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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의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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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Practitioners' Educational
Welfare Network Activity Level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in Daegu Metropolitan Area*
Ui Yong Kim**・Sungsook Cho***

요약：이 연구는 대구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육복지
네트워크 활동수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조직･지역사회 차원에서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의 영
향요인을 밝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네트워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실무자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들의 교육복지네
트워크 활동수준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차원에서는 전문성이, 조직 차원에서는 학교
장의 리더십이,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조직과의 관계와 지역사회문제 인식정도가 교육복지네트
워크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네트워크 활
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개인･조직･지역사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교육복지네트워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네트워크 활동, 학교사회복지
ABSTRACT：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network activities by figuring out the
current status of network activities of the staff members who engage in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in Daegu metropolitan area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its network activities.
For these purposes, a survey was conducted on 218 staffs in charge in Daegu metropolitan area.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affs in charge engaged in network activities more
than average level. Second, professionalism affected its network activities at the personal level, the
leadership of school principal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the rel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the degree of awareness in the community problems at the community level. The results suggest
important points to boost the networks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by considering
the key factors of its network activities at the personal,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levels.
Key Words：educational welfare network,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network
activities, school soci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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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를 거둘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학교와 지역사회 간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가정이라는 울타리

필요성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들의 인식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교육복지우

방임, 중도학업 포기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

선지원사업 실무자의 약 70%가 학교와 지역사회

라, 정부는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해당사

해소와 건전한 인성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

업 실무자의 약 53% 그리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로 2003년부터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초･중학교

관련기관 실무자의 약 62%가 현재 학교-지역사

45개)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회 간 연계･협력에 참여하고 있지만, 교육복지네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그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

트워크는 형식적인 측면이 많다고 응답하였다(한

어 2013년에는 초등학교 894개, 중학교 876개, 고

국교육개발원, 2011). 결국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

등학교 63개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선 학교의

기관 실무자들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은 인식

지역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비율을 살펴보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에의 참여는

면, 대구광역시가 73.3%(초등학교 202개, 중학교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6개)로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 29.7%(초등학

특히 최근 들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

교 42개, 중학교 48개), 인천광역시 26.1%(초등학

지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

교 61개, 중학교 68개)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교

나, 특정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를 대

육개발원, 2014). 특히 지역별 교육복지우선지원

상으로 네트워크 활동수준의 영향요인을 규명하

사업 비율을 비교해 볼 때, 대구지역이 타 시･도에

고자 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즉, 교육복지우

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월등히 활성화되어

선지원사업 네트워크 실태를 분석한 연구(이혜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우수명, 2005; 이유경, 2013)와 교육복지네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본래 모든 아동･청소

워크 활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정영림,

년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007; 송금선, 2008; 김기쁨, 2013) 등으로 소수에

학교 중심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등 지역을 중심으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교육복지우

로 한 네트워크 구축을 기본취지로 삼고 있다(한

선지원사업 활성화 이전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국교육개발원, 2012). 이런 맥락에서 교육복지우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거나 네트워크 실태를 파

선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 내

악한 조사에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차원적인

우선지원사업 네트워크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지원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윤철수･유기

한 기존연구들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요인들 중

웅, 2013). 즉,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교육공동체

자원 관련 요인(자원의 적합성, 다양성)에만 국한

구축이 선행되었을 때 공동사업의 다양화, 지역

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요인을 규명하는데 한계

자원의 결집, 지역 내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복합

가 있었다.

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등 긍정적인 성과

이에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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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어 있는 대구지역의 교육복지네트워크

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이다. 즉,

활동수준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복지네트워크 활

이는 아동･청소년이 배움을 통해 자기주도적 시

동수준의 영향요인을 개인, 조직, 지역사회 차원

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소

에서 다각적으로 규명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

통하여야 함을 시사한다(류방란, 2010). 이런 맥

육복지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

락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정의하면, 교육･

이 있다.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 및 교육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

취약계층 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

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

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교육･문화･복지

구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가 인식하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및 교육취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대

약계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평

구지역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의 영향요인은

등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

무엇인가?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

다(대구광역시 교육청, 2013).

