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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우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교복우 사업은
2002년 시범 실시 이후 1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성
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집행 과정에 대한 분석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교복우 사업이
목표한 바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Lipsky가 제시한 일선
관료제 이론에 기초하여 교복우 사업의 집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 교사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처한
업무 상황(Conditions)은 어떠한가?
둘째, 단위 학교 교사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서 어떤 업무 패턴(Patterns)을 만들어내는가?
셋째, 단위 학교 교사들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
난 정책 집행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교육지원청의 A중학교를 대상으로 사
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P교육지원청의 프로젝트 조정자와 A중학교의
관리자 및 담당 교사,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또한
교복우 사업 관련 지침과 보고서, A중학교의 교육 계획서 및 사업 계획
서, 보고서 등 각종 문헌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A중
학교의 경우, 안정적인 업무 분장 실시, 학교장의 적극적 리더십 발휘,
강한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킹 실시 등으로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정책 집행의 이상(Ideal)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학교 내부를 살펴본 결과, 학교 사회를 움직
이는 관료제 시스템이 성공적인 정책 집행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이 포착
되었다. 그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정책을 이상적으로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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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다음의 여섯 가지 현실적인 제약 상황(Conditions)이 존재하
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
사는 학교가 복지를 담당해야 하는가하는 목표 공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
었으며, 둘째, 이러한 목표 갈등으로 인해 교사들은 수업이라는 본연의
업무와 정책성 사업 업무 사이에서 우선순위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교복우 사업의 어려운 업무가 일부 헌신적인 교사에게 몰
리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 엄격한 규정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단위 학교에서는 예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었으며, 민간 실무 인력에 대한 교사들의 배타적인 시선으로 실
무 인력의 학교 적응의 어려움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타당한 평
가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사업 운영이 평가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여섯째, 학생들이 낙인감과 무기력감으
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는 사업 집행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와 같이 교복우 사업 집행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업무를 쉽고 정형화된 형태로 처리하는 일종의 대
응 기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으며, 이는 다음의 네 가지 패턴(Patterns)으
로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교사들은 학생의 필요를 지원하기보다는 교복
우 사업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여, 목표를 달성
하기 용이하게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쉽고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업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는
데, 기획 단계에서 최대한 빠른 의사 결정에 의한 사업 계획수립, 실현
단계에서는 경직적인 운영, 평가 단계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는 식
의 루틴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생을 착실한 학생, 무
기력한 학생, 불순응하는 학생으로 분류하여 주로 착실한 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의 학생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
로, 평가 지침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무사안일주의 식으로 사업
을 운영하거나, 평가에 잘 반영될 만한 보여주기식 운영으로 평가에 순
응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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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은 학교의 견고한 내적
시스템인 관료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책에 순
응하려는 노력이 학교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루틴을 크게 변화시
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교육 복지 정책 집행을 위해 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학
교와 지역 사회가 상호 협력하고 연계의 질을 강화하여, 민간 기관의 전
문성과 유연성, 관의 빠른 제도화와 안정적 사업 운영이라는 시너지 효
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사회의 기술적 핵심(technical
core)인 수업과 정책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복우
사업이 교육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수업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교실 안에서 교육 소외 학생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으
며, 수업과 교복우 업무 사이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교육정책집행, Lipsky, 일선관료제 이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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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 정책을 입안하여 왔고, 최근 들어
정부의 교육 개혁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막대한 재
정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김병찬, 2003). 그러나 많은 정책들이 정부에
서 의도한 바를 실현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폐지되거나 새로운 정책이 다
시 수립되곤 하였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는 데에는 한
계가 있었으며, 학교의 교육 활동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박혜영,
2010; 김연주, 2011). 이렇듯 교육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데에
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김병찬, 2003). 이는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결정하면, 결정자들이 의도한대로 단위학교에서 집행이 이루어지
리라고 생각하는 데 그 원인이 있으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집행 과정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없이 정책 결정 과정
에만 초점을 맞추어 단편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많은 교육 정책들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 정책이 제대로 실현
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김병찬, 2003; 박혜영, 2010).
Mazmanian & Sabatier(1989)는 정책 집행을 정책 결정 단계에서 채
택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보는 하향적 접근 방법(top-down
approach)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일관된 정책 목표, 집행 관료들과 정책
대상 집단의 순응, 헌신적이고 숙련된 집행 관료 집단 등을 통해 성공적
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많은 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정책 목표가 모
호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집행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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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또한 정책 결정자만을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집행 관료의 순응 방
안에 관심을 가지는 이와 같은 접근법은 일선 관료와 정책 대상 집단의
전략적 행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최종원, 1998).
그리하여 최근에는 일선 집행 관료와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를 고찰하
고, 정책 목표 대신 ‘집행 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상향적 접근
방법(bottom-up approach), 또는 후방적 접근 방법(backward mapping)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Lipsky, 1980; Elmore, 1980). 이러한 접근 방법은
실제적인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집행 과정의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집행 관료와 대상 집단 간의 전략적 상
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하며, 이러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진행되어 온 교육 정책 연구를 살펴보면 정책
의 결정 과정이나 성과평가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 정책
의 집행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단위
학교에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교사의 인
식과 행동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입안한 교
육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규명해보고자 하
였다. 그 동안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하급 기관으로 하달하고 이를 평가하
고 환류하는 관점이 거시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본 연구는 그 동안 블랙박
스로 취급되었던 학교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성격이 강하다(Berman, 1976).
최근 들어 교육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진동섭 외, 2006; 주철안,
2013), 교직 문화에 대한 이해(김병찬, 2003), 학교장 또는 교사 리더십에
대한 이해(김연주, 2011),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학교 제도 이해(신철균,
2011)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교 현장을 연구하려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이 학교 조
직을 유지하는 기제임을 주요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

- 2 -

병찬, 2003; 김미정, 2005),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과 교육 정책 집행
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
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료제적 메커니즘이 무엇인
지 살펴보는 것은 교육 정책이 의도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기초하여 정책
이 단위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Lipsky는 정
책 집행의 가장 하위 단계에서 대상 집단과 직접 만나 정부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라고 정의하였
고, 교사를 일선관료의 한 예로 들고 있다. Lipsky는 이러한 일선관료들
이 공공 영역의 일선 현장에서 딜레마 상황에 부딪히고 있으며, 인적․물
적 자원의 부족, 목표의 모호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의 상황 속에서 업무
를 잘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재량권과 자율권을 이용하여, 단순화
(Simplifications)와 정형화(Routines) 같은 대응 기제(Coping Mechanism)를 만
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 사회 역시 Lipsky가 제시한 일선관
료제적인 속성이 강하다고 지적되고 있다(박소영 외, 2006; 김승정 외, 20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처한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교사의 대응 패턴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정책 사례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우 사업’)을 선정하였
는데, 그 이유는 1) 정책 내용의 중요성, 2) 집행 연구 사례의 적합성, 3)
연구의 희소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교육 복지’라는 정책 내용의 중요성 측면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간극이 심해지고 있으며, 저소득층에서 고소
득층으로의 사회 이동이 어려워져 빈곤층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
다. 왜냐하면 계층 간 교육 격차 및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교육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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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종재, 2004). 이
러한 상황은 소득 상하위 집단 간 소득 차이 못지않게 교육비 차이가 크
다는 점(통계청, 2006), 계층별 학업 성취도 차이가 크고(김경근, 2005),
소위 명문대학 및 사회 고위직에 중상위 계층 자녀 비중이 늘어난다는
지적(김광억 외, 2004) 등의 연구 결과로 보고되고 있어 소득 분배의 불
평등이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후 2006년을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선
포하여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안전망(Edu-Safety Net) 구축
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바가 있으며(신현석, 2006), 이명박 정부
역시 교육 복지 대책을 발표하여 다양한 교육 복지 정책을 시행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 2010), 현 정부에서도 기존의 교육 복지 정책을 지속적
으로 시행하고 있다(송기창, 2013). 따라서 교육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교
복우 사업을 사례로 정책 집행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내용 측면에서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정책 내용의 중요성).
둘째, 교복우 사업이 정책 집행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현재 교복우 사업은 법적 근거와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 중 하
나이다. 교복우 사업은 경제적 빈곤이 교육적, 문화적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빈곤학생의 학
습, 문화, 심리, 정서 분야의 전면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
다(김경근, 2010). 2002년 이 사업을 위해 중앙준비기획단이 구성되었고,
2003년 서울과 부산의 8개 지역 79개 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교
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범
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 지역 및 학교를 확대시켜 왔
다. 201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1) 재원을 특별교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은 201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복우 사
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서울시에서는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하 교복특 사업)이라는 명칭
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복투 사업’, ‘교복우 사업’, ‘교복특 사업’
이라는 용어가 문맥에 따라 혼용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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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사업이 확대 시행중이다. 따라서 법
적 근거와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 시행되고 있는 교
복우 사업은 집행 과정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사
들이 단위 학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사례라
고 할 수 있다(연구 사례의 적합성).
셋째, 교복우 사업에 대한 집행 연구가 희소하다는 측면이다. 교복우
사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앙 연구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개발
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양적․질적 연구, 횡단적․종단
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복우 사업은 참여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정서적 적응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긍정적 결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이나 교사 효능감 등이 사업 참여 학생의 교육
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교복우 사업 운영
및 연구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성과
평가 중심으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없다. 광주광역시교
육청(2009) 연수 자료집에 따르면, 교복투사업의 집행 유형을 단절형(담
당교사 1인과 지전가가 모든 엄부 담당), 부서중심형(업무를 무조건 나
눔), 전담팀 중심형(사업전담 부서 중심으로 운영), 협력형(전담팀과 일
반 교사가 협력적으로 업무 배분)으로 나누며, 협력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복우 사업 프로그램은 교육과
정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들은 교복우 사
업이 주로 지역사회전문가나 교육복지전담부서의 업무로 간주하는 경향
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교사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미진한 경우, 교복우 사업은 ‘교육복지 사업’이라는 교육적 영역의 사업
이 아닌 사회복지영역의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들의 ‘학생사례 관리
사업’으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 이는 교육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취를 달성
하기 위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 체제를 구축하고,
그 중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교복우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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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취지와는 다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복우 사업의 성과
평가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복우 사업의 집행 과정 즉, 단위 학교에서의
교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연구의 희소성).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집행 연구 및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개관
하고, 교복우 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후,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적
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처한 딜레마 상황(Conditions)과 이에
대한 대응 방식(Patterns)을 분석하여,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 정책 집행
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제 모형
을 적용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우선 교복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직면한 업무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
응 기제로 교사들이 어떤 업무 방식을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복우 사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집행의 특성
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 교사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처한
업무 상황(Conditions)은 어떠한가?
둘째, 단위 학교 교사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서 어떤 업무 패턴(Patterns)을 만들어내는가?
셋째, 단위 학교 교사들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
난 정책 집행의 특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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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으로만 정책 집행 과정을 설명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다. 실제로 일선관료제 이론이 지
나치게 획일적이고 다양한 현상을 단순화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일선 집
행 관료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책 결정권자의 영향력을 간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Lipsky는 개정판에서 그 동안 비판
받아왔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ipsky의 개정
판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선관료제 모형의 획일성과 단순성에 대한 한계
를 보완하도록 하였다(Lipsky, 2010).
둘째, 사례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이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로 진행되
었다. 따라서 외적 타당성 확보 문제라는 사례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자
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한 개의 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로 교복우 사업의
집행 과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
러나 이 논문의 목적이 집행 현장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데 있고, 이를
일반화하는 데 있지는 않음을 다시 한 번 명시하고, 집행 과정에서 나타
난 특성을 일반화하는 문제는 다른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밝힌다.
셋째, 교복우 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
는 사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집행의 양상이 다
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초등학교에서 사업
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초등학교 교사
들과 중학교 교사들의 집행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중학교의 교복우 사업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중학교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중학교 교사들의 집행 과정이 어떠한 양상
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왜
중학교는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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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우수하
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보통 단위 학
교의 집행 과정을 연구하는 논문에서는 우수학교 사례와 일반학교 사례
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 우수학교 사례로만 연구를 진행
한 것은 일정 부분 한계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적 성
공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학교에서도 관료제적 속성에
의해 실제로는 정책이 의도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을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립스키가 제시한 업
무상황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혼잡
변수를 배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성공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집행 연구는 오랜 기간 현장에 참여하여 심층적인 관찰과 면
담을 필요로 하나, 연구 기간이 다소 짧아 대다수의 일반 교사들을 연구
에 참여시키지 못하였고, 참여 관찰을 심층적으로 병행하지 못했다는 점
이 한계로 남는다. 사업의 기획과 실현 그리고 평가와 환류 과정은 1년
에 걸쳐 진행되는 일이다. 따라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참여와 관찰이 있
었다면 다른 맥락에서 교사의 업무 양상을 포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공립 중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했던 경험으로 학교
업무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할 때,
두 달 간에 걸친 밀도 있는 심층 면담으로도 어느 정도 사업의 집행 과
정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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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육정책집행연구

가. 교육정책집행의 개념
교육정책집행의 개념은 교육정책과 정책집행 두 가지의 개념을 연결함
으로써 정의해볼 수 있다. 먼저 교육정책이란 정책의 개념으로부터 도출
될 수 있은데, 많은 학자들이 내린 정책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권위 있게 결정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방침”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Lasswell, 1975; Dror, 1968; 김신복, 1993; 정정길, 1997; 유
훈, 1997). 교육정책의 개념 역시 전술한 정책의 개념을 통해 “교육활동
에 관하여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권위 있게 결정된 목표와 이를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해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함 방침이나 지
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종철․이종재, 1995; 윤정일 외, 2002).
정책집행에 대한 정의는 정책집행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정책 집행을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Jones, 1977; Pressman&Wildavsky,
1984; Meter&Horn, 1975), 정책을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
다(Mclaughlin, 1976;

Nakamura&Smallwood, 1980; 유훈, 1997; 정정길,

2005). 그러나 정책을 ‘활동’이냐 ‘과정’이냐로 나누어 보지 않고 정책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실제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 및 활동’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정성수, 2008).
교육정책집행의 개념도 위와 같은 정책집행의 개념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시켜 “교육정책목표를 구체적인 시행으로 옮기는 과정 및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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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의 상호작용 속에
서 이루어지며, 교육정책집행은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역동적인 상
호과정을 통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나. 교육정책집행의 분석방법
1960년대에 등장한 정책학에서는 정책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면 집행은
별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주로 정책형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졌을 뿐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미국의 Johnson 대통령이 추진한 ‘Great Society
Program'이 정책결정자들의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자
학자들의 정책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김민정, 2005).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 방법은 정책집행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
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정책집행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하향적 접근법(Top-down approach)
과 상향적 접근법(Bottom-up approach)이며(유훈, 2007),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집행 연
구들을 보면 크게 3가지 접근법(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 그리고
이들을 통합하려는 통합적 접근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Lipsky, 197
6․1978․1980; Elmore, 1979; Sabatier&Mazmanian, 1979; O'Toole,
1986; Winter, 1980; 최종원, 1998).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은 기본적으로 정책․행정 이원론
적인 시각을 가지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그리고 바람직
한 집행은 정책결정의 내용을 충실히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최종
원, 2001). 하향적 접근방법의 주된 관심사항은 집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술(description)이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인과
론적 설명(explanation)보다는 바람직한 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normative prescription)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 주는 데 있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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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1998). 하향식 접근법으로 정책집행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Pressman, Wildavsky, Mazmanian, Sabatier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정책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Pressman&Wildavsky, 1973; Mazmanian & Sabatier, 1989).
Elmore, Lipsky 등으로 대표되는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
주장자들은 정책과정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조직의 최하위층에서 이루어
진다고 주장한다. 상향식 접근법은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 가
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implementation problem) 해
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집행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
는 집단은 명목적인 통제만을 담당하는 정책결정권자가 아니라 정책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일선집행권자이므로 집행과정에 대
한 정확한 이해는 일선집행관료와 대상 집단의 행태를 고찰하여야만 가
능하다고 본다(최종원, 1998). Elmore(1979)는 상향식 접근이라는 개념
대신 ‘Backward Mapping(후방향적 접근방법)’을 고안했다. Backward
Mapping은 집행과정의 가장 낮은 단계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
한 진술에서 분석을 시작한다. Backward Mapping의 구체적인 연구단계
는 첫째, 집행단계의 말단에 위치한 일선집행관료들이 정책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바람직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그러한
행태를 도출시키는 조직운용절차를 파악한다. 둘째, 말단집행계층부터 차
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러한 바람직한 행동과 조직운용절차를 유발
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재량과 자원이 필요한지를 살펴본 후, 가장 큰 효
과를 줄 수 있는 계층에게 그러한 재량과 자원을 부여한다. 즉, 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의 판단기준은 정책결정권자의 의도에 대한 순응정도가
아니라 일선집행관료들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에 따라
서 결정된다(최종원, 1998).
하향식 접근법은 하위체계로부터 비롯되는 전략적 행위를 간과하게 된
다는 비판을 받았고, 반면에 상향식 접근법은 일선집행관료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책 결정자의 공식적 권한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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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정책집행연구에 있어서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
식 접근법을 절충․종합하고 수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Elmore(1985)
는 우선 하향적 접근법의 이론적 틀에 의하여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각 집행단계에서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상향적 접근방법
의 이론적 틀에 의하여 일선 집행관료와 대상 집단의 바람직한 행태와 그
러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운용절차를 발견하고, 상향적으로 계속하
여 정책 결정계층까지 이르도록 하는 Forward mapping & Backward
mapping을 고안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으로 Berman(1976)은 거시적 집행(macro
implementation)과 미시적 집행(micro implementation)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제도적 배경(institutional setting)의 차이에 따라 정책 집행 연구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
Lipsky는 상향식 접근방법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학자로, 일선관료
제 모형을 제시하였다. Lipsky는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를 시
민들과 면대면으로 만나 정부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 정
의하고, 교사․경찰․사회복지사․하급법원 판사들을 그 예로 들었다. 이
들은 관료제 내에서 일하지만 직업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상당히 광범위
하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substantial discretion)을 행사하
고 있으며, 시민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도 상당히 광범위하다(Lipsky,
2010).
Lipsky는 일선관료의 업무 상황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조건들이 있
고, 이러한 업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일선관료는 스스로 적응 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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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해 나간다고 하였다. Lipsky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일선관료들이, 자신이 가진 재량권
을 부정적으로 발휘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선관료가 만들어
내는 적응기제를 ‘단순화(simplifications)’와 ‘정형화(routines)’의 양상으
로 설명하고 있다.

가. 일선관료의 특징
Lipsky는 일선관료의 특징적 요소로서 1) 대상 집단과의 일상적 상호
작용, 2) 광범위한 재량의 행사, 3) 상부 조직의 권위에 대한 상대적인
자율권 행사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관료제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서면처리(paper processing)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에서의 고
객인 일반국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일선관료제는 그 수행하는 업무의
주된 내용이 서면처리보다는 사람처리(people processing)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 관료제와 다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중앙부서와 달리 집
행 부서에 배치된 관료는 기획업무 등 서면업무보다는 사람업무를 어떻
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일선관료는 정해
진 시간에 자신에게 할당된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 집
단과의 대면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집행상황에 맞게 반영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일선관료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재량의 행사를 들 수 있다. 일선관료
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상황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의 존재, 그
리고 복잡하고 모호하거나 너무 많은 규정과 지침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
게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Lipsky는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부조직의 권위에 대한 상대적인 자율권 행사를 들 수 있
는데, 주로 조직의 목표를 일선 관료들이 공유하지 못하거나, 상부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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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일선 관료의 목표가 갈등하는 경우, 파업․공격적 행동․부정적 태
도․회피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상부의 권위에 저항하기도 함을
의미하고 있다.

