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 육아지원기관과 아동복지현장에서 -

：
：00 ~ 18：00
장소：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201, 601호
주최：(공동)한국아동권리학회,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일시 2014년 12월 5일(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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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권리학회

2014

년 추계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있는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12월 5일, 한국아동권리학회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의 주최로 “아
동권리 레토릭과 현실, 그리고 성취: 육아지원기관과 아동 복지현장에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아동이 접하는 최초의 사회적 기관인 육아지원기관의 아동권리의 수준과
아동복지현장의 아동권리 수준은 곧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현실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아동과 밀접하게 연관있는 기관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논의
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아동권리학회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은 육아지원기관과 아동복지현
장의 아동권리 현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
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푸르
니보육지원재단과 공동 주최함으로써 보육현장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방안에 대
한 실제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과 아동복지현장에서 아동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이번 추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황 옥 경 배상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상임이사 김 온 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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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1

좌장
김경희 교수 (목포대 아동학과)

토론자
강인자 원장(수정삼성어린이집)
나성웅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장주영 기자(중앙일보)

현장에서 영유아 권리를 위한 들여다보기
지켜주기
강인자 (수정삼성 어린이집 원장)

등원을 한 후 친구들과 함께 신발장에 신을 넣으며...
유아 1 : 신발을 모아서 바르게 넣어야지.
유아 2 : 응, 지금 준비하고 있어.
유아 1 : 너의 이름이 적힌 곳에 신발을 넣어야 하잖아.
유아 2 : 어, 그런데 나는 키가 큰데 매일 매일 맨 밑에 신발을 넣으니까 힘들어
유아 1 : 그래? 그래도 너의 이름이 붙여 있는 곳에 넣어야지.
<오전 등원시간>
1. 권리의 이해

위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집에 존재하는 규칙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며 누구를 위한 규칙인가? 어린이집에서 규칙을 정하는 이유는 유아와 교
사가 함께 지내기 위한 약속이다. 그렇지만 약속을 정함에 있어 우리 모두가 간과
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적 집단으로, 영유아는 최선의 환경
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교육과정
을 결정하거나, 현장체험 장소를 정하기, 교실 규칙을 정하고 하루 일과를 정하는
것에 대해 유아들의 의견을 묻거나 요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운영 상 편의를 위해
시설장이나 교사가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유아를 둘러싼 성인이 유아
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기도 하고 유아들을 가르친다는 명분하에 모든 경험을
교사가 주도적으로 결정짓기도 한다. 그러므로 수정 삼성어린이집은 1년 연구 과
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참여 권리를 찾아 유아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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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스로 적절한 삶과 교육의 선택을 결정하는 능력을 지원 하고자 연구해 보았
다.
참여에 관한 유아의 능력은 유아 참여에 대한 문화적인 태도, 나이, 개별 유아
의 자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과
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최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사들은 유아들이 스스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서로 다름(욕구, 능력 등)을 인정하고 유아 스스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4대 권리 중 유아의 자율성을 인정하는‘참여의 권리’
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현장에서의 참여권리 실행연구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참여 권리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실행 연구
로 만 4, 5세 학급에서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참여의 권리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사전조사로 아동권리에 관한 부모와 교사 설문지와, 연
령별 연안을 작성하여 월 2회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며 관찰일지와 교사협의록 등
을 반영하였다.
3. 결과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사전 인식 조사 후 교사들이 유아 참여 권리 실행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서 연간 교육계획을 작성, 주제 선정 및 실행으로 이루어
졌다. 실행 과정에서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갈등은‘참여의 권리와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였다. 보호·발달의 권리를 지원하자 참여의 권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참여의 권리를 교사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지원하자 그러한 방법이 도리
어 유아의 참여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음을 교사 협의와 교사 교육을 통해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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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실행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지게 되는 고민을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참여의 권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다.
결국 ‘참여의 권리’의 1차적인 부분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고 이를 정확하
게 표현하는 것이며, 2차적인 부분은 유아 스스로 원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집단 구성원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결정 과정에 참여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의 권리는 유아 및 교사가 함께 ‘만들어 나갈’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참여의 권리라는 것은 교사가 무엇인가를 유아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교사의 권위나 타당성으로 유아들
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의견을 모아 모
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참여의 권리 실행에 앞서 교사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교사가 참여의 권리를 인식했을 때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문제 상황이나 유아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취하
고자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교사의 계획에 의해서 하루 일과를 끌어가는
진행이 아니라 유아와 함께 결정하고자 한 것이다. 교사의 이러한 태도 변화로 유
아들은 예전 보다 자신의 요구나 의견을 교사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는 모습
을 보였으며, 토의 과정에서도 단편적인 대답이 아닌 이유와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세를 점차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교사 및 유아들의 변화가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사 교육 및 실행에 대한 피드백이 교사 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의 연계 활동이 설문지를 통한 인식 조사 및 어린이
집에서의 실행 부분이 제공되기만 하였다. 그러다 보다니 실제적으로 가정에서의
유아 참여의 권리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데는 미흡함
이 있었다. 따라서 참여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 방안으로 가정에 실천방안
을 제시하고 실천 사례를 공유하여 가정과 어린이집이 함께 유아들의 참여 권리
실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만 4, 5세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참여의 권리는 유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최소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순간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다. 어린 연령에서는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실제적으로 참여의 권리 실행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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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에릭슨의 심리 사회성격 발달이론에 따
르면, 2단계(자율성 대 수치심)부터 유아들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
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유아의 4대 권리를 바탕으로 전 연령에서 영유아의 발
달과 수준을 고려한 참여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 및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맺은 말

현장은 지속적인 권리존중의 대상인 영유아, 가정, 지역사회를 위한 권리가 실
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사는 첫째, 따뜻한 마음으로 영유아 및 부모와 관계함으로써, 영유아가 본연
의 모습으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둘째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일상생활 속에
서 아동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교육이나 교사 협의를 통
해 다양한 사례가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부모는 발달에 적합한 양육과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아동권리
에 대한 인식 및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아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바탕 위에 영유아의 ‘4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간과하기
쉬운 ‘참여의 권리’를 위해 유아반에서는 ‘유아의 권리’, ‘자율’과 관련된 활동을 지
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유아가 토의를 통해 스스로 약속을 정하여 ‘우리들
이 정한 약속 지키기’, 유아주도의 활동을 정하여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참여 (대집단 모임 시 유아 스스로 자리 정하기, 화장실 자
유롭게 이용하기, 놀이 시작 방법을 유아들이 결정하기 등)를 보장하도록 돕는다.
이렇듯 유아-유아, 유아-교사 간의 끊임없는 협의 과정을 통하여 교실의 규칙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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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나성웅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례로 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장주영 (중앙일보 기자)

1. 최근 학대 사례 언론 보도

▶어린이집(11월12일 세계일보)
-인천 서부경찰서, 원생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어 학대한 혐의로 모 어린이집 보
육교사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B군이 장난을 치다가 자신의 얼굴을 밀치는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
가나 범행 저질러
-A씨가 사용한 끈은 어린이집 교구로, 안에 철사가 들어 있고 겉은 종이로 싸인
길이 32cm, 지름 0.5cm 짜리의 일명 '모루' 끈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사건 현장 주변에 있었으면서 A씨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다른 교사는 처벌하지 않기로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5일 폐쇄 신고
▶유치원(10월23일 KBS)
-대전 서부경찰서는 2-3살 어린이들을 수 차례 학대한 혐의로 대전시 내동의 한
'영어 유치원' 교사, 이모(24)씨 등 세 명 불구속 입건.
-이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어린아이를 수 시간 동안 어두운 방에
가두거나 친구들 앞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어린이 8명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
대한 혐의.
-지난 8월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두 달치 CCTV를 분석해 아동학
대 의심장면 확인
-경찰은 이씨 행동을 보고도 말리지 않은 보조교사 최모(24)씨도 같은 혐의로 불
구속 입건
-이와 함께 경찰은 부실한 교구와 교재를 사용하면서도 어린이 1명당 수강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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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87만원을 받은 대표 42살 안 모 씨도 함께 입건.
2. 아동학대 사례의 공통점

①가해자의 폭력성과 무지
아이를 학대한 가해자는 아이를 노끈으로 묶거나, 어두운 방에 가둔 이유로 자
신을 때린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점을 듦. 나름의 훈육 방식이라는 것. 그러
나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형태가 ‘잘 되라’는 잘못된 훈육 방식에서 시작. 어떤 이
유로건 아이를 때리거나 신체를 억압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됨.
②주변인(신고의무자)의 무관심 또는 외면
첫 번째 사례의 가해자는 보육교사. 관리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사건 현
장 주변에 있었으면서도 해당 교사의 행동을 제지 하지 않음. 두 번째 사례에서도
가해자가 아이를 학대하는 현장에 조교사 최모(24)씨가 있었지만 말리지 않음. 이
처럼 상당수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출된 형태로 이뤄진다
는 것이 현장의 의견.
③원장의 철학 부재
보육이건, 교육이건 아이를 맡아 돌보고 가르치는 시설의 원장은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를 갖고 있어야 함. 하지만 두 사례에서 보듯 원장들은 아동학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아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성실한 관
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 오히려 돈벌이에 혈안이 돼 부실 교재를 사용하
거나, 무책임하게 시설을 폐쇄하는 조치로 사건을 일단락 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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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건수

