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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저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중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

과정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대 비서관실별 집필
T/F팀과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
현직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비서관, 전‧현직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절과 정책에 관여
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의 소중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기록은 ‘사적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중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 곡해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줄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혁, 정책추진, 정부 혁신, 청와대
개혁 등 4개의 대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대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혁 분야 7개 과제, 정책
추진 관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혁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대 개혁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대 각 비서관과 담당 행정관,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집필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은 물론 국정과제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이 해당 과제를 직접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현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전‧현직 공직자,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 과제를 PDF 파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및 정책기획위원회 홈
페이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및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
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금 이 순간, 정책과정 중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관적
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참여정부 정책
보고서』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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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아동정책의 새로운 출발
제1장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대비
우리 사회의 아동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이혼 등으
로 인한 가족해체가 심화됨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줄지 않고 있
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양극화 현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경향 등으로 인한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아동을 둘러싼 주변 양육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아동 하나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국
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들에게 건강
하고 생산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기반사
회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아동기의 집중적인 인적투자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에게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이러한 방향은 전체아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취약위기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질의 인적자본 형성과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1. 아동인구수의 감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 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은
1970년의 4.53명에서 급감하여 2006년에는 1.13명으로 4배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출산율의 변화는 인구의 연령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총 인구 중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표 1-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0년 이전에 전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아동인구비가
2005년에는 전 인구의 25.6%에 불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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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아동인구수와 총인구 대비 비율
(단위 : 명(%))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0-4세

4,316,143
(13.7)

4,227,360
(12.2)

3,794,692
(10.1)

3,702,555
(9.2)

3,279,790
(7.6)

3,427,409
(7.7)

3,130,258
(6.8)

2,382,350
(5.0)

5-9세

4,531,942
(14.4)

4,453,698
(12.8)

4,420,946
(11.8)

3,916,350
(9.7)

3,862,508
(8.9)

3,096,115
(7.0)

3,444,056
(7.5)

3,168,887
(6.7)

10-14세

4,393,348
(14.0)

4,527,330
(12.8)

4,440,137
(11.9)

4,475,985
(11.1)

3,991,917
(9.2)

3,711,980
(8.3)

3,064,442
(6.7)

3,434,891
(7.3)

15-19세

3,088,134
(9.8)

4,146,912
(12.0)

4,239,729
(11.3)

4,316,264
(10.7)

4,448,996
(10.3)

3,863,419
(8.7)

3,691,584
(8.0)

3,100,523
(6.6)

0-19세
소계

16,329,567
(52.0)

17,355,300
(50.1)

16,895,504
(45.2)

16,411,154
(40.6)

15,583,211
(35.9)

14,098,923
(31.7)

13,330,340
(29.0)

12,086,651
(25.6)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 년도

2. 이혼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로 가족해체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한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 비율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이혼율
(인구 천명당 이혼율)은 1970년의 0.4에서 2005년에는 2.6로 무려 5배 이상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1-2> 인구 천명당 조이혼율
(단위 : %)

년도
조이혼율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0.4

0.5

0.6

1.0

1.1

1.5

2.5

2.6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각 년도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은 2000년에 71.5%로 나타났으며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거의 일정하게 65~7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표 1-3 참고), 매년 부
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의 수가 10~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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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이혼 시 미성년 자녀유무
단위 : 건수 (%)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성년자녀 있음

이혼건수
총계

미성년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소계

118,132
(100.0)
132,586
(100.0)
143,246
(100.0)
163,724
(100.0)
137,897
(100.0)
127,001
(100.0)

33,684
(28.5)
37,660
(28.4)
41,895
(29.2)
49,441
(30.2)
46,612
(33.7)
45,635
(35.9)

38,117
(32.3)
42,193
(31.8)
43,650
(30.5)
47,835
(29.2)
39,134
(28.4)
35,033
(27.6)

41,079
(34.8)
46,694
(35.2)
50,826
(35.5)
58,349
(35.6)
45,577
(33.1)
40,296
(31.7)

5,252
(4.5)
6,039
(4.6)
6,875
(4.8)
8,099
(5.0)
6,574
(4.8)
6,037
(4.8)

84,448
(71.5)
94,926
(71.6)
101,351
(70.8)
114,283
(69.8)
91,285
(66.3)
81,366
(64.1)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각 년도

3. 빈곤, 학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위기의 심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한 아동의 절대빈곤율은 1996년에
3.63%이던 것이 2000년에는 7.68%, 2004년에는 8.79%로 나타나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를 아동수로 환산하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 빈곤아동수는 약 1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2006).
또한 2001년부터 아동 만 명당 아동학대보호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1년에
1.81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4.18로 최근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1-4). 우
리나라의 경우처럼 신고율이 낮은 상태에서 여기에 제시된 아동학대보호율은 아동
학대 발생 위험의 가장 최저치 추정값이라고 볼 수 있다(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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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아동학대보호율
(단위 : 건, %)

년도

아동학대 판정사례

2001
2002
2003
2004

2,105
2,478
2,921
3,891

아동 만명당
아동학대보호율
1.81
2.13
2.55
3.46

2005

4,633

4.18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6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의 주요아동지표, 2006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빈곤, 가족해체, 학대 등 가족적 위기상황과
학업중단, 음주흡연, 가출, 범죄 등 개인적 위기상황을 경험하는 위기아동의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동인구 수의 절대수인 감소에도 불구하
고 위기아동은 중위기와 고위기를 합쳐서 약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정익중,
2006).
<표 1-5> 위기 아동수 및 전체아동 대비 비율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고위기 아동

46만 2천명
(3.7)

42만 4천명
(3.4)

44만 5천명
(3.7)

중위기 아동

141만 9천명
(11.3)

138만 6천명
(11.2)

138만 1천명
(11.4)

위기 아동
(고위기 + 중위기)

188만 1천명
(15.0)

181만명
(14.6)

182만 6천명
(15.1)

전체 아동

12,584,125(추정)
(100.0)

12,335,388(추정)
(100.0)

12,086,651
(100.0)

출처 : 정익중,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전문인력 개발의 과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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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아동정책 수요의 대두
그동안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노력과는 대조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
으로 장애인, 노인 등 타 정책분야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아동정책 역시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 가정 아동, 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중심이었다.
〔그림 1-1〕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현황

