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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사회의 보건의료 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
육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장 취약한 집단 중의
하나인 아동의 삶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과 가족의 감염위
험으로 인해 아동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학교의
휴업으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인해 급식과 도시락 서비스가 중단
되어 아동 결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아동과 부
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장기화됨으로써 아동과 부
모간의 갈등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와 함께 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중
단되어 아동의 방임 또는 학대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
에 따라 부모가 실직하게 되는 아동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아동가구의 소득감
소로 이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동발달에 지체를 가져올 수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재난상황에서 그 사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
이다. 존 머터(2016) 재난 피해의 크기는 재난의 규모와 무관하며 사회구조와 격차,
기존에 있던 부조리, 불평등이 그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들은 돌봄, 안전,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이 더
악화되었으나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지원하려는 노
력은 많지 않았다. 사회구성원들이 처음 경험하는 감염병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
기 등의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회현상에 대해 누구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민
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발견되지 못한 학대의 결과로 아동 사망사건이 이
어졌으며, 방임과 교육불평등의 상황에 놓인 아동이 증가하였다. 아동양육과 돌봄의
책임이 가정에 집중되면서, 아동의 가정환경이 아동의 교육적 성취, 신체적 건강, 우
울 및 불안의 감소 등 발달영역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와 지
역사회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적극적
발굴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위기아동의 발굴과 조기개입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간 학교는 위기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사각지대를 발굴·조기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전달체계로

기능해왔다. 실제로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 직군 중 학교 교직원의 신고비율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말해
대부분의 학대신고는 주로 학교에서 발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바꾸어
말하면 현재와 같이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학대가 발견될 수 있는 경로
가 70%가량 차단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정도 학교도 기능이 제한되거나 역부족인 상황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제한된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도 아동의 교육과 복지에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감염병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생활패턴의 변화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이나 양상도 변화시
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 학교와 연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욕구
가 무엇인지, 즉, 지역사회 내의 아동복지 서비스기관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학교와 학
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고찰
1) 감염병시대, 아동 삶의 변화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권리가 보장되
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유니세프(2020)에 의하면, 전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감
염의 위험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곤란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가정이 빈곤상황에 처하게 되어 음식 등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며,
의료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 폭력과 학대, 노동착취의 위험성이 커지
고 있다. 영양실조, 생존과 건강에 대한 위협, 학습위기, 안전에 대한 위기 등은 나라
별로, 지역별로 위험 수준이 다르지만, 많은 아동이 이러한 위기 속에 놓여있다는 사
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아동들에게도 학습위기 및 격차, 빈곤 및 방임에 의한 결식 및 식품미
보장, 직간접적인 학대의 위험성 등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적으
로 등교를 제한함으로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사의 80%가 대면교육을 못
하고 원격교육이 진행되면서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는 등 학습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계보경 외. 2020)
또한, 등교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상의 변화는 단순히 학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폭력과 학대를 목격하거나 당할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집
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 내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최소한의 식사가 보장되던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빈곤 및 방임에 의한 결식 및
식품미보장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제한되고(문일요, 2020), 돌봄 공백으로 방
치되고 있는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조사
결과(정익중, 2020) 초등학생 절반가량(46.8%)이 등교하지 않은 평일 낮 시간대에 성
인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형제도 없이 혼자 있는 경우도 9.2%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공백은 가족형태에 따라 방임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등교중단 기간동안 경험한 스트레스를 100점 만점으로 지수
화한 결과 '앞으로해야 할 공부를 생각하니 걱정된다(55.2점)‘,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
리지 못해 불만'(47.0점), '집에 있는 동안 살찌고 외모가 못생겨질까 봐 걱정'(33.1
점),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견해 짜증이 났다'(29.0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32.4%)은
'불안하지 않다'(25.6%)보다 높았다. 특히 남학생(26.2%)보다는 여학생(39.0%), 초등
학생(27.1%)보다는 고등학생(39.4%)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이브더
칠드런의 37개국 아동을 대상으로한 국제 조사(2020a)에 의하면 여자 아이와 빈곤가
정 아동, 장애 아동 등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폭력 위험에 노출되었고, 세
이브더칠드런의 국내아동 대상 조사(2020b)에 의하면, 조손가정의 아동은 외부활동
제약(86%), 학습활동의 어려움(57%), 미디어 과다 사용(21%) 등을 꼽았다. 식사 해결
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도 11%에 달했다. 아동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것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53%), 생필품(28%), 경제적 지원(26%), IT 기기(13%) 순이었다.
Viner 외 연구진(2020)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습권 침해, 아동 정신건강 문제
등이 생기는데,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의 피해가 크다’고 밝혔으며, 사회적 격리(social
isolation)는 그 자체로 여러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야기한다(Brooks, et al., 2020).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이 줄고 TV나 게임 등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하였고(Chen, Mao, Nassis, Harmer, Ainsworth, & Li, 2020), 불
규칙한 수면 패턴과 식사로 체중증가 및 성장기의 골격과 심폐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Rundle, Park,Herbstman, Kinsey, &Wang, 2020)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아동과 그 가족의 어려움은 기존의
교육과 복지제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 새로운 위기 대상이 발생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2) 아동의 생태체계적 환경 : 가족, 학교,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병은 아동 뿐 아니라, 아동의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아동에게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환경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로 인
한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개인, 가족, 지역사
회, 사회적, 사회문화규범적 차원에서 위험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아동 개인수준에
서의 위험은 보호자의 돌봄(Supervision) 감소 및 아동 방임, 아동학대 및 가정/대인
관계 폭력 증가, 중독 및 기타 아동 부상의 위험, 아동보호 서비스의 과부하 또는 접
근성 부족으로 인한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학대될 가능성이다. 가족수준에서는
아동을 위한 가족의 보호가 감소하고, 생활고, 가족돌봄 등이 여아에게 부과되는 등의
젠더기반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지역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원 서비스나, 교
육, 놀이 공간의 접근제한, 사회적차원에서는 기초서비스의 제한, 사회문화적 규범적
차원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낙인 등과 같은 위험요인들이 사회생태적 틀 안에서 이해
될 수 있다(The Alliance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20).