업의 네트워크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
인을 개인, 조직,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네트워크

2.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의 개념정의와
구성요소

구축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네트워크란 관계를 맺는 구성원들이 횡적이고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정보와 가치를 공유하

Ⅱ. 이론적 논의

며,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다. 즉,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념

여 구성원 또는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하여 나가는 활동 시스템”

교육복지란 모든 국민에게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다(박은주, 2007). 또한 네트워크는 개인과 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및 사회･경제

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위

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소외, 불평등, 부

해 관계를 형성하고 조정하며 협력･통합하는 과

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가진 잠재능력

정(박현식, 2006)이며, 조직 간 상호작용을 통하

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하

여 협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활동(김지혜 외,

는 것을 말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이런 의

2012)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네트워크의 개념을

미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회평등화 실현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에 적용해볼 때, 복합

을 위해 아동의 초기사회화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가정 아동･청

국가, 지자체 및 학교가 협력하여 개입하려는 적

소년들의 문제해결과 교육복지라는 공통된 목표

극적이고 보상적인 평등실현사업이라고 할 수 있

를 위하여 지역 내 학교 및 관련기관 또는 실무자

다(성기선, 2012).

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이 사업이 당초 제시하였던 비전은 학교를 중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46 서울도시연구 제17권 제3호 2016. 9

이런 맥락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수행과정

환, 클라이언트 의뢰로, 정영림(2007)은 자원교환,

에서 지역사회 조직들과의 네트워크는 관련조직

정보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사업 네트워크로, 송

간의 정보, 경험, 인력 등 자원공유를 통하여 지역

금선(2008)은 인적･물적 자원교환, 공동사업 추

사회 전체 조직들의 서비스 제공능력을 최대화하

진, 정보교환, 대상자 의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고,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관련 조

한편, 한국교육개발원(2006)은 네트워크 활동을

직간 서비스 중복, 상충, 갈등, 반복을 최소화할 수

인적자원 교류와 사업 네트워크, 정보의 교류, 물

있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들 간에

적교류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아동･청소년이 가진 복합적인 욕구에 신속하고

3. 선행연구 검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Wimpfheimer et al.,
1990: 이혜원, 2002에서 재인용).

교육복지네트워크 관련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

한편, 사회복지 관련 선행연구는 네트워크 활동

원사업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본격화되기

의 하위구성요소를 주로 정보교환, 자원교환, 클

시작하였다. 주요 선행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

라이언트 의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업의 네트워크 실태분석(이혜원･우수명, 2005; 이

Levine and White(1961)는 네트워크 활동을 클

유경, 2013), 영향요인 분석(정영림, 2007; 송금선,

라이언트 교환, 인적 교환, 자금 및 그 밖의 자원

2008), 성공사례 분석(김경애･김정원, 2007; 최송

교환으로, Boje and Whetten(1981)은 클라이언트

식 외, 2007; 김경애, 2009; 이지혜･채재은, 2012;

의뢰, 서비스 교환, 정보교환, 자금이전으로,

우진중･기영화, 2014), 실무자의 역할 분석(윤철

Woodard and Dorian(1994)은 클라이언트 의뢰,

수･유기웅, 2013) 등이 있다.

서비스 교환, 정보 교환, 자금 교환, 물적 자원 및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의 영향요인은 크게

관리 활동의 교환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백종

네트워크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실무자 개인요인,

만･홍경준(2001)은 정보교환, 자원교환, 재정지

실무자가 소속한 학교인 조직요인, 학교가 속해

원, 클라이언트 의뢰로, 유태균･김자옥(2001)은

있는 지역사회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선행연구 결

물적교환, 정보교환, 대상자 의뢰, 협의, 조정으로

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하였다. 또한 김인숙･우아영(2003)은 조직 간
네트워크 관계에서 교환되는 내용을 근거로 정보

1) 개인요인

교환, 대상자 의뢰, 단체간 협의, 자원교환으로, 우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은 교육복지우선지

정자(2005)는 클라이언트 의뢰, 프로그램 운영,

원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고유특성이나

공동사업, 이슈 공동대응으로 나누었다.