나. 일선관료의 업무상황(Conditions of Work)
일선관료들이 처한 업무 상황은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리하
게 작용하는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조일홍,
2000) Lipsky가 상정한 일선관료 직무 상황의 문제 요인은 다음과 같다.
(Lipsky, 2010).
첫째, ‘자원의 부족(inadequate resources)’으로, 일선관료들은 수행해야
하는 업무량에 비해 그들에게 제공되는 자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그
들은 수행해야 하는 업무성격에 비해 과중한 양의 케이스를 해결해야 하
거나,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의사결정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단순화된 업무 처리,
빠른 의사 결정 등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또한 일선관료들은 인적
자원의 부족에 시달리기도 한다. 인적 자원의 부족은 단순히 그 수가 부
족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된 인적 자원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일선관료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두 번째는 ‘공급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수요’ 상태이다. 수요의 초과는
일선 관료들이 자원 부족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
며,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일선관료들이 ‘평범함’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서비스가 질적으로 우수하고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
할수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나, 이러한 초과수요 현상으로 인해 일
선관료들은 인위적으로 수요를 제한하거나 고객들에게 보이지 않는 대가
를 지불하여 수요를 줄이는 등 고객의 필요에 둔감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셋째는, ‘목표의 모호성’이다. 일선관료의 목표가 모호한 이유는 보통

- 14 -

목표 자체가 너무 이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경우가 많으며, 상부 기관과
하부 기관의 목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또 당사자들 간
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목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불확실하다는 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넷째, ‘성과측정의 어려움’이다. 일선관료들의 업무수행을 목표와 연계
시켜서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성과측정의 어려
움은 일반 공공관료체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만, 일선행정관료체제
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가 모호하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목표 정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정량평가에 의존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정량 평가에
의 의존은 결국 양적 평가로 업무 수행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가하는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양적 평가로 인한 일선 관료들의 행
동 통제라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다섯째, ‘비자발적인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다. 일선관료들이 대하는 고
객은 대개 그 기관이나 관료들을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능력
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은 가난하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공공서비스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 집단이 일선 행정
관료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고 해서 일선관료들이 두려워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선관료들은 고객의
만족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고객이 오히려 일선관료가 만들어
놓은 행동 패턴에 따르도록 만들기도 한다.

다. 일선관료의 업무방식(Patterns of Practice)2)

일선관료는 위와 같은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직무를 보
2) 최동훈(2006), 일선관료의 직무환경과 직무행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주차단속원의 직구행태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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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응 기제를 개발한다(coping mechanism). 이
러한 기제로는 일선관료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무
를 익숙하고 다루기 쉬운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단순화(simplifications)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 방법을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형태로 변형하는 정
형화(routines) 등의 전략이 있으며, 1)서비스 배급(Rationing Service)과
2) 고객 및 업무상황 통제(Controlling Clients and the Work Situation),
3) 고객처리 심리구조(The Client Processing Mentality)의 측면에서 몇
가지 실행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3).
먼저 서비스 배급(Rationing Service)이란, 일선관료들이 제한된 자원
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의 업무를 정형화하여 서비스 배분의 수준
을 고정시키려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 중 하나가 수요와 접근을 제한하
는 방법이다. 일선관료들은 자신의 업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고객에게 의식적으로 알림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
한하기도 한다4). 한편 일선관료들은 규칙성, 책무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루틴을 사용하여, 고객의 요구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고, 신축적인 대
응을 회피하기도 한다5).
두 번째로, 고객 및 업무상황 통제(Controlling Clients and the Work
Situation)로, 고객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고객과 관료의 공간적 분리,
고객 간의 분리, 관료-고객 간 상호작용의 구조화를 통한 상호작용의 내
용․시간․속도에 대한 통제, 일상적 질서를 어기는 고객에 대한 통제
3) 단순화(simplifications)는 복잡한 환경을 자신이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환경으로 구조화시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형화(routines)는 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을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것
으로 패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Lipsky, 2010; 정정길 외, 2003)
4) 이러한 용도의 비용으로는 금전적 비용, 시간적 비용, 정보적 비용, 정신적 비용 등을 들 수 있
다. 금전적 비용의 예로서 의료보험에서의 공제 금액, 일선관료와 업무 시간에 만나기 위해 육
아를 맡겨야 하는 비용 등이 있다. 시간적 비용에는 민원 전화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민
원의 절차와 양식 까다롭게 하거나, 대기 순서를 뒤로 밀리게 만드는 등의 방법이 있다. 정보
적 비용의 예로는 정보를 제한하거나, 단골 고객에게 더 정보를 많이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
다. 정신적 비용으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기 등이 있다.
5) 절차를 규칙적으로 만들어 고객의 변화무쌍한 반응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다든
지, 문서업무처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또 루틴을 정당화하여 관료주
의가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인지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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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들 수 있다. 고객을 통제하는 이외에 일선관료는 상황을 통제하기
도 한다. 복잡한 업무와 제한된 자원에 대처해야 하는 조직은 가용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업무유형을 개발한다. 관리자는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업무처리비용의 감축을 시도하고 목표를 손쉽게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수정하기도 한다. Lipsky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선별하기
(screening), 권한위임하기(rubber stamp), 업무 떠넘기기(referrals)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고객처리 심리구조(The Client Processing Mentality)로,
일선관료는 재량의 행사와 일상규칙 간의 모순에 직면하여 서비스 이념
과 서비스 제공 간의 간격을 합리화하는 심리구조를 발전시키는데, 이러
한 심리구조는 직무개념의 변경과 고객개념의 변경으로 나뉜다. 직무개
념의 변경은 자신의 능력과 목표 간의 심리적 간격을 줄이기 위해 업무
의 회피, 전문화, 재량에 대한 방어, 관료제에 대한 방어 등을 사용하기
도 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능력과 목표 간의 심리적 간격을 근접시
키는 직무개념 변경 즉 목표의 사적인 정의(private goal definition)라고
할 수 있다. 고객개념의 변경은 고객의 분류를 통해 제한된 고객에 대해
서만 이상적 직무개념에 따른 성과개념을 적용하는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치 있는 고객-무가치한 고객, 협조적 고객-비협조적 고객, 반응
적 고객-무반응적 고객 등의 구분 아래 전자의 집단에 대해서만 주된
관심을 보이는 것이 고객 개념의 변경에 해당한다.

라. 선행연구분석
정책학 분야에서 Lipsky가 일선관료이론을 발표한 이후, 일선관료 관
련 연구는 주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특히 경찰이나 일반 행정 공무원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접하는 이들
의 행태가 일선관료 이론으로 분석되어, 직무 수행 환경의 어려움을 밝
히고, 이들의 직무환경 개선을 제언하는 연구들이 다수 산출되었다(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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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송선영, 2006). 행정학계의 연구는 주로 경찰의 업무 수행과정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Worden, 1989; 김현성, 2009; 최동훈,
2006), 그 외에 공공 근로 사업 현장에서의 재량 행사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박진영, 2000).
그 외에 최근에는 사회복지학계에서도 Lipsky 모형으로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이나(백현관, 1999; 김순양,
2002), 고령자취업지원정책 사례(김민정, 2005), 노인돌보미 바우처 선정
에 관한 사례(양난주, 2009)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교 현장에 대한 연구로 박소영․송선영(2006)은 문헌분석 및 1:1 심
층면담의 방식을 사용하여, 고3 담임교사가 수시모집제도를 운영함에 있
어 자원의 부족, 시간과 인적자원 및 신분에 대한 위협, 서로 다른 이해
집단으로부터 상반된 역할기대로 인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학생을 선입견에 따라 범주화하고 업무를 재정의한다고 주
장하였으며, 김승정 외(2013)는 교육 목표 모호성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인
식과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Lipsky가 제시한 목표가 모호한 일선 학교
의 업무 상황에 따라 교사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학계 및 사회복지학계에서 일선관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교육학계에서 일선관료에 대한 연구는 미진
한 편이다. 그러나 일선관료의 업무방식이 정책 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볼 때, 일선관료로서 교육 현장에서 상당
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교사의 업무태도 및 업무방식으로 인해 교육 정책
집행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정책 사례를
통해 일선 관료인 교사가 정책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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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6)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도입과 전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우사업)은 취약계층이 갈수록 확대되
고 이들이 특정 지역과 학교에 밀집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으로 등장하였다. 농어촌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
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각
종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이 본 사업의 출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을 위한 대책
수립 후, 2003년～2004년에 걸쳐 서울, 부산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
시에서 교복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행하였다. 이 때 사업에 참여한 지
역은 서울 6개 지역(강서구 2, 동작구 1, 노원구 2, 강북구 1)과 부산 2개
지역(해운대구 1, 북구 1)으로 여기에는 초, 중학교 45개, 유치원 34개,
총 79개 학교가 포함되었다. 2004년 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남으로써 2005년에는 당
초 계획처럼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7개 지역
을 새로 사업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총 15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때 지원 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기존 시범사업지역도 사업
을 1년 연장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에는 총 15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교복우사업 지역과 학교 수는 계속 확대
6) 이혜영(200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외(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 : 종단 효과 분석 1차년도 연구에 기초하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0). 성공적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학교
장 연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장 연수. 한국교육
개발원, 류방란(20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단적 효과 분석 연구(3차년도). 한국교육개발
원,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 교육과학기
술부․한국교육개발원의 내용을 기초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상게한 논문을 인용한 경
우는 별도의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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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2010년에 이르면 100개 지역 총 684개 학교에서 교복투를 시행하
게 되었다.

<표Ⅱ-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 개관(2003년~2010년)
구분
대상지역

지원자격

‘03~’04

‘05년

‘06년

‘07년

‘08년

8지역

15지역

30지역

60지역

(서울6,

(기존6,

(기존15,

(기존30,

부산2)

신규7)

신규15)

인구

신규30)
인구

25만

25만

25만

이상
322교

이상
322교

-

광역시
이상

60지역
(기존60)

‘09년
100지역
(기존60,
신규40)

‘10년
100지역
(기존100)

인구
모든 市

모든 市

학교수

45교

82교

이상
163교

679교

575교

(특교)

(45교)

(82교)

(163교)

(322교)

(322교)

(538교)

(534교)

(시도자체

-

-

-

-

-

(141교)

(41교)

학생수

40,707명

75,189명

153,178명

326,826명

304,464명

490,081명

452,467명

(기초생활

(4,758명)

(9,765명)

(16,719명)

(35,110명)

(27,904명)

(40,275명)

(35,725명)

지원)

수급자수)
지원액

238억원

160억원

359억원

642억원

514억원

866억원

810억원

(특교)

(238억원)

(110억원)

(209억원)

(374억원)

(248억원)

(504억원)

(310억원)

(시도교육청

-

(50억원)

(150억원)

(268억원)

(266억원)

(282억원)

(417억원)

-

-

-

-

-

(80억원)

(83억원)

대응투자)
(시도자체

지원)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장 연수

2011년부터는 교복투 사업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교복투 사업의 재원
이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어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서울시교육청 정책사업이었던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를 통합하여 명
칭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교복우 사업이 기존의 교
복투 사업과 크게 달라진 점은 법적 토대를 마련한 점7), 재원이 특별교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
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
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
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사업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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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화된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업이 안정화
되면서도 시․도 및 현장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집행
1) 사업 목표와 내용, 추진체제

교복우사업의 목표는 가정․학교․지역이 함께 하는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취약집단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을 통
하여 교육적 성취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학교사회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교복우
사업이 다른 점은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교육취약집단의 교육
적 성취를 제고함으로써 교육에의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이
다. 교복우 사업은 이와 같은 목표를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교복우사업을 통해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대상 학생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130%이하)계층, 기타 담임 추천
저소득층이 포함되고 그 외에 다문화가정 학생, 새터민 학생, 특수교육
학생 등 다양한 교육취약집단이 포함된다. 교육․문화․복지의 통합적
지원과 가정․학교․지역의 통합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 체제
는 중앙 단위의 교육부, 중앙연구지원센터인 한국교육개발원, 시도단위의
시도교육청, 시도연구지원센터를 구성하였으며, 지역교육청 차원에는 프
로젝트 조정자(PC)를 선발 배치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을 기획하고 총괄
하며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였고(신익현,
2003), 학교 단위에서는 교육복지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사
회교육전문가(현재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기
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
당하도록 했다(김정원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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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주요 영역은 학습, 문화, 심리 정서, 복지 등으로 나뉘어져 있
으며 각 영역별로 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프로그램은 고정되
어 있지 않고 대상 학생들의 필요와 학교, 지역사회의 특성에 기초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단위 학교에서의 사업 집행

교복우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단위 학교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 사업 추진 체제를 설계하며 추구
하였던 것은 첫째, 사업을 학교 전반 수준에서 추진되도록 설계하는 것,
둘째, 학교가 지역사회와 의사소통과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었다(류방란, 2012). 이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
제를 마련하였다.
첫째, 학교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학교 내에 교육복지운영위원회,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부장교사(담당교사)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함과 동시에, 학교 밖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내외의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
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6). 그리고 학교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되 전담부서만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타 부서
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조하였다(김정원 외,
2007). 둘째,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는 새로운 인력을 학교에 투입하였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대체로 사회복지, 평생교육, 교육학 등의 전문 배
경을 지니고 있는 자로 지역사회에서 연계 협력 관련 업무 경험자를 우
선적으로 채용하였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
력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교사와 협의를 통하여 불리한 상황과
조건에 처한 학생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들
을 다각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은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협력을 담당하지만, 대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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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집중관리학생에 대한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셋째, 이 사업
을 단순한 업무로 간주하여 여러 교사나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기계적으
로 분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학교 내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며 필요에 따라 의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
으로 추진하도록 안내하였다.

<표 Ⅱ-2> 사업전담부서 차원의 직무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직무
주체

직무(Duty)
학교단위 교육복지체제
구축 및 사업기획

학교

교육복지사업 프로그램

단위

운영과 지원

사업
전담
부서

사업현장 지원 및 관리

사업평가 및 보고
행정
집중지원학생
지역

발굴․지원․관리

사회
교육

과업(Task)
자원 현황 및 특성 분석하기, 사업 체제 구축하기, 사
업 설명 및 홍보하기, 사업 목표 수립하기, 사업 기획
및 계획하기, 사업 추진 실행 계획 수립하기
프로그램 소개 및 참가 학생 모집 관리, 프로그램 모
니터링하기, 강사 지원 및 관리하기, 장소와 시설 및
안전 관리하기
학교 교육 지원하기, 지역사회 지원하기, 추진체제 운
영하기, 연구․지원센터와 사업현장 연계하기, 프로젝트
조정자 지원하기, 사업 모니터링 팀 운영하기
평가 계획 수립하기, 평가 실시하기, 평가 결과 분석
및 보고․활용하기
공문서 작성하고 처리하기, 보고서와 회의록 작성하기
집중지원 학생 발굴 및 특성 분석하기, 상담을 통한
학생 정보 수집 분석 지원계획 수립, 사례관리하기,
집중지원 학생 관리 및 추수 지도하기
지역 자원 현황 파악 및 연계 가능 자원 발굴하기, 지

가정-학교-지역 연계

역 자원 연계하기, 학생 지원을 위한 가정-학교-지역

교육복지실․관련인력

사회 연결하기, 공동사업 운영하기
교육복지실 운영하기, 사업관련 정보 DB 구축하기,

전문가

교육하기
운영 및 정보관리
출처 : 김정원 외(2010). 교육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이시습.

다. 선행 연구 분석

지난 10여 년 간 교복우 사업은 우리 사회에 ‘교육복지’의 필요성과 중
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져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정숙, 2011).
이 사업을 통해 교육소외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었으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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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들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
을 인식하였다. 그간 교복우 사업의 진행 과정과 그를 통해 축적된 연구
결과들은 매우 다양한데, 크게 나누어 보면 1) 사업의 효과성, 2) 지역사
회 연계, 3) 학교에서의 집행과정에 대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업 운영의 중앙 연구센터 기능
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시작 연도에
면담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상승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이혜영 외, 2004),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도 지속적으로 이
루어졌으며(이혜영 외, 2005, 2006; 김정원 외 2007, 2008a, 2008b, 2009b;
류방란, 2010; 성열관 외, 2008; 이봉주 외, 2008), 최근에는 교육복지사업
성과 평가의 종단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류방란 외, 2010; 류방란 외,
2011; 류방란 외, 2012)8). 사업 평가와 관련된 그 간의 연구 내용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효과가 사업 실시 연차에 따라 점차 높
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업의 효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운영
만족도 측면,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 그리고 교
사의 인식 수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 참여가 길수록 높아지고 있었
다. 둘째,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의 사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조기 개입의 효과가 크다는 기존의 학교 효과
연구의 결과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교사의 관심과 지지는
사업 추진과정과 사업의 효과 산출에 매우 핵심적인 매개변인으로 대부
분의 성과 변인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지역내 사
회자본과 교내활동 참여 증진 등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도 성과변인
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 외에 교복우 사업과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8) 한국교육개발원은 2008년에 시행된 종단 연구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2009년 1차 조사에서 출발
하여 2011년 3차 조사까지 3년간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 조사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는 2040년(40세)까지의 30년간 장기 연구 설계도 함께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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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최규선, 2006; 김경근 외,
2010; 김경애 외, 2007; 김경애, 2009a, 2009b).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복
우 사업의 성패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의 양과 질에 의해 좌우된다
는 점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교복우 사업의 집행 주체인 교사에 관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
다. 김정원(2007)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교육 복지
개념 및 그와 관련한 학교 역할 규정 방식을 드러내고자 한 논문에서,
교사들이 교육 복지를 학교의 역할로 보는 사람과 교사의 역할을 교과
수업에 있다고 보는 사람 간의 차이가 교복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현숙(2008)은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한 학교교육공동체
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교육행정가, 학부모는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는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교복우 사업
을 시행하는 학교의 교사가 비시행학교의 교사보다 교육복지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숙(2011)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관계자 간의 갈등을 밝혀내는 논문에서 전담
인력의 역할과 위상을 둘러싼 학교 내에서의 관계자간의 갈등의 존재가
교복투 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김정
원(2011)은 학교 내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 학생 관리의 어려움, 교육 복
지 관련 전문 인력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 등의 내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현정(2012)는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교사들이 교육복지에 대
한 인식에 의한 집행보다는 예산에 맞춘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김현정(2013)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에 근무
하는 교사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의미화하는 과정을 살피는 논문에
서, 교사들이 교육복지 사업을 자신의 법적 직무 수행 이상의 업무(부모
와 같은 역할의 확장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직무 수행과 역할 확
장으로 인한 업무 증가와 과도한 행정 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파악하였다. 임주연(2013)은 교복우 사업 담당 교사들이 직무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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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논문에서, 교복우사업의 무계획성, 교
육과정에의 분리, 외부기관과의 연계 부족, 관계자와의 갈등, 낮은 보상
등으로 인해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교복우 사업에 대한 연구는 이 사업의 성과 및 효과
를 학생의 인지적 또는 정의적 수준에서 논의하거나, 이 사업이 성공적
으로 정착한 사례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 및 이들 성공 사례에서 밝혀진
특성을 토대로 교복우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
다. 그러나 교복우 사업의 실제 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 교사의 인식, 교복우 사업 운영의 어려
움과 문제점, 사업 관계자 간의 갈등 관계 등이 부분적으로 언급되고는
있으나, 이를 학교라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지어 학교 내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연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김정숙(2011)
은 교복우 사업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는 과정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
르며, 이 사업이 표방하는 목표와 주요 사업 영역이 동일하더라도, 결국
이 사업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이 이 사업에 대해 인식하고 수용하는 수준에 따라 사업의 이행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교복우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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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의 틀 :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
<업무방식(patterns)>

<업무상황(conditions)>
* 자원의 부족(인적, 물적)
* 목표의 모호함
* 평가의 어려움

일선
교사

* 단순화(simplifications)
* 정형화(routines)

*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그림Ⅲ-1 연구 분석 모형]

2. 연구 방법
교복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사가 처한 딜레마적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실시하
였다.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연구자는 하나 이상의 사례
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원천(관찰, 면접, 시청각 자료, 문서와 보고서
등)들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사례 기술과 사
례에 기반한 주제들을 보고한다고 설명되고 있다(Cresswell, 2007). 본
연구는 한 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우 사업의 집행 과정을 기술하는 사
례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 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자
료를 주요 정보원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
자들에게 정보나 의견,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여
참여자들의 관점, 생활 세계, 그들의 의식, 주관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목적적인 연구 방법이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처럼 특정 상황에 대한 개별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에 심층 면담은 유용하고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김승정 외, 2013).