출처: The Alliance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20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아동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가정, 지역사
회, 사회문화적인 수준에서의 다양한 변화와 위험요인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예측된
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영국의 경우, 지역사회차원에서 영국 정부는 교육과 보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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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for Education & Public Health England, 2020;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c:전종설, 2020에서 재인용).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 정책들을 실

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돌봄과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뉴
욕주는 학대와 관련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Child Protective Service(CPS)의 종
사자들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화상통화 및 화상회의 등을 이용하여
원격사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방문이 필요할 시, 코로나19에 대비한 가정
방문 절차 지침을 제공하고, 가정방문을 거절당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추가 개입을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돌봄과 관련해서도 저소득 가정에서 코로나19 감
염 또는 입원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와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 격리기간 동안 부모역
할을 수행할 대리인을 지정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전종설, 2020). 다른 주에서도

아동과 부모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접근 가능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 Families, 2020), 미국이 긴급돌봄 뿐 아니라 아동돌봄프로그
램을 유지하는 이유는 의료진이나 기간산업 종사자 등 필수근로자들이 근무가 가능하
려면 이들의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Early Care &
Learning Council, 202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식중단으로 인한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중식
및 도시락 제공을 하고 있고, 등교중단에도 긴급돌봄이나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에 대해 돌봄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내에서는 학대유형 중 관심이 덜했던 방임 범주
에 속하는 상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족과 학교가 충분히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으로, 가족-학교지역사회간 보완과 협력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결국 아동을 둘러싼 생태체계 모두
가 협력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필수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협력은 각자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순행될 때 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다음 장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도록 한다.

3)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학교에서 생각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
유네스코(UNESCO, 2020)에 따르면, 전세계 91.3%의 학생들이 학교운영이 중단되
면서 교육격차와 불평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육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는
주로 물리적·환경적 조건이 언급되지만,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 가정
격차에 따른 온라인 학습 참여에 있어서의 격차, 문화의 격차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경제적 여건 이상의 조건들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
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시작되던 시점의 교육격차보다 원인이 더 복합적인 상황
이 되었고,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완화책 혹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과
제가 생겼으며, 이는 학교나 지역사회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도입되었던 교육양