경험 등 개인차원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요인은

교육복지 관련 선행연구 또한 네트워크 활동의

크게 전문적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으로 구분된다.

구성요소를 정보교환, 자원교환, 공동사업, 클라이

선행연구에 의하면, 담당자 개인의 경험, 학력,

언트 의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혜

자격사항, 업무담당 기간 등의 전문적 능력이 네

원･우수명(2005)은 공동사업, 정보교환, 자원교

트워크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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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ushman

으로 나타났다.

and Scanlan, 1981; 이현주, 1998; 김준기, 2006;

먼저, 교육복지네트워크 차원에서 학교장의 리

김현숙, 2013). 그러나 전문적 능력을 네트워크에

더십을 강조한 이지혜･채재은(2012)은 교육복지

대한 정체성, 지식･기술, 경험 및 훈련 등 개인의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학교장이 인간의 가치와 수

내･외적인 요소를 포괄하여 고찰한 심선경(2009)

평적 통합을 중시하고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은 고용지원센터 상담직원의 조직연계활동에 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문적 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있다. 그 외 다른 연구들(Hague and Malos, 1998;

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실무자의 네

장영진, 2010; 최영광, 2011; 김현숙, 2012)에서도

트워크 활동을 연구한 정영림(2007)도 전문적 능

기관장의 개방정도가 강할수록 네트워크 활동에

력이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대한 인식 및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장의 리더십이 네트워크 활동에 중요한 영향요인

한편, 네트워크 활동을 대인관계, 즉 인간 또는

임을 알 수 있다.

조직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

또한 조직차원에서 볼 때, 교육복지네트워크 활

에서는 인맥이 네트워크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동수준은 실무자의 업무 자율성 정도에 의해 영향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경준, 2002; 김현숙,

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업무의 자율성이 네트워크

2013). 왜냐하면, 인맥은 대인관계에서 출발하며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여

수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러 선행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이혜원, 2002;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Wellman and Berkowitz,

홍경준, 2002; 장영진, 2012). 그러나 특히 공식적

1991). Stevens and Campion(1994) 또한 건강한

절차를 강조하는 학교에서는 교육복지 실무자의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기술이 필요함을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기 보다는 서류나 문서작업

강조하고 있다. 네트워크 활동이 조직 또는 개인

등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대인관

있어 자율적인 업무처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계능력은 네트워크 활동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으로 나타났다(정영림, 2007).

수 있다. 즉, 대인관계능력은 타인 또는 기관 간의
협력에 필요한 기술이며, 안정적인 업무 수행의

3) 지역사회요인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최경일, 2008).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은 지역사회 차원의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특히 지역사

2) 조직요인

회의 자원 유무가 네트워크 활동에 많은 영향을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은 교육복지실천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종, 1994; 김재환,

장인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05; 김경애･김정원, 2007; 배은영, 2007; 신단

학교는 관료적인 특성과 전문적인 특성을 동시에

비, 2013; 우진중, 2014). 그러나 자원 관련 요인

가지고 있어 특히 학교장의 리더십이나 업무의 자

외에도 다양한 지역사회요인들이 교육복지네트워

율성 등이 네트워크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

크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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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원 관련 요인을 배제한 요인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교육복지네트워크 관
련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 조직과의 관계는 교육복지네트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교육복지네트워크 활

워크 활동수준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터뷰, 사례연구, 문

먼저, 우수명(2008)은 공동 네트워크 참여가 지역

헌검토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네트워크 활

사회복지 관련 조직 간의 네트워크 성장에 가장

동 실태를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는데, 지역사회 관련조

구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김경애･김정원,

직과 신뢰관계 형성, 공동의 목표설정 및 비전공

2007; 최송식 외, 2007: 김경애, 2009; 이지혜･채

유가 이루어질 때 네트워크 활동이 강화됨을 시사

재은, 2012; 윤철수･유기웅, 2013; 우진중･기영화,

하고 있다. 또한 김인숙･우아영(2003)은 여성복지

2014). 둘째, 네트워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

관련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

조차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요인들 중 자원의 적

역 내 조직들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 공유와 네트

합성이나 다양성 등 자원 관련 요인에만 초점을

워크를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을 설정할 필요가 있

맞추는 등 매우 제한된 요인으로 파악하고자 하였

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은주(2010)는 지역사

다(정영림, 2007: 송금선, 2008; 김기쁨, 2013; 이

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조직과

유경, 2013). 셋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전국

의 관계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적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이 활성화