- 27 -

3. 연구 절차
가. 연구 과정
본 연구는 2014년 1월～11월까지 진행되었다. 2014년 1월～6월까지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Lipsky의 모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정책 집행 환경과 대응 양상을 분
석하려는 연구 모형을 정립하였다. 2014년 7월에는 이론적 분석틀에 근
거하여 연구의 관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졌다. 2014년 7월～8월 방학 기간 동안 학교에 대한 정보와 홈페이지에
공고된 사업 관련 자료 및 각종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격적인 심층 면담은 2014년 9월～10월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
어졌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매 주 방문하여 개별 면담
을 실시하였고 교무실과 교육복지실의 분위기를 관찰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 반～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1인당 3회～4회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면담자는 반드시 대면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세
차례 이상 면담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면담과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면담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에는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교사의 업무환경과 대응양상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반구
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
의 하에 녹취하였으며, 녹취를 거부한 참여자의 면담 내용은 주요 내용
을 수기로 기록한 후, 면담을 마치는 즉시 문서화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연구 참여자에게 녹취록의 검토를 요청하여, 진술한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 기술된 부분은 수정하였고,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
은 추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보완하였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은 자료 수집 단계인 2014년 7월부터 자료 수집이
끝나는 2014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녹음된 면담 자료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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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코딩하는 작업, 연구 관련 문서 자료들을 검토하여 연구 맥락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 의미를 도출하였다. 원고의 집필은 연구를 시작
하는 시점부터 이루어졌으며, 2014년 9월～11월 사이에 분석과 논의에
대한 집중적인 서술이 진행되었고,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
이 수정과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기술한 사항을 면담 참여자와 교육학 연구자, 그리고 현장 교원을 통해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 참
여자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얻었고, 기술 과정에서 참여자의 학교 및 이
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표Ⅲ-1> 연구 과정
연구과정

세부내용

연구주제선정

• 상향식 정책 집행, 립스키 일선관료제, 교

및 선행연구

육복지, 교복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실시

연구 참여자
선정
문서자료수집
심층 면담 실시
자료 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

•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추천
• 해당 학교 연구 승인
• 해당 학교의 교복우 사업 관련 문서 자료
수집
• 해당 학교 관계자 심층 면담
• 자료 코딩, 분석, 해석, 구조화
• 추가자료 수집, 재분석
• 종합적 기술
• 검증 및 확인, 수정 보완

연구기간
2014.1~2014.6

2014.7

2014.7~2014.8
2014.9~2014.10
2014.7~2014.10

2014.1~2014.11

나.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연구 참여 대상이 되는 사람은 교육청 차원에서 교복우 사
업을 총괄하고 있는 프로젝트 조정자(Project Coordinator, 이하 PC), 단
위 학교 차원에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담당자(교장, 담당부장,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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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9) 등)이다. 따라서 교육청을 우선 선정하고, 그 교육청 관내의
학교를 선정한 후, 학교 내의 담당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 작업
이 필요하였다.
교복우 사업의 본질과 추진 과정을 탐색한 결과, 지역적 낙후성에 따
른 지역 격차를 줄이고자 했던 사업 초기의 목표에 따라 우선 서울 지역
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세 개의 지역 교육지원청을 선
정하여 담당 PC를 면담하였다10). 그 중 연구 접근 가능성과 허락 가능
성을 고려하여 P교육지원청을 선정하였다. 그 후, P교육지원청의 PC를
만나 관내 학교 중 교육 복지의 목표에 가장 잘 맞게 운영되는 공립 중
학교인 A중학교를 추천받았다. 그리하여 A중학교를 방문하여 허락을 구
하고, 교복우 사업 담당자들을 면담하였다.

<표Ⅲ-2> 면담 대상자 선정 근거
단위
교육
지원청
학교

선정 근거
* 사업의 실시 목적 부합성
: 지역 낙후성의 정도 (사업 학교 비율)
* 사업의 정착 및 안정된 운영 정도
: 사업 연차, 사업에 대한 비전 공유, 조직 개편 등
* 사업 담당 경험 정도

교사

: 적극적 참여 정도, 사업에의 영향력 등
담당부장, 기획, 교육복지사, 관리자, 기타

9) 교복우 사업은 학교 내외에서 교육취약집단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가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학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하였
다. 2011년 이후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명칭이 교육복지사로 바뀌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이하 지전가), 교육복지사의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힌다.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교복우 사업 학교 비율(사업학교/전체학교)이 가장 높은 교육청 순서
로 세 곳(A교육지원청, L교육지원청, P교육지원청)을 선정한 후, 교육청 담당 프로젝트 조정자
(PC)를 면담하여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 중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 허락을 해 준 P
교육지원청(사업 학교 비율(39.7%)이 가장 높음)을 선정하였고, P교육지원청의 PC가 추천해준
학교를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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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교육지원청
P교육지원청은 X구와 Y구를 포함하는 교육지원청으로 X구와 Y구는
서울시에서 비교적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P교육지원청은 2007년
에 교복투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2003년 초창기에 교복투사업이 실
시될 때 지역 선정 기준은 ‘기초수급자 비율’이었다. P교육지원청이 포함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초수급자 비율이 많지 않아 초창기에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11) 그러나 P교육지원청은 기초수급자 비
율은 낮으나 법정한부모와 차상위를 포함한 법정저소득층 비율이 높았
다. 그래서 법정저소득층까지 대상 학생에 넣기 시작한 2007년에 교복투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현재 P교육지원청 관내의 93개 학교
중 37개 학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39.7%), 서울특별시에서 사업 학
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교육지원청이다. P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특
성 및 일반적인 교복우 사업 운영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P교육지
원청의 담당 PC와 심층 면담이 진행되었다.

<표Ⅲ-3> P교육지원청 연구 참여자 현황
참여자
(가명)

오은정
PC

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40대
▸사업경력: 10년

담당업무

비고

▸직위: 프로젝트조정자(PC)

2004~2009년까지 5년간

▸업무: 지역교육청차원

지역사회전문가 담당

의 교복우사업 업무 지

2009년~현재

원 총괄

청 PC로 재직 중

P교육지원

11) “A교육지원청이나 L교육지원청 지역은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아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아요.
하지만 P교육지원청은 임대 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이 전체적으로 낙후되었죠. 노후한
다세대 주책이 많고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법정한부모 가정 자녀들
이 많고, 차상위 경우도 꽤 많아요. 처음 기초수급자 비율로 지원을 할 때는 수가 적은 편이었
지만, 법정한부모를 포함한 법정저소득을 다 지원하게 되면서 이 지역이 기준에 들어가게 되었
죠." (오은경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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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중학교
A중학교는 1969년에 개교한 학교로서 3개 학년 31학급(특수학급 2개
포함)에 교직원이 54명인 큰 규모의 학교이다. 학교가 위치한 곳은 X구
의 주택가이며, 법정 저소득층(기초수급자와 법정한부모 가정) 비율이
11.3%, 기타저소득까지 합치면 그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취약 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이다. 교육에 대한 가정의 조력이 부족한 편이고, 아이
들의 학습 성취 수준도 낮은 편이며, 만성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진 학생
들이 많은 편이다(A중학교 교복우 사업계획서, 2014).
A중학교는 2007년에 교복투 학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8년 째 교복
우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동안 교복우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몰이해와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혼란을 거듭하였으나, 작년에 교육 복지
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한 교장이 부임했고, 전 학교에서 교육 복지 사
업을 여러 해 담당했던 교무 부장이 사업 관련 업무 분장에 관여하면서,
안정적인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다. 또 담당 부서의 부장이 매년 바뀌면
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나, 올해 새로 담당 부장이 된 선
생님이 비교적 열의를 가지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에 노력을 다하고 있었
다. 또 교육복지사가 교복우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고 현재 학교에서 4
년 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P교육지원청의 오은정 PC도 A중학교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교복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안정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교사들의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강한 네트워
킹, 그리고 학교장의 리더십을 들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중학교의 교복우 사업 운영에 실제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교장, 교무부장, 복지부장, 교육복지사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복우 사업이 집행되는 모습을 밝히고자 하
였다.

- 32 -

<표 Ⅲ-4> A중학교 연구 참여자 현황
참여자
(가명)
최준호
교장

인적사항

교무부장

▸직위: 교장

전 학교 교감 재직 시 교

▸나이: 50대

▸업무:

학교 전반

복우 사업 실시 후 현 학

▸교직 경력: 30년

총괄, 교복우 업무 책

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현재학교 2년차

임

중
B중학교

▸나이: 40대
▸교직 경력: 20년
▸현재학교 2년차
▸성별: 여

김현숙
복지부장

▸나이: 50대
▸교직 경력: 25년
▸현재학교 2년차
▸성별: 여

이연희
교육복지사

비고

▸성별: 남

▸성별: 여
박인경

담당업무

▸나이: 30대
▸교직 경력: 10년
▸현재학교 4년차

교복우

사업의

▸직위: 교무기획부장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 관

▸업무: 교무업무전반

여함, 교복우 사업 경력

에 대한 총괄

전 학교 포함 5년, 교복우
사업 평가 위원으로 활동

▸직위: 교육복지부장

교복우 사업 경력 1년,

▸업무:

작년에는 사업 중 일부

교복우사업

업무 총괄

담당

▸직위: 교육복지사

2003년부터 교복우 담당

▸업무: 교육복지 실

현재학교에서 4년째 교복

무 전담

우실무 담당

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크게 심층 면담, 문서 자료, 참여 관찰 세 가지 면에서 이
루어졌다. 우선 교복우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심층 면담이 가장 중요한 자료 수집원이다. 각
교사들이 교복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처한 상황은 어떠하며, 어떠한 대
응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관련된 문서 자료에 대한 검토이다. 관련 문서 자료는 해당 학
교의 교복우 사업 계획서 및 보고서, 평가 결과, 기사화된 내용, 홈페이
지 글 등이다. 참여 관찰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정규 일
과 중에 면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교무
실과 교육복지실에서의 분위기와 교사-학생의 상호작용 등을 개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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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찰하였고, 이는 연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간접적인 함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라. 분석 및 해석
자료의 분석은 우선 수집한 자료의 분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료는
크게 심층 면담 자료와 기타 문서 자료로 분류되었다. 심층 면담 자료는
대부분 녹음한 것을 전사하여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대상자가 녹
취를 거부한 경우 현장에서 메모한 면담 내용을 면담 직후 바로 문서로
정리하였다. 기타 문서 자료는 크게 홈페이지 게시 자료, 내부 문서(계획
서 및 보고서 등), 기사화된 자료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분석은 심층 면담 자료와 기타 문서 자료의 분석을 병행하였다. 전사
한 내용을 수차례 정독하면서 반복되고 의미 있는 주제어를 찾아내고 범
주화하였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사업 담당 주체들의 업무 환경과 대
응 양상이 유사한 범주로 묶이는 것을 발견하였고,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 형성된 연구의 구조와 맥락이 더욱 확장되거나 변형된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 후 주제어의 하위 범주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분류 체계
를 작성하는 식의 논문의 뼈대를 완성하였다. 분류 체계를 작성하는 과
정은 수차례 반복과 순환의 관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자의 주관적 임의성을 줄이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검증’과 ‘참여자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삼각 검증은 자료의 다각화,
조사자의 다각화, 이론의 다각화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검증 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각종 문헌 자료 분석 등의 다각적인 방법
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또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에 대해 교육
학과 박사 출신 3명과 석사 출신 2명의 조언을 구하였다. 또 연구 대상
에 대한 기술 내용은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검토 방법을 사
용하였다. 즉 연구자가 면담 자료로부터 도출한 분석과 결론을 연구에
참여했던 참여자에게 타당성을 평가해주도록 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
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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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이상(Ideal)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잘’ 운영하기
교복우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
해 제시하는 바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① 학교장의 교육복지 실현 의
지와 리더십 발휘(김인희 2009; 조금주, 2014), ② 학교의 모든 주체들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기(김정원,

2007;

한국교육개발원 2010;

김정숙,

2011), ③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류방란 외 2007;
김정원 2010)하기로 압축된다. 실제로 P교육지원청의 담당 프로젝트조정
자(Project Coordinator, 이하 PC)를 면담한 결과 역시, 위의 세 가지 요
소를 성공적인 운영의 기준으로 꼽고 있었다.
“교복우 사업이 우수하게 운영되는 거라면 우선 교장의 교육 복지 마
인드가 중요하고, 교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업무 분장에서 교복우 사업이
부서별로 잘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죠. 교사들이 교복우 사업에 대해 긍
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고, 비전을 형성하고 그래서 교사가 학생 발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전가는 학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이나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은정 PC)

가. 안정적인 업무분장 : ‘네’ 일이 아니라 ‘우리’ 일
교복우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민간실무인력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었다.
교육지원청에는 프로젝트 조정자를, 단위 학교에는 교육복지사(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민간실무인력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
면서 사업이 이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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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정서적 지지나 상담 및 지역 사회 내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활동들이 마치 교육복지사 중심의 사업인 것으로 인식되고, 교사들의 참
여가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이 사업이 예산과 민간실무인력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만
약에 예산이 2년 먼저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더 주축이 되어 운영을 해서
수업 안에서 교육 소외 아이들을 좀 더 교육 소외를 겪지 않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그게 자리가 잡힌 다음에 실무 인력이 들어갔으
면 좋았을 텐데. 예산과 인력이 같이 들어가다보니 교육복지사업은 새로
들어온 인력이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많았죠.” (오은정 PC)

그러나 교복우 사업에 대해 설명할 때 항상 강조하는 점은 학교 전체
가 교복우 사업을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원
(2007)은 학교에서의 교복투 사업 운영 방식을 ‘네 일’로 인식하는 학교
와 ‘우리 일’로 인식하는 학교로 나누고, ‘우리 일’로 인식하고 있는 학교
에서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P교육지원청의 오은정 PC는 A중학교를 해당 교육지원
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꼽았다. A중학교의 경우 역시
초기에는 교복우 담당 부장이 매년 바뀌면서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업무
를 거의 담당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처음엔 교육복지사가 교복우 업무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었다고 합
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교육복지사 혼자서 다 담당하긴 어렵죠.
그리고 사업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교복우사업을 교육복지사 혼자서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교사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김현숙 복지부장)

그러나 2년 전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한 교장 선생님이 새
로 부임하였고, 같은 해 전 학교에서 교복우 사업 경력이 있었던 교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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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부임하면서, 교복우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업무 분장이 진행되었다.
즉 주요 핵심 업무는 교육복지전담부서에서, 그리고 각 프로그램들은 모
든 부서에서 함께 운영하고, 학생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연계 분야는 교육
복지사가 전담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을 하였다. A중학교의 교육복지사는
4년 째 A중학교에서 교육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경력이 많고 의
지가 강하여 활발하게 교복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저희 학교의 경우는 교복우 프로그램이 각 부서에 분담되고 있어요.
큰 덩어리의 경우 따로 계가 맡아서 하고, 작은 덩어리의 경우는 기획
선생님이 맡아서 하시는데요. 사실 교복우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시는 선
생님들께서 이 업무가 교복우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고사계, 수
업계처럼 원래 있었던 계나 업무로 느끼고 있어요. 아마도 교복우 사업
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전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잘 연결
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장을 하고
있지만, 크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복
지사 선생님도 경력이 오래 되셨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김현숙 복지
부장)
“저희 교무부에서는 또래 멘토링을 맡고 있거든요. 그게 첨엔 교복특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냥 우리의 일인거죠. 예산을 교복특에서
줘서 그렇지. 그냥 우리 부서 업무라고 생각해요.” (박인경 교무부장)

A중학교의 많은 교사들이 열의를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교복우 사업
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로, 이 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꼽기도 하
였다. A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지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 중 하
나로 꼽히고 있었고, 임대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
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많았다. 또한 가정해체로 인해 전입하
는 경우가 많아 한 부모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방임될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였다.

- 37 -

“P교육지원청에는 법정 한부모 가정이 특히 많아요. 문제는 법정 한부
모가 많다는 건 방임될 우려가 크다는 거죠. 양육을 혼자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고. 위기 학생이 더 많아지고.” (오은정 PC)

이에 따라 이 지역 학생들은 무기력하거나 자존감이 매우 낮고 학습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정에서 방임되어 거리나 PC
방 등을 전전하는 학생이 많이 있었다(A중학교 사업계획서, 2014). 강남
3구 지역에서 재직하다 A중학교로 온 복지부장의 경우 A중학교의 교사
들이 열의가 넘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도처에 있고, 교
사라면 이들을 그냥 방치하려고 하지 않는 마인드를 갖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교복우 사업에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건, 아마도 어려운 아이
들을 수업에서 담임을 하면서 직접 만나기 때문 아닐까요. 어려운 학생,
폭력적인 학생, 부모님 환경이 안 좋은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을 직접 교실
에서 만나게 되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다보면 자연히 교복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
고.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김현숙 복지부장)

나. 학교장의 리더십 : 학교장이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학교장의 교육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학교의 교육복지 역량 발휘
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
고 있다(김인희, 2009; 조금주 2014).
A중학교의 교복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학
교장의 교복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현 의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복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를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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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리더십이었다. A중학교의 경우 학
교장이 교복우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공유하기 이전에, 교사들에 대한
따뜻한 태도와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장의 교사
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에 기초하여 학교장의 교복우 사업 실현 의지가
교사들에게까지 스며들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역과 손잡고 아이들을 보려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교복우 사업의 성패는 지전가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의
역량보다는 교장선생님의 마음에 달린 거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마인드
가 있는 경우 중지를 어떻게 모아서 하시느냐에 따라 잘 따라오는 학교
도 있고, 교장 선생님이 이걸 실적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푸쉬하시는 경
우에는 선생님들이 빨리 지쳐하시는 것도 같아요.” (오은정 PC)
“교육복지에 대해서든 뭐에 대해서든, 마인드라는 게, 전반적인 마인드
도 어디서 나오는 거 같냐하면, 교장선생님한테서 나와요. 그런데 교장선
생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쪼는 거에요.
그럼 그 가치관이나 마인드도 부정이 되는 거죠. 교장 선생님도 그런 바
람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솔선수범 한다든
가, 배려한다든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배려하려
고 그러면, 부장쌤이 하자고 할 때 다른 선생님들도 불만 없이 따라가더
라구요.” (박인경 교무부장)
“아이들을 이해하고 소외 학생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 소외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 필요한 일인 거 같아요.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케어를 받겠습니까. 학교에서 돌봐야죠. 학교에서마저 돌보지 않으면. 정
말 길거리를 배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화 체험 같은 거
한번 못해보고 학창 생활을 마무리 하겠죠.” (최준호 교장)

이처럼 A중학교의 최준호 교장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보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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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우 사업의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한 사업 운영에 대
해 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다. 지역사회 네트워킹 : 지역사회로 열려 있는 교문
교복우 사업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 중 하나는 학교 내외에서 교육취
약집단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
하도록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에서 학
교에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역 교육청에는 프로젝트 조정자(PC)를 배치하여 지
역 내 학교들 간,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김정원, 2010).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도는 교복우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에서의
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경근 외, 2010; 김경애 외, 2007)
A중학교의 경우 교육복지사가 4년 째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활발하게
지역 사회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있었다.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김현숙 복지부장)
“E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경계선 사업에도 참여하고, 씨앗아동사업, 달
달한 가족 사업 등 지역 기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
어요.”(박인경 교무부장)

이와 같이 안정적인 업무 분장과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고 평가받고 있는 A중학교이지만, 실제로 교복우 사업의 사업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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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렌즈를 가까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제 모형은 학교 현장의
실제를 들여다보기에 적합한 렌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학
교 현장에서는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업무 상황(Conditions)
이 존재하였고, 교사들은 정형화된 패턴(Patterns)으로 교복우 업무를 수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교복우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이 처한 업무 상황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교사
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현실(Conditions)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의
딜레마 상황
가. 목표 공유의 어려움 : 학교가 복지까지 해야 하나?
학교에서 교육복지12)라는 용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실제로 교육복지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학자
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복지를 ‘교육’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복지’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에 따라 교육복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 교육이라는 개념에 복지 개념이 내재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며(이기
범, 1996; 이혜영 외, 2002), 후자의 경우 교육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
으로 이해하는 입장(한만길 외, 2000; 홍봉선, 2004)이다.13)
12) 김인회(2009)는 교육복지를 “교육소외를 극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태
또는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된 노력”을 의미하며, 교육소외란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
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
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장이 길을 걷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질 높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
으로 정의함으로써,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간결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였
다.
13) 교육이라는 개념에 복지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에 의하면 엄격히 교육과 ‘교육복지’는
구분되지 않는데. 교육이 어떠한 다른 영역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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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육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
은 것으로 보였다. 교사들은 실제 교복우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
램’을 교육복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엄마의 역할과 같이 가정에
서 이루어져야 할 ‘돌봄의 역할’을 학교가 해야 하는 것 등으로 교육복지
를 이해하고 있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는 걸 역할 분담해서 하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게 교육복지라고 인식이 되는 면이 있어요.” (오은정 PC)
“제가 진행하고 있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참 좋았어요. 작년에 담임
을 하던 학생인데 부모님이 안계시고 할머니와 생활하는 어려운 학생이
었죠. 이 아이와 함께 문화 체험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죠. 토요일 하루 종일 시간을 내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아
이는 제게서 엄마와 같은 모성애를 필요로 했던 걸 느꼈습니다.” (김현숙
복지부장)
“사실 저도 아이가 있고 가정도 있는 입장에서 토요일 하루 전체를 다
할애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 학생이 엄마의 느낌을
원하고,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환경을 알고 이 학생의 눈빛을 보며 하루
를 함께 하다보면 힘은 들지만 할 만 하죠. 아무래도 교사라는 직업이
아이들의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며 기쁠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요.” (김현숙 복지부장)