극화 상황이 재현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며, 과거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
하고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학교사회복지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여건 뿐 아니라 돌봄, 심리적, 기술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교육격
차까지 고려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학교는 등교중단으로 인한 원격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래교육
으로 논의수준에 머물렀던 원격교육이 전면적으로 앞당겨져 실시되었다. 준비가 충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실시로 학습의 효과 및 격차가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
다. 계보경 등의 조사(2020)에 따르면, 2020년 1학기 원격수업에 대해 교사 중 79%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사들은 학생 간 교육격차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오프라인 보충 지도가 필요하다(37%)고 응답했다. 대면 지도를
통해 학생 간 학습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은 것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이러한 학습결손이나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
면 온라인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것이냐 라는 ‘방법론
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원격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감소시키고자 학생수
를 감축한 등교수업, 돌봄제공, 교육과정과 방식의 재구조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학교의 역할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영역은 학생수 등 학교구조나 교육과정과
방식의 재구조화는 교육 고유의 영역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돌봄과 관련해서는
주체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돌봄 공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최근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는 ‘방과후학교 법제화’를 추
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입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교원 단체들
이 돌봄은 학교 소관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관련 입법 추진은 중단되
었지만 일부 학부모 단체의 이의 제기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정익중, 2020).
사실 그동안에도 학교와 지역사회간에는 돌봄의 주체를 놓고 논쟁이 있어 왔다.
거기에 코로나19 상황은 학교의 기능 일부가 가정으로 이관되어 학교, 가정, 지역사
회 3자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게 되었다. Epstein(2011)은 학교(school), 가정
(family), 지역사회(community)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사
회의 맥락이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세 주체에 대한 접근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
의 낮은 학업성취도와 높은 중퇴율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함으로써 개선됨
이 실증된 것이다. 이러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은 학생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학생의 발달과 학교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Epstein
and Sanders, 2000). 또다른 연구에서도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학교시설 개
선, 학교장 및 교사의 질 향상, 높은 수준의 학습프로그램 제공, 교수학습 및 교육과
정

