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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중학생들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이를 
매개하는지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경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복지 사업에 참여한 강원
도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수집된 153명의 초등학생과 
124명의 중학생 자료를 구조방정식의 다집단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은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인식하였다. 중학생은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이 학교적응에,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
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두 집단 모두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이를 토대로 초중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교육복지 사업, 만족, 학교적응, 사회적 자본, 초중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ediative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the effective path 
of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welfare project on school adaptation, and to find out the path 
difference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e surveyed 153 elementary and 124 
middle school students in Gangwondo. These data analyzed by multiple group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alized that social capital has an effect on school adaptation. 
Middle school students realized that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welfare project has an effect on 
school adaptation, and social capital has an effect on school adaptation. There is not a mediative effect 
of school capital on the effect of the satisfaction on school adaptation for two group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to improve the school adapta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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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에 OECD가 발표한 아동의 행복지수에서 우

리나라는 88.51점으로 조사대상 22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하였다[1]. 아동의 주된 과업이 학업이고 학교에서의  
생활이 주된 일상이므로 이들의 행복감에는 학교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2,3]. 같은 조사[1]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은 성적에 따른 차별을 다른 요인으로 
인한 차별보다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서 낮은 행복
감은 물론이고 학교에 대한 흥미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
을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학교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
한 공간이며, 성인으로서 삶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4], 학업성취나 학습태도[5], 학교의 물리적 환경[6], 
가족관계[7,8] 등과 같이 아동의 삶과 학교생활의 거의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실천적, 정책적 
제언들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가
정의 경제적 수준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9]는 점을 감안
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다루고자 한다. 

저소득 가정은 불화나 가족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
아 아동이 더 많은 외로움과 불안, 우울감을 느낄 수 있
다.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
응하는 능력도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0]. 이에 대
해서 서울의 초등학생 5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11]는 일반가정 아동과 빈곤가정 아동 간에 존재하는 가
정 내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서 빈곤가정 아
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학교적응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갖는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
인 것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다음부터 교육복지 사
업으로 함)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외환위기 이후로 경
제적 수준으로 인한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사회 현실을 
학교 교육에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부터 전국적
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학업, 심리정서, 문화체험 및 
복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12]. 교
육복지 사업이 유사한 목적을 갖는 여타의 사업과 다른 

점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서 학교를 중심축으로 가정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체
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이 학교의 복지적 기능 강화, 즉 저소득 가정 학생이 불
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데 활용된다[13]. 

그동안 교육복지 사업의 성과를 파악한 연구들[14,15]
이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들은 교육복지 사업의 성과 중 
하나로서 지역이나 학교급 혹은 아동의 개인적, 가정적 
특성 등에 관계없이 참여 아동의 학교적응력이 향상되었
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복지 
사업은 이렇게 아동의 개인적인 영역인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본
래의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뢰, 의무감, 소속감, 애정 등과 같은 사
회적 관계망 속에서 개인이 축적할 수 있는 자본[16,17]
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은 교육복지 사업이 형성하려는 
사회 환경의 핵심적인 특성이다. 사회적 자본은 빈곤가정
이 노동시장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정책 결정 과
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교육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빈곤가정이 
사회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빈곤에 고착화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 조직 혹은 사회 환경과 긍정적인 관계를 수
립하고 신뢰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사회적 자본이 한다는 것이다[18]. 

교육복지 사업은 아동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하
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 친구, 교사 및 지역사회 어른 등
과 지지적이고 보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 조직이나 문화를 개
선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아동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19]. 이러한 배경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가족 구성원 간 관계와 정서적 안정 및 문
화적 양상에서 결핍을 가져오며, 아동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11]. 따라서 아동과 가족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은 이러한 부정적 연결고리를 차단하고자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복지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면 사회적 자본을 보다 쉽게 형성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부족은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유
발하고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0]. 이에 
관해서 574명의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21]와 7,412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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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 잘한다는 양자 
간의 정적인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사회적 자본은 교육복지 사업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교육복지 사업은 아
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자본
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복지 사업과 아동의 사회적 자본 간의 관
계,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개념적
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실증적인 차원에서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교육복지 사업의 참여 경험
을 기준으로 실시한 선행연구들[23,24]과 달리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교육복지 
사업에 참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만족도가 낮을 수 
있어서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에 만족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참여 경험을 포함하면서 
변수 간 관계를 보다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 특성
이 다르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학교적응 
수준이 다를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내외 연구들[25,26]
은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이
전보다 규범적이고 평가중심적인 학교환경을 접하게 되
면서 학교에서의 적응적인 생활 상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끼
면서 학업중단을 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학업중단 청소
년 현황 통계[27]와 교육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464명과 중학생 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28]가 
제시한 초중학생 간에 학교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여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함의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은 사회적 자본