국외입양(2,101명)
22%

시설보호(2,741명)
29%

국내입양(1,461명)
16%
가정위탁(3,117명)
33%

국외입양(2,101명)
가정위탁(3,117명)

국내입양(1,461명)
시설보호(2,741명)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기존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이외에도 아동 안전 사망사고의 감소와
학대․실종 아동의 보호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정책수요가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아
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여건을 마련하여 저출산 시대 인구의 질적 성장을 적극
도모해 나갈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와 사회, 가정 모두가 아동의
인격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아동권리 보호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한 단계 높여 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대
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사항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등 모니터
링 활동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완전한 주체로서 인
정되어야 함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 또한 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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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전에도 2002년 국무총리 주도로 「어린이 보호․육성종합대책」수립․
시행하는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사후대책
에 그치고 아동의 실질적 기본생활보장에는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거시적 정책비전
없이 부처별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주거나 일부 차상위계층까
지만 포괄하고 있어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 대한 보편적 대응으로서
의 정책수단을 강구해 보지 못했던 것이다. 위기개입 위주의 아동정책은 위기의 범
주에 들지 않는 일반아동 전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
과적으로 미래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학계, 아동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전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아동정책”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상황이었다.
한편, 아동인구 감소추세와 함께 인구의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아
동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소와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프로그
램 마련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피학대․방임아동 및 실종 등 아동권리의 사
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었다.
정부의 아동정책에 있어서 빈곤의 대물림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미흡하여 희망경로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추진
되고 있는 아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조정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상황이었다.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
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무총리 소속의 동 위원회에서 아동권리의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 부처간
협조 및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토록 하여 정부의 아동정책
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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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새로운 희망 : 사회투자로서의 아동정책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아동정책의 목표 및 비전제시와 체계적 시책개발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 2002년 제80회 어린이날을 계기로 ｢어린이보호ㆍ육성종합 계획｣ (5대
분야 32개 과제)을 수립하였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도 2003년 6월 ｢어린이안전종합
대책｣ 등을 추가하여 아동관련 3대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 이후 급증한 절대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삶
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의료급여 제도를 확충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음에도 다른 복지 분야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체계적 아동정책 추진의 중심축으로서 2004년 7월부터 국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고, 위원은 보건복지
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아동단체장ㆍ학계전문가 12명 등
총25명으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 산하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ㆍ청소년분
과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아울러 아동관련 3대 종합대책(“어린이보호ㆍ육성종합 계획”,
“어린이안전종합계획”과 “빈곤아동ㆍ청소년종합대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하고 있다.
특히, “빈곤아동ㆍ청소년종합대책”은 빈부격차 심화,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가
증가되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빈곤세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04년 7월 ｢빈곤아동ㆍ청
소년종합대책｣ (6대 분야 46개 과제)을 마련한 것은 빈곤아동정책과 관련한 종합대
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
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어서 우리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은 선진
국의 1/7~1/10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노 대통령은 2006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하신 “사회투자를 통해 지속가능
한 성장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참여정부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도입 등 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
투자를 단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소극적이고 사후관리적인 “기본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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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사회투자성격”으로 아동정책의 전반적 패러다
임을 전환해 나가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또한 전달체계를 확충하여, 2005년 보건복지부내 아동안전권리팀을 신설함으로
써 아동의 안전 및 권리에 대한 정책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아동보호전
문기관 확충(2006년 : 43개소)을 통한 피학대아동 보호기능의 강화와 아울러 지역아
동센터의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아동안전정책 등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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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참여정부 아동정책의 주요성과
제3장 보편적 서비스의 제도화 : 모든 아동에게 권리를
1.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 아동 안전대책의 성과
국민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지
만,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안전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어린이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결정짓
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2006년 합계출산율은 1.13으로 어린이를 안전하게 키워내
는 일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책무가 되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사망 및 중상의 비율이 높고 인격발달과 정
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사고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막기 위한 사
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문제는 단지 피할 수 없는 일
로 간주되거나, 부모들이 알아서 예방하여야 할 일로 여겨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급기야 OECD회원국 중 어린
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어린이 안전관련
정책은 소관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개발
이 부족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2003년 5월 5일)하고 향후
5년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구축을 지시하였다. 2003년 6월부터 ｢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향후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
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 1/2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 2001년 1,269명 → 2007년 635명) OECD 회원국 최하위에서 중
위권 수준으로 높이는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내에 ‘어린이안전점검단’을 발족(2003년 6월 10)하였다. 권양숙 여사
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 어린이안전점검 자문위원단과 함께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단속,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 등 정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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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참여정부의 안전 대책

참여정부 아동안전대책

• 2003년 5월 5일 제81회
• “어린이안전원년” 선포
• 청와대어린이안전점검단 구성
• 국가정책과제에 있어서
가장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은 아동안전의 보장

• 재임기간 동안 어린이안전사고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OECD국가들의 중위권
수준으로 사고 발생율을 저감

한국의
아동안전
정책

13

[그림 3-2] OECD 국가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1996년~2000년)

14.8

OECD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998년~2000년)

10.2
8.1

한국('00) 한국('05) 미국

7.3

호주

6.5

프랑스

5.8

5.0

일본

독일

4.1

3.8

3.8

이태리

영국

스웨덴

※ 1.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1998년~2000년) : 미국 10.2, 일본 5.8, 영국 3.8명

2. 각국 통계는 WHOSIS(WHO Statiscal Information System)에서 추출
3. 한국 아동안전사고사망률 2000년 14.8, 2005년 8.1, OECD 국가는 1998~2000년 평균

2005년 한해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약 756명으로 어린이 10만 명 당 8.18명
이었다. 계획 수립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수가 5년 만에
약 45%가 감소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사망원인별로 살피면, 어린이 교
통사고 사망자가 588명(2000년)에서 284명(2005년)으로 52% 감소하여 200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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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여 OECD 중위권 수준으로 진입하겠다는 정
책목표를 착실히 달성해 나가고 있다.
[그림 3-3] 어린이 교통사고율