향상을

위한

자료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Henderson and Mapp, 2002).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와서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교육복지우선지
원사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돌봄교실 등을 중심으로 특정 사업뿐만 아
니라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가정 및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고 학교 밖
의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
이다(이은경 외,2015)
그 결과, 교육과정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에 대해, 마을교육공동체, 아동
영양교육(제미순ㆍ유수경, 2013), 환경교육(권혜선 외, 2015), 학교기반 정신건강 프로
그램(하경희,2017) 등을 통해 학생의 교육효과, 교사와 지역사회기관의 상호학습, 지
속적인 의사소통, 서로에 대한 이해, 공동과업 공유 등을 통해 파트너십이 형성됨을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간에는 협력이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교육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층 지역일수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단절 혹
은 불신 상태에 있는 경향이 있으며(Allen- Meares, 200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실천이 미흡함도
보고된 바 있으며(장덕호 등, 2012),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에 합리적인 역할 분담
의 미진으로 교육복지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한 연구(김정원,
2007)도 있다. 이들 연구에서 지적된 학교와 지역사회내 기관들간 협력의 공백이 실
증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김경년과 정지윤(2014)은 교육복지 지정여부와 지역기
관의 협력에 대해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복지기관 내에서는 정보공유의
협력관계가 있었고, 학교와 지역기관 간에는 구조적 공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
에 이러한 구조적 공백의 간극을 줄여주는 것은 교육복지 인력과 교육복지센터로 나
타났다. 최돈민(2013) 역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데 있어서 네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사회 연계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문제를 제시하였다. 네가지 문제점은
첫째, 교내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풍토가 학교에 팽배해 있고, 지역사회를 넓
은 의미의 교육활동의 장소로서 인식하고 활용하는 인식이 약하다는 점, 둘째, 지역사
회 자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접근성의 문제, 셋째, 교육
활동을 도와줄 인력의 발굴, 효과적인 연계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것,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분장이 모호하여 또 다른 업
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학교와 지역기관의 네트워크 실태에 관한 연구(류기형 등, 2009; 김경근
등, 2010; 이유경, 2013)들을 살펴보면, 소통과 정보의 부족을 네트워크 형성의 주요
한 장애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기관의 분절성은 빈곤에서 오는 취약성
뿐 아니라, 학력, 정서, 체력, 보건 등 교육의 모든 분야의 제약으로 이어진다(김경년․
박정신, 2014). 그러나 학교가 학생들의 모든 취약성을 대처하기에는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다. 제한된 영역에서 단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지역기관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취약계층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을 전인으로 성장하
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학교와 지역기관의 네트워크 형성은 각 기관이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며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김경년, 2016).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민관의 수평적인 협력 거버넌스, 연계 매개자의 역할
이 중요하다(김경애, 2009). 네트워커 역할은 1)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유도, 2)학습
자의 네트워킹 역량 강화, 3)학습자의 학습자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기여, 4)지역 교육
공동체 결성 유도, 5)학교의 정체성 확장, 6)교육-복지-문화 등 통합 접근의 매개 등
(김경애, 2009)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협력에 있어 네트워커 역할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커의 중요성은 학교와 지역기관간의 정보공유와 반응에
대한 연구(김경년, 201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교는 지역기관
보다 정보를 수신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았고, 정보를 송신하여 협력관
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았다. 정보 송신과 수신에서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학교와
지역기관의 위치에서 상대적 지위 차이를 의미한다. 즉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역기관
과 협력하여 학생들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협력한다면 지역기관의 응답을 받을 가능
성이 높았지만, 지역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학교는
보다 소극적으로 지역기관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학교와 지역기관의 협력관계는 비대칭적이며 구조적 공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비대칭적 협력관계는 주로 교육복지 학교로 지정되
지 않은 학교에서 발생하였으며, 정보수신에 있어서도 교육복지 학교 지정여부에 따
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의 송신과 수신의 상반된 결과는 지역
기관에서 제기한 협력에 있어 학교의 벽이 높다는 불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비대칭적 협력관계는 복지학교 보다는 비복지학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
데, 그 이유는 수신자가 뚜렷하지 않고 연결점이 없기 때문으로 연구자는 해석하고
있다. 즉, 교육복지학교에서는 교육복지사가 그 연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력관계
가 더 반응적이고 비대칭성이 낮다고 할 수 있어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들은 기존의 학
교 중심 교육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의 특징은 단순히 학교 교육만을 위한 것이나, 지역사회 발
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공존할 수 있
는 방향이라는 점이다. 또한 연구들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자유
학기제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오늘날 교육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들은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서 팀장 혹은
사례관리팀장 혹은 센터장으로 비교적 장기간 근무해온 종사자가 응해 줄 것을 제안
하였으며,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아동대상 서비스 제공자들의 학교와의 연계 경험 및
보다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확률표본추출
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즉,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게
시판에 링크를 전달하였고,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74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
였다. 이와같은 온라인 조사는 비록 비확률표본을 이용하는 조사이지만 데이터 수집
속도가 빠르고 조사비용이 저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응답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선호되는 조사 중의 하나이다. 조사기간은 2020년 9월 10일
부터 19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시행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회수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다중응답분석, 교차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실무자
들이 생각하는 코로나시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학교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살
펴보았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총 274명으로 남성이 32명(11.7%), 여성이 242명
(88.3%)이었다. 응답대상의 연령은 최소 24세에서 최대 64세까지 다양하였고, 평균
45.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0대(105명, 38.3%)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76명, 27.7%), 30대(47명, 23.9%)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
은 대졸인 경우가 전체의 65.7%(18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학원 이상
의 경우도 전체의 34%(93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참여한 응답자는 지역아동센터에 근
무하고 있는 실무자가 전체의 54.0%(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다함께 돌봄센
터와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약 32%(87명), 다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7.7%(21명), 드림
스타트 6.6%(18명) 순이었다. 조사대상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대도시인 경우가 전

체의

42.0%(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소도시

38.3%(105명),

농어촌

19.7%(54명) 순이었다. 조사대상의 대부분은 상근직(9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남성

32

11.7

여성

242

88.3

29세 이하

24

8.7

30세 이상 ~ 39세 이하

47

23.9

40세 이상 ~ 49세 이하

76

27.7

50세 이상 ~ 59세 이하

105

38.3

60세 이상

8

3

성별

연령

학력

소속기관

지역규모

근무유형

고졸이하

1

0.4

대졸

180

65.7

대학원 석사

81

29.6

박사 이상

12

4.4

드림스타트

18

6.6

아동보호전문기관

21

7.7

지역아동센터

148

54.0

기타

87

31.8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15

42.0

중소도시(시)

105

38.3

농어촌(군,읍,면)
상근직

54
269

19.7
98.2

비상근직

5

1.8

2) 코로나19로 인한 아동과 아동복지종사자의 어려움
(1)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
아동복지서비스 실무자들이 생각하기에 코로나 19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동혼자 혹은 아동들끼리 집에 방임되는 시간이 길어짐’(56.6%)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온라인 개학 이후 학습격차의 심화’(50.0%), ‘가족이나 아동이 감염
병에 걸릴 위험에 대한 공포’(49.3%)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에 노
출되는 시간이 길어짐’(47.8%)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삶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다양한 연구에게 보여
준 것과 동일하다(김선숙 외, 2020; 정익중, 2020; 이정연 외, 2020).