연도
발생건수

‘08

‘09

‘10

‘11

‘12

‘13. 6

61

67

100

159

135

150

자료: 보건복지부
※무상보육 전면확대에 따라 아동학대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
4. 아동학대 줄이고 사후관리에 힘써야

-어린이집 대다수(90%)인 민간 어린이집인 실정.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무상보
육이 낳은 과속 스캔들. 이에 따라 양적인 팽창에 따르지 못하는 질 관리에 신경
써야. 무분별한 기업형이나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임
-아동학대 예방 만큼이나 중요한 거시 사후 관리. 시설을 폐쇄하고 일단락되는 것
이 아니라 학대받은 아이는 지속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임. 이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와 상담 등을 지속적
으로 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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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김광빈 (동명아동복지센터·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 원장)

최근 우리사회는 무상시리즈가 큰 화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촉발시킨 학교
무상급식 중단선언은 경상남도와 경남시·군을 넘어 경기도를 거쳐 전국적으로 도
미노현상처럼 번졌고, 이어서 경기도교육청도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
하겠다며 불을 지폈다. 결국 여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시민사
회까지 진영별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에선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
름인 만큼 증세로 복지 재원을 확충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편에선 저소득층 지원
에 집중하는 선택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 복지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UN아동권리협약’의
의미가 무색해지게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3년 한국 아동종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기본조건에 대한 결여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아동결핍지수’가
54.8%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최하위(대부분 OECD국가 20%대, 아이슬랜드
1%)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우리나라 복지대상별 1인
당 복지비 비교자료(2011)’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아동복지비는 연 2만원으로
노인 85만원, 영유아 83만원, 장애인 27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1/42∼1/23수준이
다. 2014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분야별 복지비 차이가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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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무상·공짜급식이라는 단어가 아동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어울리는 것인
지, 혹은 제공자 입장에서만 사용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용자
(수혜자)인 아동의 인권과 권리측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는 무상급식이 아닌 건
강급식으로 표현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중학교까지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이라 표
현하며 무상교육, 공짜교육이라 사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부터 고등학
교 무상교육을 도서 벽지부터 실시해서 2017년도엔 전 학년에 다 적용할 수 있도
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저 출산시대에 국가의 인
적자원 양성을 위한 아동정책으로 Human Capital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경
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기본
적인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그 중 최우선 순위는 균형 있는 영양식 제공을 통한
건강한 아동양육 발달을 지지하기위해 최소한 초등학생까지는 건강급식을 제공한
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
환이다”라는 주장도 교육우선주의에 기초한 잘못된 논리이다.
이러한 아동권리 인식전환과 현실에 대한 냉철한 반성 없이는 ‘아동결핍지수’와
더불어 아동의 ‘주관적복지의식 및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불명예 순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본 토론자는
아동복지 현장의 전문가로 ‘친 가정 밖의 아동’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중
심으로 몇 가지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행정적인 지원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권리조항은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2
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보호자의
책무)를 비롯한 수많은 조항에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제3조와 ‘아동복지법’ 제2조 이념이 우
리사회에서 얼마큼 반영되고 있는지는 위에서 제기한 ‘아동결핍지수’와 우리나라
의 복지대상별 1인당 복지비 비교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사회복지시설분
권교부세’가 2015년 폐지되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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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 2015년 복지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하며
아동복지시설만 중앙정부 예산지원 계획에서 제외하였던 차별적 대우가 가장 대
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입양특례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이로 인한 후유증은 베이비 박스이다. 작년에만 225명의 아동이 유기되어 매년 6
개 양육시설이 새롭게 설립되어야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 박스
로 인해 발생된 아동들은 연고지가 없어, 이후에도 원 가족에게 돌아갈 확률도 낮
으며, 최소 20여년 장기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 양육시설의 경
우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지역사회 아동종합복지센터의 다기능화 추진사업이 상
당기간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덧붙여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모자복
지시설(여성복지시설) 중 미혼모 시설에 대해서도 여성보호 관점에서 복지접근인
지 아니면 아동중심에 의한 복지접근으로 아동복지사업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베
이비 박스에 의한 문제점도 이러한 우선관점에서 해결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여성
보호 관점이 아니고 아동보호 관점에서 추진되었을 때, 미혼모들에 대한 또는 가
정폭력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가 아닌 아
동복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일례로 일본의 아동복지법
에는 시설분류 중 모자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공적개입의 법제화 추진도 확립되어야 한다. 서울
시아동복지센터의 운영과 개입체계와 같이 법적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직영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하는
경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여러 기관으로 단편화 되어있는 각종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예산관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대리적양육서비스는 입양, 가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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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아동양육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발생된 아동들에
대하여는 UN아동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정부의 맞춤공약에 따라 가정적 환경의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가정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최근 가정위탁 보호는 증가하
고 있다. 하지만 일반위탁가정은 최근 점차 감소추세이며,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
나라에서 93%를 차지하는 대리양육가정(66%)과 친인척위탁가정(27%)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결국 가정위탁제도의 취지가 어긋나는 장기보호로 이어지고 있다. 특
히 양육보조금은 1인당 12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의료비와 교육비부담을 조부모나 친인척들이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양육보조금의 지원은 아동의 연령, 건강 및 특수
상태 등에 따라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회적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행정적 편의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상보육에 의한 보육료 394,000원∼220,000만원의 지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아동들에게 양육수당이 20만원∼10만원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더 많은 양육비와 교육비가 필요한 가정위탁 아
동들을 상대적으로 경제적 소득이 미약한 조부모들에게 월 12만원 양육비지원으
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UN아동권리협약’
제3조 2항은 ‘당사국은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
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며 명시되어 있다. 가
정위탁제도의 아동양육 표준단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당한 양육비 지원이 성취
됨으로 조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동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보장이 이루
어질 때, 가정위탁제도도 더욱 활성화되고 안착 될 것이다.
더불어 공동생활가정에도 보호아동이 5명을 기준으로 최대 7명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운영비로 월 2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공공요금, 난방비, 수선비 및
교육교통비까지 포함되는 모든 생활비용으로는 절대 부족한 현실이다. 공동생활
가정의 생활양육을 위한 운영비 현실화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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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리양육자(시설종사자) 역할에 대한 문제점 :

아동 양육에 있어 부모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따라서 대리적양육서비스에
서 생활지도원(시설종사자)은 대리양육자로서 아동양육과 심리·정서적 아동발달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24시간 근무환경은 업
무로 인한 소진으로 연결되어 아동에게 직접적 피해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는 아동의 심각한 권리침해로 나타나게 된다. ‘UN아동권리협약’제3조 3항은 ‘당사
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에 따라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54조에도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은 예산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부족으로 아직도 2교대 근무체
계를 도입조차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에도 반하는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
재 서울지역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베이비박스 아동들로 인해 최근 2년 사이에 평
균 10∼30명이상의 1세미만 영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법정종사자
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5명의 0세아기들을 사회복지사 혼자서 24시간 돌보고 있
다. 조산아동 및 많은 질병을 지니고 있는 베이비박스 아동 특성상 매일 병원진료
를 비롯한 많은 양육손길이 요구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잦은 이
직과 업무에 따른 번 아웃(burn-out)을 겪고 있다. 낮 시간동안 어린이집에서 돌
보는 0세반 아동의 정원이 3명으로 되어있는 현실과도 너무 비교가 되고 있다. 현
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는 ‘인권존중과 최대봉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봉사성 원칙을 규범화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자질 중에
전문성보다 봉사성을 더 강조하는 현장의 철학이 담겨있기도 하다. 하지만 ‘엄마
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삶의 진리처럼 최소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언제까지 희생과 봉사만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복지는 사람답게 살 권리이자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이다. 이런 복지국가를 만들
기 위해서는 정의와 복지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 즉 정의 없이
는 복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로 가려면 불평등부터 완화되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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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 정부는 최소한의 아동권리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친 가정 밖의 아동’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더 이상 차별되고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과 행정지침을 개선하고 필요한 예산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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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송준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 과장)

1. 글에 앞서

1년 3개월간 많은 토론회에 참석했다. 참석 못하면 자료는 챙겨봤다. 주제는 모
두 아이들이다. 화살은 대부분 정부를 향한다. 아프게 배운다. 이번에는 발표문 없
이 토론문을 쓴다. 토론이 아니라 토로다. 화살 확인이 어렵다. 그간 배운 걸 믿을
수밖에. 참고로 얘기드린다. 내 정책 고객은 모든 아이들(아동정책)과 가정 밖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아동복지)이다. 모든 아이들 생각하면 무척 버겁다. 0.3%의 가정
밖 보호 아동들에게는 늘 빚 진 느낌이다.
2. 943만명의 아이들