교사들이 교육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교
인간의 삶을 어떠한 가치 있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활동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이기범, 1996).
반면에, 교육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교육복지를 ‘교육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로 규정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 혹은 사회 내 각종 교육의 장에서 이
루어지는 복지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한만길 외, 2000). 사회복지학계에서는 교육복지와 학교
사회사업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사회사업이 학교라는 세팅에서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인 반면, 교육복지는 그 대상을 전 생애에 걸친 국민으로 확
장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홍봉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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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복지를 교육으로 보느냐 복지로 보느냐에 따라 교육복지에 대한 태도
를 달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 안에 이미
복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교사라면 누구나 소외된 학생을 돌보아야
한다는 교육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학교가
과연 가르치고 배우는 일 이외에 복지의 영역까지 담당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등, 교육복지에 대해서 교육과 복지를 하나로 인식하는
일원적 사고와 교육과 복지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이원적 사고가 공존하
고 있었다.
“사실 교육복지라는 마인드는 원래 교사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어려운 학생 밥 한 끼 사 먹이고, 학원 못 다니고 학습이 부진
한 학생 남겨서 공부 한 번 안 시켜본 선생님 있겠어요.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여서 아이들 케어하려고 하는 게 교사죠.” (김현숙 복지부장)
“외국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학교는
학습을 하는 곳이라고요. 우리 나라가 자꾸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
교육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얘기에요. 우리
나라같은 경우 학교는 교육과 함께 돌봄의 현장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압니까? 하루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학습만 하는 곳이면 되겠습니까? 학교는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교사는 공부만 가르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죠. 집에서 엄마와 아빠가
하는 역할의 일부를 교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김현숙 복
지부장)
“학교는 교육이 먼저인 거 같아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외의 어
려움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복지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
복우든 혁신학교든 상관없죠. 교육 소외 학생을 잘 끌어안고 교육을 할
수 있다면요.” (오은정 PC)
“지난 학교에 있을 때 집중 지원 학생들 중 아빠랑만 사는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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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서 반찬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선생님들 몇 명이 모여
서 특수반에 취사 시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반찬 만들어서 배달하고.
그런데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냄새나게 뭐하는 거냐고. 그때
상처도 받고 그랬죠.” (박인경 교무부장)
“집중 지원학생에게 치아 치료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한 학생에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말이 나
오죠. 학교에서 아이들 치아까지 해 줘야 하냐고.” (박인경 교무부장)

결국 교사가 교복우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정도는 교육복지
에 대한 마인드 차이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복지도 교육의
영역이며, 교육복지의 담당 주체가 학교라는 인식이 공유되는 경우 좀
더 교복우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
였다.
A중학교의 경우 관리자를 비롯하여 담당 부장과 교사들이 교육복지를
학교의 역할로 보는 마인드가 상당히 공유되고 있었고, 이는 사업이 안
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교사가
이와 같은 마인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교사들이 대체적
으로 열정과 헌신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
고 교육복지라는 마인드를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사가 가진 개인적
인 가치관보다는 전보체제가 가지는 한계도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
되었다.
“2013년에 새로운 선생님이 많이 오셨는데, B중학교에서 많이 오셨어
요. 현재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교무부장 선생님이신 박인경 선생님도 그
렇고, 또 그 전에 계셨던 선생님들 중에도 교복우 사업을 공유하였던 분
들이 부장선생님이 되어서 관리자들과 부장 선생님들 간에는 교육복지에
대한 비전이 공유되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사실, 기획 선생님과 그
밑에 계들과 담임선생님들에게까지 비전이 공유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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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셨거든요. 심지어 기간제 선생님들도 많으시
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이동이 많아서, 15분이 정기 이동을 하셨거든
요. 저희 학교에 처음 오신 분들이 20분 가까이 되요. 그런데 사업에 대
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시 사업 내용 설명해
드려야 하고.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공유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죠.” (이
연희 교육복지사)
“교복우 사업의 성과에 있어서 연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요.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다가 교장과 교사가 바뀌면서 다시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고, 자리를 못잡고 있다가 교장과 교사의 의지로 다시 안정적
으로 자리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공립 학교의 전보 체제로 인해 구성원
들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교복우 사업이라는 게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어도 구성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거라서.” (오은정 PC)

이렇듯 공립 학교의 전보 체제에 의한 인사 이동으로 학교 구성원이 바
뀌게 되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던 교복우 사업의 운영 체제가 다시 혼란
스러워지기도 하고, 오히려 자리를 못 잡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던 학교
가 교육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새로운 구성원들로 인해 잘 운영되기
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등 전보 체제의 이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 교사의 업무 갈등 : 수업이 우선인가? 업무가 우선인가?
중학교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크게 교수-학습 관련 업무, 담임
경영을 비롯한 생활지도 업무, 기타 행정사무로 나눌 수 있다. 교수-학
습 관련 업무와 생활지도 업무는 학생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며 수행하는
업무로 교사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기타 행정사무는
업무분장을 통해 할당된 교사들이 행정업무와 기타 정책 사업에 따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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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그리고 학적이나 나이스 관련 업무와 같은 기타 행정업무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신현석 외, 2006; 강미정 외, 2012; 정영수 외, 2012).

<표 Ⅳ-1> 교사의 담당업무
학생과 직접 관련
교수-학습 관련

학급경영․생활지도
학급경영

수업계획 준비
수업하기
고사 출제 및 채점

학생과 간접 관련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학부모관계

기타행정
교무분장업무
정책행정업무
기타행정사무

선행연구를 통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가 수업이라고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신철균, 2011; 강미정 외, 2012; 김승정 외,
2013), A중학교의 경우도 대체로 교사들은 수업을 잘하는 것이 교사 본
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업무가 그냥 보통 업무와 수업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업무
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학생들 생활 지도해야 하고, 상담해야 하고, 학부
모와의 관계도 맺어야 하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다보니.” (이연희 교육
복지사)
“교사에게 가장 주된 업무는 누가 뭐라해도 수업일테니까요. 사회 복
지사의 경우 교육 복지 업무가 자신의 주된 업무이겠지만, 교사의 경우
는 교육복지사업이 주된 업무라고 보긴 어렵죠.” (김현숙 복지부장)
“자유학기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개선이에요. 평가도 없고 하니
까. 수업을 좀 혁신하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구부장 할 때고 수업 혁
신에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했는데.” (박인경 교무부장)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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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신속한 적응력과 비교 우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조직
의 재구조화와 성과중심의 기관평가를 강조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행요구와 수행중심의 책무성 평가
는 대다수의 교원이 가르치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
책 도입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 공문서 작성 등으로 육체적 정신
적 피곤함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박선형 외 2012). 따라서
교사들은 이와 같은 업무를 근무 시간 내에 ‘제대로’, ‘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책 관련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단순히 업무량 자체가 과중하다는 것보
다는 교수-학습 전문가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불만을 의미하고 있었다(정영수 외, 2012).
그러다보니 교사들은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갈등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상명 외(2007)는 ‘교사의 역할이 수
업이나 생활지도에 관한 것보다 행정업무에 치중되어 있다’는 인식을 조
사한 결과, 절반가량(48.4%)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각종 행정
업무로 인해 교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들이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이상과 현실 간
의 괴리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면
서도, 실제로 수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든가, 교실 안에
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업 개
선은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교사만 느낄 수 있을 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행정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
하고 시간적 제한성과 긴급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우선시하
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혹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규 수업 활동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4).
14) 교원의 업무 분석을 통해 교원 업무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신현석
외, 2011; 정영수 외, 2012; 김이경 외 2009), 실제로 현재 행정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
사무의 많은 부분을 행정 전담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업무의 대부분은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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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개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기도 어렵지만 안 해도 티가 안 나
니까. 수업은 교사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연구부 입장에서 굳이 하
려고 들면 일이 어렵고.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하니까.” (박인경 교무부장)
“제 수업도 재미있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는 선
생님인거죠. 애들이 얼마나 배웠느냐보다는 그냥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
르쳤나만 중요한,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구현해낼지 고민이죠.”
(박인경 교무부장)
“수업 준비요? 그냥 하는 거죠. 제가 이걸 20년째 가르치고 있으니까.
중학생들 수준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웃음)” (김현숙 복지부장)
“이 아이가 산만하다든지, 쭉 자버리든지, 선생님이 아이를 깨워서 하
시는 경우도 계시지만,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포기하는 부분이 많잖아
요. 그러다보면 그 아이는 스스로도 교육소외를 선택했지만, 선생님으로
부터도 교육소외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은정 PC)

정은미 외(2014)는 중년 여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질적 연
구를 수행하며, 처리하기에 너무 많은 일거리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
닌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괴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들
의 소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고, 결국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충실할 수
없음은 물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책성 사업들이 수업이나 학생과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업무를 과중시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인식해 정책성 사업들에 대한 반감을 보이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
였다.
A중학교에서 교복우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교사 본
과 연관이 있어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행정 전담 인력의 업무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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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업무인 수업, 그리고 담임 맡은 반의 모든 학생들을 다 챙겨야 하
는 업무가 있는데, 집중 지원학생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
영해야 하는 교복우 사업은 새롭게 업무가 과중되는 정책성 사업으로 인
식되고 있었다. 실제로 교복우 사업 현장 컨설팅 시 오히려 너무 많은
사업 및 프로그램 때문에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호소를 한다
는 지적이 있었으며(엄경남, 2011), 교사 직무 부담 증가의 주범으로 지
목되고 있는 학교 사회에 만연한 관료제적 병폐와 문서주의(Selwood &
Pilkington(2005)), 또 교육지원청의 실적 위주 관행에 따른 우수사례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및 각종 공문서 요구 등으로 교복우 사업 역시 ‘할
일이 많은’ 정책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업도 하고 담임도 하고, 또 학교 차원에서 원래 해야 하는 행정 업
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교복우 업무가 추가 되고 있으니까. 업무가 과중
되고 있죠.” (김현숙 복지부장)
“교사가 교복우 사업을 혁신적으로 잘 운영하려면 안식년처럼 그 교사
에게 수업과 모든 업무를 빼 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일에
만 매달려야 혁신적인 운영이 가능하죠. 하지만 교사는 교복우 업무가
교사 업무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도 해야 하고. 일반 학생들, 모
든 학생들을 다 돌봐야 할 책임이 있죠. 집중 지원 학생들만 신경 쓸 수
는 없으니까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교복우에만 매달릴 수는 없
다고 생각해요.” (김현숙 복지부장)

하지만 교복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 소외 학생들을 교육 현
장, 그것도 수업 현장 안으로 포섭하는 데 있다. 교사들이 수업 안에서
교육 소외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
원을 교복우 사업의 예산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복우 사
업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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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능력이나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은 주로 수
업 중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육 소외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
이 좀 더 수업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혁신학교는 수업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하더라구요.
기술과 미술을 접목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최소한 참여는 할 수 있게끔.
그런 변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안 되는 부분 방과 후의 아이들
동선 관리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결국 학교로 올 수 있
게,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거죠.” (오은정 PC)

다. 부적절한 자원 : 돈 쓰는 것도 사람 쓰는 것도 일
Lipsky는 일선관료제 모형에서 일선 관료가 처한 상황 중 가장 핵심적
인 것으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꼽고 있었다. 이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항상 공급을 상회하는 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리
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Lipsky,2010).
교복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초기 사업을 시행했을 때보다는 예산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
전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복우
사업 집행에 있어서 자원의 부족이란, 자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측
면에서 자원의 부족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1) 부적절한 예산 : 돈 쓰는 게 어렵다?

A중학교 선생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새로
운 예산을 받게 되면, 교사들은 돈이 생겨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
다는 기쁨과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데 대한 압박감이라는 두 가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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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감정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복우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돈 쓰
는 것에 대한 절차와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업무처럼 인식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함께 하고 있었다.
“교복우 사업을 통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
일까. 교사들이 원래 다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인데. 하지만 교복우 사업
이 업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아마도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야 해
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산도 딱딱 맞춰서 써야하고, 돈 쓰려면 계
획서 내야 하고. 또 결산 보고 해야 하고. 너무 절차도 까다롭고 돈 쓰
는 거에 대한 감독이 심하다보니, 하고 싶은 마음은 원래 있었는데 업무
처럼 느껴지다보니.” (김현숙 복지부장)
“사실 이 사업을 그냥 2월말까지 돈 써야 하는 일, 남기면 아까운 예
산의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지역이랑 함께 하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초창기때 많이 그랬죠.” (오은정 PC)

예산 사용에 대한 절차와 규제가 까다롭다보니, 예산 사용이 보수적이
되어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교육청에서 꼬투리를 잡힐 만한 부분
에 돈 쓰는 것을 지양하다보니, 교복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것을 시행하기보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야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교복우 프로그램이 집중지원학생에 대한 집
중지원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
용이라는 관리자와 일반 교사들의 편견을 버리기가 어려워 보였다. 그러
다보니 결국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강사비와 재료비 등으로만 예산
을 사용하는 뻔한 운영이 되거나, 실제로 몇몇 부서에서는 업무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연말에 돈을 쓰느라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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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예산 쓰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감사도 있고. 가장 꼼꼼
하게 보는 부분이니까. 집중 지원 학생들에게 예산이 집중되는 면이 있
으니까. 그 쪽으로 신경이 쓰시긴 하죠.” (최준호 교장선생님)
“교복우 사업은 개별화가 더 필요하죠. 공부방도 소규모로 4~5명, 1:1
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멘토2 :멘티1 도 가능하고요. 혹시나 예산
만 보시는 분이 와서 왜 이렇게 1:1로 돈을 많이 썼냐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사견이지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게 집중지원학생에게 예산을
집중해서 써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도 해석을 다시 하시는 부분이 있
죠. 비효율적이라는 편견이 작용하니까. 밑빠진 독에 왜이렇게 물을 붓냐
하는.” (오은정 PC)
“프로그램 역할 분담이 되고 업무 분장이 되었는데, 1학기가 지나서
회의를 한번 중간 평가 회의를 했더니, 두 세 부서가 사업 진행이 안되
고 있었던 거에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 이거 교육복지부서에서라도 가지
고 가서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지전가 선생님이 그걸 마지막에 해내느
라고. 1~2월에 캠프가야 하고...” (오은정 PC)

2) 부적절한 인력 : 외부 인력은 학교 구성원이 아니다?

교복우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교복우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 실무
인력의 지원이다. 교복우 사업이 시작된 시기부터 지역사회전문가(현재
교육복지사)라는 이름의 민간 실무 인력이 학교로 들어와 교복우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사업 수행 초창기 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복우 사업이 민간 실무 인력
이 전담해야 할 일로 생각되어진 것이었다. 사업 기획부터 실행, 학생 관
리, 결과 보고서 작성, 예산 관리까지 모든 부분을 교육복지사가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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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았다.
“예전에 교복특 학교 담당 업무 자리가 편한 자리라는 인식이 있었어
요. 우리 학교도 그 전에 그랬어요. 지금 프로젝트 조정자로 계신 분이
지전가로 계실 때도 그랬데요. 지전가쌤이 업무를 다 하는 식. 예산에
대한 결정도 지전가 쌤이, 예산을 어디다 써야 하는지 물을 때도 지전가
쌤이. 어떤 학교는 지전가쌤이 결재라인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건 아
닌데. 상담은 상담선생님이 다하고, 교복투 사업은 지전가쌤이 다하고,
그래서 편한자리다, 한직으로 생각되었죠.” (박인경 교무부장)

그러나 사업 연차가 쌓이면서, A중학교의 경우도 교사가 해야 할 일
과 교육복지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업무 분장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복지사의 경우 4년째 A중학교에 재직하면서 열정적으로 교
복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교육복지사의 업무 능력은 교복우
사업의 성과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교복특이 잘 된다 그런 것도 교장 쌤의 마인드가 가장 큰 거
같고, 그 다음으로가 지전가 선생님이죠. 부장 선생님이 매해 바뀌셨지
만, 지전가 선생님이 4년 째 안정적으로 운영해주신 게 컸죠. 부장선생
님은 바뀌더라도, 지전가 선생님이 안 바뀌는 거. 그게 더 나은 거 같아
요.”(박인경 교무부장)
“학교 안의 자원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어려울 때, 지역과 함께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역과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을 지역사회
전문가라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짜고 아이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래서 방과 후 동선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혹시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특화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는 지역에
요청을 해서 지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게 지전가 선생님의 역할이죠.”(오은정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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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가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아이들 사례관리죠. 아이들 사
례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욕구도 나오고, 아이들의 상황도 파악되
고, 지역 사회에의 연계도 나오고. 지역 사회 연계라는 게 아이들에게
필요 없는 지역사회 연계라는 건 필요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필요한 걸 적재적소에서 찾아서 넣어주는 게 가장 필요한 거
라고 생각해요.” (박인경 교무부장)

그러나 교복우 담당 교사와 교육복지사 간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복지사와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갈등의 본질은 바로 민간 실무 인력인 교육복지사
에 대한 불안정한 지위에서 비롯되고 있었다(김정숙, 2011). 계약직으로
구성된 교육복지사의 지위 보장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이에 따른 교육복
지사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는 학교가 많았
다. A중학교의 경우도 운이 좋게 경력이 많은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계
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언제까지 유능한 교육복지사가 계속 교육복지
업무를 담당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제가 지난 학교에 있을 때 지전가 선생님으로 어떤 남자 선생님을 뽑
았어요. 그랬는데 10월인가 그만둔다고 하셨어요. 그게 정말 어이가 없
었어요. 그래서 한 명 채용했는데 또 2월에 그만 둘 거를 바로 직전에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뽑았는데, 제가 이 학교로 옮겨오
고 난 후에 또 그만 두신 모양이더라구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 회의에
다녀보면 지전가 선생님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오래 계셨던 지전가 선생님이 PC가 되셨고, 지금 있
으신 분도 경력이 오래 되셨고, 여기 학교에 오래 계셔 주시니까.” (박인
경 교무부장)

게다가 교육복지사의 지위 문제는 관리자와 교사들이 교육복지사를 대
하는 인식의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었다. 관리자와 일반 교사들은 교육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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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를 교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료로 인식하기보다는, 잠깐 있다가
는 외부 인력 또는 실직적인 권한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
였다(김정숙, 2011).
“급여 부분은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직이다보니까.
중간에 교장선생님이랑 예산 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다음 학기에 재계약을 안 하셨더라구요. 그런 걸 보면, 아주 자그마한
그런 거로, 만약 교사가 그런 기안을 했을 때 관리자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지전가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계약직이니까. 교사랑 동등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규직화하는 게 그 분들도 학교에 좀 더 적응하고, 동등
한 입장에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박인경
교무부장)
“교육복지사들은 이직률이 좀 높으세요. 2년 지나면 무기 계약이긴 한
데, 여러 가지 상황과 개인적인 고민들로 인해 그만 두시는 분들이 계세
요.” (이연희 교육복지사)
“예전에 연수를 갔는데, 그 때 어느 학교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학교 지전가 선생님이 의욕이 넘치
고 그래서, 남아서 늦게까지 아이들 돌보고 그러시느라 초과근무를 많이
달았나봐요. 그랬더니 왜 일찍 퇴근 안하고 초과근무 다냐고. 자신의 이
해관계를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더라구요.” (박인경 교무
부장)