둘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정도는 지역사

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회 네트워크 활성화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 양적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초의수, 2007; 유영준 외, 2009). 즉, 지역사회 실

따라서 기존연구와 비교할 때, 이 연구는 다음

정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건의 및 프로그램 개발을

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전국에서 교육복

통한 실질적인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은 네트워크

지우선지원사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대구지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런 맥락에서

역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네트워크 영향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밝혀내고, 정책

요인을 규명하는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지역사회

교육복지네트워크 관련 기존연구에서 지역사회요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인으로 주로 사용된 자원 관련요인(자원의 양적･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질적 적합성, 다양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다각

셋째,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의 교

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

육복지 모임은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의 성공적

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정영림(2007)의 연구

인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박치성(2006)

가 지역사회요인의 하위차원 변수를 자원의 다양

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내 비

성이나 적합성과 같은 자원요인에만 초점을 맞추

영리조직들 간의 공식적인 모임은 지역의 현안 문

었다면, 이 연구는 지역사회 조직과의 관계, 지역

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데 매우 효

사회문제 인식정도 및 지역 교육복지 모임 수로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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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 교육복

1. 연구모형

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인 상담･교육복지사, 담당
이 연구의 목적은 대구지역의 교육복지네트워

교사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유

크 활동수준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복지네트워크

무에 따라 실무자의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활동수준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교육복

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상담･교육복지사, 담당교사를 실무자라는 단일집

담당하는 실무자 개인, 실무자가 속한 학교, 개인

단으로 취급하여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과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영향을 다양

째, 상담･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의 경우, 담당교

하게 받게 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교육복지네트워

사가 직접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주체로

크 활동수준의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상담･교육복지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하여 개인요인, 조직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구

둘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교육

분하였다. 먼저, 개인요인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

복지사 배치학교와 미배치학교 모두 ‘지역연계협

업 담당 실무자의 개인적 특성을, 조직요인은 실

력’이라는 동일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어 교육복지

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라는 조직특성을, 지역

사 배치학교와 미배치학교 모두 교육복지네트워

사회요인은 교육복지네트워크가 주로 이루어지고

크 활동 수행의 비중이 유사할 수 밖에 없다(대구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실무자가 얼마나 인식하

동부교육지원청, 2013).

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모형은 <그림 1>

이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4년 1월 6일부
터 2월 28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2013년 대구광역

과 같다.

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에 수록되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인요인

․전문성
․대인관계능력

조직요인

․학교장의 리더십
․업무의 자율성

지역사회요인

통제변수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지역사회 조직과의 관계
․지역사회문제 인식정도
․지역 교육복지 모임 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근무기간, 최종학력, 전공분야, 자격증, 시행기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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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사업학교 총 317개교(초등학교 201, 중학
교 116)를 대상으로 하였고, 각 학교 실무자에게

2) 독립변수
(1) 개인요인

연구의 목적과 설문응답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개인요인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로서

이메일과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를 실

가져야 할 내적 및 외적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

시하였다. 그 결과, 총 218부(70.5%)가 회수되어

다. 개인요인은 전문성과 대인관계능력으로 나누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어 측정하였다. 먼저, 전문성은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에 대한 정체성, 중요성, 지식･기술, 실무

3. 변수의 측정 및 측정

위원회 참여, 경험 및 교육 훈련 등 교육복지네트
워크 실천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1) 종속변수: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영림(2007)이 사용한 척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은 교육복지우선지

도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은 교육복지우선지

원사업 담당 실무자가 지역사회 조직과의 관계에

원사업 실무자가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

서 자원교환, 정보교환, 공동사업 수행, 클라이언

고 있으며, 타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친밀한

트 의뢰 등을 수행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자 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정도로 정의하였다. 이