출처 : 경찰청, 교통사고현황자료, 2007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6년도까지 4,900억원을 투
자 3,069개소를 개선․정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822억원을 투자 1,02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실현 선포
(’07.5.3. 의정부시 의순초교) ”행사를 통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식 제고하였으며, 스쿨존캠페인 전개와 보호구역내 지도․단속활동을 강화
하였으며, 도로교통법을 개정(2006년 6월 시행)하여 특수학교·보육시설 주변까지 어
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하고,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승용차 승차시 뒷좌석까지도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 9,369개소에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119시민 수상구조대’ 4,229명을 운영하여 2,417명
의 인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택난간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 시행, 바퀴운동화․레이저용품 등 18개 사고 다발용
품에 대하여 안전검사의무대상 및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위해요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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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어린이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시설 현대화와 위탁급식 직영전환을 추진
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강화 등 불량식품 방지노력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안전교육시간 확보(학기당 연간 21~23시간)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순회 안전교육 실시, 다양한 안전체험 행사 개최, 어
린이 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2007년까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목표달성은 긍정적
이다. 그동안의 노력처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용품 등 위해요소에 대한 안
전성 강화, 어린이 안전 통계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충분히
어린이가 안전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007년도 목표인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7.3명 수준은 2000년 기준 OECD 회원국가 평균
수준의 달성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쿨존 만들기,
지역사회 중심 교통예방체험관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체제 정비, 학교 내 안전교육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놀이 공간의 축소와 인터넷 이용확대, 새로운 어린이용품의 출현, 여성의 경
제활동 증가로 혼자 있는 어린이의 증가, 인스턴트식품 의존 등에 의한 어린이 건강
악화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어린
이의 안전한 성장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연
령별 발달수준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개발하고 교육해나가며, 새로운 안전 위
협요소들에 대응하여 특히 취약계층 고위험군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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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어린이 안전대책의 성과

[언론보도] 어린이 안전사고사망자 감소[내일신문

2006-05-01]

10만명당 사망자 절반으로 줄어...
교통사고나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들의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
이 종합대책은 2003년부터 복지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해 추진됐으며 모
든 제도와 환경을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0년 14.8명에서 2005년 8.3명으
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3년 394명에서 2005년 10월 현재 242명으로 줄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을 위해 1600개소에 1356억원 지원 △홍보와 교통안전교육
강화 △6세 미만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도 2003년 156명에서 2005년 53명으로 줄었다.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익사사고 다발지역 9369개소 안내표지판 설치
△민·관 합동 인명구조체계 구축으로 2548명 인명구조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캠페인 실시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추락사고나 화재·약물·놀이용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난간 설치기준 강화 등 각종
시설의 안전기준 강화와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은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7.3명으
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영국과 스웨덴은 각각 3.8명이며 일본은 5.8명, 호주가 7.3명이다. 미
국은 우리보다 다소 높은 10.2명이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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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적극적 개입 : 실종아동 보호체계의 강화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야기
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된다. 부모 또한 아
동이 실종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아동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며 그 상황
이 장기화 될수록 죄책감과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 더 나아가 가
정이 해체되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 문제를 개인의 문
제,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1991년 실종되었
던 개구리소년들의 유골이 2002년도 한 야산에서 발견되었고, 2004년 부천초등생,
포천여중생 실종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실종아동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국가 차원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 및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여정부 이전 실종아동 찾기 체계는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보호시설의 아동신
상카드 송부누락 및 지연, 미신고시설 관리부실, 관련 법률의 부재, 일반국민들의
인식의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 사실 실종아동 찾기 체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부천초등생사건이었다. 부천초등생 실종사건이 발
생하게 되면서 언론 등에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실종아동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참여정부에서도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게 되었던 것이
다. 이로 인해 실제로 그동안 지적되던 실종아동 관련체계 문제들이 상당부분 개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두 곳이다. 보건복
지부는 1986년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어린이찾아주기사업
을 총괄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미아가 된 아동을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그들이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발생예방을 위한 국민계도
및 자녀를 잃고 고통 받는 실종아동 가족의 고통을 덜고 실종아동 찾기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어린이찾아주기
종합센터에서는 실종신고 접수상담, 보호시설의 아동카드 접수, 가족상담, 예방사
업, 자료의 전산화 등 실종아동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유전자(DNA)활용 실종아동 찾기 사업을 제안하여 수행하였고, 2004
년에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실종아동 찾기 사업을 제안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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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찾기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 또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그동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체계
개선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2003년 6월 미아찾기센터를 서울지방
경찰청에 설치하여 24시간 신고전화(182)를 운영하는 등 신고접수 일원화를 위한 전
산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듬해인 2004년 5월에 미아찾기센터를 경찰
청으로 이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실종아동 찾기 업무 수행을 추진하였으며, 각 지방청
별로 장기미아추적전담반을 설치하여 장기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노력하였다.
더욱 획기적인 것은 실종아동 관련 모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종아동 관련법이
2005년 5월 실종아동 가족들의 염원을 담아 제정되었다. 이러한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지원체계 마련도 아동안전분야에 있어 참여정부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실종아동 문제는 실종아동 부모와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실종된 아동과 장애인 가족은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가정불화, 생
업포기, 경제적 곤란, 신체적․정신적인 공황상태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을 찾아주기 위한 근거법이
나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주로 경찰관서와 민간기관 등에서 실종아동 찾
기 업무를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아주기 위하여 “유전자 활용 미아 찾기”사업과 “미신고시
설 관리대책”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법적 장치의 미비로 실효성이 적었다.
〔그림 3-5〕실종아동 등 발생현황
실종아동등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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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실종장애인

