조직간 공공서비스의 협력

․

우선교육정책 대상학교에 대한 지역 내 공공서비스 협력은 다양한 공공서비스기관과 관 민
교육연계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이 2차 교육연계망의 핵심이
라 할 수 있다(참고: 그림 2).

<그림 2> 프랑스 2차 교육안전망
출처: 이영란(2016c: 14).

여기에는 다양한 협력과 네트워킹 사례가 있는데 이 중 ‘가족수당기금’(Caisse d'Allocation
Familiale, 이하 CAF)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CAF는 1945년 프랑스 건강보험공단(La
Sécurité Sociale française, SECU)과 함께 만들어져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족 생활환경(주거도
의 아래 12명 미만인 돌봄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반은 교육학, 특수교육학, 아동심리학을 전공한 교사
가 전담하며, 교육보조교원이나 학교심리상담교원 등의 교육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돌봄반 학생은
필요에 따라 교육치료사나 학교보건담당의사의 교육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는 학교 안팎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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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출산비용지원, 어린이집, 탁아소, 교육 및 건강 등)을 지원한다. CAF는 중앙정부에 소속된
“국가가족수당기금(Caisse Nationale d'Allocation Familiale, CNAF)”이 관할하며 각 광역자치단체(데파
트멍)에 최소 1개 혹은 2개 이상의 CAF를 두고 있다. 기관에 속한 보건인력을 비롯해 다양한 전
문가들이 학교로 투입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Bichot, 2011; Messu, 1992).
가족수당기금에 이어 ‘보건심리교육센터’(Centre Medico-Psycho-Pedagogique, CMPP)를 들 수 있다.

․

․

이 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정서 심리뿐 아니라 정신의학적 돌봄까지 포괄하는 의료기관이자
교육치료기관이다. 1963년 시작된 CMPP는 1965년-1980년 사이에 프랑스 전역에 걸쳐 집중적으
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현재 305개의 CMPP가 있다. 통상 각 데파트멍에 최소 2개 혹은 그 이
상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데파트멍의 보건국에 소속되어 지자체가 운영한다. 센터는 정서
불안정, 학교 혹은 가정문제에 기인한 부적응, 폭력성향 등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청소년
을 대상으로 센터소속 전문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교육팀이 주도해 문제를 진단
하여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CMPP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심
리상담사 교원이나 보건의사(Medicin scolaire)의 추천이 필요한데, 대상학생은 주기적으로 센터를

․

방문하여 필요한 보건 병리적 도움을 받는다(Chabaniier, 1995). 보건심리교육센터는 ‘특별돌봄과
가정방문서비스’(Service d'Education Spéciale et de Soins á Domicile, SESSAD)와 연계해 운영된다. 이

․ ․

른바 ‘맞춤형 돌봄지원 방문서비스’로 불리는 이 네트워크는 사회연대 보건 여성신장부가 주
관하며,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문제로 인해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해 전문가
들이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수행한다.

․

시청과 관 민 교육연계기관인 아쏘시에이션(association péri-scolaire)의 역할도 있다. 유치원-초등
학교 담당부서 및 교육성공팀(bureau de la réussite educative)부서를 두어 전반적인 학교조직 및 운

․

영, 즉 학업, 급식, 학교생활, 문화 예술, 스포츠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활동 및 방학돌봄 교실
운영 등을 담당하기도 하고, 시청, 학교와 연계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도 한다. 흔히 ‘아쏘’로 불려지는 기관들은 청소년시설 및 기관, 주민문화센터, 지역도서관,
학부모관련기관, 종교기관 등이 포함되며 기관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공교
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종료되는 저녁 7시 이후, 학교수업이 없는 수요일 오후나 토요일, 방학



등에 아이들 돌봄 및 방과후 활동에 관여한다(프랑스 관민교육협력기관, 2014).