실제로 A중학교의 이연희 교육복지사와 초기 면담에서, 교사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하면 회피하거나 최대한 긍정적으로 답변하려고 노력하
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교복우 사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행동에 대
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솔직히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에서 교육
복지사의 입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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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전보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연희 교육복지사 : 흐흐. 사실 제가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연구자 : 교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형화된 패턴 같은 게 보
이는 경향이 있나요?
이연희 교육복지사 : 교사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회 복지사도 그래요. 아
무래도 조직에 있다보면 그렇게 되죠. 교사 집단이 좀 더 크고
오래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 같아요.
연구자 : 학교가 폐쇄적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연희 교육복지사 : 네. 물론 일부러 막고 있진 않지만. 웰컴은 아니죠.
하지만 외부 기관도 먼저 학교에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교복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 교육복지사
의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반해(김정숙, 2011), 교육복지사의 법적 지
위가 안정적이지 않은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었다.
민간 인력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그들이 교사와 동일한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관
리자를 포함한 다수의 교사들과 상대하는 것은 교육복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교육복지사는 자신의 역량
을 최대한 발휘하여 관리자와 교사를 설득하며 함께 교복우 사업을 수행
하지 못하고, 적당히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자신만의 영역에서 할 수 있
는 한계를 설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교복우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정책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예산과 인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복우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 교사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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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중한 업무량 : 일 잘하는 사람에게 몰리는 업무
교복우 사업에 대한 업무 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
는 A중학교의 경우에도 교사들은 교복우 사업의 업무량이 많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교복우 사업도 하나의 정책 사업이고,
이는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급 경영 이외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
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실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면서 따라오는
행정 업무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며,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은 물론, 예산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통계 자료 등과 같은 행정 업무는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
다.
그리고 교복우 사업의 업무량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일과 시간
이후에 돌아가는 여러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었다. 교복우 사업의 핵심은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있고 학생을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여 사업을 운
영해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이 수업 안에 있지 않고 교육과정 밖에 있
기 때문에 방과 후나 주말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교사의 근무 시간을 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업무 시간 외 근무라는 부담이 크게 작
용하고 있었다.
“업무가 과중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전에 학교(교복우 사
업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와 비교해서 생각해볼 때, 각각의 선생님에게
할당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복우 사업이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죠.” (김현숙 복지부장)
“4시 반에 칼퇴근 하려면 좀 힘들죠. 수업 4시간 하죠, 밥 먹어야죠,
조종례 해야죠, 다른 업무 해야죠, 인터넷도 좀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금방 4시반인데, 4시반 넘어서 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선생님들이 있으
시죠.” (박인경 교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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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 교실을 만들었어요. 일주일
에 3～4일 정도를 몇 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세요. 아
이들이 대개 좋아해요. 소속감도 있고. 선생님이 숙제도 봐주시고, 활동
도 하고, 7～8시까지. 그리고 집에 데려다 주시고.” (오은경 PC)

그러다보니 일부 헌신적인 교사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소위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현상은 여러 조직에서 보
이고 있지만, 학교라는 조직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특히 방과
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본교 교사로 다 충당하기 어려워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 강사의 질 관리 문제, 외부
강사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가 기간제 교사와 같은 젊은 교사에게 몰리는
문제, 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정규 수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 것 등이 문
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업무가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담임 선생님 중에 수업 시
수도 많고, 업무도 많고, 또 문제 발생 아이가 2～3명 이상 있는 경우,
그 선생님의 경우 업무가 너무 많아 보여요. 저도 그 분과는 매일 전화
하게 되거든요. 그 아이 2～3명 관리하는 것도 일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담임의 경우 중첩되는 경우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담임을 잘 안 맡으
려 하나봐요. 그런 분들은 업무가 너무 과다하세요. 그런 분들은 또 열
심히 하시니까 학교에서 다른 업무를 많이 맡기더라구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죠. 담임을 하셔도 편하게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선생
님 나름인 거 같아요.”(이연희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불만이 있으셔도 앞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저
한테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하세요. 업무가 너무 많다고요. 특
히 업무가 불평등하게, 그것도 기간제 선생님한테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
가 형성된 경우도 있었고. 특히 교복우 업무 중에 손이 많이 가는 업무
가 있거든요. 공부방 같이. 매일 아이들 출결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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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는 코디가 있는데, 교복우 공부방 같은 경우 교사가 해야 해서 매년
불만이 좀 나왔어요.” (이연희 교육복지사)
“본교 교사들이 많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외부 강사를 쓰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외부강사는 아무래도 교사보다는 교육 마인드도 부족한 편이고, 일과 교
육과정과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집중지원학생은 교복우 프로그
램을 통해서 선생님과의 친밀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본교 교
사와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 일과 수업과 연계가 되니 좋죠. 방과후 수
업을 통해 친해진 선생님이 실제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이라면 좀 더
수업에도 열중할 수 있고요.” (김현숙 복지부장)

마. 평가의 어려움 :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한가?
정책의 평가과정을 보면 공식적으로 표명된 목표에 의해 평가 기준 및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평가한다. 이를 목표
확정평가라고도 하는데, Brown과 Wildavsky(1984)는 이런 평가가 인과
적 평가가 되기 어려우며, 기술적 평가로 흐르기 쉽다고 지적하기도 하
였다. 실제로 정책 평가를 실시해보면 공식적인 목표나 당초에 설정한
목표와 관련이 없는 결과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고도 하였다(Scriven,
1972). Lipsky(2010) 역시 일선행정관료들의 업무수행을 목표와 연계시켜
서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가 명분상 뚜렷해 보
이지만 실제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목표의 정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Lipsky는 일선행정관료체제에서 효과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너무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
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교복우 사업의 목표 역시 교육소외 학생들을 발굴
하고 이들이 필요한 것을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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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한다는 명분상 뚜렷해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사실 이
러한 목표 달성 여부를 실제 평가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Lipsky의 의견과 면담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교복우 사업에 대한 평
가의 문제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한가라는 측면과, 사업
운영이 평가에 종속되는 면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두 가지 축으로 설명
될 수 있다.
공공 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로 흔히 지적되는 것은 정량 평가로 성과
를 측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정
성 평가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하나, 이 경우 과
연 정성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다
시 대두된다.
교복우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교복
우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시행하는 연차 평가와 3년마다 시행하는 종
합평가가 있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평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1년 단위 또는 3년 단위의 평가로 교복투
사업의 교육적인 효과를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또 평가지표
가 사업 운영에 대한 결과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
고 있다. 교복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이
40:60으로 정성평가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다. 정량평가가 실제 사업
운영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 못지않게, 정성평가 역시 실제 사업 운
영을 잘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실제 교사들의 열
의와 헌신의 정도는 글로 기술하여 평가하기에 어렵고, 학생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역시 그 학생들에게 얼마나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를 입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측정에 유리한 정량
평가에 의한 편중된 평가를 하게 되거나,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보
다는 보고서 작성에 집중한 학교에 더욱 높은 점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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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교육 복지 사업을 1년 단위로 다 담아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은정 PC)

바. 학생의 비자발성 :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일
교복우 사업 대상 학생은 기초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족, 법적 차상위
계층, 기타 담임 추천 학생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학생들은 주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가정 해체와 같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자존감 상실, 무기력감, 학습 능력 저하 또는 폭력성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A중학교 역시 전교생 935명 중 30%에 해당하는 280명이 집중 지원
학생이었으며, 그 중 기초 수급자 12.8%, 법정한부모 가정 31.4%, 법정
차상위 11%, 130% 이하 24.6%, 기타 담임 추천 2%로 구성되었다. 이
학생들의 주요 특징은 매사에 무기력하며 수업 집중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낮고 인지 수준이 떨어지며,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 활동이나 놀이 경험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방과 후 생활지도가 되
지 않아 게임이나 야동과 같은 유해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A중학교 사업계획서, 2014).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산만했으며, 경계선 학생(인지가 떨어지는 학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복우 사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학생들을 프
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일이었다. 기존 선행연구와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
이 교복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낙인감’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김경애 외, 2014).
“가장 어려운 점은 집중지원학생들에 대한 낙인 문제에요. 지원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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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아는 것이 싫어서 잘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 학생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아이들이 좀 편하게 이야기 하는 면이 있죠. 한 반에 집중 지원
학생이 20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친구들의 눈치를 그나마 덜 본
다고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김현숙 복지부장)

그러나 A중학교의 경우 지원 대상 수가 많아 낙인감 문제가 표면적으
로 드러나는 편은 아니었다. 오히려 A중학교에서 아이들이 교복우 사업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무기력감’을 꼽고 있었
다.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죠. 학생들이 무기
력한 편이거든요. 부모들도 비협조적이거나 무기력한 경우가 많고요. 특
히 학습쪽을 독려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학습 보다는 심리 문화
체험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김현숙 복지부장)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게 가장 어렵죠. 아이들이 자꾸 숨으니까. 어려
운 아이들은 자꾸 안쪽으로 숨고 안 나오니까. 그게 어렵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집중 지원 학생이라도 열심히 잘 하고 모범적인 학생들로만
구성해서 프로그램 돌리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자꾸 음지로 들어
가거나 무기력하고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많으니까. 걔네
들이 문화 체험 못 해 본 경우도 많고. 부모님 손잡고 에버랜드를 한 번
가본 적도, 롯데월드를 가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 애들 데리고 에버랜
드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그러고 싶은 거죠.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가족 캠프도 계획을 했었거든요.
부모와 형제까지 같이 참여하게 해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부모들이 시간이 없고 의지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무산되었어
요.” (최준호 교장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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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Patterns) : 이상과 현실의 간극 좁히기
Lipsky는 일선관료가 불리한 환경에 직면하여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으로 그들의 직무수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기제들
을 개발한다고 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단순화(Simplifications)’와 '
정형화(Routines)'를 제시하였다(Lipsky, 2010). 단순화는 복잡한 환경과
모호한 상황을 일선관료의 입장에서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친숙하고 쉬
운 방법으로 구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형화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 방법을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것으로 변경시키는 행위이다(김승정 외,
2013).
비교적 우수하게 교복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중학교의 경우에도,
단순화와 정형화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1) 목표의 수정, 2)
업무상황의 통제, 3) 학생의 분류, 4) 평가에의 순응으로 나누어 설명하
고자 한다.

가. 목표의 수정 : ‘아이들의 필요를 지원하는 것’에서 ‘프로그
램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교복우 사업의 목표는 학교 내에서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맞춤
형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 지원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학교 내 자원과 학교 외부
자원을 적재 적소에 제공하여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
래서 결과적으로 집중 지원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게 하고 교육적인 성
취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 절에서 서술하였듯이, 목표가 너무 거창하여 해석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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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에 대한 지침이 분명하
지 않았다. 교복우 사업과 관련한 상급 기관이 발송한 공문 내용 역시
명확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는 담당 장학사나 프로젝트 조정자에게 문의
를 하여도 일반적인 답변만 할 뿐, 알아서 처리하라는 경우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자 : 지침에 좀 의존적인건가요?
교무부장 : 학교는 그렇죠. 교육청도 그렇고.
연구자 : 지침이 명확한 게 나은가요? 열어놓는 게 나은가요?
교무부장 : 어느정도는 명확한 게 낫죠. 예산 같은 건 구체적으로 있는
게 좋고. 덜 물어봐도 되니까. 얼마 상한선까지만 정해주고. 학
교에 자율적으로 해 주는 게 좋죠. 실제로는 그래요. 상한선만
정해주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죠. 그럼에도 예산을 쓰는 데 있
어서는 항상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뭔가
잘못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거죠. 그때 부장쌤이 정확하게 알
아서 그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든가. 아니면 본인도 뭔가 헤
깔린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굳혀지는 거죠.

아이들의 필요를 관찰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필요를 찾아내기 위해서
는, 학급 담임 교사와 그 학생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실 안에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고, 학급 담임 교사도 수업과 담임 업무 이
외에 여러 가지 행정 업무로 인해 항상 바쁜 상태에 놓여있어 집중 지원
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집중 지원
학생만이 나의 담당 학생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케어해야 하고, 모
든 학생들을 다 관리하기에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알아내려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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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이 필요한데, 각종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학급 담
임 교사로서는 집중 지원 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 보다는 담당 학급에
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 정도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집중 지원 학생에 대한 상담과 케어는 교육복지
사나 전문상담교사의 몫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교복우사업은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 수업 현장에
서 교육소외 아이들을 잘 보는, 이 아이들의 교육소외를 극복할 수 있
는, 그게 수업 시간에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해 줄거냐 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게 학교 자원으로 하기
어려울 때 지역과 함께 하는 지점이 분명 있을 텐데, 지역과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을 지역사회전문가라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지역과의 네트워
크를 짜서, 아이들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이 사업이 예산과 인력이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예산이 2년 먼저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더 주축이 되어 운영을 해서 수업 안에서 교육 소외 아이들을 좀 더 교
육 소외를 겪지 않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그게 자리가 잡힌
다음에 실무 인력이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예산과 인력이 같이 들어가
다보니 교복우사업은 새로 들어온 인력이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했
던 것 같아요.” (오은정 PC)
“이 아이가 산만하든지, 쭉 자버리든지, 선생님이 그 아이를 깨워서
하시는 경우도 계시지만,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자주는 것만 해도 고마
워서 그냥 1년 내 그냥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포기하는 부분이 많잖아
요. 그러다보면 그 아이는 스스로도 교육소외를 선택했지만, 선생님으로
부터도 교육소외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
이 좀 더 수업에 더 참여하게 한다거나, 조금 관찰해보면 주변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오은정 PC)

그러나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수업 현장과 학급
안에서 학생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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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 절에서 제시했듯이 학교는 교사의 업무 상황으로 인해 교사가
학급 안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집중 지원 학생의 욕구를 찾아내
기는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과는 다소 떨어진 공
간에서 교육복지사 혼자서 많은 학생들의 사례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학생
사례 관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프로그램 역할 분담이 되고 업무 분장이 되었는데. 1학기가 지나서
회의를 한번 중간 평가 회의를 했더니, 두 세 부서가 사업 진행이 안되
고 있었던 거에요. 그럼 교장선생님이 이거 그럼 교육복지부서에서라도
가지고 가서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지전가 선생님이 그걸 마지막에 해
내느라고. 1～2월에 캠프가야하고. 진행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한 두
개 부서가 펑크나면 지전가 선생님이 다 해내셔야 하는거에요. 그러다보
면 애들 만나는 게 미뤄져요. 눈에 보이는 게 순서가 앞으로 오니까. 아
이들 만나는 게 밀리고. 아이들을 자주 만나서 관계도 만들고. 하루하루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자주 만나서 스크리닝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밀
리면 애는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일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바쁘시구나 하
고. 눈 마주침이 안되고 그러면. 그러면 아이도 덜 오게 되고. 거기서 지
치시는 거 같아요. 내가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닌데.” (오은정 PC)

교복우 사업의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학급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필요
를 발견하고, 학생의 학교 외부 생활과 가정에서의 상황과 같이 학급 내
에서 미처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교육복지사가 찾아내는 협력적 발굴 시
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공식적인 루트가 없다는 것
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었다. 현재 교복우 사업을 위한 교내 협
의체가 존재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로
교사와 담당 부장, 교육복지사가 집중 지원 학생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
를 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주로 점심 식사 시간에 학생에 대한 이
야기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학생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는 식으로 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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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담임선생님과 수업에서의 선생님
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같이
협의가 되고 해야 할 거 같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얘
기들을 밥 먹으면서 많이 하죠. 작년에 누구를 얘기를 해서 지전가쌤에
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하면 지전가쌤이 끼어들고 또 담임쌤이 끼어들
고. 이런 비공식적인 루트로 진행되지 공식적으로는 좀 어렵죠. 사실 학
교 사회가 대개 바쁘다 바쁘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식적
인 루트를 통해서 바꿔나가긴 어려운데. 사실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한 아이를 두고 여러 선생님들이 사례관리를 하면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
고 좀 더 쉽게 손을 뻗어 아이를 도울 수 있겠죠. 이런 건 부장 선생님
의 역할이 중요한데. 부장 선생님이 좀 선생님들을 설득해주고 하면 좋
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되는 분위기에요.” (박인경 교무부장)

살아있는 협의를 통한 학생들의 필요를 발견하는 일은 교사들의 시간
과 헌신을 요하는 일이었다. 교사는 일과 중에 수업과 학급 경영, 그리고
교무분장에 따른 업무와 기타 행정업무 수행만으로도 일과 시간 안에 다
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따라서 따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퇴
근 시간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따로 학생
들을 위한 협의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웠다.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 육아 하는 데는 끔찍해서. 4시 반에 칼 퇴근
해야 해요. 그러면 좀 어렵죠. 봐바요. 수업 4시간 하죠. 밥 먹어야죠.
업무 좀 해야 하고. 인터넷 좀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금방 4시 반인데.
4시 반 넘어서 하는 건 용납이 안되죠. 예전에 수업 방법 혁신과 관련한
연수를 했었는데. 연수 하려면 수업 끝나고 해야 하니까. 연수가 4시 반
이후에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먼데서 강사분이 어렵게 와주셨는데.
4시 반 되면 그냥 나가버리는 선생님도 계시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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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고.” (박인경 교무부장)

결국 교복우 사업 운영은 학년 초에 계획서에 구상했던 프로그램을 열
심히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미리 계획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 해도, 매 번 돈을 쓸 때마다 내부 기안을
해야 하고,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해야 하며, 프로그램 활동 사진을 남기
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과다한 업무를 동반하고 있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는 걸 역할 분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교육복지
라고 인식이 되어지는 건데. 프로그램이 역할분담으로 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역할 분담하라고 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좀 예산이 필요
하면 쓰실 수 있는 거고. 방과후에 이 아이와 활동을 하고 싶었을 때 그
예산을 쓰시면 되는 건데. 그런 차원인건데. 프로그램은 이미 방향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냥 역할 분담으로 가는. 그쪽으로 가니까 수업 시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에 대한 연구보다는. 그러기는 어렵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되는 부담이 있죠.” (오은정 PC)

미리 계획된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와 대동소이하며, 전년도와 크게 다
르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보니 학생의 흥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였다. 특히 학습과 관련하여 운영
되는 공부방은 집중 지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모
습을 보여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요소로 꼽히고
있었다. 이미 집중 지원 학생들의 대부분은 교육 과정 안에서 진행되는
수업에서도 무기력감과 학습 부진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
는데, 방과 후에도 똑같은 방식의 학과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참여를 하더라도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으며,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은 이 학생들의 교육 소외를 극복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돕는다는 교복우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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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지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였다
는 데 의미를 두는 경향이 강했다.
“수업시간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강의스타일로 들으면 당연히 더 힘
들 거 같아요. 낮에도 힘들었는데. 밤에도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선생님
의 강의 스타일이면 아이가 힘들 거 같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학생이지만 초등학생 저학년 수준으로
하나하나 해 준다든지. 그런 맞춤이 필요한 거 같아요. 개별화가 더 필
요하죠.” (오은정 PC)
“제가 가장 쓸 데 없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공부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겠어
요? 안그래도 수업 시간에도 수업 안 듣고 자거나 장난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리 하는 거라든지, 로봇
만들기라든지, 그리기라든지, 가요 부르기라든지, 학생들의 관심을 끌 만
한 과목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운영해서 애들이 자기도 잘 하는 것이 있
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고. 그런 게 학습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한번 공부방에
서 꼭 국영수 수업만 해야 하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리자
들도 학부모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저소득층 부모
들이라도 공부방 가서 요리하고 왔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김현숙 복지부장)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A중학
교의 경우 멘토-멘티 프로그램이나, 특별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학생
들의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었다.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이 1:1로 짝을 맺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함께 문화 체험
도 하고 밥도 함께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또 당
일로 에버랜드를 다녀오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
런 프로그램은 학교 생활과의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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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문화 체험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학
생들의 일회적인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
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아마도 1박 2일 프로그램일 거
같아요. 올해는 에버랜드로 갔었고. 작년에도 1박 2일 캠프를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 인기가 좋은 편이에요.” (김현
숙 복지부장)
“부모님 손잡고 에버랜드를 한 번 가본 적도, 롯데월드를 가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그러고
싶은거죠.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에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그게 참 어렵죠”. (최준호
교장)

A중학교에서 가장 의미 있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되는 것은 1
인 1악기 프로그램이었다. 음악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1인 1악기 프로그
램은 전교생이 하나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A중
학교 음악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오케스트라가 구성될 정도로 학생
들의 실력이 향상되었고, 정기적인 연주회도 하고 있었다. 교복우 집중
지원 학생의 경우 교복우 예산을 이용하여 토요일에 따로 강사를 고용하
여 집중 레슨을 받아 실력을 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었다. 악기를 배
운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저소득층 아이
들에게 기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1인 1악기 프로그램은 A중학
교의 학생들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
으며, 정기적인 연주회를 통한 자존감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저희 학교는 1인 1악기제를 하는데. 작년에 1학년 전체 학생이 악기
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구성되고. 오늘 체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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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시작할 때 연주도 하고 그랬죠. 이제 2학년이 되었고.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 지금 1학년 학생 전체도 시작했어요. 지금 음악 선생님이 플
릇 전공이라 그 쪽을 봐주고. 외부 강사 연계해서 아이들 레슨을 합니
다. 음악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평생 악기 한 번 만져본 적 없
는 학생들도 많은데.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아이들이 연주하는 거 보면
서 학부모님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교복우 지원 학생들
은 교복우 예산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따로 강사를 불러서 연습을 시킵
니다. 그 아이들로 구성된 합주단은 중랑구민센터 등 여러 군데 다니면
서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클래식 하는 분들 불러다 연주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 엄청 떠들고 집중 안하고 그러죠. 그래
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당황하시고 아이들한테 혼내고 그러는데. 그 아
이들이 그렇게 떠들고 그랬는데도 지나가면서 그 노래들을 흥얼거려요.
그런거죠.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한번
두 번 들려주고 접하게 해주고. 그러다보면 관심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교복우 사업 학생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그 쪽으로 예산을 쓰고.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최준호 교장)

그러나 이렇게 의미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결국 헌신적
이고 열정적인 한 교사의 의지로 가능한 측면이 다분했고, 지금 재직하
고 있는 A중학교의 음악교사가 이동한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착과 함께 나머지 다른 교사들의 혁신적인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는
마인드 공유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의 경
감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나. 업무 상황 통제 : ‘혁신적’이기보다는 ‘형식적’인 운영
Lipsky는 일선 관료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중하고,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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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의사 결정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 결정을 하
는 데 있어서 빠른 선택과 단순화 및 정형화된 업무 처리 행태를 보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Lipsky, 2010). 특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 상황을 통제하는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그 예로
선별하기, 업무 떠넘기기, 권한 위임하기 등을 들고 있다.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과중한 업무량, 자원의 부족 등
의 업무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형식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는 크게 기획-실현-평가의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각 단
계별로 업무 상황을 통제하는 패턴은 다음과 같다.