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자본은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

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는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 학교적응 및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에서 교육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전체 

40개 초등학교와 37개 중학교에 재학하는 초등학교 4학
년 153명과 중학교 1학년 124명을 대상으로 2019년 6
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
육복지 사업에 대한 참여 경험이 있으면서 설문 문항에 
대한 독해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초등학교 4학
년을, 중학교에 입학한 후 새롭게 교육복지 사업에 참여
하였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응답이 가능할 것으로 여긴 
중학교 1학년을 선정하였다. 또한 교육복지 사업의 성과
를 측정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28]도 이러한 점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선례
를 고려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version을 사
용하여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후 AMOS 18.0 version을 사용한 구조방
정식 모형을 통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2018년에 교육부가 시행한 ‘교

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연구’의 내용을 활용
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인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은학
습, 심리정서, 문화체험 및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를 묻는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5점 척
도에 응답하여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α=.851(초), 955(중)이었다.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은 KEDI 종합검사도구개발 연구
[29]에서 사용한 질문을 활용하였다. ‘나는 학교 안의 모
든 곳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등의 7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각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에 응답하여서, 점수의 합
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
뢰도는 cronbach’s α=.846(초), 896(중)이었다.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정익중 등[30]이 상황적, 
관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친구들과 함께 어
떤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를 포함한 6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각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에 응답하여서, 점수의 합
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신뢰도는 cronbach’s α=.702(초), 748(중)이었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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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남
자가 70명, 여자가 82명이었으며, 중학생은 남자가 51
명, 여자가 73명이었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약간 많이 분포되었다. 이들의 가정형태는 양부모 가
정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초등학생 83명(55.3%)과 중학
생 51명(42.5%)이었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는 초등학생
이 61명(40.7%), 중학생이 53명(44.2%)이었다. 조부모
나 친척과 함께 생활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초등학생 6명, 중학생 16명으로 나타났다. 

category elementary middle
sex male 70(46.1) 51(41.1)

female 82(53.9) 73(58.9)

family
parents 83(55.3) 51(42.5)

single parent 61(40.7) 53(44.2)
etc. 6(4.0) 16(13.3)

Table 1. characteristic of respondents

3.2 연구모형 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측정모형 분석을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집단에서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
수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저모형의 적합도
는 두 집단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초등학생: χ
2(116, n=152)=186.547, TLI=.865, CFI=.897, 
RMSEA=.063/중학생: χ2(116, n=161)=243.036, 
TLI=.839, CFI=.878, RMSEA=.082). 따라서 이후의 추
가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3.3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다중집단 분석
3.3.1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모형동일성 검증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위

해서는 몇 가지 검증 방법을 통해서 모형의 동일성을 검
증해야 하는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선 측정모
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계수가 동일하다
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χ
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χ2 값의 차이는 
17.644, 자유도의 차이는 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이어서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모형의 간명성
을 측정하는 TLI, CFI 및 RMSEA 지수에서 양 모형의 
변화량이 미미한 수준(⊿TLI=.006, ⊿CFI=-.002, ⊿
RMSEA=-.001)이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 측정동

일성이 확보되어서 측정도구들이 양 집단에서 동일한 방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측정동일
성 모형과 각 측정 변인의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절편동일성 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χ2 
값의 차이는 56.768, 자유도의 차이는 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어서 절편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TLI, CFI 및 RMSEA의 변화량이 미미한 수준(⊿
TLI=-.023, ⊿CFI=-.028, ⊿RMSEA=.004)이므로 초등
학생과 중학생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와 절편이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χ2 df TLI CFI RMSEA
base model 398.348 232 .846 .883 .051

measurement 
identification 415.992 246 .852 .881 .050

structure 
identification 472.760 263 .829 .853 .054

Table 2. model identification verification

3.3.2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경로계수 비교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모형 동일성이 검증되었으므

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경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복지 사업
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14,15]과 다른 결과인
데,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교육복지 사업 
이외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적 자본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교육복지 사업은 저소
득 가정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는
데 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β=.469), 그 중
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에 대한 결과와 달
리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524). 중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서 학업 부담과 성적의 중요성이 증가하
며 또래집단이 공고하게 형성되는데, 사회경제적인 면 이
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중학생들이 
교육복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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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흥미를 갖고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초등학생에 대
한 해석과 유사하여서 교육복지 사업은 중학생이 겪는 
심리정서적 혹은 행동상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가족, 
친구 혹은 교사와 같은 주변의 인적 보호요인을 확장하
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
복지 사업의 방향이 바뀌면 중학생의 사회적 자본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β=.569)이 향상될 것이다. 