그림 2에서처럼 학교와 지역사회네트워크 간, 그리고 지역사회네트워크 간 연계망 구축이 구
조화되어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차 교육연계망은 시청이나 코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 내에서의 권역별, 직능별 조직화가 구축되어져 있으며, 학교 안, 그리고 학교에서 다 관할
할 수 없는 학교 밖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연계는 통합교육지원체계를 이루어 교육연계망의 역
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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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이 한국 교육복지우선정책에 주는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통해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시기별 특징, 그리고 우선교육정
책의 핵심 작동기제인 네트워킹을 살펴보았다. 우선,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변천사와 각 시기
별 정부의 대응을 통해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핵심가치와 철학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다. 하나는, 교육이란 것은 국가가 응당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란 점에서, 프랑스 교육은 국가철학인 공화주의 이
념을 실천 장면으로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은 ‘차별적 보상’과 ‘긍정적 차별’을 실
현하는 곳으로 사회의 양극화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장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하
나는 이런 차별적 보상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땅한 ‘권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부족한 이에
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을 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임으로써 역차별로 고려하
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는 우선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공교육 기능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신뢰가 기본적으로 단단하다는 점과 함께, 동시에 사회구성원간의 배려가
우선교육정책 추진에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같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교육 본질에 대한 논쟁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
제로 지난 2011년 불거진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교육 본질에 대한 담론형성보다는 정
치적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였고(이광수, 2013),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차
별적 보상과 긍정적 차별은 초기부터 구성원의 합의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많았다(이혜영 등,
2006). 특히 공교육 기능에 대한 기본 이해는 물론이고 차별적 보상과 긍정적 차별 자체를 교육
평등 구현의 전략이자 수단적 조치로 바라보려는 사회구성원간의 배려도 결핍되어 있었다.
둘째, 프랑스 우선교육정책 추진과정의 핵심기제인 네트워킹은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과 거버
넌스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다음의 시사점들을 발굴할 수 있다. 먼저 관-관 협력체제(중앙부
처 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학교와 지자체 간)가 유기적이란 점이다. 전체 교육복지사업 차원
에서 보자면 REP와 ZUS, 교육지원 프로그램 정책 등의 사업 추진에서 학교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다른 부처 간에 긴밀한 상호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진다. 프랑스 정부가 풀어야 할 사
회 불평등 및 지역불균형 완화란 공동의 목표 아래 이들 부처들은 사업별로 실무수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별히 법령에 근거한 기구가 없이 중앙부
처는 국장급 차원에서, 현장은 우선교육 조정위원회와 같이 실질적 책임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
들이 연결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우선교육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단순히 청소년 개
인의 문제 혹은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
는 사람과 사회의 문제란 점에서 관과 관간의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이는 우선교육정책을 바라
보는 프랑스 정부의 관점과 밀접하다. 즉, 우선교육정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학생의 학업성
공이 교육성공까지 견인해야 비로소 정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정부(교육부)의 시각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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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교육성공에 이르는 제반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공적 서비스들이 각 부처의 고유기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네트워킹 해 그 역할을 제대로 기능케 하는 것이 청소년 시민에 대한
부처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REP+나 ZUS의 경우, 학생들의 직업교육 및 취업

․

․ ․
경 정비 및 지원을 위해 도시정책․주거부와 데파트멍과 코뮌이 협력하며, 청소년의 건강과 문
화적 결손예방을 위해 보건․청소년․체육․일상연합부와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학교를 중심
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 사회관계 가족 사회연대부가 주무하거나 연계하고 있고, 도시주거환