<표2>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어려움 (복수응답)
사례수(명)

비율(%)

가족이나 아동이 감염병에 걸릴 위험에 대한 공포

135

49.3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족과의 관계 악화

34

12.4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짐

40

14.6

제 때 식사를 하지 못함

37

13.5

혼자 또는 아동들끼리 집에 방임되는 시간이 길어짐

155

56.6

온라인 개학 이후 학습격차의 심화

137

50.0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짐

131

47.8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23

8.4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약화

17

6.2

15

5.5

특별한 욕구(아동, 난민, 이주민 아동 등)에 대한 보호 부족

10

3.6

방역물품의 부족

10

3.6

가정의 경제적 문제

41

15.0

기타

6

2.2

791

2.2

특별한 욕구(신체장애, 정신장애, 만성질환 등)가 있는
아동의 지속적 치료문제

전체

(2) 아동복지종사자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복지종사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대상아동이 감염
병에 결릴 위험에 대한 걱정’을 조사대상의 83.5%(228명)이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
으로는 아동 안전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의 어려움(57.9%, 158명), 업무증가(46.2%,
126명)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복지종사자가 경험하는 어려움(복수응답)
구분

사례수(명)

비율(%)

대상아동이 감염병이 걸릴 위험에 대한 걱정

228

83.5

방역물품의 부족

66

24.2

업무증가

126

46.2

예산부족

48

17.6

아동 안전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의 어려움

158

57.9

감염병 상황에 대한 업무지침의 부족

74

27.1

아동간의 갈등과 중재

47

17.2

아동과의 갈등

9

3.3

양육자와의 갈등

9

3.3

기타

16

5.9

791

286.1

전체

특히 업무증가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중 구체적으로 증가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감염상황에 대한 지속적 보고업무’(29.9%)라고 응답한 경우
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시간적 소모’(22.0%),
아동들에 대한 방역활동(18.6%), 비대면 활동에 대한 새로운 업무(18.1%)의 순이었
다. 즉, 학교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아동들은 학교 대신에 지역사회 내의
돌봄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의 아동복지종사자들은 본래의
업무외에 감염상황에 대한 확인이나 개별아동의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등
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업무증가의 구체적 내용(복수응답)
구분

사례수(명)

비율(%)

감염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업무

53

29.9

아동들에 대한 방역활동

33

18.6

비대면 활동에 대한 새로운 업무

32

18.1

개별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시간적 소모

39

22.0

기타

20

11.3

177

286.1

전체

(3)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 중
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사회복지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의 84.7%(232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학교사회복지와 실제로 연계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50.4%(137명)에 지
나지 않았다.

<표5> 학교사회복지사와의 협업경험 유무와 협업 필요성에 대한 의견
협업필요성
협업경험여부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명)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전체

않다

36

73

26

2

137

13.2%

26.8%

9.6%

0.7%

50.4%

68

55

10

2

135

25.0%

20.2%

3.7%

0.7%

49.6%

104

128

36

4

272

38.2%

47.1%

13.2%

1.5%

100.0%

있다
비율(%)
사례수(명)
없다
비율(%)
사례수(명)
전체
비율(%)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사회복지사와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 협업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137명, 전체의 50.4%) 중 109명(약 79.6%)이 학교사회복지사와
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협업 경험이 없는 응답자 135명 중에서도
123명(약 91.1%)이 학교사회복지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일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35명에 대해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1순위가 ‘지역 내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로 50.4%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연계할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48.9%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 아동복지 종사자의 경우 아동돌봄 및 보호를 위해 학교사회복
지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는 하나 실제 협업을 할 수 없
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사회 내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서로 연계 경험이 없어 무엇을 연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을 알 수 있
다.
<표6> 학교사회복지사와 연계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사례수(명)

비율(%)

66

50.4%

30

22.9%

42

32.1%

서로 너무 바빠 모일 시간이 없다

45

34.4%

내가 생각하는 아동지원방향이나 가치가 다르다

24

18.3%

사례관리에 있어 주도권 갈등이 있다

12

9.2%

지역내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포함)와 우리 기관과의 연계를
학교에서 부담스러워한다.
지역 내에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포함) 외에도 다른
자원이 많다.