다. 현재까지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을 측정

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lein et al.(1971)이 개발하

하는 표준화된 척도가 부재하여 이혜원･우수명

여 박선아(2006), 최경일(2008)이 사용한 척도를

(2005), 한국교육개발원(2006), 정영림(2007), 송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금선(2008)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및 하위요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

인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Cronbach's α)는 0.835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의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전문성 척도 0.874, 대인관계능력 척도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척도는 총 22개 문

0.704로 나타났다.

항으로, 자원교환(9문항), 정보교환(8문항), 클라
이언트 의뢰(2문항), 공동사업(3문항)으로 구성

(2) 조직요인

되어 있다. 이 척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을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있는 조직요인은 학교장의 리더십, 업무의 자율성

먼저, 요인분석의 주성분 분석방법은 요인추출방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학교장의 리더십은 교

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구조를 명확하게 하기 위

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가 근무하는 학교 내

하여 직교회전 방식(varomax)을 선택하였다. 문

의 직원들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지지 및

항의 선택은 고유값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격려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묻고 있으며,

요인추출 결과 전체 분산의 70.996%를 설명하고

최경일(2008)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업무

있었다. 둘째,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

의 자율성은 조직에서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

(Cronbach's α)는 0.920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

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현주(1998), 이혜원(2002),

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준(2002), 장연진(2010), 김현숙(2012)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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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된 업무의 자율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일반적 특성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들의 일반적 특성

0.932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학교장

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근무기간, 최종학

의 리더십 0.949, 업무의 자율성 0.882로 나타났다.

력, 전공분야, 자격증, 사업 시행기간 총 7문항을 조
사하였다. 성별(남 1, 여 0)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의

(3)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요인은 지역사회 조직들과 교육복지네
트워크 활동수준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제변수로 투입하기 위해 더미화(dummy variable)
과정을 거쳤으며, 연령, 최종학력, 전공분야, 자격
증, 사업 시행기간은 부호화 과정을 거쳤다.

지역의 제반 사항 형성정도와 연계·협력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조직과

4. 자료분석방법

의 관계,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 지역 교육복지
모임 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조직과

이 연구에서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의 관계는 우수명(2008)의 연구와 같이 학교를 둘

용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조직과의 서비스 제공 및

첫째,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협력이 얼마나 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교육복지네트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

워크 활동수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제 인식 정도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개인요인, 조직요인, 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욕구 파악 및 제반사항이 잘

역사회요인의 하위변수와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

갖추어져 있는지,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및 욕구

수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를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일

측정하였다. 이는 이은정 외(2007)가 미국 United

반적 특성(통제변수), 개인요인, 조직요인, 지역사

Way Compass Ⅱ의 지역복지조사에서 질의한 내

회요인의 하위변수가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용을 번역한 것으로 유영준 외(2009)가 지역복지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

네트워크 수준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한 척도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지역

였다.

교육복지 모임 수는 실무자가 지역내 교육복지우
선지원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형성된 공식적인

Ⅳ. 분석 결과

모임 수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묻고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는 0.877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지
역사회 조직과의 관계 0.681, 지역사회문제 대응
정도 0.922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
별을 살펴보면, 남성 32명(14.7%), 여성 1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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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았다. 연령은 20세

사용하여 최고 5점에서 최저 1점의 분포도를 가진

이상∼30세 미만 49명(22.5%), 30세 이상∼40대

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의 네트워크 활

미만 84명(38.5%), 40세 이상∼50세 미만 71명

동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32.6%), 50세 이상∼60세 미만 14명(6.4%)으로,

점수인 최소값은 1.50, 가장 높은 점수인 최대값은

30세 이상∼40세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4.86으로 나타났고, 평균은 3.39, 표준편차는 0.59

고 있다. 근무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63명

로 평균이 척도의 중간 값과 근사한 값을 가졌다.