1) 기획 단계 : 2월 말, 최대한 빠른 의사 결정

중학교 차원에서 교복우 사업과 같은 정책성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서 업무 처리의 급박함을 느끼는 상황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학기
초부터 시작된다. 당해 교복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보
통 2월 말～3월 초경이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의 방향과 제출을 공고하
는 공문 역시 2월 중순 경에 내려온다. 학교는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움
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비효율
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로는, 교육청 차원의 많은 사업
들이 매해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교복우 사업의 경우도 올해 서울
시 교육청에서는 ‘회복탄력성’과 ‘가족2세대 사업’을 새로운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동안 인큐베이팅 했던 사업들이 일반화
되었던 것들은 정책 사업으로 간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방과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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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사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교육복지사업에서 사서 선생님을 배치하는
식이었는데. 245일, 247일로 이렇게 모든 학교로 배치가 되는 것도 정책
으로 빠져나가고. 자유수강권도 원래는 교육복지 사업에서. 수업 현장에
서 아이들을 교육 소외 아이들을 보는 것은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거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다 잡게 되었는데. 그때 했던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교육복지 사업으로 하다가 학교에 방과후 학교가 정권 차원에서 들어왔
고, 그러다보니 교육 복지 예산에서 수강료를 지원해줬는데, 그걸 교육부
가 정책 사업으로 가져가서 방과후 자유 수강권을 도입했죠. 사제 멘토
링도 많이 일반화가 되고. 교복우 사업에서 지금 시점에서 특색있게 할
만한 것들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게 회복 탄력성과 가족 2세대 프
로그램.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는 본청에서 세밀한
작업이 안되서, 결국은 개별 학교와 지역청이 고민해서 내용을 짰죠.”
(오은정 PC)

매해 달라지는 특색 사업으로 인해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청 차원의 구
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기 전에 학교 단위의 사업을 구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해에 경험을 통해 학생에게 필요했던 것들과 미비했던 프로
그램들을 학교 구성원과 교육복지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교복
우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안하기 보다는, 2월에 공문이 내려오
고 나서야 교육청에서 제시한 방향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최대한 빨
리’ 만들어내는 데 급급하게 된다.
“계획서는 보통 2월에 써요. 학교에서는 공문이 내려와야 그 때야 움
직이지, 그 전에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박은경 교무부장)
“3월 초에 계획서를 다시 짤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오신 선
생님이 원하시는 걸 한 번 짜 보세요. 새로운 거로 바꿔보세요 하기에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요. 그건 둘 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인사 이동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도 말이 나오는 거여서. 그러다보니 프로그램이
역할분담으로 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오은정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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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을 계획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공립 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보체제로 인한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보통 한 학교
당 10명～20명 정도가 전보 대상이 되고 있는데, 1월 초에 전보 대상 교
사들은 희망 학교를 지원하고, 이를 참고하여 교장이 전보 서류를 작성
하여 교육청에 제출한다. 그리고 나면 2월 중순이 되어서야 전보 작업이
완료가 되고 단위 학교에서는 전출 교사와 전입 교사 명단이 완성되게
된다. 그 후 학교 차원에서 업무 분장을 하고 나면 결국 2월 중순 이후
가 되어서야 업무 분장이 완료가 된다. 교복우 담당 업무 역시 그 업무
분장이 완료되는 건 2월 말경이며, 새로 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교육복지
사가 함께 당해 교복우 사업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기획해내는 데는 고작
1주일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결국 전년도 교복우
사업의 운영 계획을 거의 그대로 운영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공립 학교의 전보 체제로 인해 구성원들의 성격이 다 바뀌니까. 이에
따라 교복우 사업 체제가 많이 흔들리는 면이 있죠. 시스템이 정립되어
도 구성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편이라.” (오은정 PC)

2) 실현 단계 : 학기 중, 경직적인 사업 운영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학교 사회의 경직적인 사업 운영이 두 가지 측면
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학교의 시스템 자체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학교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관료적이라는 것이다.
학교는 학사 일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벗어난 사업
운영이 어렵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자율권을 교장에게 상당 부
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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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만약 학기 중에 좋은 사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기회가 생겨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더라도, 변경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
영하려는 시도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 기관과 함께 교복우 사업
을 운영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였고, 프로그램의 혁신적인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했다.
“절차가 복잡해요. 학교에서는 연간 계획대로 움직이잖아요. 뭔가 새로
운 걸 하려면 방어가 어렵죠. 그래서 뭔가 중간에 새로운 것을 하자고
하면 안하려고 하겠죠. 제가 외부 기관에 말하는 건, 학교와 뭔가를 하
려면 2월 이전에 계획에 대한 의논을 하라고요. 일단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 어려우니까요.” (이연희 교육복지사)

결국 교사들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까지 교복
우 사업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보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중간만 가자는 식의 형식적인 운영을 선택하게 된다.
“아무래도 학교 사회란 게 중간을 달리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말하
는 네 영역이 골고루 있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 학교에서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부분과. 예를 들어 공부 같은 부
분은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박인경 교무부
장)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면이 있으면 힘들다고 합
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소외 학생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 즐거운 마음
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업무 하듯
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평가 기준에만 맞게. 그러다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편한 스타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죠.” (최준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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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인 측면의 경직성 이외에도, 학교 구성원의 관료적 마인드는
교복우 사업의 혁신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관료적인 마인드는 공무원이란 신분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안
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면에, 과도할 경우 레
드테이프와 형식주의 집행이라는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교사는 신분상으로 공무원이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할 의
무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위로는 관리자로부터 아래로 평교사에 이르
기까지 징계에 대한 두려움은 학교 경영과 학급경영, 그리고 수업에까지
문제가 되지 않게 중간만 가자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만든다. 이런 분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정형화된 업무 패턴은 바로 지침과 규정 그
리고 계획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침과 규정, 그리고 학교
계획이라는 틀은 학교 운영의 경직성과 사업 운영의 폐쇄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직원의 신분을 보호해주는 근거가
되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따라서 교직원의 경우 지침과 규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교복우 사업의 경우 지침과 규정이 까다
롭거나 명확하지 않고 학교에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교직
원들의 이러한 성향은 지침과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든다.
이연희 교육복지사 : 여러 지전가들과 교류하다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에 있다보니 교사화되어 간다.
연구자 : 교사화 되어 간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이연희 교육복지사 : 그냥 정해진 사업 계획 안에서 일만 하면 되는 거
죠. 계획에 되어 있는 대로만 안정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죠. 새
로 뭔가를 시도하고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구요. 혁신적인 그런
움직임은 좀 어렵죠.

또한, 교사는 업무 과정에서 급한 업무와 중요한 업무가 혼재되어 업
무의 우선순위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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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본다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기 보다
는, 급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중요한 업무에 대한
기준도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기 보다는 외면적으로 중요하게 보
이는 업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했다.
“수업방법 개선은 안해도 티가 안나니까. 해도 아주 잘하면 티가 나겠
지만. 웬만큼 해선 티가 안나니까. 안해도 티가 안나다 보니까. 그걸 적
극적으로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막강한 책임감을 가지
고 있지 않는한은. 잘 안될 거 같은거에요.” (박은경 교무부장)

교사의 혁신적인 마인드 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디
까지가 교육적이고 어디까지가 교육적이 아닌가에 대해서 보수적인 선택
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데 있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학교에서 제공해주고자 하지만, 학교에서 축구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게
임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집중 지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은둔형 아
이들이 문제죠. 게임에만 매달려 있는. 운동 같은 걸 좋아하면 개설할
수 있는데, 게임반을 개설할 수는 없고. 전산실에 애들 모아놓고 게임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열려있지는 않으니까. 사실 학교가 좀 더 열려서,
게임에 대해서도 게임 개발업자들을 불러서 할 수 있도록 해도 될텐데,
그렇게 까진 못하죠. 그런 생각을 좀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래
도 게임해서 난리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인식? 그런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떤 스포츠까진 되는지, 어디까
진 안되는지 그런 걸 깨기가 어렵죠.” (박인경 교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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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단계 : 학년말, 보고서 작성에 집중

학년 말이 되면 평가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담당자들이 분주
해진다. 평가 준비 과정을 보면 연간 교복우 사업 운영에 대한 자체 피
드백 보다는, 주로 상부 평가 지표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얼마
나 그럴듯하게 잘 쓰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우리 학교는 연차평가라 수월했어요. B중학교는 보니까 종합평가
라 정신없더라구요. 평가란 게 아무래도 제대로 잘 보여줘야 하니까...”
(박인경 교무부장)

교복우 사업의 평가가 정성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년 말 보고서
를 작성하는 데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
담에 따르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교사가 많이 않은 현실이며, 교복우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맞춰서
보고서를 쓰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입장에서는 정성의 지표, 기술하는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 하셔
서. 정량의 지표를 더 편안해 하시더라구요. 요즘 정성 점수가 비중이
더 높아요. 60～70%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학교가 좀 더 부담감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매뉴얼이 제시되는데. 그 매
뉴얼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 초점, 그리고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도 사전에 어떻게 평
가가 될 것인지, 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안내해드리거든
요." (오은정 PC)
“학교에 기획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해내는 정도는 되도, 사업을 기획하고 그걸 구안해내는 사람이 별
로 없죠.” (박인경 교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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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학년 말 평가 보고서를 쓰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었
으며,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평가보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평가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A중학교의 경우도 연차평가 보고서
를 교육복지사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평가 보고서는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다 쓰셨죠. 그게 그 분의 일
이니까요. 그 분은 수업도 없고, 보고서는 당연히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써야한다고 생각해요.” (김현숙 복지부장)

그러나 사실 평가라는 단계는 당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 면을 피드백하여, 다음 해의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든다는 성격
이어야 한다. 하지만 당해 교복우 사업을 상부에 보고하고 상을 받아야
한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교복우 사업의 평가 방식을
제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 학생의 분류 : 착실한 학생 위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Lipsky(2010)는 일선관료들이 업무 처리 방법의 하나로 고객을 범주화
(categorization of clients)한다고 하였다. 이는 고객을 자격 기준 등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가치 있는 고
객-무가치한 고객, 협조적 고객-비협조적 고객, 반응적 고객-무반응적
고객 등의 구분 아래 전자의 집단에 대해서만 주된 관심을 보인다고 하
였다. 특히 일선관료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그 기준을 왜곡하거나 신축적
으로 해석하기도 하며15), 같은 범주에 속하는 고객을 다르게 취급하기도
한다16)고 주장하였다.
15) 예를들어,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의 위급도를 판단하는 추가적인 기준이 환자가 타고 오는
차량이 되기도 하는데, 경찰차로 도착하면 위급한 환자로 분류되나, 택시로 도착하면 덜 위급
한 환자로 분류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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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학교의 면담에 따르면, 교복우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을 참여시키는 일로 꼽고 있었다. 학생들이 낙인감으로
인해 참여를 꺼려하는 면도 있었고, 대다수의 집중 지원 학생이 만성적
인 무기력증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임을 앞에서
밝혔다. 그러다보니 교사들은 교복우 사업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운영
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유형을 분류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교복우 사업
에 있어서 학생은 크게 착실한 학생(모범적인 학생), 무기력한 학생, 불
순응하는 학생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에서 교사들은 주로 착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출석률도 좋고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
램을 운영하게 되죠. 안 그런 아이들을 앉혀 놓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김현숙 복지부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집중 지원 학생이라도 열심히 잘 하고 모범적
인 학생들로만 구성해서 프로그램 돌리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자
꾸 음지로 들어가거나 무기력하고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을 데리
고 뭔가를 하긴 너무 어려워요.” (최준호 교장)
“올해는 에버랜드로 1박 2일 체험을 했었고. 작년에도 1박 2일로 캠프
를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이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아이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교복우
프로그램에 결석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
정했어요.” (김현숙 복지부장)

무기력한 학생이나 불순응한 학생을 포섭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간식과
같은 유인책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인책을 통한 참여 독려
16) 예를 들어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는 다른 학생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는가 하
면, 변호사가 어떤 피의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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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속적인 효과를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 사정하고, 간식 먹이고 그러죠. 저녁도 주고. 아무래도 먹을 걸
주면 좀 참여하려고 하긴 하죠. 그래도 학교에 오래동안 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특히 공부방이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공부
에는 관심이 없는데. 공부하라고 늦게까지 붙들어 놓는 게 쉬운 일이 아
니네요.” (김현숙 복지부장)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학생의 필요와 흥미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이는 프로그램
의 기획과 실현 전 단계에서의 형식적인 운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
었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국․영․수 중심의 공부방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를 들어 요리 하는 거라든지(가정), 아니면 로봇 만들기라든지(기술), 그
리기나 다른 만들기라든지(미술), 가요 부르기라든지(음악), 학생들이 관
심을 끌 만한 과목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운영해서. 애들이 자기도 잘 하
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러니까 자존감을 향상 시키는 게 우선
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다보면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이 학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부방
에서 꼭 국영수만 수업해야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
도 관리자들도, 학부모들도, 공부하면 역시 영수라고 생각하니까. 영수를
잘해야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저소득층 부모들이라도
공부방 가서 요리하고 왔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김현숙 복
지부장)

교사들은 학부모에 대해서도 재정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집
중 지원 학생의 학부모들은 무기력하고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비협조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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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도 비협조적이거나 무기력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 학습쪽을 독
려하기는 어려워서...” (김현숙 복지부장)

그러나 실제로 교복우 사업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비협조적일 것
이라는 것은 편견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오은정 PC : 지원 학생의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아이들을 코칭
맘이라고. 코칭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했어요.
연구자 : 지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으신가요?
오은정 PC : 네. 의외로. 60며 가까이 오셨어요. 다 깜짝놀랐어요.
연구자 : 그것도 편견이네요. 이 동네 엄마들은 관심이 없다?
오은정 PC : 네. 20명만 모여도 완전 땡큐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열
심히 해보자 했는데. 60명 모이셨고. 작년에도 40명 모이셨고.

결국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복우 프로그램을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야 한다는 고정관념 유지, 그리고 학생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인 운영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평가에의 순응 : 보수적 운영

정책평가의 결과는 정책형성에 반영되어서 정책이 수정되고 이것이 정
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평가
의 결과가 정책형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유훈, 2007). A중학교 인터뷰 결과 정책평가가 정책집행에 직접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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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 A중학교에서는 교복우 사업을 열심히 운영
한 경험이 있었던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현재의 평가가 교복우 사업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어 교육복지에 생소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교육복
지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러한 현상은 교복우 사업의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에 대
한 신뢰감에서 오는 경향이 강했다. 교복우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우수한 연구진들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데 대한 믿음이
기도 했다.
“평가 지표가 몇 년 동안 조금씩 변화하면서 개선되기도 하고 그런 상
황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왔는데. 사실 교육 복지 사업을 1년 단위로 다
담아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지표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오은정 PC)
“평가에 사업 운영이 종속되는 것 같지 않아요. 교복특이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없는 경우 연차 평가를 한 번 해 보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
고 그러죠. 아 교복투란 이런 마인드로 해야 하는구나 하는 방향이 생기
죠. 그 평가 지표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베테랑들이시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지역사회 기관과 몇 개 기관과 연계를 했
느냐 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지역기관과 연계를 해야 하는구
나. 지역 사회에 복지관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학교 선생님들이 잘 모
르시거든요. 전 프로젝트 조정자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그래서 많이 연
계를 했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도 한 번 두 번 써보면 교복투 사업
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방향을 알게 되는 거죠.” (박인경 교무부장)

하지만 이렇듯 우수한 연구진에 의해 만들어진 평가 지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평가 결과가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이 부정적인 한 측면으로 지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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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A중학교가 P교육지원청에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
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종합 평가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
다고 한다.
“제가 이번이 첫해고, 저희 중학교는 올해 종합 평가를 받지 않기 때
문에 잘은 몰라요. 하지만 정량 평가의 문제점이 크다고는 생각하고 있
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이 모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니까. 수치를 맞추어
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학교처럼 열심히 하는 학
교가 평가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게 전 참 아쉽습니다.” (김현숙
복지부장)
“저희는 이번엔 연차평가고, 종합평가는 작년에 받았어요. 그 때 B중
학교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저희 학교가 받지 못했는데. 아마도 B중학교
는 시행 첫해인데 반해 운영을 잘했다고 판단한 거 같아요. 저희는 7년
차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
나보더라고요.” (박인경 교무부장)

평가의 문제로 지적되는 또 다른 측면은, 평가에 의해 교복우 사업
운영이 종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복우 사업은 규정의 상한선을 정해두
고 그 안에서 재량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재량을 발휘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기 보다는, 이전
의 평가 결과나 주위 학교들의 평가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평가 위원은 평가시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른 사견
을 덧붙여 운영 과정에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 학교의 다음해
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100% 집중 지원 학생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가, 동
아리는 50%, 그러다가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가. 지전가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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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낙인감이 있으니까 다른 아이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지원 대상만 해야 한다고 했다가, 누군가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다르게 얘기하니까. 혼란스럽죠.
사실 모든 게 다 권장사항이고. 그러다가 평가 오시는 위원들의 개인적
인 생각이 있어서. 평가 위원들이 한 소리 하면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
고 그게 규정이 되고. 교육청에서도 그냥 권고하는 식으로 학교장이 알
아서 하시면 된다고 하고.” (박인경 교무부장)
“학업 중단 학생 비율, 학교 폭력 비율, 학폭위(학교 폭력 위원회) 개
최수 이런 정량 평가 지표가 들어가니까. 학폭위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면이 있었죠.” (박인경 교무부장)
박인경 교무부장 :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경계선 사업의 경우 처음
사업을 안정화 될 때까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
리 잘 잡혀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일반학교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안되니까. 그래서 재정복지과장
님이 일반학교랑 하라고. 우리는 그 정착하기까지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갑자기 일반 학교랑 하라고 하면. 거긴 지전가 선생
님도 없고. 지전가 선생님이 있어도 힘든 판인데. 대부분의 평
가 위원이 다들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PC도 재정복지과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더라구요. 얘기를 못하니까.
연구자 : 새로 오신 재정복지과장님은 교복우 사업을 안 해보셨던 분이
신가봐요?
박인경 교무부장 : 그죠.
연구자 : 그 분의 사견이 많이 반영되는 편인가요?
박인경 교무부장 : 네. 그 전까진 평가에 안 오셨는데. 갑자기 오셔서.
연구자 : 아. 그럼 항상 오셔야 하는 자리도 아니고. 한 번 오셔서 사견
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하는 분위기가 되는 건가요?
박인경 교무부장 :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지역 기관의
선생님이 브리핑을 할 때마다 그렇게 확답을 받으려고 하시니
까. 사업 학교 말고 일반 학교도 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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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해보고 싶다고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지금까지 지전가 선생님과 함께 구축해왔는데. 근데
지침에도 그런 한 문장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연구자 : 지침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가요?
박인경 교부부장 :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엄청 까다롭고 중요하죠.
또 가치관의 충돌일 수도 있는거죠.