06 .1 1

이러한 실종아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여정부 이후 가장 극적으로 추진되었던
내용은 2005년 5월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이는 실종아동과 실종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가정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005년 5월 제정되고 12월부터 시행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
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참여정부 이후 달라진 제도개선 내용을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종아동 등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법 시행이전에는 8세 이하 아동을 실종
아동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법에는 14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복
지법 상의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둘째, 실종아동 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
셋째, 아동, 장애인관련시설에서의 신상카드 송부를 의무화하여 시설보호 대상
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자료를 전산화하여 실종아동 찾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경찰의 수색‧수사를 의무화하여 경찰의 초동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장기실종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미신고보호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의 불법 입양이나 미신고시설 등의 아
동의 불법 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여섯째, 보호시설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권한을 명시화하여 시설에서 거부하
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DNA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
동을 찾을 수 있게 하였으며 최근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장기실종아동들이 가정에
복귀하는 비율이 현격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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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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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제도 시행(2005년12월1일)
■ 법 시행 이전과 달라진 점
○ 법률의 적용대상 확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8세이하 아동 → 14세미만 아동으로 확대, 「장애인복지
법」상의 정신지체인 ․ 발달장애인 ․ 정신장애인 추 가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음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설(위탁․운영)
- 실종아동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실종아동 등의 가족 지원
- 실종아동 등의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 수행
○ 신고의무자 지정
- 사회복지시설(미인가 시설 포함)의 장․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기관의 장․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
는 자
○ 처벌규정 명문화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 등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보호시설의 장이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기관의 역할
ㅇ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위탁 및 관리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ㅇ 지방자치단체
- 신고접수서 사본의 경찰관서 송부
- 아동 등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신상카드 송부
-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관계 장소에 출입․조사
ㅇ 경찰청
-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 유전자 검사 대상자의 검사 대상물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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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에 시행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종아
동 및 실종장애인 대한 실태조사, 홍보 및 가족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규
정하고 그간 소홀하였던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부모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
고 지원하는 데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복귀한 사례 >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빠와 함께 학교로 등교하던 진양이(가명). 진양이
는 만 18살 된 키가 헌칠한 청년이지만 발달장애 1급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
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던 진양이는 그만 잠시
아빠의 손을 놓친 순간 밖으로 나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와 선생님은 운동장에서 없어진 진양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진양이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양이의
가족과 학교 선생님들은 진양이를 찾기 위해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전
단지를 배포하고 진양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였습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도 진양이의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를 통해서 진양이를 찾는 문자메시지를 송출하였고, 관심 깊게 보아주신 시민
들은 여기저기서 진양이의 모습을 보았다는 제보를 해주셨지만 진양이를 바
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기, 인천지역에 모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송출되었고, 이를 본 인천의
한 시설 선생님께서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시설에 입
소한 아동이 진양이와 유사하다는 제보였습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즉
시 부모님과 함께 시설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였고, 확인 결과 바로 진양이가
맞았던 것입니다. 문자메시지를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제보해 주신 시설 선생
님 덕분으로 진양이는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간 밤잠을 설치며 진양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신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함께
진양이를 찾은 기쁨을 나누었고, 가족들과 선생님, 그리고 진양이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법적 ․ 제도적 장치를 토대로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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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했던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2006년 11월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
주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동 대책에 따라 신고의무자, 경찰공무원 등
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 및 불법양육자의 처벌규정에 관
한 홍보도 병행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실종아동과 장애
인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하는 장소를 지역별로 일원화하여 경찰관 또는 지자체 공
무원에 의한 임의 이동을 방지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실종 및 보호실태조사(2006년)’ 결과에 의하면 실종장애인 중에는 정신
지체 장애인의 실종이 전체 실종의 67.8%였고, 2회 이상의 실종이 71.8%로 실종장
애인의 다수는 반복적으로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 2년 내에 2회 이
상 실종이 발생한 경우도 61.4%로 나타나, 장애인의 실종발생이 여러 차례 반복적
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생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아 실종예방의 필요
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7〕총 실종 횟수

장기 실종으로 인한 실종자 가족의 문제 해결과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종아동 등의 부모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앰버경보(Amber Alert)’를 도입하여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실종사실을 알림으로써 아동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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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장기실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장기실종아동의 얼굴변화 모
습을 재현하여 주는 얼굴변환 프로그램(Age Progression Program)도 2007년 하반
기에 도입한다.

※ 미국의 Amber Alert(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 Alert) 시스
템은 실종아동 발생시 사진 등 인적사항을 언론매체에 송출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신
속한 제보를 받는 긴급경고방송시스템이다.
※ Age Progression Program은 미국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장기 실종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후의 얼굴변화 모습을 추정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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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종아동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실종아동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실
종아동보호가 단일한 체계가 아니라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의 이원화된 체계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실종아동에 대한 경찰청의 자료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보안상의 이
유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현재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직원 1명이
경찰청에 1주일에 3번 파견근무를 나가 경찰청의 전산 자료를 공유하여 실종아동
찾기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두 체계간의 상호 연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
황이다.
실종아동과 관련한 외국의 민관 협력체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이러
한 이원화된 체계간에 조정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두 체계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실종아동문제는 사회문제라는 국민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더 이상 실종
아동문제는 소수의 부주의한 부모와 아동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즉, 실종아동문제는 모든 아동과 부모에게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
는 사회문제로서, 실종아동의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인식케 할 필요가 있다.
“희망 없는 이 땅에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라며 절규하는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
인 부모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되새기면서 이제는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아동권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일이 없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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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부모들의 애틋한 사연

사랑하는 도연아!!

▪ 아동이름: 김도연 (당시 만15세, 남)
▪ 발생일자: 2001년 1월29일
▪ 발생장소: 경주 보문단지 한국콘도앞
▪ 신체특징: 정신지체 1급
보고 싶은 도연아,
시간이 갈수록 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그저 펑펑 울고만 싶단다. 오늘따라 네가 보고 싶어 미
치겠다. ... (중략)....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는 외롭고 하염없이 무너져 가건만 불쌍한 도연이를 위하여 용
기를 가지고 최선으로 너를 찾아갈께. 보고 싶다, 도연아. 사랑한다, 도연아. 꼭 살아서 우리 만나자

도연이를 너무너무 보고싶은 엄마가.

슬픈 엄마의 안타까운 호소
▪ 아동이름 : 모영광 (당시 만2세, 남)
▪ 발생일자 : 2003년 10월10일
▪ 발생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성불사 내
▪ 신체특징: 눈썹이 짙고 일자형임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겠습니다...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
가까운 교회나 길거리에라도
조용히, 살며시 내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제발 ! 몸부림치며 호소하는 애기와 엄마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

모영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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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세상 : ‘희망스타트’의 시작
빈곤은 아동의 기본적 생존욕구마저도 위협할 수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
달에 장애물로 남게 되어 결국 빈곤으로 인한 학습의 결핍, 정서적․사회적 발달 지
체 등은 빈곤과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현상을 심화시켜 전체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림 3-8〕빈곤아동의 가난대물림 경로