아이들이 매년 줄고 있다. 무서운 속도다. 스릴러가 따로 없다. 아이들은 이미
20%가 안 된다. 사회를 뒤흔들 시한폭탄이다. 멀지 않았다. 초·중·고와 대학은 태
풍 영향권이다. 어쩔 것인가? 이런 얘기는 뛰어 넘자. 늘 나오는 얘기 몇 개만 뒤
집어본다.
①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다
아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시원치 않으면 어김없이 나온다. 좀 비겁한 말이다.
이 말 뒤에 자신의 무능을 숨길 수도 있다. 아동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은 세계 공
통이다. 그럼에도 아동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나라마다 다르다. 본질은 투표권이
아니라 의지다. 최근 몸살을 앓고 있는 무상보육은 어떤가.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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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엄청 많은 돈이 투자되었다. 0~5세 아이들에게 투표권이라도 있었나?.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 아동정책이 국가의 핵심 아젠다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저출산 벼랑에 서있는 나라에서 아동이 핵심 아젠다가 될 수 없는
게 정말 정상인가? 답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다.
② 아이 한명이 더 소중해진다
아이는 작은 우주라고도 한다.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아이들의
가치가 아이들의 수에 따라 달라지나? 동의할 수 없다. 물론 그 안에 담긴 뜻은
이해한다. 그래도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는 ‘더’ 소중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을
까? 아이들이 줄자 아이들을 더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렇다면
그런 역설도 없다.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에서 가장 낮다. 아이들은 불행
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또한 정상이 아니다. 진정 아이들이 소중하다면
뭘 해야 할까? 얘기는 다를 수 있다. 최소한의 출발은 아이들의 눈에서 세상을 보
는 것이 아닐까. 아이들은 지금 이 사회가 힘들다고 한다. 어른들 중심의 질서를
흔드는 아주 불편한 얘기다. 우리는 기꺼이 이러한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누가
주저하는가?
③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맞다. 거역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미래가 어떤가? 얼마 전 아동종합실태조사가
나왔다. 아주 우울한 발표로 기억한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누가 낙관할 수 있
을까? 미래가 없다는 극언에 더 기운다. 미래의 모습은 우리의 의지로 거역할 수
있다. 사회의 대타협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다. 어른들의 처절한 반성이 우선이다.
아이들의 아픔은 어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
인가? 이보다 더 급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도대체 무엇일까? 모른다. 물론 어렵
다. 지독히 어렵다. 이미 늦었다. 더 늦으면 손도 못 쓸 것 같다. 손 놓은 미래엔
우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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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3%의 아이들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는 가정 밖 아이들이다. 역사가 길다. 6·25전쟁은 큰 계기
였다. 60년이 넘었다. 지금은 고아가 별로 없다. 그 수도 줄고 있다. 현재 3만 2천
명의 아이들을 사회가 키우고 있다. 이 아이들이 품고 있을 아픔의 깊이는 헤아리
기 어렵다. 이 아이들을 우린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가고 있나? 매번 되묻고 확인
해야 한다.
① 가정위탁보호와 공동생활가정
가정과 비슷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위탁보호와 공동생활가
정은 그 역할을 자임한다. 10여 년간 분투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소년소녀가
장 제도는 꽤 오래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망신을 당했다. 가정위탁보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짜게 얘기하면, 가정위탁보호의 성과는 대체까지다. 아직 가정위
탁보호답지 않다.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 올라왔다. 놓치기
어려운 지렛대다. 가정위탁보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지금 모습에 대한
냉정한 정리가 같이 가야 한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차별이라는 화살을 늘 쏘았다. 맞다. 법에 동등한 아동
보호제도임에도 정부는 차별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차별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차별은 없어진다. 그러면 끝인가? 그룹홈은 무엇인가? 발전 전략이 있
는가? 아동양육시설과는 무엇이 다른가? 가정위탁보호제도와는 또 무엇이 다른
가? 중간에 놓여 있어 모호하다. 답을 빨리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호함이
위기를 자초한다.
②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의 맏형이다. 아동복지의 원조다. 물론 사회는 고아원이라고 해야 쉽게
이해한다. 시설은 분명 장점이 있다. 그러나 큰 규모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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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시각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곳은 더더욱 그렇다. 이젠 아동양육의 대안도 존
재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도 줄고 있다. 그 아이들의 성격도 변하고 있다. 아
동보호제도가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아이들은 늘고 있다. 이제 다시 맏형이 되어
야 한다. 일상의 아동양육 기능은 아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개척해야 한다. 큰
인프라를 아동을 위해 잘 굴릴 지혜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을 맡아야
한다. 신뢰를 통해 지역 아동보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과감하게 변화를 만들어
야 한다. 변화에 필요한 것들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런 의지가 정말 있는
가?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다. 조금 더 늦어지면 위험해진다.
③ 아동보호예산
정책 의지는 돈을 보면 가장 쉽게 읽힌다. 3만 2천명을 보호하는 예산은 어떨
까. 예산의 크기는 굳이 얘기 않겠다. 우선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눠져 있
다. 0.3%의 아이들을 쪼갠다. 아이가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로 가면 지자체
몫이다. 입양을 가거나 공동생활가정에 가면 중앙정부가 책임진다. 아이들 운세에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는 지가 포함된다. 지역에 따라 예산이 다르다. 가이드라인
을 지키지 못하는 곳도 상당하다. 중앙정부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으려 한다.
재원은 주로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나온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는
복지부가 주도할 수 없다. 기재부와 법무부가 대행한다. 고맙다고 해야 할까? 많
지 않은 아동보호 예산을 이렇게 갈기갈기 쪼개도 되는가?
④ 아동보호체계
아동보호제도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동보호제도와 소통하는 중심도 중요하다.
그 중심은 아동보호체계다. 아이들을 상담-배치-관리하는 관제탑이다. 아동보호
의 총감독이다. 법은 지자체를 지정했다. 그러나 예외가 보인다. 입양을 보내는 부
모는 지자체가 아니라 입양기관에 직접 간다. 외국에서 찾기 어려운 사례다. 학대
는 지자체가 위탁한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것 또한 외국에서 찾
기 어려운 경우다. 민간이 공공보다 잘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다. 아동 영역은 특
히 그렇다. 그래도 공공의 이름으로 책임지게 해야 할 것도 많다. 미덥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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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학대는 대표적인 사례다. 뿐만 아니다. 아동보호체계가 아이들 문제로 아
동보호제도와 소통하는 모습이 잘 안보인다. 아동보호제도가 알아서 하는 느낌이
다. 감독이 배우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이다. 아름답다고 할까? 아이
들 정보는 통합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
다. 굳이 필요한가라고 얘기하지 않을지 궁금하다. 현실에 붙는 변명은 간단하다.
관행이다. 그래서 되묻는다. 그게 정상인가?
⑤ 원가정
아이들은 그 속성상 가정과 세트로 얘기해야 한다. 가정에서 잘 보호받으면 최
선이다. 혹시 나오더라도 빨리 가정에 돌아가서 잘 살아가면 그 또한 최선이다. 아
동보호에서 가정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지 계속 물어야 한다. 입양을
빼면 아동보호는 일시보호다. 일시로 아이들을 맡긴/맡은 것이다. 일시보호는 그
앞에 놓인 원가정을 똑바로 봐야 한다. 외면하면 안된다. 물론 아동보호체계/제도
만 따질 일은 아니다. 원가정도 최선을 다하는 지 따져야 한다. 쉽게 맡긴다고 한
다. 신중하게로 바꿔야 한다. 쉽게 찾아간다고 한다. 엄격하게로 바꿔야 한다. 맡
기고 찾아가는 그 중간은 텅 비어있다고 한다. 엄청난 노력이 중간을 채워야 한다.
그래야 가정이 아동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아동보호도 제자리를 찾는다.
⑥ 예의
아동보호제도는 아동 인권의 마지막 보루다. 이곳에서 다시 학대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막장이다. 안전장치 마련과 모니터는 기본이다. 이곳은 가정을 대
신하는 곳이다. 남의 가정을 쉽게 들락날락하지 않는다. 자선의 이름으로 너무 쉽
게 이곳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아이들은 그냥 놔두자. 그
아이들을 돌보는 어른들을 믿으면 된다. 아동보호제도가 외부의 후원에 목매게 하
지 말자. 기본은 다해주자. 그렇지 않으면 아동보호는 본질을 잊기 쉽다. 막장까지
도 간다.