연계할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없다
우리지역 내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포함)는 전
문성이 더 필요하다.
기타
전체

64

48.9%

12

9.2%

11

8.4%

306

233.6%

현재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에게 어떠한 활
동을 연계하고 있는지 3가지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교를 포함한 지
역사회 내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 종사자들 간의 정보의 공유(53.4%)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위기아동 모니터링 및 사례연계(39.5%), 학교를 포함한 민·관 기관간의 통합
사례회의 체계 구축(30.4%) 순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현재 학교와 연계하고 있는 활동(복수응답)
구분

사례수(명)

비율(%)

46

18.2%

인적자원 공유 (자원봉사자 등)

32

12.6%

학교를 포함한 민·관 기관 통합사례회의 체계 구축

77

30.4%

135

53.4%

학교사회복지사의 위기아동 모니터링 및 사례연계 역할 수행

100

39.5%

공동행사 진행 (온라인 캠페인, 방역 등)

29

11.5%

기타

79

31.2%

498

196.8%

학교와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과의 물리적 공간의 공유
(운동장, 교실, 급식실 등)

정보의 공유 (위기아동 발생 시 학교사회복지사와 지역자치
단체 공무원,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와의 정보 공유)

전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어
서 지역사회 아동복지종사자들은 특히 학교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나 학습능
력이 다소 부진한 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이 있는 아동
등에 대해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며, 학교 안에서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8> 학교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한 아동(복수응답)
구분

사례수(명)

비율(%)

학습능력 부진 아동

104

38.0%

학교 부적응

아동

154

56.2%

학교중단 위기아동

40

14.6%

정신건강 위기 아동 (자해 외)

86

31.4%

학교폭력 가해/피해 아동

96

35.0%

저소득 가정 아동 (빈곤)

74

27.0%

아동학대 피해 아동 (학대)

105

38.3%

시설아동

11

4.0%

조손 및 한부모가족 아동

45

16.4%

다문화, 탈북가족 아동

24

8.8%

장애 아동

31

11.3%

기타

4

1.5%

774

282.5%

전체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이 학교 안에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하고, 네트
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기술이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종사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양적확대(63.7%)를 꼽고 있
다. 물론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경우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
동에 대한 요구(67.0%)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기대(58.6%)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권한 확대가 보장되어야 지역사회와 주도적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50.5%로 나타났다.
<표9>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수행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복수응답)
구분

사례수(명)

비율(%)

160

58.6%

174

63.7%

학교 내에서의 권한 확대

138

50.5%

고용의 안정성 보장

114

41.8%

학교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

183

67.0%

기타

10

3.7%

779

285.3%

전문성 향상 (법정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등)
학교사회복지사의 양적 확대 (학교당 1명 이상의 학교사회
복지사 배치)

전체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데 있어 학교사회
복지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은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의 역할(45,8%)이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이
아니면 아동이 집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어
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곳도 학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아동의 발굴 및 의뢰에 대한 역할(45.1%)에 대해
유사한 정도의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 안에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그리고
WE센터 등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역할(38.5%)도 중요한 역할로 기대되고 있었다.
<표10> 코로나19시대에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복수응
답)
구분

사례수(명)

비율(%)

대상아동 발굴 및 의뢰

123

45.1%

가정방문

24

8.8%

69

25.3%

19

7.0%

학교 안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교사, 상담교사, WE센터 등)

105

38.5%

아동보호체계관련 사례회의 참석

25

9.2%

125

45.8%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1

0.4%

학교 내에서의 아동상담

74

27.1%

82

30.0%

48

17.6%

58

21.2%

자원개발

22

8.1%

기타

3

1.1%

778

285.0%

학교 내 교사교육 (다양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이해,
가정외 보호체계 등)
학교 내 아동권리교육 (UNCRC 4대 원칙, 다양한 가족형
태, 아동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서비스 기관과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
교