금전지원의 확대만으로는 아동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빈곤아동
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이고 예방적인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
장해 나가는 정책들이 새롭게 개발, 추진되었다. 새로이 도입․시행된 주요 아동정책
중의 대표적인 것이 “희망스타트 사업”이다. 가난한 아이들의 전인적(全人的) 발달
을 지원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은 최근 가정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
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희망스타트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건, 교육, 복지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
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라게 하자는 뜻이다. 'Start'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
하는 아동지원사업에 대해 여러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일반 명칭이기도 하다.
일찍이 미국은 Head Start, 영국은 Sure Start, 캐나다는 Fair Start, 호주는 Best
Start라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빈곤층 아동들이 공정한 교육, 복지
의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4년부터 시작되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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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미전역에 1만 8,000여개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Head Start는 취학전 빈곤아동들
에게 언어․보건․정서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
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기 아동보육프로그램이다.
영국에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Sure Start는 모든 아이들이 보육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빈곤층 아동들이 받기 어려운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
공하며, 그 부모들이 일자리를 갖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보건․
교육․취업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캐나다의 Fair Start는 18개월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에게 시력, 청력, 사회성, 언
어능력, 체력, 손놀림 등 여섯 가지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문제를 빨리 발견, 치료
함으로써 빈곤아동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두뇌의
75% 이상이 5세 이전에 발달하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발견 ․ 치료하여 빈곤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호주의 Best Start는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 대해 보건, 발달, 인지 등에 있어서
발달단계에 적합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득․인종․지역 등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부모, 가족,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민간차원에서 We Start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하여 교육 출발선 만들기, 건강지킴이, 후견인 맺기, 희망의
집 꾸미기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민간에서 진행되던 위스타트 운동에 대해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인정하여
참여정부에서 희망스타트로 정책화하였다. 이는 민간의 좋은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정책화시킨 거의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며 참여정부의 유연한 사고와 정책 철학을
나타낼 수 있는 대목이다. 민간의 아이디어라도 유용하다면 언제든지 실용적으로
받아들 수 있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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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본 1동 경진이의 희망학 개론 >
13평 임대아파트.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집은 작
지만 경진이(가명)네 가족은 정말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고,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못하
며 살아 왔으니까요.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경진이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잘 놀아주던 친구들은 방과 후 모두 피아노학원이나 태권도장이나 바둑학원으로
다 흘어지고 경진이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가족들을 보
살피시는 엄마를 조를 순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초등학교 3
학년이니까요. 그렇다고 환한 대낮에 아무도 없는 집으로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별
수 없이 공원이나 동네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게 경진이의 방과 후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
면서 불량스런 형들과 어울리게 되고, 학교를 빼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경진
이네 동네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위스타트 마을에 선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
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경진이를 부르시더니 방과 후에 학교
에 남아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저녁때까지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있으면서 간식도 먹고
컴퓨터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학원도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처럼 믿기지 않
았습니다.
이렇듯,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던 경진이도 차츰 시간이 지나며 주위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권도장엘 다니게 된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
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집에 와서까지 도복을 안 벗으려 했겠습니까. 엄마의 얼굴에도 웃음
이 돌아오고 친구들도 경진이를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획기적인 일은 학습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경진이는 학교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성적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
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학습지도를 해주시는 학습지 선생님을 만나면서 서
서히 공부에 대한 흥미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이런 변화에 의문
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태권도나 학습지도 엄마가 경진이를 생각해서 없는 형편에 어
려운 결정을 하신 것이라 둘러댔습니다. 자칫하면 경진이의 어린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저런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경진이는 다행스럽게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예
전에는 학교도 빼먹고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젠 그런 일도 없어졌고 친구들과 다
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진이 스스로 적극적 이고 긍정적으로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 마음, 자신감 같은 게 생긴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출처: 경기도가 만드는 행복비타민 - 복지

2004년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이하 빈곤아동은 전체아동의 약 9% 수준인 100만
명으로 추정된 바 있다. 빈곤은 아동발달에 악영향을 유발하고, 부적절한 양육환경
과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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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그림 3-9〕OECD국가의 아동빈곤율 현황
선 진 국

미
영
일
독

아 동 빈 곤 율

2 1 .9

국
국
본
일

1 5 .4
1 4 .3
1 0 .2
7 .5

프 랑 스
스 웨 덴
덴 마 크

4 .2
2 .4
0

5

1 0

1 5

2 0

2 5

출처 : UNICEF, OECD국가의 아동빈곤율, 2005
* 아동빈곤율 정의 : 국가전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아동가구의 비율
* 한국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아동가구비율을 14.6% 추정(서울대 사회복지연
구소, 한국의 주요아동지표, 2006)

실제 한 연구(최선희․김희수, 2004)에 따르면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질병발
생율이 1.4배, 학력부진 비율이 2.2배, 술․담배 등 비행행동이 2배로 나타난 바 있다.
저출산사회에서 아동 개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빈곤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적자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공받지 못한다면 사
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 할 것이다.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국가 전략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림 3-10〕희망스타트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사회적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빈곤아동의 가난 대물림 경로 차단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 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건강•
건강•영양•
영양•안전의 증진

아동양육,
아동양육,인지능력 향상

학습능력 증진

학대•
학대•방임아동 보호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정서•
정서•문화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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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 발생이후 단편적으로 개입하는 사후관리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다면, 희망스타트 사업은 빈곤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전예방적․통합적 아동보호서비스라 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복지․고용․교육이 연계된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양극화의 위협
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처럼 아동의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
희망스타트 사업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들에게는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에
게는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스타트와 같이 아동빈곤에 대한 사회투자의 확대는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
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사회통합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어 나가야 할 사
업이 될 것이다.
2007년에는 전국 16개 시범지역에서 실시하고, 과학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효과성
과 효율성을 입증하여 2008년 32개소, 2009년 64개소, 2010년 이후 234개소로 그 사
업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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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희망스타트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사업안내)

사업지원단
(기획․교육/홍보․평가)

시․도
(지역 선정,운영 점검)

희망스타트 운영위원회

희망스타트 전담팀

(지역사회 파트너쉽 공간활용)

(시․군․구 / 사업수행)

사업참여기관(예산미보조)

사업수행기관(예산보조)

사업협력기관(예산미보조)

- 프로그램 참여기관

- 협약을 통해 업무수행

- 후원, 홍보, 무상지원 등

- 지역내 업무파트너쉽 유지

- 사례관리팀 역할수행

지역사회 조직네트워크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 지정 보육시설

- 지역 의료기관, 기업,

학교, 공동생활가정 등

․ 지정 초등학교

자원봉사단체,학원 등

․ 지정 사회복지관

(서비스 수혜기관)