아동권리 레토릭과 현실 그리고 성취 × 149

⑦ 약속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굉장히 큰 계획이다. 5년간의 중요한 약속이다. 아동의 권
익을 보장하는 아동보호체계 구축도 들어있다. 내용은 이렇다. “위기아동에 대한
일련의 보호절차(발굴, 상담, 판정, 보호, 사후관리 등)가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 관련기관을 통합․조정하고,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겠다. 특히 아동의 원
(原) 가정 분리를 최소화하고, 대안양육 제도(가정위탁제도, 공동생활가정, 아동생
활시설, 입양)가 아동 친화적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이번엔 제대로 이행되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자.
4. 6천명의 아이들

아동보호제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다. 매년 줄고 있다. 통계는 이 아이들의 사
연을 9개로 나눈다. 몇 개만 보자.
① 양육포기 영아
출산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참 힘든 사회다. 출산하고도 어린 아이를
포기하는 사회는 돌아볼 것이 분명히 있는 사회다. 두 갈래 길이 있다. 몰래 버리
기도 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 포기한다.
기아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 뜨거웠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버
려진 시절에도 이렇게 뜨겁진 않았다. 아니 그 당시엔 관심이 별로 없었다. 베이비
박스가 관심을 불러 모았다. 전국의 기아가 베이비박스 한 곳에 모이고 있다. 벌써
80%가 넘었다. 발 빠른 아동복지 교과서는 베이비박스를 참고 박스를 만들어 소
개한다. 유의하자. 베이비박스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실체다. 단선적 접근은 쉬
울 순 있어도 위험하다. 거기에 프레임을 씌우면 더욱 그렇다. 아동 유기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외국에도 존재한다. 유기만 아니라 베이비박스도 그러하다. 나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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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맥락이 다양하고 정책도 다르다. 돌아볼 일이 많은 과제다. 베이비박스 그 자체
도 그렇다.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어른들의 삶과 생각도 그렇다. 하나로 모이지
만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당분
간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기아와 달리 미혼모의 양육포기는 여전히 관심 밖이다. 이들은 주로 입양기관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포기한다. 본인의 존재와 아이의 상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포
기한다. 기아와 비교하면 그 수가 꽤 많다. 대부분 입양된다. 우리가 더 관심을 기
울일 지점이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는가에 따라서 결심이 바뀔 수도 있다. 왜
포기하는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그리
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그게 건강한 사회다. 일시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를 갖추고도 아이를 영원히 포기하는 이유를 해소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도 좌절
하는 이들이 겪는 고통을 예방하는 사회가 정상이다. 낙인으로 아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은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길은 우리 사회를 한층 성
숙하게 만든다. 원가정 보호에 대한 가치가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시스템
은 그러한 가치를 오롯이 담으면 된다. 의외로 간단하다.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② 학대
6천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드렸다. 그 중 천명은 아동보
호제도에 들어와 있다. 아동학대는 참 많이 얘기했다.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 남았
다. 아동보호에서 가장 어려운 아이들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믿
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그래도 최소한의 이성을 가졌다면.
③ 이혼
1/3이 이혼한다. 재혼도 늘었다. 이혼이 쉬운 사회다. 개입할 일은 아니다. 이혼
가정의 절반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양육에 대한 계획
을 제대로 세우고 갈라서는 지 돌아볼 일이다. 가정법원은 안타까워한다. 최소한
의 안전장치를 두자고 한다.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우리 사회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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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라도 강제해야 할 기본이 아닐까?.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은 갈라서는 길에
조금 불편한 소금을 뿌리자. 개입이 맞지 않나?
④ 가난
빈곤아동은 없다.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저
생계는 보장한다. 그럼에도 아이와 같이 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100만명
내외의 아이들은 상대적 빈곤에 놓여 있다. 물론 추정이다. 이들에겐 다른 질문을
같이 던져야 한다.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을까? 고아원으로 얘기되는 아
동보호가 한때는 아동복지를 대표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이 아동
복지의 진정한 핵심이다. 각각 움직이고 있다. 움직임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도
이 아이들에 대한 총합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분발이 필요하다.
5.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의 아이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아이들도 살고 있다. 몇 명인지 모른다. 물론 불법
체류 가정의 아이들도 있다. 아동복지법의 눈으로는 이 아이들들 볼 수 없다. 내가
그랬다. 우리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적, 인종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
한다. 현실은 멀다. 우리의 제도는 외국인을 대하면 꽤 엄격해진다. 사납다는 느낌
도 받는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 기회다. 기초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
문이다. 이유 없이 차별할 일은 아니다. 상호주의라는 기본 원칙 뒤에 꽁꽁 숨을
일도 아니다. 그 물꼬를 아이들부터 터보면 어떨까? 아이들의 삶의 문제에 조건을
엄격하게 따질 일인가? 국내법 효력이 있다고 하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가. 협약의 눈으로는 이 아이들이 뚜렷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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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시, 유엔아동권리협약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했다.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안쓰럽다. 우리에게 어린이날
도 소중하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일인 11월 20일도 소중하다. 세계아동
의 날이다. 잘 몰라서 안타깝다. 제정된 후 2년 만에 우리도 가입했다. 발 빠르다
는 느낌이다. 무려 23년 전이다. 협약은 우리 사회 아동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엄
청난 지렛대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뿐이다. 늘 유엔아동권리위원
회에서 질타를 당하면서 조금씩 변화해왔다. 물론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았다. 국제
기구가 작성한 한국 권고문은 부끄러움 없이 읽기 어렵다. 과거의 권고를 반복한
다는 얘기가 참 많은 곳에서 반복된다. 다음번 권고문도 걱정된다. 기우이길.
가정해보자. 23년 전에 협약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면
지금 어떤 사회가 되었을까? 협약은 아동보호만 얘기하지 않는다. 아동복지에 머
물지도 않는다. 아동정책까지 간다. 한마디로 아동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만 얘기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얘기한
다. 아동권리를 헌법상의 가치로 얘기하는 나라도 있다. 법으로 만든 나라도 있다.
충돌하면 협약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라도
협약의 정신과 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중심은 법에 담는 것이 아
닐까? 더 이상 반복한다는 권고를 받지 않으려면. 반복한다는 내용에 담겨 있는
아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7. 끝으로

미국 복지부 건물에 새겨진 글이다. 공유한다.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시험은
삶을 시작하는 사람–어린이를,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사람–노인을, 그리고 인생
의 그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다”
이 짧은 토론문에 정상인가라는 물음이 많다. 왜 난 아동 영역에서 비정상의 냄새
를 많이 맡을까? 1년 3개월은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에 짧은가? 아니면 근본적
으로 내가 비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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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외보호 아동의 레토릭과 현실, 그리고 희망
신헤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우리 사회는 가파른 저출산의 언덕을 앞에 두고 있으나 10여년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제자리에서 맴돌며 출발점의 명쾌한 신호를 받지 못하고 10년째 그 자리
에 서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노인이 늘어난 30년 후의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고
령사회를 예측하기엔 이젠 두려움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인 부담과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사회에서 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제자리 걸음이다. 전체 복지
예산에서 아동복지예산의 증가는 가장 빈약하며 보육예산의 증가로 각 지역에서
는 상대적인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전세계 192개 국가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어디에서나 건강하게 자
라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놀 권리 등 어린이가 누려야할 권리를 담고 있어 우리
의 상황을 가늠할 잣대와 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우리사회의 현상들은 유
엔아동권리협약의 제2조 아동의 차별안하기, 제3조 아동을 가장 먼저, 제4조 아동
을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등한시함으로써 가장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의 상황은 어떠한가? 현행법에서는 부모의 빈곤, 가출, 이혼, 학대,
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동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모가 키우면 해가
되는 상황에서 아동들은 친 가정을 떠나 사회적인 보호로 진입하게 된다.
아동이 친가정을 떠나기 전에 충분한 부모상담과 가정지원 등 가정중심의 서비
스가 선행되어야 하나 가족복지서비스체계가 부실한 우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분리를 손쉽게 선택하게 된다. 아동들은 입양, 가정위탁 혹은 아동복지시설로 배
치되어 대안적 보호체계에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보내며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외 보호체계로 들어온 아동들의 대부분은 과거 전쟁고아와 달리 친부
모가 있으며 재결합하여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분리전과
같이 실제로 재결합의 고리를 이어줄 체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전적으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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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아동의 재결합이 결정된다 .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미혼부모자녀로 유추되는 영
아들은 입양이 추진되어 가정으로 보호환경이 바뀌기 않는 한 18세가 될 때까지
거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숙아나 건강상 문제
를 가진 영아라면 이 아기를 맡아줄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이 나타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사의 사연을 가진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돌봄을 받고
학교생활을 통해 학습과 적응을 배워간다.
대안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영구적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입양제도는
과거 해외입양으로 기울어 내나라에서 살기, 정부기관에 의한 입양 등의 아동권리
를 충분히 옹호하지 못하였으며, 2012년에서야 아동권리에 기반한 입양특례법으
로 개정됨에 따라 변화를 추스리고 있다. 입양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주어진 시설
보호, 가정위탁의 경우, 적절한 양육환경이 주어지고 있는지, 건강과 교육이 발달
수준에 맞추어 잘 제공되는지, 학대와 방임환경에서 보호되고 있는지, 참여와 놀
권리가 생활속에서 보장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안적 보호시스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한 아동중심의 보호환경을 갖추었는지는 많은 반성과 변화를 필요로 한
다. 그동안 부모역할을 하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은 1인당 10명이상의 아동
을 돌보아왔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들은 1인당120명이상의 위탁아동 사례
관리를 담당하여 거의 방임수준에 이르러 왔다.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2012년)
유예기간이 지나는 2015년 8월부터는 생활지도원1인당 7명의 아동보호, 주거공간
의 확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시군구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기본적인 돌봄과 사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예산배분과정을 지켜보면 복지예산
의 확충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갈등, 정치권의 갈등 상황에서 지역별 아동복지예
산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 정부는 아동보호를 종결하게 되며, 아동
들은 사회에 나가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18세가 되었으니 혼자 독립해서 자립
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임에 틀림없다. 발달단계상으로 보면 청소년기
아동권리 레토릭과 현실 그리고 성취 × 155