(28.9%), 1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이 각각 56
명(25.7%), 3년 이상∼4년 미만 22명(10.1%), 4
년 이상∼5년 미만 11명(5.0%), 5년 이상 10명

3.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과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4.6%)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학사 148명(67.9%), 석사 63명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

(28.9%), 전문대졸 5명(2.3%), 박사 2명(0.9%)

하기에 앞서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과 관련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분야는 사회복지학 140명

된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

(64.2%), 교육학 56명(25.7%), 상담 및 심리학 27

며,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명(12.4%), 기타 20명(9.2%), 청소년 및 아동학

첫째, 일반적 특성 하위변수와 교육복지네트워

14명(6.4%) 순으로 나타났다. 실무자의 자격증

크 활동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무

보유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152명(69.7%),

기간, 자격증이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간의

정교사

23명

상관계수 값(r)이 .438, -.401로 다소 높은 상관관

(10.6%), 평생교육사 12명(5.5%), 청소년지도사

계를 보였으며(p<.01),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9명(4.1%), 청소년상담사 8명(3.7%) 순으로 나타

분야, 사업 시행기간은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

났다.

였다(p<.01).

66명(30.3%),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시행기간은 2년 이상∼3년 미만 73명

둘째, 개인요인의 하위변수인 전문성, 대인관계

(33.5%), 1년 이상∼2년 미만 66명(30.3%), 3년

능력과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간의 상관관

이상∼4년 미만 33명(15.1%), 5년 이상 23명

계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과 교육복지네트워크 활

(10.6%), 4년 이상∼5년 미만 12명(5.5%), 1년 미

동수준 간의 상관계수 값(r)은 .624로 다소 높은

만 11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p<.01), 대인관
계능력과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간의 상관

2.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실태

계수 값(r)은 .270으로 다소 낮은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다(p<.0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가 인식하는 교육

셋째, 조직요인의 하위변수인 학교장의 리더십,

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업무의 자율성과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간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장의 리더십과

같다.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은 5점 척도를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간의 상관계수 값(r)

대구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의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53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18)

구분

빈도수(n)

백분율(%)

남
여

32
186

14.7
85.3

이상∼30세 미만
이상∼40세 미만
이상∼50세 미만
이상∼60세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사회복지
청소년 및 아동학
교육학
상담 및 심리
기타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정교사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49
84
71
14
56
63
56
22
11
10
5
148
63
2
140
14
56
27
20
152
23
8
9
12
66
11
66
73
33
12
23

22.5
38.5
32.6
6.4
25.7
28.9
25.7
10.1
5.0
4.6
2.3
67.9
28.9
0.9
64.2
6.4
25.7
12.4
9.2
69.7
10.6
3.7
4.1
5.5
30.3
5.0
30.3
33.5
15.1
5.5
10.6

성별

연령

근무기간

최종학력

전공분야
(다중응답)

자격증
(다중응답)

사업 시행기간

20세
30세
40세
50세

<표 2>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의 기술분석 결과

(N=218)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육복지
네트워크 활동수준

1.50

4.86

3.39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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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과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

성별

일반
적
특성

연령

근무
기간

최종 전공
학력 분야

성별
1
연령 -.114
1
근무
.040 .136*
1
기간
최종
.003 -.094 .176**
1
학력
전공
-.279** .302** -.367** .120
분야
자격증 -.238** .393** -.366** .019
사업
시행
기간

.073 -.212** .502**

개인요인
자격
증

사업
시행
기간

조직
요인

지역
사회
요인

대인
관계
능력

.783**

.041 -.393** -.527**

.130

-.002

-.018

.005

학교장
-.047
의
리더십

.065

.133

.106

-.003

-.032

-.084 .385** .360**

업무의
.051
자율성

.076

-.136*

.110

.037

.078

.013

교육복지
네트워크
활동수준
M
SD

.203** .302**

지역
사회
문제
인식
정도

지역
교육
복지
모임
수

1

.077

.332**

1

1

.341** .335** .600**

1

.089 -.302** -.308** .138** .460** .415** .387** .349**

.097

지역
사회
조직
과의
관계

1

.046

지역
교육
.064
복지
모임수

업무
의
자율
성

1

-.102 -.138* .145* .399** .287** .366** .384** .574**

1

.091 -.321** -.348** .307** .445** .156* .213** .308** .357** .332**

1

.264** -.203** .438** .156** -.383** -.401** .310** .624** .270** .462** .389** .616** .592** .431**
.14
.35