․ 보건소/정신보건센터등

<표 3-1> 희망스타트 영역별 서비스내용(보건서비스)
구분

진단/검사

방문보건

교육/
집단프로그램
현물/현금지원
지역주민지원

프로그램

대상

영양, 발육 등 건강 스크리닝

영아

아동학대․방임 예방서비스

영 ․ 유아 및 학령기 아동

정신건강 진단

유아 및 학령기 아동

구강 검진

3~12세 이하 아동

빈혈/당뇨/혈압검사

영아 및 양육자(임산부)

모아애착증진프로그램

영아 및 양육자(임산부)

양육자교육

영 ․ 유아 양육자(임산부)

보건․양육 교육 및 정보 제공

영 ․ 유아 양육자(임산부)

건강상담 및 서비스연계

유아 및 학령기 아동 양육자

치아건강교육

3~12세 이하 아동

영양교육

저체중․저신장․빈혈, 비만아동 및 양육자

정신건강증진 집단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필요아동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1~12세 아동 및 가족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치료가 시급한 아동

의료자원봉사단 운영

지역주민

건강증진교육

지역주민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안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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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희망스타트 영역별 서비스내용(교육․보육 서비스)
구분

사업명

주요대상

가정방문
프로그램

영아 발달지원 서비스
(놀이활동, 성장발달 스크리닝)

0~2세 영아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3세)

기관방문
프로그램

유아 발달 지원서비스
(동화책 읽어주기, 북 스타트,
발달지체아동 보육서비스 등 )

보육시설 이용아동
3~6세

부모교육

3~6세 아동 부모

교사교육

기관방문 중재프로그램
실시 보육시설 교사

주말가족 프로그램

3~6세 유아 및 가족

예비초등학생 학교준비프로그램

예비초등학생

보육센터
프로그램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안내, 2007

<표 3-3>희망스타트 영역별 서비스내용(복지서비스)
구분

사업명

주요대상

가정방문
프로그램

멘토링 등 학령기아동 발달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권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초등학생