에서 성인초기로의 전환 즉, 의존에서 점차적인 자립으로의 변화과정이므로 실제
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전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처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연령별 지속적인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이러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보호아동들의 자립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였다. 자립지원, 자립지원계획수립, 자립전담기구의 설
치, 자립지원추진협의회 운영,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대한 구체화는 시설아동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까지 확대되어 모든 보호아동들의 자립지원
체계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시설을 퇴소한 656명을 대상으로 퇴소 후 어떻게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적응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보건
복지부,2012) 결과를 종합하면 고졸 후 퇴소자 중에서 29.1%는 미취업상황에서
퇴소했으며, 취업시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파악한 비율도 약 50%에 이르렀다. 또
한 퇴소아동의 26.6%가 월급여 55만원미만으로 응답하여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
으며, 퇴소아동의 약30%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
러므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소 후 사후관리를 통한 안전망 구축이다. 현
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들의 경우 퇴소연수가 오래될수록 연락이 두
절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 이들의 사회적
안착은 고령사회를 책임질 역량을 가진 젊은이들의 확보이다.
국가책임의 가족정책과 아동정책이 체계화되고 지역별로 예산배분과정에서
아동관련 예산이 최우선화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아동보호환경은 아동최우선
의 원칙과 발달, 교육,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퇴소 후의 적응수준의 질을 보장하
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가정 밖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
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사회의 의지가 중요하다. 저
출산의 공포시대를 절감하는 시점에서 늦었지만 곧 실현될 것으로 희망을 점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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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예방체계, 인프라 갖추고 장기적
관점에서 틀 마련해야
주선영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 기자)

1. 들어가며

– 대한민국, 태어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

을 수 있는 나라?

올 한해, 세월호 침몰 참사로 나라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
해 미안하다’는 추모 행렬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속수무책으로 떠나보
내야 했던 건 세월호 사고가 처음은 아니다.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갈비뼈 16대
가 부러져 사망한 ‘울주군 서현이 사건’ 이나 올해 초 일어난 ‘경북 칠곡 계모 사
건’ 모두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사실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난 한 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 중,
학대로 판정된 수는 6796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이중에서 22명의 아동이 학
대로 사망했다. 하루 19건 가량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매달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 한두 명꼴로 세상을 떠난 셈이지만, 이마저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
수됐던 ‘수면 위로 올라온 사례’일 뿐이다. 수사기관으로 신고 됐거나, 병원에서
숨진 아이들, 혹은 아예 ‘그물망’에 걸리지도 않은 사례들을 고려할 때, 훨씬 더 많
은 아이들이 학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
및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더 이상 소소한 가정 문
제가 아닌 범죄로 인식하겠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2개월 남짓,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문제는 해결의
첫 단추를 채운 것일까. 현장의 답은 ‘전혀 아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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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멍 난 ‘비정상적’ 아동보호 예방체계

현장에서는 “더는 못버티겠다”는 반응이다. 학대아동 보호와 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 이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떠나는 이유다. 올해
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50곳의 ‘상담원 이직 및
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42개 기관에서 올해 1월부터 6월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떠난 상담원은 총 184명. 특례법 시행을 앞둔 6개월간,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을 제외한 전국 325명 상담원(2014년 4월 기준) 중 절반
이상이 현장을 떠난 셈이다. 특례법 시행을 전후로 현장을 관둔 상담원들도 상당
하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올 한해 들어 10개월간 직원 절반이 관뒀다”
며 “매일같이 사직서가 올라오는 탓에 주말에는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했다. 몇
몇 대형 법인들의 경우, 법인 차원에서 인원을 더 뽑아 파견하려고 하지만, 그마저
도 “가려는 사람이 없고 사람 뽑는 속도보다 관두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메우기가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떠난 자리는 신규 상담원들이 채워왔다. 자연히 아
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낮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년 8개월. 상담원
의 대부분이 2~3년이 채 되기도 전에 현장을 떠나는 셈이다.
“법 만들면 결국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사람이 없고, 예산이 부
족한데, 법대로 하라고만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한 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 팀
장의 말이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법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았
다. 현장에서 ‘아동학대 특례법’ 도입이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
다’고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사실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은 적은 인력으로 과다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왔다. 소진도 크고 업
무 과부하도 상당했다. 상담원 개인 한명의 어깨에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의 모
든 짐이 지워졌다. 현장 조사에서부터 아동 분리여부 결정, 실제 분리 및 이후 부
모와 아동상담 등 일련이 모든 과정이 민간단체 상담원 개인이 결정해야할 몫이
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전국 325명(중앙 13명 제외, 4월 기준). 전국
244개 시군구를 커버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도 전국 51곳(중앙아보전 포함)
에 불과하다. 고작 325명의 상담원이 933만명 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관리,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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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 그러다보니 상담원 한 명당 한 해에 60건, 많게는 8-90건 가까이 되는
신고건수를 담당해야했다. 쏟아지는 신고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새
로 들어오는 신고 현장 출동하는 것만으로도 처리하기 급급한 상황이었다. 언제라
도 울산 서현이나 칠곡 계모같은 사건이 터질 수 있는, 아동보호 예방체계가 상담
원 개인에 의지해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던 구조다.
이런 면에서, 아동학대 특례법 도입과 시행은 반가운 면이 있었다. 현장 조사에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면서 분리 결정이나 위협 등으로 인한 민간 상
담사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을 앞두
고 현장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인력이나 예산 등 법을 ‘법대로’ 시행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인해 증가한 업무와 신고
사례를 감당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폭증했다.
경찰에서 이전까진 ‘사소한 가정 문제’라고 덮고 넘어가던 사건들도 ‘아동학대’ 신
고로 들어오게 됐다. 신고의무자 의무가 강화되면서, 지역 사회복지사나 학교에서
부터 넘어오는 사건들도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평균 370% 신고건수가 증가했다. 상담원 6명의 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
우 10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고만도 56건이다.
증가한 신고에 더해, 경․검찰 공조로 인한 업무 부담 자체도 늘었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의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동시출동
해야 한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도내 5개 시를 관활하는 경찰서와 파출소는 총 50
곳.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딱 1곳이다. 훨씬 많은 인원에 3교대로 돌아가는 경찰과
8명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시간과 요일을 불문하고 신고가 접수 되는대로
출동해야하는 상황이다. 아동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피해 아동 국선 보조인 선정
신청,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의견 진술, 피해 아동 보호명령 집행, 임시 후견인
임무 수행,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집행, 결과보고서 작성, 학대 행위자 친권 상실
이나 제한 신청, 학대 행위자 긴급 임시조치 신청, 피해 아동 응급조치 등 처리해
야 할 문서 및 서류 절차만도 기존의 4배 이상이다. “더는 못하겠다”며 상담원들
이 떠나가는 이유다.
문제는 내년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18일 발표
된 내년의 아동 학대 예산은 오히려 '하향 평준화'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0개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56개까지 증설하고 한 기관당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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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자체가 일대일로 부담해 3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몇 억원씩 깎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생긴다. 가령, 작년한해 도
내 1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비 26억9000만원을 지원했던 경기도의 경우, 이제
는 각 기관당 1억 5000만원씩 15억원만 지원하면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대
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바낙난 지방정부는 최소 금액인 1억5000
만 원 이상을 지원할 유인이 없어졌다. 그마저도 일반 회계가 아닌 법무부 ‘범죄피
해자기금’이다. 돈을 부어가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해 온 민간 법인의 부
담만 가중된 셈이다.
3. 나오며 - 장기적으로 예방과 가족관리 역량 쏟는 체계
잡아나가야

그 어느 때보다도 ‘아동학대’ 보호 체계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논의가 뜨거웠던
한 해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정치권
에선 대책 마련과 관련된 약속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6~7월경엔 복지부 장관,
기재부 관계자, 국무총리실, 여야 정치인 등 너 나 할 것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도 다녀가면서, 현장에선 '특례법 시행 맞물려 올해는 뭔가 바뀌겠구나'하는
기대감도 컸다. 그러나 지난 9월, ‘아동학대 특례법’은 시행됐지만, 변화는 없었고,
현장의 상황은 악화됐다.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정부 정책 우선순위와 의지의 문
제다. 아동학대와 더불어 2005년 지방이양됐다 내년도 국고 환원되는 사업들의 경
우, 장애인(4085억원), 노인(320억원), 정신요양시설(725억원)이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책정됐다. 노인 예산 절반 남짓 미치는 아동 학대 예산(169억원)은 그마
저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으로 책정돼,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다. 남윤
인순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아동학대 관련 편성한 예산
은 2013년 10억6700만원, 2014년에도 고작 11억6200만원이었다. 2014년도 정부
예산 357조7000억원 중 쥐꼬리만한 예산만이 아동학대 보호와 예방을 위해 쓰이
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책임지라며 떠넘겨졌다. 내년부터는 1:1 매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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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업이 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기존 받던 지원
금보다 많게는 2~3억씩 깎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당하다.
궁극적으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아동보호 예방체계’를 잡아나가야 한다. 국
가가 해야할 역할과 민간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나누고, 가족개입과 상담 등에 초
점을 맞춘 ‘가족 변화’와 예방에 힘을 실어야 한다. 들어오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급급하다보니, 2, 3차 재신고 되는 사례가 상당한 상황이다. 체계를 잡기 위한 첫
단계로, 예산과 인프라 지원은 ‘숨통을 틔우는’ 첫 단추다. 지금까지 학대 아동보
호와 예방은 민간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왔다. 최소한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
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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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