그러나 실제로 교복우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 위원의 사견은 지적
사항이 아니라고 오은정 PC는 밝히고 있었다.
“지금은 많이 소규모가 되었어요. 4～5명 많으면 10명. 1:1도 괜찮다
고 하거든요. 나중에 예산 감사 나와서 뭐라고 해도 안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거든요. 교육복지는 필요하면 1:1도 가능하고. 소규모
로 해도 된다고. 혹시나 예산만 보시는 분이 와서 왜 이렇게 1:1로 돈을
썼냐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견이지 그게 지적사항이 되지
는 않으니까.” (오은정 PC)

하지만 학교 사회는 상부 기관의 평가에 민감하고, 교사들은 징계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무사안일주의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만연
해있다고 표현되기도 한다(정은미 외, 2014). 또한 공립학교는 관료적 필
요에 충실하며 학생에 대한 책임보다는 관료적 책임에 민감한 성향이 있
음이 지적되고 있다(김경년 외, 2014). 그러다보니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국 상부 기관의 평가에 종속되는 면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
러한 무사 안일주의와 관료적 성향은 중간만 가자는 식의 정체된 사업
운영을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특히 평가 위원으로 들어 간 사람의 개인
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사견에 의해서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평가
에서 꼬투리 잡히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평가 지표나 지침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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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집행
분석 및 논의
1. ‘광각(wide-angle)렌즈로 보기’와 ‘줌인(zoom-in)하여 보기’
- 단위 학교 정책 집행의 두 축 :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 -

지금까지 A중학교의 사례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교복우 사업을 집행하
는 과정을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교복우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상(Ideal)과 현실 상황(Conditions)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교사들이 대응
방식(Patterns)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단위 학교의 교
육 정책 집행 과정의 특성으로 환원하여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을 보는 데에는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
인 측면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Berman(1976)은 정
책집행 연구의 접근 방법을 거시적 집행(macro implementation)과 미시
적 집행(micro implemen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거시적 접근 방법
과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고 있다. 그는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
의 차이는 제도적 배경(institutional setting)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며, 거시적 집행은 모든 정책 부문(entire policy sector)을 배경으로
하는 반면, 미시적 집행은 현지전달조직(local delivery organization)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였다(유훈, 2007). 본 논문에서는 정책집행 연구의 접
근법을 광각렌즈(wide-angle)로 보기와 줌인(zoom-in)하여 보기로 표현
하였는데, Berman의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Berman이 제도적 배경을 중심으로 둘을 구분한데 반해, 본 논문에서는
정책과정 전체를 표면적으로 보는 것을 ‘광각렌즈(wide-angle)로 보기’
로, 그 중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확대하여 심층적으로 들여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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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줌인(zoom-in)하여 보기’로 정의하여, 제도적 배경(institutional
setting)의 광협(廣狹)성과 집행내용의 상략(詳略)성을 모두 고려하여 둘을
구분하였다.

[그림Ⅴ-1] wide-angle로 보기와 zoom-in하여 보기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 사례를 연구하여, 정책
의 성공적인 집행이 가능했던 요인을 정책과정이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추출하는 것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하였으나, 본 논문의 목적은 학교 내부
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정책과정을 들여다보아도 성공적인 정책집행이라
는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궁극
적으로는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집행 과정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밝히
고자 하였다.
‘광각렌즈(wide-angle)로 보기’에 따르면,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자들
은 정책 결정자가 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목표 달성에 필요
한 수단을 강구하고, 실적 평가 기준에 맞춰 집행을 하려는 정책 집행의
이상(Ideal)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좀 더 렌즈를 줌인(zoom-in)하여
학교 내부로 들어가 살펴보면 학교를 움직이는 관료제 시스템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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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현상은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 과정의 두 가지 축으로 ‘보
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정책 집행 과정에 있
어서 ‘보이는 손’은 정책 사업에 따른 단위 학교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
과 헌신, 즉 정책에의 순응이라고 할 수 있었다. A중학교의 경우 학교장
의 교육복지 마인드와 리더십, 교사의 헌신과 노력, 교육복지사의 역량
발휘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성공적으로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
는 것으로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학교 내부를 살펴본 결과, 정책 집행 과정의
또 다른 '손'인 관료제 시스템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학교 사회를 움직이
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료제 시스템은 Lipsky
가 제시한 일선관료제 모형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었는데, 목표 공유의
어려움, 수업과 정책성 사업 업무 사이의 갈등, 예산 사용의 어려움, 외
부 인력의 학교 적응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량, 평가의 어려움, 학생의
소극적 참여 문제라는 현실 상황(Conditions)이 교복우 사업을 이상적으
로 수행하는 데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단순화와
정형화와 같은 일종의 대응기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몇 가지 실
행 패턴(Patterns)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필요를 지
원하기보다 교복우 사업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
고,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쉽고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업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착실한 학생을 선별하여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식의 고객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보수적이고 보여주기식
의 운영으로 평가에 순응하는 업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그림
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Ⅳ-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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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2] 단위학교의 교복우 사업의 집행
- ‘wide-angle’로 보기와 ‘zoom-in’하여 보기 -

가. ‘광각렌즈(wide-angle)로 보기’에 나타난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
1) ‘광각렌즈(wide-angle)로 보기’ : 성공적인 정책 집행의 요인

Berman(1978)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는 모든 정책 부
문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집행을 보는 것을
거시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거시적 집행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라는 정책 과정의 전 단계를 포괄하고 있으며(Berman, 1978), 이 정책
과정은 단일 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관계에 있어 형성과 집행이
상호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집행과 평가, 또 평가와 형성이 서로 영향
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지적되었다(Nakamura & Smallwood, 1980).
McLaughlin(1976)은 정책 형성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이 정책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정책형성과 정책
집행이 상호 적응(mutual adaptation)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집
행이 평가에 대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가가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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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어떠한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을 사용하느냐가 집행에 많은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유훈, 2007). 이와 같은 논의로부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 정책집행은 정책형성과 정책평가와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미리 설정된 목표를 실천에 옮기는 단일 방향적인 과정이 아니라 순환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 집행을 논의할 때, 우선 정부(교육부) 차
원에서의 결정된 정책을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학교로 하달하는 과정
과, 학교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다시 평가되어 환류되는 전 과정을 연
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크게 세 단계로, 1) 결정된 정책의 하
달, 2) 단위 학교에서의 정책 집행, 3) 상부 기관의 정책 평가17)로 나눌
수 있다. 교복우 사업의 경우 교육부는 ‘가정․학교․지역이 함께하는 통
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취약집단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
을 통하여 교육적 성취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이에 따
른 법규 제정 및 시행지침 제공, 그리고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라는 정책
수단을 단위 학교로 하달하고 있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는 정책에 순
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꽤 성공적으로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A중학교의 경우, 평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세 가지, 즉 1) 학교장의 리더십, 2) 전교사가 참여하
는 안정적인 업무분장, 3) 지역사회연계강화의 측면에서 전 교사가 헌신
하는 모습으로 교복우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17) 정책 평가에 대해서도 학자들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정책평가를 가장 좁게 이해하
는 사람들은 정책평가를 성과(outcomes)의 평가에 한정하고 있으나, 정책평가를 넓게 이해하는
사람은 성과 뿐 아니라, 입력(input)과 과정(process)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유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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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부)
하달
1) 정책목표

평가

정책

1) 학교장의 마인드
2) 업무분장 안정성

2) 정책수단

3) 지역사회연계강화

학교

[그림Ⅴ-3] 광각렌즈(wide-angle)로 보기

A중학교의 교복우 사업 집행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광각렌즈
(wide-angle)로 보기에 나타나는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요인을 다
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정책의 명확성’이다. 정책의 명확성이란 무엇을 달성해야 할 것
이냐에 관해서 구체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에
관해서도 명확해야 한다(유훈, 2007). 교복우 사업의 경우 ‘교육소외 학
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교육적 성취’를 도모한다는 목
표 자체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집중지원학생을 법
정저소득층으로 지정하여 정책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민간 실무 인
력(교육복지사, 프로젝트 조정자)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연계의 강화의 실
제적인 내용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학습․정서․문화․복지라는 내용
을 구체화하여 교육적 성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 수단의 적절성’이다. 정책수단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유훈, 2007).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나,
보조, 규제, 유인, 공기업화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복
우 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 참여 교사에 대한 가산점
혜택, 연구지원센터와 지역교육청의 컨설팅 및 평가와 같은 수단이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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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단위학교의 정책 순응’이라고 할 수 있다. Young(1979)은 순
응이란 특정 규칙이나 행동규정에 일치하는 특정 행위자의 모든 행동을
말한다고 하였다(주경일, 2005). 정책에의 순응의 정도에 따라 정책 집행
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점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주경일, 2005;
유훈, 2007). 연구 결과에 따르면 A중학교의 경우 교복우 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정책에의 순응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학교장의 교육복지 마인드와 리더십, 전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 연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A중학교에서의 집행 담당자들이 정책에 순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 전략 : 정책에의 순응

A중학교에서 교복우 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책에의 순응’이었음을 위에서 설명하였다.
순응이란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
대로 여기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불응이라고 부른다(정정길 외, 2011). 또한
일반적으로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이란 정책결정자의 의도나 정책 내용에
포함된 행정규정에 대해 정책집행자나 대상 집단이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
을 말한다(김재웅 외, 2011). Duncan(1981)은 수용과 순응을 구별하여 설
명하였는데, 수용은 외면적인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가치체계
와 태도의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반해, 순응은 외면적인 행동이
일정한 행위규정에 일치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주경일,
2005). 즉 순응은 행위자의 가시적 행동이 특정 규범이나 규칙에 일치하
는 것으로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이면 순응으로 본다.
정책 순응과 불응 요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
고 있으나, 크게 정책요인, 정책대상자요인, 담당기관요인으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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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정책요인으로는 정책의 소망성, 명료성, 일관성, 정책대상자요인
으로는 심리적 수용도, 경제적 비용부담, 담당기관요인으로는 집행자의
신뢰, 태도, 가치관과의 합치 등을 들 수 있다(정정길, 2011).
A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리더십과 전교사의 헌신적인 사업 수행, 안
정적인 업무 분장 마련, 지역 사회와의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교복우 사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A중학교의 순응의 성
격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었다.
첫째는, 정책목표와 내용이 관리자를 비롯한 교사 전체의 가치관과 합
치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역적 낙후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아 담당 교사들이 교육복지마인드를 형성하기 비교적 쉬운 환경에 놓
여있었으며, P교육지원청의 특성상 젊고 유능하며 열정적인 교사가 많이
발령을 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복우 사업의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헌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학교장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유훈(2007)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변수 중 집행기관 책임자의 적극성과 리더십을 지
적하였다. 즉, 집행기관의 책임자들이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얼마나 열
성적이며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책의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장의 리더십(또는 지도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에
는 어디서나 최적의 절대적 리더십 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
른 최적의 리더십 유형은 달라진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윤정일, 2008).
A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가진 교육복지 마인드로 인해 교복우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했던 것은,
젊고 헌신적인 교사들을 부드럽게 설득하고 학교장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중시하는 리더십을 상황에 맞게 잘 발휘하여 많은 교사
들의 헌신과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역기관과 민간 실무 인력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들 수 있
다. A중학교가 속해있는 P교육지원청은 X구와 Y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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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지역적 낙후성이 큰 지역으로 X구청과 Y구청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이 교복우 사업 또는 유관 사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A중학교의 교육복지사 및 담당 교사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고, 이는 지역사회와의 연
계를 통한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교복우 사업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Ⅴ-4] A중학교의 성공적인 정책 집행 요인

나. ‘줌인(zoom-in)하여 보기’에 나타난 학교의 일선관료제적 특성
1) ‘줌인(zoom-in)하여 보기’ :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성

‘광각렌즈(wide-angle)로 보기’를 통해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명
확한 정책 목표와 적절한 정책 수단, 그리고 집행담당자들의 순응 확보
가 필요함을 앞에서 서술하였고, A중학교의 경우 정책에 순응한 결과
비교적 성공적으로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광각렌즈(wide-angle)로 보기’를 통해서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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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일어나는 실제 집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다. 표
면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위해 학교 내부에서 집행담당자들이 전략적으
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 교복우 사업은 실제 목표대로
학교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블랙박스로 취급되던 학교 내부를 들여다볼 필
요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집행연구의 상향적 접근방법을 견
지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Elmore(1980)는 집행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정책결
정권자가 아니라 정책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일선집
행권자이므로 정책과정의 세세한 지침을 발굴하기 위한 기존의 하향적
정책집행 접근보다는 정책이 실행이 되는 현장 중심으로 정책과정의 체
계적인 이해와 집행의 성공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접근을 제시하였다(송
경오, 2013). Lipsky(2010)는 정책을 실제로 적용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그동안 익숙해진 업무처리방식이나 기존의 표준화된 운영절차를 바꾸어
야 하는 상황에서 의도된 정책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존재라기보
다는 독자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통하여 구현하게 된다며 일선관료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McLaughlin(1976)과 Berman(1978)은 집행과정에
서 정책과 집행기관, 정책대상집단 간의 상호 적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Majone&Wildavsky(1979) 등은 ‘진화’로써의 집행이라는 관점을 주장하
기도 하였다. 이렇듯 상향식 접근방법을 주장하는 집행 연구자들은 서비
스를 대상 집단에 전달하는 집행담당자로부터 출발해 그들의 목표, 전략,
활동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집행담당자의 인지(perception)와 활동
을 중요시하고 있다. Elmore(1980)는 개인의 참여와 헌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에 관한 합의를 중요시 하였으며, Lipsky(2010)는 일선관료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 패턴이 정책의 실제 집행을 좌우한
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정책집행과정이 근본적으로 정책과 조직 또는
제도 간의 상호적응 과정이므로 혁신적인 정책들은 모두 기존의 조직과
제도 안에 맞춰지기도 하고, 정책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변화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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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A중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교복우 사업이라는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실제 업무 상황은 교복우 사업을 잘 수행하기에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정형화된 업무 루틴을 만들어내
고 있었다. A중학교의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교
복우 사업 집행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었다.
첫째, 교복우 사업의 집행 담당자인 교사들의 대응 전략은 학교 조직
의 관료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베버(Weber)에 의해 체계화된
관료제 이론은 1960년대 중반부터 교육조직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학
교조직의 관료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외적으로는 관료제적 성격을 지
니지만, 내적 구조와 외적 구조의 원리는 전문적 조직의 성격을 지닌다
는 점에서 ‘전문적 관료제’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과업의 세분화(교과의
구분, 교수 기능과 행정 기능의 분리 등), 규칙의 사용(구성원의 행동 통
제, 과업 수행을 위한 복무지침, 내규, 편람 등)과 같은 학교 조직의 특
징은 관료제적 경향을 나타내지만, 교육 활동의 측면에서 학교조직은 관
료제와 구조적 느슨함이 결합된 특수한 조직으로 개념화되었다(Bidwell,
1965 ; 진동섭 외, 2012). 이와 같은 관점은 모두 학교가 느슨하면서도
엄격한 관료적 특징을 갖는 이중조직의 성격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Weick(1985)은 이완조직(loosely coupled system)이라는 개념

도입하여 학교를 느슨한 결합체제로 규정하여 학교 조직에서의 교사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더욱 강조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학교 조직을 학습
조직으로 보는가 하면(Senge, 1990), 전문적 공동체 또는 배움의 공동체
와 같은 공동체의 유형으로 보는 관점도 등장하고 있다(진동섭 외,
2008).
학교 조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고전적인 관료제의 관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규범적 처방에 그치고 있으며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을 부정할만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
워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역시 학교 내부에서 여전히 강하게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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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관료제 시스템을 포착할 수 있었다. A중학교가 교복우 업무
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관료제적 특성은 업무의
분업화, 형식적인 집행, 문서주의로 볼 수 있었다.
둘째,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 과정은 일반 관료제와는 다른 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제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A중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교 조직 내부의 집행 과정에서 관료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파악
하였으나, 학교사회의 관료제적 속성은 일반 관료제 조직과는 다른 차이
점이 존재하였다. 학교조직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문적 관료제, 이완결합, 이중조직 등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였
으나, 이러한 관점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수업의 영역을 포
함한 전 영역에 있어서 결국은 형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제의 병
폐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제 모형이 학교 조직의 관
료제적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선관료제 이론
에 따르면, 서면처리(paper processing)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관료제와
다르게 일선관료제는 사람처리(people processing)를 한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일선관료에게는 상당한 재량과 자율권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박소영 외(2006)는 교사를 일선관료로 규정하며, 교사의 정부 대표성, 학
생과의 끊임없는 상호교류, 자율성 등의 특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A중
학교의 사례를 통해서도, 교사의 일선관료로서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
는데,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사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재량과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에 처해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루틴으로 인해 관료제
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수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왜 학교 사
회의 루틴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집행에 실패하고 마는지에 대한 일면의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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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5] 줌인(zoom-in)하여 보기

2) 단위 학교 정책 집행에 나타난 일선관료제적 특성

Lipsky의 일선관료제모형의 핵심은 일선관료의 재량권 행사와 이에
따른 루틴의 형성이다. Lipsky(2010)는 다른 조직의 하위 종사자와는 달
리 일선관료들은 대상집단에 대한 제재나 혜택의 제공과정에서 그 성
격․양․질을 결정할 때 많은 재량을 행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선관료들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첫째, 일선관료들이
너무나 복잡한 상황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한 규칙대
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일선관료들은 상황의 인간
적 측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일
선관료들의 재량은 그들이 가지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Lipsky는 정책 집행자들이 언제나 상급자들로부터 내려오는 명령들을
그대로 지킬 수만은 없으며,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일정 정도의 자율성
을 가지고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상급기관
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하급기관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온다는 가정에 대
해서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이광현, 2013). 즉, 전통적인 유인과 제재조치
들을 사용한 정책 집행은 한계가 있으며, 일선관료들의 업무 상황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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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업무 패턴을 잘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Lipsky,
2010).
Lipsky(2010)에 따르면 일선관료들이 부족한 자원, 서비스에 대한 수
요 증가, 불확실한 혹은 대립하는 조직의 목표, 측정 불가능한 수행 성과
와 같은 업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책무성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선관료들은 자신
만의 대처방법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즉, 서비스를 감소시키거나,
고객들을 통제하며, 재원을 절약하고, 실천방식을 단순화․정형화시키는
방식의 루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A중학교에서 교복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Lipsky가 제시한 업
무 상황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루틴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중학교의 경우에는 교복우 사업이라는
정책에 순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교복우 사업을 잘 운
영하려는 ‘이상’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고 있음
을 파악할 수 있었다. A중학교 교사들이 처한 딜레마 상황은 1) 목표 공
유의 어려움, 2) 교사의 업무 갈등, 3) 부적절한 예산과 인력, 4) 과중한
업무량, 5) 평가의 어려움, 6) 학생의 비자발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교복우 사업의 정책 목표는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교육복지라는 목표가 상당히 이념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고, 목표
가 이념적인 경우에 목표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일선관료가 목표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Lipsky는 지적하였다. 실제로 A중학교에서도 학교 구
성원이 교육복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학교가 복지를 담당
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또 학
교가 복지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육복지
라는 개념에 대해 사업 프로그램인지 돌봄 그 자체인지 정확하게 인식되
고 있지 않았다. 목표의 공유가 어려운 이유는 교사 개인의 가치관에 기
인하기도 하였지만, 전보체제가 가지는 한계도 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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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보체제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 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복우 사업 학교에 대해서 교복우 사업을 경험한 관리자와 교사가 중심
이 되어 교복우 사업을 이끌어가는 시스템 형성과 교복우 사업에 생소한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교사의 업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
는데,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업과 교복우 업무 사이에서 어떤 업무를 우
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업무의 우선순위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교
복우 업무와 같은 정책성 사업이 수업이라는 교사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
는 것으로 인식되어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안정적인
업무 분장을 이루고 있는 A중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우 사업의 특정 업무
들이 몇몇 교사에게 몰리면서, 결국 일 잘하는 일부 헌신적인 교사의 업
무가 과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복우 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실무 인력의 지원이라는 목표 달
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제공되고 있었다. 따라서 Lipsky가 제시
한 자원의 부족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A중학교의
면담 결과 지원된 예산과 인력이 적절한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우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
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민간 실무 인력이라는 외부 인력을 바라보
는 시각에 대해서 교사와 관리자는 이들을 학교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
다, 실무 인력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평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타당한 평가의 가능성 및 집행의 평가에의
종속성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Lipsky(2010)는 성과 평가가 어려운
이유로 고객과 일선관료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고 지적하였으며, 그리하여 결국 정량평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
고 하였다. 정량평가는 과연 양적 평가가 업무 수행의 수준을 대변해 주
는가 하는 타당성의 문제로 환원되며, 양적 평가로 인한 일선관료들의
행동 통제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A중학교에서 교복우 사업
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평가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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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또는 3년 단위의 평가로 교복우 사업의 교육적인 효과를 담아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량평가가 실제 사업 운영을 측정하기 어
렵다는 문제와 함께 정성평가 역시 정책 집행 과정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Lipsky(2010)는 일선관료가 처한 상황 중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이 일선관료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관료들이 대하는 클라이언트는 대개 관료나 기관을 평가할 만한 위
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선관료들이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를 오히려 일선관료가 만들어 놓은 행동 패턴
에 따르도록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A중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우 사업의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집중지원학생의 비자발성이 업무 수행의 어려움
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인감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대다수의
집중지원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는 교복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교복우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이상’적인 노력과 교사들이 학교
사회에서 처한 딜레마 상황이라는 ‘현실’ 사이에는 이와 같은 간극이 발
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선관료인 교사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대응’방식을 마련
하고 있었으며, 복잡한 상황을 ‘쉽게’ 또는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
종의 루틴을 형성함으로써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였다.
Lipsky(2010)는 일선관료들이 만들어내는 루틴이 결국 조직의 루틴이 되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관료들이 만들어내는 루틴은 일반적인 관
료들이 만들어내는 절차상의 루틴과는 다르게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만들어지는 루틴이며, 루틴의 정도를 미리 알 수 없으며, 일선관
료의 가치관․직업관․사회적 편견에 따라 편향되기 쉽다(Lipsky, 2010).
그리고 이러한 루틴이 관료주의의 폐해로 인식되고 있으나, 관료주의에
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루틴이 정당화되고 있다고도 하였다.