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핵심 사업을 지방정부단위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도 요구되는데, 이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우선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과는 달리 중앙정부는 사업에 따른 예산과 경비를 크게 지원하지 않는데, 이는
예산을 통해 사업을 강제하곤 했던 한국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또 설사 지원한다 해도 학교
가 아닌 지방정부와 지역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이들 기관과 학교의 자율적 협의를 거쳐 학교가
예산을 사용하도록 한다.8)
민, 관 협력 및 거버넌스 추진도 의미가 적지 않다. 프랑스 제2차 교육연계망에서도 살펴보았
듯이, 학교를 중심으로 CAF, CMPP, SESSAD, 시청, 어쏘시에이션 등이 공공서비스 협력을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제1차 교육연계망이 활성화된 곳이 2차
교육연계망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교육정책의 네트워킹에 있어 학교 간 연계가
우선하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 간 연계는 물론이고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의 관계
에서 각 기관의 이해가 상충하고 사각지대의 발생 및 중복지원의 우려를 조정하기 위해 우선교
육정책은 네트워커(우선교육 코디네이터)를 활용한다. 이 네트워커는 한국과는 달리 민간 인력이
아닌 공식적으로 교사경력과 교원 신분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담당한다. 이 교사는 교과
를 담당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대상학교 혹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네트워커로서의 임무
를 수행한다. 아울러 시청은 도시 및 지역개발관련 담당공무원을 네트워커와 함께 일할 수 있도
록 지원함으로써 우선교육정책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지역사회 네트워킹 활성화가 이루어지도
록 지원한다(김민, 2015b).
셋째,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지원(학업성공)에 한정하지 않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여(교육성공), 결국은 교육이 사회 불평등의 악순환
을 끊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학교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의 학업성공, 곧 학업
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지 않고 졸업장을 받는 학업성공은 우선교육정책의 우선 목표이다.
제1차 교육연계망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우선교육정책의 핵심이자
8) 실제로 우선교육정책 예산은 교육부의 직접 예산분배, 지자체와 기초단체의 예산, 민간기관 및 협업단체
의 간접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예산은 하나의 정책(예컨대 교육복지정책)
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지 않아 전체 예산규모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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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이 되는 목표이다. 특히 학업성공은 출발점 평등과 밀접하여 어릴 때부터 문제를 해결
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교사와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전문가들은 학생의 학업
성공을 이끌기 위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우선교육정
책은 교육불평등의 근원적인 문제배경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빈곤과 사회적 배
제의 경험이 학업성공의 근원적 원인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은 단순히 학
업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육여건의 개선, 나아가 도시개발정책과 맞물려 교육지원과 지
역사회발전의 균형에까지 그 목표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지면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불리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교육과 복지의 연계정책이란 성격을 갖
는다. 이러한 방식과 전략이 제2차 교육연계망의 핵심이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사회 전체가 교
육주체가 되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불평등 해소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다각적이고 중층적인 사회정책으로
우선교육정책의 성격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교육과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제도를 새롭게 정
비하고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7). 특히 교육의 기회보장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결과의 공
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교육복지정책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소위 ‘한국형 교
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학교 안 마을학
교, 학교 밖 마을학교”와 같은 지역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다양한 교육협력기관들
과 함께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모색하는 것이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프랑스 사례와 비교해 살펴보면 지향점도, 운영방식도 다르다. 프랑스 공화주의에 입
각해 교육의 실천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우선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합의에 기초해 체계적인 다자간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프랑스
의 우선교육정책 및 사업이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순히 학생의 낮은 학업성취수준이나 열
악한 학교환경개선이 아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지역사회 발전전략이자
정책으로 우선교육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과 확실히 다르다.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취약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두 사업의 성격이 확연히 나
누어지는 대목이다.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고 교복우사업을 추진하며 혁신교육지구를 만드는 우
리에게 교육이 불평등을 평등으로 치환하는 최선의 실천전략이자 장면임을 프랑스 사례는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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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Implication of the educational priority zone policy in
France to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in Korea
9)Kim, Min*․Lee, Young-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ducation Priority Policy of France(ZEP), which is known for the
representative educational welfare policy with its Republican national value of France. This is the reason why ZEP has been
considered as a one of the model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in Korea since its enforcement 2003. In this study, each
transition process of ZEP, its main contents and the working mechanism are investigated in which reports and data of the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and institutional public research on one hand, the outcomes of several on-site visits such a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France which had been proceed by the project team on the other hand, has been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of ZEP are as following: firstly, the positive discrimination’s policy’(1981-1996) had
been started by public opinion in France; secondly, the discussion on the social exclusion and equity(1997-2005) had been
argued in the educational discourse; thirdly, the educational excellence policy made emerge the contradictory educational
discrimination(2006-2013); finally the substantial measures has been reorganizing with reinforcement of REP(2014-present). It
is also proven that the key mechanisms of ZEP
networking and ‘outside schools’ networking, but also

are not only the ‘networking’ system with ‘inside-between schools’
the role and function of networkers with various institutional-non

institutional coopera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Korea's educational welfare policy are suggested.

Key words : Educational Priority Policy(ZEP) in France, Educational Welfare Policy, Educational Networking, Priority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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