권은주 ‧ 박혜진
권은주 ‧ 이경돈
김기정 ‧ 권대원
김영주
김은경 ‧ 권대원
김정선 ‧ 권대원
남경인 ‧ 김세영
박지민 ‧ 이종원
서혜정 ‧ 송화정
심숙영 ‧ 오정윤
이소은 ‧ 박미라
이소은 ‧ 황선아
조유리 ‧ 송미령 ‧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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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바라밀과 유아인성교육

박 혜진 ․ 권 은주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수료 ․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연구목적

자연과 인간이 연기 구조 속에서 한 생명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 인간중심의
윤리에서 생태중심, 생명 중시의 윤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대승적 인간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대승적 인간은 곧 연기적 인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승적 인간, 즉 대승보살의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습득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대승적 인간(보살)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한 여섯 가지 수행인 육바라밀인 보시· 지계· 정진·인욕·선정·지혜를
교과부에서 제시한 KEDI에 인성검사(2014)와 교육부에서 제시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 계획안에서 제시한 인성의 7대 핵심 덕목(2013)을 배대하여 유아
인성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불교경전 중 「잡아함1-299 연기법경」,
「잡아함1-12 인연경」, 「잡아함1-11 인연경 1」현 인성교육의 지침을 볼 수
있는 교육부의「KEDI. 인성검사 실시요강」(2014)「 인성 교육 강화
기본계획안」(교육부, 2013) 이외에 「인성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심리진단검사요강」(한국인성교육개발원, 2013) 선행논문 중 ‘공존지향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박현진, 2013) ‘다도를 통한 유아인성교육 개발에
관한 연구’(朴商英,2013). ‘달라이 라마 행복론이 유아 인성에 주는 제언’(권대원,
이영림, 2013) ‘생태학적 체계에 근거한 청소년의 인성 프로그램 개발’( 김치곤.
채영란 2011) 과 ‘유아 인성 교육을 위한 유아다례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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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서은주, 2008) 선행논문를 토대로 유아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니 인성교육 내용이 이렇게
분류되었다.‘기본생활습관 기르기’는 청결과 질서, 나와 남을 존중함, 이는
육바라밀의 ‘선정’에 해당되며 ‘자아존중교육’으로 연계하였다. ‘스스로 격려하며
인내하기’는 세상사에 인내하며 정직과 용서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육바라밀의 ‘인욕’과 ‘정진’이며 ‘자기조절 인내 교육’으로 연계하였다.‘모범
보이기’는 긍정적 모델로 사회의 책임을 갖고 믿을 수 있게 하며 육바라밀의
‘지계’의 행으로 볼 수 있으며 책임감 교육으로 연계하였다.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자연을 경험’하는 것에서 지혜가 생기므로 이는 육바라밀의 ‘지혜’이자
‘자연탐구 지혜교육’으로 연계하였다.‘도덕적 성향 기르기’는 타인, 가족, 사회에
감사, 배려하는 마음으로 육바라밀에 ‘보시’에 해당되며 이는 ‘감사배려 교육’으로
연계하였다. 이를 표를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표 1>을 기반으로 다시 육바라밀(연기론)을 기반으로 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우선 크게 세 가지 주제인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인성, 더불어 함께하는
인성, 세계시민-생명 중시로의 인성으로 분류한다. 이를 다시 육바라밀로 나누어
교육부가 인성 덕목으로 제시한 하위요인(2013)과 교육부 KEDI 인성검사
구성내용(2014)을 연기론 적 인성의 실천행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여섯 가지
바라밀들과 배대하여 설명해보면, <표 2> 프로그램의 회기별 개요와 같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총 21회기로 구성되어있다.
결론
프로그램의 회기별 개요를 살펴보면 , 육바라밀(연기론)을 기반으로 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내용은 우선 크게 세 가지 주제인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인성, 더불어 함께하는 인성, 세계시민-생명 중시로의 인성으로 분류한다.
이를 다시 나누어 교육부가 인성 덕목으로 제시한 하위요인(2013)과 교육부
KEDI 인성검사 구성내용(2014)을 연기론 적 인성의 실천행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여섯 가지 바라밀들과 배대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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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기로 구성되어있다. 아쉬운 점은 모형을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향후 1-2개월 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증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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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지능의 관점으로
3-4세 누리과정 프로그램 분석

권은주 ․ 이경돈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연구목적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즐기며, 관계속에서 사회적 자기를 정의한다. 하워
드가드너는 이러한 자질을 ‘대인관계 지능’이라 명명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효과
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지능의
관점으로 3-4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인관
계지능을 함양할 수 있는 준거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누리과정의 내용을 파악
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사회성 발달 증진을 위한 교수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3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4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3,4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주간보육
계획안의 6개 영역, 대소집단 실외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활동 수
는 3세 누리과정 1089개, 4세 누리과정 1132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 5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각 세부항
목을 국내 교육현장을 적용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대인관계 환
경 조성, 협동학습, 갈등관리, 봉사, 차이점 평가, 다양한 관점 계발, 지역사회 관
심, 다문화교육의 8개의 준거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3세 누리과정은 14개의 대주제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계획안에서는 6개의 영역
과 대소집단 활동, 실외활동으로 나뉘어 계획되어 있었다. 각 영역의 활동의 수는
총 1089개였다. 4세 누리과정은 15개의 대주제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계획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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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개의 영역과 대소집단 활동, 실외활동으로 나뉘어 계획되어 있었다. 각 영역
의 활동의 수는 총 1132개였으며, 연령과 범주에 따른 카이검증결과 
=15.69(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긍정적 협동
연령 대인관 학습
계
세
세

<표> 8가지 준거에 따른 백분율
갈등 봉사 차이점 다양한 지역 다문화 계
관리
평가 관점 사회

8

40

4

6

10

84

31

-

183

4.4%

21.9%

2.2%

3.3%

5.5%

46%

17%

-

100%

10

42

4

7

10

76

28

15

192

5.2%

21.9%

2.1%

3.6%

5.2%

39.6%

14.6%

7.8%

100%



3

15.69*

4

* p<.05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에 따른 활동의 균
형성이다. 협동학습은 ‘어린이집과 친구’, 지역사회 관심은 ‘우리동네’의 주제에서
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각 주제의 활동의 균형을 맞추기를 제언한다. 둘째, 대인관계 지능의 교수방법의
균형성이다. 갈등관리, 봉사, 차이점 평가, 다문화 교육 등의 요소를 경험할 수 있
는 활동이 보완될 것을 제언한다. 특히 다문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문화
적 다양성을 인정하여 편견을 감소시키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을 제언한다.

key word : 다중지능, 대인관계지능,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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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아동의 시력교정을 통한 행동변화 연구

김기정 ․ 권대원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대학원생,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연구목적

정신지체장애아동의 보기 활동에 안경착용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
러한 영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1) 정신지체장애아동 시설을 대상으로 초기 관찰을 실시한다.
2) 초기 관찰기록지를 이용한 대상자 특성을 파악한다.
3) 대상 시설별로 시력검사를 시행한다.
4) 시력이상 증상을 근시, 원시, 난시, 약시 등 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5) 선정대상이 되는 20명을 도수가 있는 안경을 착용한 통제집단과 시력에
이상은 있으나 도수가 없는 안경을 착용한 실험집단으로 나눈다.
7) 안경을 착용 후 2개월 동안 삼일 간격으로 조사대상 집단을 순환 방문하
여 관찰 가능한 범위를 10명으로 한정하고 행동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특별한 시력교정 효과가 없는 경우 정신지체장애아동들에게 보안효과로서
안경사용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을 교정해주는 안경은 분명
히 잘 보이는 효과가 있을 때 안경을 계속 착용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관
찰되었다.
가장 큰 성과는 정상인들의 경우에 안경은 잘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나 패션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정신지체장애아동들에게 이
런 효과보다는 확실히 잘 보이게 해주는 자극이 필요하므로 시력교정 안경
이 정신지체장애아동들에게 충분한 자극 효과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표 수정
<그림 > 사례H의 영역별 비교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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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
안경사용전

안경사용후

대인식별

14
12

12

12
10
10
8

8

8
6
6

5

5

5

4

5

4
4
2

3

3

관찰1

관찰2

0
관찰3

관찰4

관찰5

결론

1. 정신지체장애아동은 시력이상이 많다.
2. 정신지체장애아동은 표현력 부족 때문에 시력교정 기회가 많지 않다.
3. 도수 있는 안경을 착용한 집단이 도수 없는 안경을 착용한 집단보다 보려
는 욕구가 강하다.
4. 안경을 사용한 시력교정은 정신지체장애아동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
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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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경제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 개발
-전래동화에 나타난 경제개념 내용분석을 통하여-