소집단협동학습프로그램

초등학생

예비중학생프로그램

6학년아동 중 선별

교사를 위한 활용 교육

초등교 교사

학생/부모/교사상담

학생/부모/교사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

기초학력저하 아동

아동학대 및 방임예방 등
학교복지프로그램

초등학생

부모참여 가족기능강화캠프

초등학생 가정

세상구경 문화체험활동

초등학생 4~5학년

기관방문
프로그램

학교프로그램

현장참여
프로그램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안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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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 아동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던 아동복지분야에 대해 국가예산의 상당량을 투입하기 시작함으로써 저출
산 시대 인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비로소 시행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재정 투자우선순위를 전환시켜 나가는 문제는 기존의 재원 배분구조
에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프로그램 확대에 있어
서 발생 가능한 재정적 갈등문제를 합리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문제 역시 앞으로의
해결과제로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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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가 존중받는 세상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활동 강화
희망스타트 등 사전예방적 아동보호서비스의 도입․확대와 함께 참여정부의 성과
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 설치, 아동옴브즈퍼슨 시범운영
등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등을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
약”의 국내이행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
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본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협약이행 당사국이 되었다. 어린이를 권리의 대
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
평을 연 본 협약은 200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2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현재까지 협약을 비
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소말리아 2개국뿐이다.
국제협약은 선언을 보충하는 국가 간의 합의된 약속으로서 권리의 실천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그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약속의 이행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해
야 할 사항은 첫째, 협약에 조인한 나라들은 협약내용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알려
야 하는 홍보의 의무가 있다. 둘째, 인권교육을 통하여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셋째, 비준 후 2년, 그 후에 매 5년마다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와 그 진척상
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협약 제44조 규정에 따라 1994년 11월에 제1차 보고서, 2000년 5월에
제2차 보고서를 차례로 국제연합에 제출하여 그 이행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차기 보고서는 제3차 및 제4차 통합보고서로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
출되기로 결정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 제1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한데 이어 2003년에 제2
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하였다. 한국은 제1차 보고서 심의(1996년)에서 입양 및 친권
상실 선고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명권과 아동의 부모면접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폭력․학대․착취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적
극적 예방 치료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등의 유엔으로부터 권고 의견을 받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2차 보고서 심의(2003년)에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1997년 가정폭력처벌특별법 제정, 2000년 청소년보호법 제정 등 아동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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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1996년 제1차 보고서 심
의이후 채택했던 권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하면서, 체
벌금지와 경쟁적인 교육풍토의 개선 등과 관련된 1차 때의 권고를 거듭 내놓았다.
위원회가 특히 우려를 표현한 부분은 아동관련 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
인 중앙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아동관련 지표가 불완전하고,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미흡하며, 아동관련 정책 전반에 아동의 인권에 기초한 접근이 부족
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에 대한 철회노력
부족,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동의에 의한 혼인의 남녀 최저연령의 상이, 인종․장
애등에 의한 차별, 아동의 표현․결사의 자유제한, 한부모가정 아동의 양육비보장 미
흡,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의 구성을 통해 아동권리협약 국내이행수준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나 위원회 성격상
실질적 모니터링 수행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단체에서는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
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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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부터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전문가, 법조, 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옴브즈
퍼슨 16명과 아동옴브즈키드 10명을 위촉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
가고 있으며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성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아동권
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아동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일반인에
대한 아동권리 홍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때 아동
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고(2004년 아동복지법 제10조 개정), 매년 아동총회
를 개최하는 등 아동권리협약의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아동체벌문제에 대응하여 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각 시․도 교육청과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학교 내 아동권리침해 사례를 사전
에 예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활동의 결과,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시 유보되었
던 조항 즉, 아동의 부모면접권을 허용하고 남녀 간 차이가 있는 혼인가능연령을 남
녀 모두 18세로 일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의 철회는 물론 국내 아동권리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생존 및 발달권, 아동
참여권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권리의 신장을 위한 범정부적인 재원 투
입과 사회적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참여정부 이후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4년에 설치된 것은 큰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동을 위해 조정기구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동이 배려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여러 수준에서 정책조정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아동
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중요한데 아동 업무는 특성상 한 부처에서 다 해결할 수 있
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미흡하였다. 앞으로 아동정책조정
위원회가 기능상 보완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아동을 위한 장기투자로서 독립적인 국
가아동권리기구의 설립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사회가 가진 재원은 한정
되어 있지만 긴급하고도 절박한 사회복지 욕구는 도처에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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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권리기구와 같은 장기투자에 우선권을 두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투
자가 되면 아동의 권리는 중요하게 고려되고 사회에 아동권리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결실이 즉각
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아동권리에 민감성을 크게 하여 아동
권리 증진에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독립적인 아동권리기구를 통해 학대 및 방임, 아동체벌 등 아동권리 침해
의 개별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단계적으로 이슈
화시켜 나감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는 노력 역시 향후 아동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은 현재 진행 중이며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다. 협약이행 모니터링 결과는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어떤 국내법
과 각종 제도와 절차 속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는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아동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권한이 주어지는 정도에 대한 통찰력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점진적으로 아동권리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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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 안전망 내실화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기회를
1.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 소리 없이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안의 제정
한국에서 피학대아동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
의회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고발센터”를 설치하면서 이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가 없어 1년 만에 아동학대고발센터는 폐쇄되었다. 그 후 1983년 어
린이보호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상담전화를 개설하면서 학대에 대한 아동들의 상담
을 받기 시작하였다. 공립기관으로는 1985년 최초로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서 “아동
권익보호신고소”를 개설하였으나 홍보 부족으로 학대신고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이 당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었다. 그러
나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아동복지기관, 정신과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한
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1989년에 설립하였다. 그 이후 한국복지재단과 한국이웃사랑
회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지만 아동학대를 발견하여도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조항이 없어 아동학대가 발견되어도 개입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으며 아동성폭력의 경우는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였다. 그
러나 성인피해자와 아동피해자의 특성이 일정 부분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
별법은 성인피해자 중심의 법조항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을 보호하기
에는 제한적이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아동학대방지법보다 1998년 1월 성폭력특별법과 1998
년 7월 가정폭력특별법이 먼저 제정됨으로써 다른 법률에 의해 아동성폭력이나 가
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특별법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므로 성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는 아
동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특별히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정 내 에서 일어나는 폭력만을 중점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밖에서 일어
나는 아동학대를 다루는데 문제가 있었다.
부모의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신문 방송 등에 게재되면
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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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에 구체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나. 더욱 촘촘해진 피학대아동 보호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지원으로 2002년 당시 중앙 1개소와 지방(시․도)
17개소를 포함,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8개소에 불과
하여 피학대아동을 발견․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하였고 피학대아동 상담, 아동학대행
위자 치료 및 상담을 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서 “전
국 16개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능을 확충(거점 센터화)하여 피해자 상담치료,
가해자 재교육 등의 전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 30일 제57차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는 총리실에 설치될 아동
정책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라
고 지시하였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3년도 아동학대예방센터 2개소가 추가 설
치되었고 2004년도에도 8개소가 추가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2004년도에 18
개소를 증설하는 것이었는데 기획예산처가 예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당초에 계
획하였던 18개소의 정부 지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할 수는 없었지만 민간의 자
체 법인지원금으로 8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04년에 계획하였던 대로 총 18개소가
증설되었다.
이후 2005년도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증설계획은 무산되었고, 경북 구미에서만
지자체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였다. 2006년도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
하는 지자체에 분권교부세 배부금액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였으나 전북과 충
북에서만 1개소씩 신청하였고 반면,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 서귀포시 기초자치단
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4개소가 추가 증설되었다. 2006년 말 기준 중앙 및
지방 20개소, 지역(시․군․구) 23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43개소의 아동학대예방
센터에서 학대 받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피학대아동 보호건수 또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과 함께 증가하였다. 2002년
당시 접수된 신고전화 건수는 4,111건, 그 중 피학대아동 보호건수는 2,478건에 불
과하였지만, 2006년 한 해 동안 총 8,903건의 신고전화 중 피학대아동 보호건수는
5,202건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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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대아동의 증가와 함께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신고, 조사, 격리 위주의 아동보
호서비스 체계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2004년 복권기금 201억원을 조성하여
16개 시도에 시․도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아동 일시 격리보호를 위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피해아동 치료 및 행위자 교육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아동 방임사례의 증가, 학대가정에 대한 낙인화 문제 등을 이유로 2006년 4
월부터 명칭을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하였다. 이러
한 변화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25개소에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치료실, 놀
이실 등은 물론 피학대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8
개소)을 설치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지원 체계를 위한 노력을 더
욱 촘촘히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치료기능을 위한 하드웨어는 구축되었으나 전문
치료인력 미비로 인하여 치료적 개입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10개소의 아
동보호전문기관에만 치료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표 4-1> 피학대아동 보호 현황
(단위 : 건, 개소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피학대아동 보호건수