*p<.05, **p<.01

2.23
0.87

2.54
1.35

2.28
.51

교육
복지
네트
워크
활동
수준

1

.128

지역
사회
조직 .205** -.171* .221**
과의
관계
지역
사회
문제 .190** .056 .196**
인식
정도

학교
장의
리더
십

지역사회요인

1

전문성 .151* -.159* .426** .171* -.331** -.422** .226**
개인
요인

전문
성

대인
관계
능력

조직요인

1.90
1.39

2.50
.51

3.17
.34

3.57
.61

3.49
.33

3.65
.75

3.39
.64

3.30
.47

3.32
.61

1.50
1.19

1
3.3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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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62로 다소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p<.01),

=.153, p<.05)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자율성과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간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성이 포함된 모델 2도 통

의 상관계수 값(r)은 .389로 다소 낮은 정적인 상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9.373,

관관계를 보여주었다(p<.01).

p<.001), 설명력은 66.9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과

넷째, 지역사회요인의 하위변수인 지역사회 조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

직과의 관계, 지역사회문제 대응정도, 공식적인

제변수인 일반적 특성의 영향요인으로 성별(β

실무자모임 수와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간

=-.115, p<.05), 근무기간(β=.125, p<.05)이 교육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조직과의

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관계와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간의 상관계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위변수의 영향요인

수 값(r)은 .616로 다소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을 파악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지역사회문제

는 지역사회문제 인식정도(β=.255, p<.001)로 나

대응정도와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간의 상

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성(β=.224, p<.001), 학

관계수 값(r)은 .592로 다소 높은 정적인 상관관

교장의 리더십(β=.218, p<.001), 지역사회 조직과

계를 보이고 있었다(p<.01). 그리고 지역 교육복

의 관계(β=.196, p<.05) 순으로 나타났다.

지 모임 수와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간의 상
관계수 값(r)은 .431로 다소 높은 정적인 상관관

Ⅴ. 논의 및 결론

계를 보여주었다(p<.01).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독립변수

이 연구는 대구지역의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

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을 일으

수준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

킬 수 있는 0.9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준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구지역에서 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 총
218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4.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의 영향요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가 인식하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의 영향요인을 살펴

는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실태는 평균 3.39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부터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대구광역시 소재 초･중

성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 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학교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운영에 대한 관심

하게 나타났으며(F=45.642, p<.001), 설명력은

이 높아지고 학교와 지역사회 조직 간 연계･협력

60.3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 중 전문성(β=.336,

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진다.

p<.001)이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에 가장 큰

둘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의 근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

기간, 자격증, 개인요인의 전문성, 조직요인의 학

사회 조직과의 관계(β=.269, p<.001), 지역사회문

교장 리더십, 지역사회요인의 지역사회 조직과의

제 인식정도(β=.246, p<.001), 학교장의 리더십(β

관계, 지역사회문제 인식정도 및 지역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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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의 영향요인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

영향요인

모형 1
표준화
비표준화 계수
계수

B

표준오차

β

t

성별

-.192

.074

-.115

-2.607*

연령

-.058

.031

-.085

-1.870

근무기간

.055

.023

.125

2.408*

최종학력

.043

.049

.038

.875

B

일반적 특성
(통제변수)

표준오차

β

모형 2
표준화
비표준화 계수
계수
t

사업 시행기간
전문성
개인요인
대인관계능력
학교장의 리더십
조직요인
업무의 자율성
지역사회
조직과의 관계
지역사회문제
지역사회요인
인식정도
지역교육
복지 모임 수