김영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경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전래동화에
나타난 경제 개념을 내용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북한 전래동화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성(등장인물, 주인공의 성별,
연령, 사회계층, 부모관계, 형제관계, 생활형태, 재산소유형태)은 어떠하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북한 전래동화에 나타난 경제개념의 관련 어휘 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의 분석 대상은 남한 전래동화 137편, 북한 전래동화 137편 총 274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도구로 내용분석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경제개념에 관한
내용분석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유아 경제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선행연구(권희정,
2009; 김덕순, 2005; 김미현, 1997; 김숙자․이혜승, 2009; 김정숙, 2005; 박미자,
2008; 이숙재․이봉선, 2004; 윤선영, 2007; Day, 1997)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연
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전래동화와 북한 전래동화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래동화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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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래동화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남․북한의 전래동화에 나타난
경제 개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희소성의 하위 영역인 자원과
경제적 욕구 중 경제적 욕구에서만 남북한 전래동화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기회비용은 상충과 한계효용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두 하위영역 모
두에서 남북한 전래동화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생산성의 하위영역
은 생산, 재화와 용역, 직업과 일, 투자인데 이중 생산에서만 남북한 전래동화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비와 소비자와 관련된 하위영역에서는 남․북한 전래
동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환과 화폐의 하위영역에서는 화폐에
서 남한 전래동화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환
관련 어휘에서도 남북한 전래동화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시장 체제 관련 어
휘로는 남한의 전래동화에서 가격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남북한 전래동화에 나타난 경제개념을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아동
을 위한 경제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이 개인적 차
원에서는 경제적 개념의 이해와 사고능력, 판단 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럼으로써 아동이 경제적인 주체로서 살아가는 밑바탕을 형성할 수 있으며. 아동
권리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Key Word: 남북한 전래동화, 경제개념, 경제교육,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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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誦書)가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은경 ․ 권대원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연구목적

전통사회에서 보편적 글 읽기 방법이었던 ‘송서’를 통해 유아들에게 전통문화를
경험해보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책을 읽는 것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만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실험처치-사후검사의 실험설계를 적용
하였다. 검사도구로는 언어발달검사의 경우 장영애(1981)가 제작한 것을, 쓰기능
력은 김영애(1998)가 사용한 검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에 대한 자료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송서’가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표 1> 유아 언어발달에 대한 집단 간 전체 차이검증
구분
실험집단(n=20)
통제집단(n=20)

*p<.05

사전 검사 사후 검사
M SD M SD 증가분 t p
5.10 1.20 8.95 .10 3.85 -17.42 .00
4.50 1.57 4.60 1.60 .10 -7.0 .49

2. ‘송서’가 유아의 언어표현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

<표 2> 언어표현력에 대한 집단 간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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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집단(n=20)
통제집단(n=20)

*p<.05

사전 검사
M SD
.70 .73
.60 .82

사후 검사 증가분 t p
M SD
1.70 .47 1.00 -6.16 .00
.65 .81 .05 -1.00 .33

3. ‘송서’가 유아의 쓰기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
<표 3> 쓰기 능력에 대한 집단 간 차이검증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증가분 t p
M SD M SD
구분
실험집단(n=20)
4.40 1.04 7.25 .79 2.85 17.10 .00
통제집단(n=20)
3.90 1.33 3.95 1.47 .05 .37 .72
*p<.05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송서’는 유아의 언어표현능력과 쓰기 능력 모두에 유의한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이 ‘송서’로 활용된다면 유아들
에게 책을 읽는 것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킴과 동시에 유아기부터 책을 읽는 습관
을 길러 줄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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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유아교육과정중심의 유아명상이 자기통제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김정선 ․ 권대원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 재학 중,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연구목적

불교유아교육중심의 명상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자아인식과 수용을 통해 자아개
념을 형성하고 자연과 사람과 사물과의 진정한 관계를 체험하여 올바른 정서 조
절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만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실험처치-사후검사의 실험설계를 적용
하였다. 검사도구로는 자기통제력 검사의 경우 최지현(2000)이 전안한 자기통제력
평정표를, 자기 효능감 검사는 전인옥(1996)이 사용한 검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에 대한 자료 분석은 SPSS WINDOW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1. ‘불교유아교육과정의 명상활동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표1> 실험집단의 자기통제력의 전체 사전 사후 차이 검정

2. 불교유아교육과정중심의 유아명상활동이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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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집단에 따른 사전/사후, 교정된 자기효능감 효과에 대한 기술통계

*p<.05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불교유아교육과정 중심의 명상활동’이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자기 효
능감 향상 모두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러지역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을 표집 연구되어진다면 일반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유아
교육과정중심의 명상활동을 하는 동안 유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자연
스럽게 조절하며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조절하며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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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에 대한
이용자와 연계기관 종사자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

남경인 ․ 김세영
(동대문 아이존 소장 ․ 신경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아동전공 조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인 ‘아이존’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
악하고, 향후 아이존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
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아이존의 이용자와 연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이존
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연구문제 1. 아이존 이용현황 및 이용자와 연계기관 종사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이존에 대한 이용자와 연계기관 종사자의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동대문 아이존에 등록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전체 아동의 보호자 31명과, 동대
문 아이존과 연계된 모든 기관의 종사자 37명에게 동의과정을 거쳐 2014년 8월 1
일에서 8월 30일까지 질문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아이존의 이용실태 및
이용자와 관련기관 종사자의 요구도와 관련된 내용의 Likert 척도와 Check List,
그리고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개방형 질문지 내용의 경우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이존의 이용자와 연계기관 종사자의 이용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이용자
의 경우 ADHD로 인한 의뢰와 개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
178 Ø 한국아동권리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특히 개인치료 및 양육상담
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이존 연계기관 종사자가 인식하는 아이존의
시설유형은 정서-행동문제아동 집중치료기관으로 설립유형 및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업무연계에 있어 원활한 흐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존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홍보 등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수준
으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향후 아이존이 개발 및 실시하기
를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이존 이용자의 경우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개별
적인 면담 및 미술, 놀이, 모래상자 등의 매체를 이용한 심리․역동적 개입을 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존 연계기관 종사자의 경우 개별치료에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아이존은 정서-행동문제아동 집중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용자와 연계기관 종사자들은 아이존에 가족관계 향상
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매체를 이용한 심리․역동적 접근의 개별치료
제공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용대상 범위의
확대, 보다 적극적인 홍보,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활성화, 연계절차의 간소화, 시
설 수 확충 등의 사항이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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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Social Media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아동보호)

박지민․ 이종원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조교수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창업학부 부교수)
연구목적

The 2014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is being held in Busan from
October 20. Child Online Protection is one of its agenda. It is common
among the school students to create a page on asocial networking site in
order to make fun of their teachers or classmates. As social media including
Facebook, Twitter, and Kakaotalk becomes the place where children spend
so much of their times, the question raises whether it is just parents’ job to
teach their children about staying safe in the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legal aspects of the social media and children. Protecting
children from the cyber predators is one of the key concerns.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offenses committed to the children in the cyberspace. It
embarks upon various legal aspects related to the children and the use of
social media.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approaches in other countries
and propose the solutions.
연구방법

The layout of the paper is as follows. First, we collect the relevant data to
understand the prevalence and seriousness of the children-related problems in the social
media sites. Second, we investigate the relevant laws in other countries to find a way
to protect the children online. Third, we review the approaches in Korea to protect
children online.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ies on the relevant laws in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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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legal solutions that would protect children from the bad websites.
This paper focuses on examining relevant laws and cases in other cases. We used the
data from domestic and foreign papers and government agencies.
연구결과

There is wide gap existing between the Korean laws and the social
networking. We do not even have the relevant laws in place. The legislature
should go a long way to draft a legislation to tackle the problems of social
networking.
결론