- 102 -

A중학교 교사들이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면서 만들어내는 루틴의 내용
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교사들은 ‘목표를 수정’하여 교사들이 처한 딜레
마 상황 속에서 좀 더 쉽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가
정․학교․지역사회가 통합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필요를 맞
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래의 목표를 수정하여, 연초에 기획된 교복우 사
업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는 것을 목표의 달성으로 여기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업무 상황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관료제 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식주의(red-tape)적인 집행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교복
우 사업의 형식적인 운영은 기획-실현-평가라는 사업 집행의 전 과정에
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연초 기획 단계에서는 최대한 빠른 의사 결정에
의한 계획서 작성의 형태로, 학기 중 실현 단계에서는 비탄력적 학교 조
직과 관료적인 교사의 마인드로 인한 경직적인 사업 운영의 형태로, 학
년 말 평가 단계에서는 보고서 작성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교복우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세 번째로, 비자발적이고 소극적인 학생을 참여시키는 전략으로 학생
을 분류하거나 재정의하는 방식의 루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Lipsky(2010)
는 고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특성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는 루틴
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하였는데, A중학교에서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을 착실한 학생, 무기력한 학생, 불순응한 학생으로 분
류하고, 착실한 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번째로, 평가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보수적 운영, 보여주기식 운영의
패턴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 사회가 상부 기관의 평가에 민감하며, 교사
들은 징계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무사안일주의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정은미 외, 2014). 그러다보니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부 기관의 평가에 종속되는 면을 부
정하기 어렵고, 평가에서 꼬투리 잡히지 않는 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
였으며, 평가 지표나 지침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을 운영하
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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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루틴은 기존의 학교 사회에 만연해 있
던 루틴과 다르지 않았으며, 교복우 사업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기존의
루틴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일선
선 관료인 교사는 제약이 많은 업무 현실이라는 딜레마 상황 속에서 그
들이 가진 재량과 자율권을 정책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쉽고 규칙적인 형
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루틴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복우 사업이라는 정책이 교사들이 만들어내
고 있는 조직의 루틴을 바꿀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
하였고, 이는 관료제 하에서 집행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직의 루
틴을 정책과 통합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며, 현존의 루틴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정책 집행이 실패한다고 주장한 Elmore(1980)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Ⅴ-6] 교복우사업 집행에 나타난 일선관료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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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선관료 조직에서의 성공적인 교육 복지 정책 집행
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은 학교의 견
고한 내적 시스템인 관료제의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 Lipsky는 일선관료
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대응기제가 단순하고 정형화
된 패턴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을 제시하였고, 본 논문에서도 이에 따라 학
교 현장에서의 교복우 사업 집행을 다소 부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김경애(2014)는 관료적 특성의 장점으로 ‘빠른 확산’과 ‘지속성’
을 제시하였다. 즉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특
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한 번 만들어진 사업은 지속성이 보장된다.
관료제 하에서는 어떤 사업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한 번 받아들이면 그 일을 제도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지
적하였다. 반면에 민간 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사
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으나,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특히 학교를 상대로 사업을 제시하고 운영하는
데는 더욱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었다.
“지역 기관이 학교로 들어오기가 엄청 어렵다고 해요. 폐쇄적이라고
느끼고.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바쁘고 해서 그런건데.” (박인경 교무부
장)
“1:1로 사람 붙이는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중략) 올해 구 예산에
청소년 동반자 300명 모집하는 걸로 5천만원 정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를 만들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관은 누구 하나가 입장
이 바뀌어서 잡으면 그게 예산이 되는 거에요.” (설봄대안학교 최지은 교
장-김경애(2014)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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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복우 사
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의 질을 강화하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
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공
적 영역의 결정과 집행이 국가의 독점적 권력 행사에 의존하기보다는 다
양한 정치 행위자들 간의 상호 협력적, 수평적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민조, 2011). 같은 맥락에서 김민조
(2014)는 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교육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학교 내․외부의 수많은 행위주체들 간의 사회적 조정 방식”
으로 규정하였다. 학교 수준에서 교육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학교가 내․외부적으로 수많은 행위주체와 영향집단의 상호작용 속에 놓
여 있고, 그 상호작용의 복합성은 최근 학교 환경의 분권화, 자율화와 더
불어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이종재 외, 2012).
교복우 사업의 경우 사업 집행 주체인 학교도 지역의 타 기관들과 적
극적으로 연계해야만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나, 학교는 다른
조직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관료제적 시스템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
어 타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김경애, 2014). 그래서인지 교복
우 사업의 실무 인력인 교육복지사가 몇 년이 지나면 외부 민간인이라는
특성을 잃고 관료제적 속성에 묻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여러 지전가들과 교류하다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에 있다보니 교
사화되어 간다. 그냥 정해진 사업 계획 안에서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계
획에 되어 있는 대로만 안정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죠. 새로 뭔가를 시도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구요.” (이연희 교육복지사)

그러나 교복우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공유와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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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적 연계 및 노력의 전개가 필요하다. A중학교의 박인경 교무부
장은 학교와 지역 사회 모두가 상호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지역기관은 학교 체제에 대한 이해와 학교의 필요에 맞추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는 지역 사회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기관의 대
표와 학교장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만남의 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지역 기관이 학교로 들어오기가 엄청 어렵다고 해요. 폐쇄적이라고
느끼고.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바쁘고 해서 그런건데. 그래서 이를 타
파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과 기관장의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박인
경 교무부장)
“외부 기관도 마찬가지에요. 외부 기관도 학교의 생리를 알 필요가 있
죠. 그래서 미리미리 접촉을 하면 좋겠죠.” (이연희 교육복지사)
<향구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박인경 교무부장의 메모 中
가. 학교의 역할
- 교육복지 친화적 마인드 형성
- 학생의 전면적 성장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정식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 지역기반형 교육복지사업의 수립
나. 지역기관에 바라는 점
- 학교체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필요
- 학교의 학사일정 및 필요에 맞추려는 노력 필요
- 교사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필요
다. 상호연계협력 지점
-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 ‘한아이’를 학교와 지역기관이 함께 돌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유

- 107 -

또한,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형식적인 협의
체의 운영이 아닌 관리자-교사-교육복지사 간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
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A중학교의 교복우 사업 운영을 살펴본 결과
교육 취약 학생을 발굴하고 이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채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루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교실 수업 안에서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교사와, 교실 밖에서 학생을 관
리하는 교육 복지사, 그리고 학교 밖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족과
친구 등과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
다. 교복우 사업의 협의체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실제 대상
학생의 필요에 대해서는 식사 시간 같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야기
되고 있었다. 학교의 교육 거버넌스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사
결정조직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내부에서의 관리자-교
사-교육복지사의 의사결정 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더 나아
가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 사회 기관과의 민주적 의사결정 협의체
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상호관의 협력적 연계와 노력이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학교의 기술적 핵심(technical core)과 정책의 통합
성공적인 교복우 사업 집행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논의는 학교의
기술적 핵심(technical core)에 해당하는 수업과 정책의 통합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점이다. 신철균(2011)은 학교가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기
술적 핵심과 정책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교육 정책 집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교복우 사업을 교육 과정
내로 포섭할 수 있는 수업의 개선, 또는 수업의 혁신이 요구된다. 지난
2011년 한 지역에서 떠들썩했던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 이후 해
당 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업 혁신을 꼽은 것 역시 학생들의 학
교 생활 적응을 위해 중요한 것이 교실에서의 수업 변화임을 역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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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18).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복지’를 학교가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던 아이
들에게 결핍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실 ‘교육복
지’의 핵심적 특징은 이제까지 학교가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던 아이들
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는 지적이 있다(김정원, 2007). 중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와의 질도 중요하
지만, 수업시간마다 마주 대하는 교과 담당 교사가 교육에서 소외된 학
생들을 수업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김경애(2013)는
교복우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낱낱의 프로그램들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이해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
사는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적극적인 관찰로 교육 소외 학생을 발굴하
고, 이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재능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교육 과정 내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복지사와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소외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다. 결국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충실함으로서 수업과 교복우
사업 업무 사이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교사와 민간 인력 간의 업무 분
담이 적절히 이루어져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업 개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추진되어 온 해결 방법은
교사들의 수업 방법과 관련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으로서, 정부가 각
종 교사 연수를 통해서 또는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인 연구와 연수 활동
을 하는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서근원, 2003).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교사 개인 탓으로 돌리고, 학교가 구조적으
로 안고 있는 문제를 도외시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의 변화를 위한 최근의 움직임은 ‘수업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

18) 한무선 기자(2014. 7. 1). <교육감 취임> 대구 행복교육 화두,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
00698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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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수업 장면에서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를 중
심에 두는 것이다. 서근원(2003)은 좋은 수업을 모색하는 일은 교사가
‘지금’ ‘이 교실’에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와 관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
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시
작될 수 있다. 특히 교복우 사업에서 교육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학생
들은 그 동안 학교나 교사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
업 현장 안에서 교육취약계층과 교사와의 관계맺음은 이들의 교육적 성
취를 위한 기본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수업 장면에 있어서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
고 있다. 그동안의 수업 장면에서는 교사의 ‘가르침’은 있으나 학생의 ‘배
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최근 수업 혁신의 움직
임은 바로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하자는 데서 시작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사의 내면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수업의 혁신이다. 교사는 자
율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수업 현장에 들어서면서도, 일선관료로서 교육
과정에 따라 교과 내용을 전달하고 교육청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관료제 사회에서의 공
무원이라는 틀과 수업에서의 전문가로서의 기대’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손우정, 2012). 교실 안에서 소외되는 것은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교사 내면의 두려움과 외로움에 대한 극복이 선행되
지 않고서는 수업 장면에 있어서 혁신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수업 혁신의 움직임은 혁신 학교, 자율학기제와 같은 제도적 개
편을 통해서도, 배움의 공동체, 사교육 없는 세상 만들기 등과 같은 자발
적 교사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
러한 추세 속에서 교복우 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교육 취약 계층이 수업 안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 과정의 재구성과 수
업의 개선, 그 안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변화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
는 사업의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복지정책의 집행을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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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기존의 정책 집행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하향식(Top-down) 접근 방
식에 치중하여, 정책이 잘 결정되고 학교에서 정책에 순응한다면, 집행은
무리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본 데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한 많은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학
교의 교육 활동에도 큰 변화를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로 학
교 현장에서 집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정책의 집행 과
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일선관료인 교사의 인식(perception)과 행동양
식(patterns)을 고찰하여야만 가능하다는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은
정책 집행의 상향식(Bottom-up) 접근 방법에 기초하여 단위 학교 차원
에서의 정책 집행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책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2003년 교육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 복지 실
현을 위해 등장한 교복우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와 안정된 재원을 확보
하며 10년이 넘게 단위 학교에서 진행된 정책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에서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
정이었다.
이와 같은 집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
서 교복우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단위 학교에서의 정책 집행
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P교육지원청의 PC 1명과 해당 교육청 관내에서 가장 우
수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A중학교에서 교복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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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교사 3명과 교육복지사 1명, 총 5명
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복우 사업 관
련 지침, 사업 계획서, 보도 자료 등의 문헌 자료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중학교에서 교복우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상(Ideal)과 현실 상황(Conditions)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교사들은 일종의 대응 방식
(Patterns)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를 단위 학교의 교육 정책 집행 과정
의 특성으로 환원하여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 과정을 보는 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
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 과정을 제도적 배
경(institutional setting)의 광협(廣狹)성과 집행과정의 상략(詳略)성에 따
라 ‘광각렌즈(wide-angle)로 보기’와 ‘줌인(zoom-in)하여 보기’ 두 가지의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광각렌즈(wide-angle)로 보기’에 따르면 단위 학
교의 정책 집행자들은 정책 결정자가 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
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등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
이며 정책 집행의 이상(Ideal)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좀 더 렌즈를
‘줌인(zoom-in)’하여 학교 내부로 들어가 살펴보면 학교를 움직이는 관료
제 시스템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현상은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 과정의 두 가지 축으로 ‘보이는 손’
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정책 집행 과정에 있어서 ‘보이는 손’은 정책 사업에 따른 단위 학교
차원의 순응 노력이라고 할 수 있었다. A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교육
복지 마인드와 리더십, 교사의 헌신과 노력, 교육복지사의 역량 발휘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성공적으로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
로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학교 내부를 살펴본 결과, 학교 사회를 움직
이는 또 다른 ‘손’인 관료제 시스템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정책 집행 과
정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료제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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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제 모형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었는데, 목표
공유의 어려움, 수업과 정책성 사업 업무 사이의 갈등, 예산 사용의 어려
움, 외부 인력의 학교 적응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량, 평가의 어려움, 학
생의 소극적 참여 문제라는 현실 상황(Conditions)이 교복우 사업을 이
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단순화와
정형화와 같은 일종의 대응기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몇 가지 실
행 패턴(Patterns)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필요를 지
원하기보다 교복우 사업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
고,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쉽고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업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착실한 학생을 선별하여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식의 고객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보수적이고 보여주기식
의 운영으로 평가에 순응하는 업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루틴은 기존의 학교 사회에 만연해 있
던 루틴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교복우 사업이라는 정책이 기존의 루
틴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교복우 사업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집행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를 학교 사회 내부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일선관료제
적 속성에 비추어 설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제언, 후속 연구에 대
한 제언으로 나누어 제시해 볼 수 있다.

우선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정책 수립과정과 정책 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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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으나,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는
데, 집행 연구의 하나의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 사회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관료제적 시스템에 착안하여,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적용하여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 정책 집행
과정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셋째,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교복우 사업의 경우, 학교 현장에
서의 집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자 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내용에 근거하여 정책적 제언을 해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관료제는 형식주의와 경직성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빠른 제도화’와 ‘지속성’이라는 장점을 지니
고 있다. 반면, 민간 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
나,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특히 학교를 상대로
사업을 제시하고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려는 교복우 사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의 질을 강화하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형식적인 협의체의 운영이 아닌 관리자-교사-교육복지사 간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의 기술적 핵심(technical core)인 수업과 정책을 통합시키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복지’의 핵심적 특징은 이제까지 학교가 관심
을 기울이기 어려웠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정규 교육
과정인 수업 안에서 교육 소외 학생을 발굴하고, 이 학생들과 관계를 맺
고, 필요를 지원하며, 교육 과정 외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복지
사와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소외 학생들을 보살피도록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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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는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충실함으로서 수업과 업
무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교사와 교육복지사 간 적절한 업무 분장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Lipsky의 이론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단순하다는 한
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책 집행 연구의 다양한 접근법을 활
용한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 과정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개 중학교의 사례만을 탐색하였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집행 과정의 차이에 대한 연구, 도
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교복우 사업 집행 과정의 차이 등과 같은 다양한
학교 사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집행 연구는 오랜 기간 현장에 참여하여 심층적인 관찰과 면담
을 필요로 하나, 연구 기간이 다소 짧아 대다수의 일반 교사들을 참여시
키지 못하였고, 참여 관찰을 심층적으로 병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사업의 기획, 실현, 평가는 1년에 걸쳐 진행되는 일이므로 최소
1년 이상의 참여와 관찰이 있었다면 다른 맥락에서 교사의 업무 양상을
포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오랜 기간 학교 현장에 참여하여 단
위 학교의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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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School-based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

using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Kim, Hyun sung
Major Advisor : Shin, Jungcheol, Ph. D.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how teachers respond toward the school-based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EWPP)'. It has been over the 10 years
since the EWPP began, an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EWPP are often
reported in the previous research. However, there has been lack of interest
on the proces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EWPP at the school
level by employing the framework of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makers.
Followings are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First, what is
the working conditions when it comes to the EWPP at school level? Second,
how teachers make working patterns to cope with such conditions?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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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WPP implementation?
A case study with in-depth interviews was used for this study. Research
subjects were collected from P Office of Education and A middle school in
Seoul and include a project coordinator(PC) from P Office of Education, a
principal, two teachers, and an educational welfare practitioner(EWP) from A
middle school.
Followings are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lthough the EWPP has been implemented successfully in A middle
school, it was found that the nature of the street-level bureaucracy primarily
functions as a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re has been such working conditions carrying out the
EWPP. First, teachers often hold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goal of
educational welfare : whether welfare must be the part of education or not.
Second, teachers have different priority on their duties. Some pay more
attention to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while others also emphasize
non-teaching duties. Third, teachers experience difficulties on budget-spending
under the control and on working with non-teachers. Fourth, it is not easy
to measure the personal performance in policy implementation. Moreover,
teachers may remain independent of organizational control with performance
measures. Fifth, extra burden to only a few teachers and students' lack of
voluntarily attitude were also found to be problematic conditions when
implementing the policy.
To cope with such conditions, teachers make adapting mechanisms such as
'simplifications'

or

'routines'.

Four

patterns

of

coping

behaviors

are

elaborated as follows. First, teachers change the policy goals, which is not to
response the students' demand but to carry out all of the EWPP programs.
Second, teachers use the red-tape such as quick decision making, rigid
execution,

evaluating

without

feedback.

Third,

teachers

accommodate

themselves to the evaluating measurement not to be treated guilty as a
person in charge. Fourth, they are running programs selectively with diligent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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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present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bureaucratic administration, public
and private collaborative governance is needed in carrying out the EWPP.
Second,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which is the technical core of school
performance, need to be combined with the EWPP programs.

………………………………………
keywords : educ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Lipsky,
street-level bureaucracy,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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