path elementary middle
satisfaction→adaptation .037(.052) .422(.524)***

satisfaction→capital .048(.036) .049(.033)
capital→adaptation .903(.469)*** 1.054(.569)***

*** p＜.001

Table 3. comparison of paths coefficient

이상의 결과를 Fig. 1에 정리하였다. 우선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에
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에게 
교육복지 사업이 하나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긍정
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춘기의 조기 도래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등으로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초등학교 교육
복지 사업은 학교의 공동체적 특성을 이해시키면서 동시
에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초ㆍ중학생 모두에게서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
족은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초ㆍ중학생이 또래관계를 넘어
서서 가족 내에서와 학교 안팎의 어른과 같은 지지적이
고 보호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ㆍ중학생
이 교육복지 사업에 만족하는 것이 이들의 사회적 자본
을 개선하는 것에 유용하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
으로는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학생 개인의 미시적 차원
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통합적인 차원에서 삶의 여건
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활용하
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
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ㆍ중학생 모두에게서 사회
적 자본은 학교적응을 돕는 유용한 자원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복지 사업이 개
선 발전된다면 초ㆍ중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직접적
인 요인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긍정
적 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satisfaction

capital

adaptation

.036/.033

.052/.524***

.469***/.569***

elementary/middle school student  
* p＜.05  ** p＜.01  *** p＜.001

Fig. 1. structural model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 관계에
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상의 두 
가지에 대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 경로 차이가 있
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르는 연구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이 학교적응에 미치
는 영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에게는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이 학교적응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중학생
에게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학령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지고 이
로 인한 학업중단율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27,28]
와 연관하여 해석하면, 초등학생에 비해서 학교적응에 관
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중학생에게 교
육복지 사업이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중학생은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학업량과 부담을 갖
게 되며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성을 갈망하는 변
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들에게 교육복지 
사업을 꾸준하게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교육복지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
도록 이끄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복지사는 사업 내용이나 형태 등이 중학생
의 흥미나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욕구조사를 실
시하며 사업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학교 밖에 존재하
는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복지 사업이 연계하여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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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하면 더 높은 만족도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이 없어지

고 각 시도별이나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 단위의 정기적인 욕구조사, 사업 진
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에 대한 
실시 기준이나 방법을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초등학생에게서는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
다. 교육복지 사업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기여하는 바
가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초등학생에
게는 학교적응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문제여서 교육복
지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적게 했을 것이라는 가
정이 설득력이 더 높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적응의 중요성은 초등
학생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과업이므로 교육복지 사
업이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형태인 돌
봄이나 체험활동을 넘어서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높
이고 적응을 돕기 위한 차원의 서비스를 실행하거나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교 제도나 문화를 개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의 교육복지 사업에 대
한 만족이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교육복지 사업
에 대한 만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
지 못하였다. 이는 교육복지 사업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
는 영향[18,19]을 설명한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이다. 

교육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정 학생을 위해서 그동안 
학교 조직이나 문화 개선, 민관 협력,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과 같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적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학생의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미를 갖기 보다는 학
생에게 새로운 형태의 교육복지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머물렀던 측면이 다소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
육복지 사업이 그동안 학생의 관계, 정보 혹은 기회를 확
충하기 위해서 수행해 온 다양한 연계, 협력의 노력을 보
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의 교육복지사는 학생에게 직접적 서
비스를 통한 심리정서적 역량강화나 친구나 가족관계 개
선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교육복지센터나 지역교육지원
청은 학생을 위한 보호・지원망을 활용하기 위한 거시적
인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등의 상호 연계된 역

할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복지 사업이 
본래부터 추구하던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통
합적인 학생 지원망 구축이라는 실천방법을 실현함으로
써 학생의 사회적 자본 함양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초ㆍ중학생 모두에게서 사회적 자본은 학교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취약한 상
황의 학생들이 현재의 사회적 자본으로 학교적응에 도움
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교육복지 
사업이 학생의 사회적 자본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만족을 얻는다면 
학교적응의 수준도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한다. 

이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
가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이 강원도에 한정되어 있어서 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강원도 
교육복지 사업을 토대로 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서 
전국 혹은 타 지역의 결과를 인용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장 적합성을 높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활용한 측정도구가 해당 변인을 충분히 포
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그 의미
와 범주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측정도구도 다양하다. 그러
나 이것은 본 연구는 교육복지 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
가 수행한 연구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어
느 정도 담보했다고 보인다. 셋째,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이는 교육복지 사업이 실
천적 의미는 다양하지만 사업 내용에 관한 이론적 근거
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현실적 한계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횡단적 특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종단적 
조사를 실시하면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료를 해석할 때 본 연구 결과만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
한 단정적이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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