Not just parents, but also the companies who operate the websites and the
government have moral and soci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risks of
predation are properly assessed and acted upon.
: Child protection online, Social media, Social networking,
cyberbullying, Child Online Protection, COP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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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행복반교사의 반응적 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서혜정․송화정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공립삼화휴먼시아어린이집 교사)
연구목적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 ‘영유아의 발달 정도’에 따른 교사의 개입은 유아교육
에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이다. 특히, ‘영아의 흥
미와 관심’은 영아의 학습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연령이 어릴수록 영아의 흥미
와 관심에 대한 표현은 ‘재미없는데…’ 라는 언어적인 표현보다 ‘다른 곳을 쳐다보
기’, ‘돌아다니기’, ‘친구랑 딴 짓하기’ 등으로 표현하므로 영아교사는 영아의 몸짓
으로 영아의 의사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나 영아교사가 영아의 흥미와
관심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사전에 계획
한 수업계획안, 수업자료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교사가 계획한 주간교육계획안 대로 수업을 진행하던 ‘가르치기’에서
영아의 ’흥미와 발달‘을 반영한 반응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만 2세 영아반 담임교
사의 실천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찾아가고자 한다. 반응적 교육이란 영아의 학
습을 관찰하여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지원적인 환경과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계획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인 교사의 실천을 통해 영아의 ’흥미와 발달‘을
반영하는 교사의 실천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의 실천이 교사와 영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행복반 교사의 반응적 교육 실천은 어떠한가?
2. 행복반 교사의 반응적 교육 실천에 대한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는 J도에 있는 어린이집 만 2세 행복반 S 교사이다. 행복반은 한 교
실에 영아 13명을 교사 2인이 공동운영하는 반체제를 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
여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의 연구방법으로 2014년 4월 30일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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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5일까지 수업에 대한 일화기록, 보육일지, 사진,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였
다. 수집한 자료는 귀납적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위해 자
료 통합을 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자 간의 해석을 검증하는 과정을 가졌
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반응적 교육 운영으로 행복반 교사는 영아의 놀이를 대하는 태도
가 달라졌으며, 영아들은 교사의 변화로 능력 있는 영아로서 행복반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첫째, 행복반 교사는 영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는 계획한 활동을
버리고 영아의 관심을 따라갔으며, 일률적인 수업 계획을 멈추고 영아 발달 개
인차를 반영하는 수업을 하였다. 또한, 관찰에 근거하여 수업을 지원하고, 교실
의 문제 행동을 영아의 욕구 표현으로 읽으며 지원하였다.
둘째, 반응적 교육 경험의 의미로 교사는 영아의 흥미 ‘지원’과 ‘제한’ 사이에
서 신중한 개입을 하고, ‘지식 전달자’에서 ‘영아의 흥미 조력자’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행복반 교사는 같은 나이이나 다른 발달 차이를 보이는 교
사의 기대보다 능력 많은 영아를 만나게 되었다. 또한 영아들은 교사의 반응적
교육 실천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놀이로 연결하며 놀이하고, 놀이는 점차 가
지치기하듯 확장되어 갔으며, 독립적으로 놀이를 즐기는 아이디어 많은 영아가
되었다.
본 연구는 교사의 임의적인 수업 계획에 따른 수업하기를 멈추고, 영아의 흥
미와 발달 개인차를 적극 반영하는 반영적 교육에 대한 실천과 그 실천의 의미
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실천은 영아의 흥미와 영아 간의 발달 차
이를 반영함으로써 영아의 학습 권리를 존중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가르치
기’란 피교육자의 발달과 흥미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연령이 어릴수록
간과하기 쉬운 영아의 목소리를 통해 영아의 관심과 발달을 지원하는 수업 의미
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반응적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의 의미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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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실시된 만 2세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정서지능 및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효과1)

심숙영․오정윤
(숙명여자대학교 영유아교육전공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영유아교육전공 초빙교수)
연구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서적 기능을 발휘하며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서를 자주 경험하면서 사회라는 집단속에서 일생을 살아간다. 정서적 기
능은 인간이 생존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인간행동을 안내하거
나 동기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는 역
할을 한다(Mayer, Roberts, & Barsade, 2008). 인간의 정서적 기능의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최근에는 어린 유아시기부터 발달하는 영유아기의 정서지능에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매우 어린시기부터 발달하고
영유아시기에 정서지능에 대한 학습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Saarni, 1999)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에 초점을 두고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정서의 인식, 정서의 표현, 정서의 이해, 정서의 조절에 중점을 두어서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정서발달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사회정서행
동, 즉 사회적 유능성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정서지능과 사회정서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여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서 발달권과 관
련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하는 데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Mayer와 Salovey의 정서지능 모형에 기초로 만 2세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에
통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만 2세 영유아 58명이 연구대상(실험집단 28명,
비교집단 30명)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를 SPSS 18.0을 사용하여
1)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4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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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첫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영유아 동질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애착안정성을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정서지
능과 사회정서행동 사전·사후 차이검증은 사전조사점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실험집단 영유아가 비교집단의 영유아보다 정서지능 전체 점수
와 정서조절, 정서의 이용, 타인의 정서 인식 및 배려,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의미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 영유아가 비교집단 영유아에 비해 사
회정서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실험집단의 영유아가 사회적 유능성
에서 유의미한 증진을 보인 반면 문제행동에서는 감소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서지
능 향상 프로그램이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정서행동의 사회적 유능성
을 향상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아동권리 레토릭과 현실 그리고 성취 × 185

식물기르기 활동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소은․박미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
연구목적

기존 유아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유아교육 방향에 대한 요구와 기대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아는 자연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며 이는 성인기로까지 지속되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아
교육에 있어 자연 안에서의 경험과 자연을 통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
다. 본 연구는 유아들이 자연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을 갖고 교실 내에서 식물 기
르기 영역을 꾸미고, 씨앗을 심고, 관찰, 탐구하며, 식물 성장 과정을 직접 경험하
는 체험활동을 통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자연 친화적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만 3세 유아 26명이다. 연구도구로
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eBuffe와 Naglieri(1999)의 만 2~5
세 유아용 resilience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이완정(2002)의 척도를 사용하
였다.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Musser와 Diamond(1999)가
제작한 CATES-PV를 허윤정(2001)이 번안, 수정하고 소경희(2007)가 일부 보완
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
증과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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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첫째, 유아의 식물 기르기 활동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심리적 건강성의 하위변인인 애착, 주도성, 자기
통제, 행동문제에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행동문제는 애착, 주도
성, 자기통제가 높은 유아는 행동문제가 유의하게 낮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유
아의 식물 기르기 활동이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
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자연친화적 태도의 하위변인인 동, 식물에 대한 관심과
애호, 생명에 대한 존중,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증진, 자연보호 증진에 유의하게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식물 기르기 활동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심리
적 건강성과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결 론

본 연구는 식물 기르기 활동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중 애착, 주도성, 자
기통제, 행동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친화적 태도의 식물에 대
한 관심과 애호,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 자연보호 등
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의 설문
지 등의 양적인 문서가 아닌 식물 기르기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유아의 심리
적 건강성과 자연 친화적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검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실내공간에서도 생태교육이나 자연친화 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자연 친화적 태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자연 친화적 태도에 대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Key Word:

식물기르기, 심리적 건강성, 자연친화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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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소은 ․ 황선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
연구목적

21세기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확대 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누리과정,
양육수당제도 등을 시행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
고 있으나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관의 구조적 변인에 따른 직무환경, 직무만족도, 이직의도이의 차이, 그리고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직무환경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직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56명이었으며, 측
정도구로는 박경화(2010), 박미순(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수
정·보완하여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a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 사후분석으로 Duncan 검증,
Pearson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관의 구조적 변인에 따른 보육교사의 직무환경에서 근무기관의 유형, 임
금, 직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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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근무기관의 유형, 담당영유아수, 임금, 담당영유아 연령, 직급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차이에서는 담당영유아
연령, 이직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
환경과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에서 직무환경은 학부모와의 관계, 자기자신, 보수,
사회적 인식, 교수법, 원장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후
생복지는 학부모와의 관계, 자기자신, 보수, 사회적 인식, 교수법, 동료관계, 원장
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직무환경과 이직의도의 상관
관계에서 직무환경은 이직의도, 후생복지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의 상관관계에서 자기자신, 보수, 사회적 인식, 교수법, 원
장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직무환경이 보육교사
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부모와
의 관계, 교수법,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직무환경과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자신, 원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환경이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선택된 두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직무환경, 후생
복지 순이었다. 다섯째, 직무환경, 직무만족도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선택된 네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적 인식, 후
생복지, 학부모와의 관계, 원장과의 관계 순이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료들은 보육교사의 직무환경 개선
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환경을 개
선하고 직무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향상시켜 기관에 근무하는 평균기간을 늘려
감으로써 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담보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Key Word: 직무환경,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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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이용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및 문제행동 차이 분석

조유리 ․ 정선영 ․ 송미령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사원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사원)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아동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부터 실시되어온 국정핵심과제로서 사례관리
를 통해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다양한 발달영역에 대한 개입
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성인으로
나아가는 문턱에 자라잡은 아동기에서 중요한 발달영역인 사회성 및 문제행동이
드림스타트 참여유무 또는 드림스타트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봄으로써 드림스타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2년에 실시한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중 학
령기 아동의 부모가 응답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1년 이전에
개소한 130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 아동(6개월
이상 드림스타트 서비스 참여)의 부모 3,419명, 2012년에 개소한 35개 드림스타트
에서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받지 않은 예비 드림스타트 대상자인 초등학생 의 부
모 503명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드림스타트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아동 중, 드
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한 아동과 드림스타트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의 사회기술평정
의 사회기술요인(협동, 자기주장, 책임감, 자기통제)과 문제행동(외현화 행동, 내현
화 행동, 과다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참여한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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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서비스 기간이 가지
는 특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이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것은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 및 문제행
동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빈
곤이라는 동일한 조건아래에서도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에 보호요
인으로 작용하여 작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학령기 시기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서비스 기간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유일한 아동 사례관리 사업인 드림스타트
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지역 확대 및 안정적인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데, 빈곤한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국가주도의
아동사업인 드림스타트가 전 지역의 아동들에 대한 중앙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체계적
인 효과성 검증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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