.037

.024

.084

1.559

.325
.163
.120
-.001

.053
.089
.045
.052

.336
-.092
.153
-.001

6.186***
-1.834
2.671*
-.017

.217
-124
.171
.010

.054
.084
.044
.051

.224
-.070
.218
.011

3.999***
-1.466
3.906***
.204

.332

.072

.269

4.585***

.242

.071

.196

3.400*

.237

.053

.246

4.426***

.246

.052

.255

4.750***

.042

.025

.086

.024

.012

.024

.023

.473

R

.777

.818

adjusted R²

.603

.669

F

45.642***

29.373***

*p<.05, ***p<.001

모임 수가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정영림(2007)의 연구와 일
치하며,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프로젝트 조정자

셋째,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의 영향요인

들이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적 능

을 개인, 조직, 지역사회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

력 신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윤철수･유기웅

면, 개인요인의 하위변수 중 대인관계능력은 교육

(2013)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반면, 대인관계능력이 타인 또는 교사와의 협력에

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서 영향을 미친다는 최경일(2008)의 연구 결과와

나타났다. 이는 고용지원센터 상담직원이 관련조

는 상반된다. 결국 실무자의 대인관계능력보다 전

직과의 연계빈도에 전문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심

문성이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에 더 큰 영향

성경(2009)의 연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

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업 실무자의 네트워크 활동에 전문적 능력이 유의

또한 조직요인 중 업무의 자율성은 교육복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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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학교

으로 정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

장의 리더십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 실무자가 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질

이는 기관장의 개방정도가 강할수록 네트워크 활

수 있도록 다양한 보상체계 및 평가체계 마련도

동에 대한 인식 및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Hague and Malos,

다음으로, 조직차원에서는 학교장의 리더십 향

1998; 장영진, 2010; 최영광, 2011: 김현숙, 2012).

상을 위해 학교장과 실무자 간의 교육복지네트워

반면, 업무의 자율성이 네트워크 활동에 영향을

크 활동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이혜원, 2002; 홍

공식적인 학습모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준, 2002: 정영림, 2007; 장영진, 2012)의 결과

학습모임을 통하여 학교장과 실무자는 의사소통

와는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학교의 자율적

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개별화된 피드백과

인 업무수행 분위기보다 학교장의 개방의지와 지

정서적 공감 및 지지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학

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교육

교장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

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상을 위한 전문교육의 제도화 및 협의체 구성을

한편, 지역사회요인은 지역사회 조직과의 관계,
지역사회문제 인식정도가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차원에서는 교육복지우선

역사회의 공동 네트워크 참여가 관련 조직들과의

지원사업 대상 학생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관계 형성･강화 요건임을 주장한 우수명(2008)의

위해 체계적인 지역사회 자원조사 실시 및 관련

연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문

조직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제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관련

주장한 유영준 외(2009)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

조직 실무자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

과로 볼 수 있다. 즉, 교육복지네트워크 활성화를

하여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조직과의 관

를 마련하고, 필요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

계, 교육복지 관련 정책과 욕구에 민감하게 대처

적인 노력과 공동의 청소년 욕구조사도 고려해 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복지네트워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가장 활성

크 활동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화된 대구지역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트워크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조직, 지

먼저, 개인차원에서는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역사회차원의 요인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의무화된 보수교육 및 체계적인 실무자 양성교육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폭넓은 경험을 축적하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위한 선진지 견학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제도적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대구라는 특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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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교

김재환, 2005, “자활후견기관간의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

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에 일반화하는 것은 다

크 중심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

소 한계가 있다. 둘째, 네트워크 주체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실무자에 한정하여 학교측의 교

사학위논문.
김준기, 2006, ｢한국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구성과 효과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육복지네트워크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기에는 유

김지혜･장연진･성정현, 2012, “미혼모시설의 서비스 네트

용하나 교육복지네트워크 관련 지역사회 조직들

워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의 입장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14(4): 263～296.

이 연구에서는 상담･교육복지사, 담당교사를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무자라는 단일집단으로 취
급하여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을 분석하였으
므로, 각 대상별 네트워크 활동수준에 대한 차이
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복지
네트워크 활동수준에 대한 각 대상별 비교연구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현숙, 2012, “빈곤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통합서비스
영향요인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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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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