부모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양육태도, 아동발달 등)
주양육자 양육지원 (ex.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아동
온라인 학습지원 및 모니터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사회복지모델 공동개발 (학교 간 네
트워크 구축)

전체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과 사회적거리두기의 상황에서 아동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가 연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서비스기관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학교와 학교사회복지
사의 역할과 협업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
트,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
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결과, 아동복지서비스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동혼자 혹은 아동들끼리 집에 방임되는 시간이 길어짐’(56.6%)
‘온라인 개학 이후 학습격차의 심화’(50.0%), ‘가족이나 아동이 감염병에 걸릴 위험에
대한 공포’(49.3%)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복지종사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대상아동이 감염병에 결릴 위험에 대한 걱정(83.5%)’, ‘아동 안전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의 어려움(57.9%), 업무증가(4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4.7%는 지역사회내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와 연계가 필요하

다고 여겼지만, 이들 중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와 연계한 경험은 전체의 50.4%(137명)
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역 내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50.4%), ‘연계할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없기(48.9%) 때문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협력하여 진행한 활동은 정보의 공유(53.4%)가 가장 많았고, 위기아동 모
니터링 및 사례연계(39.5%), 학교를 포함한 민·관 기관간의 통합사례회의 체계 구축
(30.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협업이 필요한 대상은 학교부적응, 학습부진, 학대
피해, 학교폭력 관련 아동 등을 꼽았다. 아동복지종사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양적확대(63.7%)를 꼽았
으며, 배치된 학교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67.0%)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58.6%)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었다. 코
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데 있어 학교사회복지
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의 역할
(45,8%)‘이었다.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아동의 발굴 및 의뢰에 대한 역할
(45.1%), 학교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역할(38.5%)도 중요한 역할로 기대되고 있었
다.
이상의 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멈추거나 온라인 개학 등으로 학교
안에서 진행되어 오던 다양한 활동이 중단되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
고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안에
서 주로 방과후에 아동돌봄을 담당하거나 아동 및 아동가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입
해 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등의 실무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기존에 담당
해 오던 역할 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혹자는 코로나

19가 단시간에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는 지역사회를 향
해 나와 함께 연계할 방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모든 돌봄의 중심이 되는 교육복지거점이 된다.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서비
스 기관들이 선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학교는 아무런 조건없는 보편적이
면서 의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기관은 이미 특정 조건을
전제로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된다면, 학교는 연령 외에는 다른 조건 없이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새롭게 위기를 경험
하게 되는 아동들을 미리 배제하거나 선긋지 않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된다. 즉, 취약아동 뿐 아니라 일반아동(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는 잠재적으로 위기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는)까지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기관이라는 의미이다.
관-민-학 체제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킹을 통해 발굴-진단-지원-평가-계속
지원의 프로세스로 시스템화 되고 구조화되어 사회복지와 교육복지를 통합적인 체계
로 작동(이영란, 2013)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협력적인 체계를 만들어야만 하
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교육네트워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응답자들이 지적한 바
와 같이 우선 조건이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로 귀결된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지
역사회와 학교의 연계에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것과 맥
락을 같이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과정에 구조적 공백이 있음을 확인
한 연구(김경년, 정지윤, 2014)에서는 공백을 메우고 지역사회자원을 학교 안으로 끌
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역기관의 신뢰를 얻고 영향력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개자가 필요
하다고 보았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와 일반학교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살펴
본 연구(김경년, 2016)에서도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교육복지 학교는 지역기관
에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지역기관의 요청에 대응하는 지정 인력(교육복지사)
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성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일반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미증유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아동들이 경험하고 있는 감염에 대한 지
속적인 두려움, 일상의 지루함, 친구 및 교사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부족, 가정 내
개인 공간부족, 보호자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관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각하
고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들의 발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지역사회와의 협업에서 그 기초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
미 우리는 많은 지역사회 기관과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아동과 서
비스를 연결하는 데에는 아직 단절된 곳이 많다. 새로운 기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어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가장 절실하게 느껴진다.

<참고문헌>

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김상운, 손정은, 백송이 (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
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분석-기초통계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권순정(2020)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과제: 재조명되는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학교
의 역할”,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제26호.
김경근·김정숙·성열관(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징 분석 : J초등학교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8(1), 53-81.
김경년(2016), “학교의 복지수요 대응과 지역사회 활용 : Random Graph를 활용한
서울 노원구의 네트워크 동학(dynamics)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Vol.22, No.2
pp1-26
김경년, 정지윤(2014).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 동종선호에 의한
협력 및 구조적 공백의 중개”, 교육행정학연구. 제32권, 제4호, pp. 23~49
김경년·박정신(2014). “교육복지 학교 지정이 학교 간 재정의 수직적 형평성 및 학력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 회귀불연속 설계를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32(3). 1-26.
김경애(2009). “교육복지 네트워크에서 네트워커 역할의 의미 탐색 : 교육복지투자우
선지역 지원사업 학교에서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5(4),
185-215.
김선숙, 조소연, 이정애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권리보장을 위해사회는 무
엇을 할 것인가?” 아동과 권리, 24(3), pp. 409-438.
김정원.(2007). “교육복지와 학교의 역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
로”. 교육사회학연구, 17(4): 35-61.
류기형, 류영미, 박병현. (2009).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1-30.
문일요 (2020)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타격, 조선일보 8월 18
일

자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7/2020081701459.ht
ml
세이브더칠드런(2020) 프로텍트 제너레이션 : 코로나19로 아동 삶의 영향
이영란(2016)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육복지연계망 연구-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Vol. 13, No. 4, pp.1-22
이유경(20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 교육종합연구, 11(4),
137-167.
이은경, ᆞ김홍민,ᆞ이성원,ᆞ이전이,ᆞ박주호(2015), “CIPP모형 기반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
수행평가지수
pp141-165.

개발:

교육복지사업학교를

중심으로”,《교육문제연구》,

28(4):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2020). 코로나19와 교육: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장덕호 외(2012)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장상미 역(2016) 재난불평등-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원저; John C.
Mutter (2015) The Disaster Profiteers.
전종설(2020) “코로나19 관련 해외 아동복지 정책 및 서비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이슈 Brief. vol.1, pp10-13
정익중(2020)a,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
제사회보장리뷰. Vol.13, pp47-59.
_____(2020)b, “코로나로 인한 취약 계층 아동 교육과 복지 제도 개선 방향과 향후
준비해야 할 과제”, 전문가 간담회 : 재난 위기 취약아동 교육과 복지 무엇을 준
비해야 하는가? 자료집
최돈민(2013).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교육종합연구, 11(4),
269-291.
최창욱․송병국․김혁진(200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학교와의 연
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하경희 (2017). 학생정신건강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정
신건강과 사회복지, 45(3), pp64-91.
홍지오, 김시현, 신우용 (2019) “학교장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인식의 영향요인에 관
한 탐색적 연구”, Vol. 29, No. 4, pp.531-552.
Allen- Meares, (2007). Social Work Services in Schools. Pearson.
Booy,

R.

(2020).

School

closure

and

management

practices

during

coronavirus outbreaks including COVID-19 : a rapid systematic review.
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
Brooks, S. K., Webster, R. K., Smith, L. E., Woodland, L., Wessely, S.,
Greenberg, N., & Rubin, G. J. (2020). The psychological impact of
quarantine and how to reduce it: rapid review of the evidence. The
Lancet.
Epstein(2011)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Westview Press:Colorado.
Epstein, J. L. and Sanders, M. G., (2000), “Connecting Home, School,
andCommunity”, in Hallinan, M. T. edit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285-306.
Henderson, A.T. & Mapp. K. L.(2002). A new wave of evidence: The impact
of school, family, and community connections on student achievement.
Austin,

TX:

The

National

Connections with Schools.

Center

for

Family

and

Community

Rundle, A. G., Park, Y., Herbstman, J. B., Kinsey, E. W., & Wang, Y. C.
(2020). COVID-19-Related School Closings and Risk of Weight Gain
Among Children. Obesity (Silver Spring, Md.), 28(6), 1008–1009.
Viner, R. M., Russell, S. J., Croker, H., Packer, J., Ward, J., Stansfield, C.,
Mytton,

O.,

management

Bonell,

C.,

practices

&

Booy,

during

R.

(2020).

coronavirus

School

closure

outbreaks

and

including

COVID-19: a rapid systematic review. The Lancet Child and Adolescent
Health,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