2,478

2,921

3,891

4,633

5,202

신고접수건수

4,111

4,983

6,998

8,000

8,903

아동보호
전문기관 개소수

18

20

20

39

43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7

라. 방임되는 아이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피학대아동 보호건수 중 방임은 36.4%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임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방임이 아동학대라는 인식도 저조하였다. 2005
년 11월, 9살 어린이가 혼자 집을 보다가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은 방임아동에 대
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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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이후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사후적인 개
별 서비스 제공 위주의 현행 아동보호체계로는 저소득 고위험군 방임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즉, 방임학대아동을 조기
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중심의 통합서비스체계를 만들어 나가
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2006년 4월부터 실시한 것이 “보건소 아동보호통합서비
스”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던 방문간호서
비스에 아동보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학대 및 방임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
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시범사업은 학대 및 방임아동 발견율이 방문건수 대비 16.5%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가 바탕이 되어 2007년에
는 “방임․학대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예산으로 반영, 전국 16개 지역에서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는 이른바 “희망스타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희망스타트
는 앞으로 성과평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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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피학대아동 보호건수 5,202건 중 성학
대는 249건으로 4.8%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나 가해자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특히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성학대의 경우 더욱 발견하기가 어렵
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학대 문제의 비중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성학대는
학대 이후 나타나는 정신적․심리적 후유증의 정도가 심각하며, 치료방법에 있어서도
타 학대유형과 구별되는 전문적․체계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2005년 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성
학대 개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으며, 2006년 말 기준 2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성학대 피해 아동의 법적 개입에 필요한 진술을 녹화할 수 있는 녹화진술실이 설치
되어 있다.
또한 국립의료원, 국립서울병원 등 전국 62개 종합병원 내에 피학대아동전담팀을
구성하여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연계를 강화하였고, 서울 동부아동보
호전문기관에서는 성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거주형 치료시설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 스스로 성학대에 대한 방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ES(Child Empowering Services), PAPCM(Participatory Activit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과 같은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갈 길은 아직 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성학대 전문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며, 성학대 피해아동을 위
한 전용 치료시설 혹은 그룹홈 또한 충분하지 않아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에는 성학대 사례개입
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62개 의료기관 내에 마련
되어 있는 피학대아동전담팀 및 성학대 관련 민간기관(해바라기센터 등) 등과의 교
류도 내실화하여 성학대 피해아동 지원의 틀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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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무심히 지나치는 피학대아동들에게 관심을!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학대예방교육 강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신고․접수되는 아동학대 건수
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며, 친권의식이 강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고려
하건대 이는 실제 아동학대발생건수가 적어서이기보다는 신고율 자체가 미미한 데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누어 볼 수 있
는데,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율은 30.7%에 그치고 있다. 교원,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는 사람들인 만큼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
하다. 신고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미국과 같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한 후
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사, 의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박탈하는 것을 법
으로 제정하자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 대신 2005년에는 신고의무자가 자격취
득시에 필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아동복지법 제26조
의 2 신설), 2006년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아동복지법 제26조 개정) 2007년 3월부
터는 유치원 및 학원 종사자, 구급대원 등이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 아동복지법 제26조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 추가대상(2007년 3월 시행)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장․교직원․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에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 소방기본법에
의한 구급대의 대원

이와 더불어 신고의무자 교육교재를 제작․배포하여 신고의무자들에게 자신이 신
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동학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
였다. 2007년에는 온라인을 통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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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신고의무자 교육교재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만큼이나 아동학대 예방교육 또한 중요하다. 정부는 2003
년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비디오를 제작․배포하였으며, TV 및 라디오 등을 통
한 공익광고 방영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
다. 또한 김현철, 차인표 등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아동학대 홍보대사
로 위촉하여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위한 대중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아동사랑
콘서트” 개최, 훈육교재 및 부모교육 영상물(「Easy Learning: 내아이 사랑법」) 제
작 등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보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림 4-2〕훈육교재

학대행위자의 83.4%가 부모인 점을 생각해볼 때 부모에 대한 적절한 양육교육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작된 부모교육 영상물, 훈육교재 등은 아버
지 및 예비 아버지 연령층이 참가하는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등에 포함시킬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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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지원 강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완전하게 종결이 되기 위해서는 피학대아
동에 대한 치료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가족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지원의 기본은 가족 내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해 피해아동이 가족
내에서 올바른 양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03년 정책연구과제로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선정하였다. 2003년 이전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되어 왔지만 그
실시횟수 7,268회(2002) 중 부모교육, 재학대예방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4회(2.8%)
에 불과하였으며 치료서비스 또한 99회(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 이
후 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2005년에는 전체 서비스제공 횟수 14,371회
중 재학대 예방교육 1,029회(7.4%)를 비롯하여 그 외 가족치료, 가정지원서비스 등 가
족지원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었으며, 치료서비스도 530회(4%)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동 학대의 감소를 위해서는 학대행위자들의 행태 변화 유도와 치료가
중요한데 학대행위자가 주로 알콜중독이나 정신장애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
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교육과 치료 지원이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계속해서 보
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 피학대아동에 대한 전방위적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피학대아동에 대한 전방위적 보호는 정부의 정책추진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대아동을 발견․보호․치료하여 다시 건강한 가정의 품
으로 돌려보내기까지 많은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2003년 대한의사협회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종합병원 내 피학대아동보호팀(2006
년 기준 62개) 발대식을 가졌으며, 2005년에는 대한간호협회와도 협약을 체결하였
다. 또한 2006년에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학대아동 보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업무협조의 기반을 다졌다.
2006년,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체벌행위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전파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사에 의한 체벌이 전체 체벌행위 중 23.8%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체벌연구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학교체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이 학교 내에서도 존중받고 폭력으로부
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아동보호전문기관 - 교육청)하여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기반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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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이후 아동단체의 체벌금지 캠페인을 지원하는 등 전통적으로 체벌이
당연시되는 풍토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2007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한국보육시
설연합회․한국아동복지연합회 등 아동시설 관련 민간기관, 해바라기센터․성폭력 상
담소 등 성학대 관련 민간기관 등과의 내실 있는 업무 협조도 앞으로 꾸준히 추진
해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신속한 초기 개입과 전문적인 치료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작업도 꾸준히 병행해 나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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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 키우는 세상 : 아동의 가정 내 보호 강화
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 가정위탁 활성화
(1) 아동보호를 위한 가정위탁에 대한 논의 대두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나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유
기 등의 원인으로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2006년 통계에 의하면 9,034명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였다. 사
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로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있다. 가
정위탁보호란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
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하여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호자
에게로 돌아가거나 다른 좋은 가정에 입양되도록 돕는데 있다.
과거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발생시 시설보호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시
설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이나 행동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미국이나
영국 등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설보호 대신 가정위탁보호
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73%이상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도 시설보호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1980년대에 이미 가정위탁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 참여정부이전의 가정위탁사업과 소년소녀가정세대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가정위탁보호 제도를 1985년 5월부터 인천과 광주의 2개 직
할시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이 두 지역에서 성공하면 1991년부터는 이를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위탁아동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은 월 1만원이었고 시․군․구의 아동복지담당자가 아동을 희망하는 가정에 배치
하고 관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가정에 배치한 아동의 적응에 문제가 있고 위탁가
정도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가정위탁제도는 시범사업으로 끝을 맺고 더
확산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1985년도에 정부가 실시한 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
은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충분한 지원 없이 실시된 탓으로 실패하였지만 정부는
가정위탁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혈통중시 가족제도, 경제적 불안정,
주거공간의 부족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가정위탁제도가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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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기관인 한국복
지재단이 1990년부터 서울, 부산, 대전의 세 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가정위탁보호사
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고, 1990년도 후반에 수양부모협회가 가정위탁사업을
민간차원에서 벌여 나갔다.
부모의 이혼과 가출 등으로 아동들로만 구성된 세대와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아동
들이 사는 가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아동들로만 구성된 세대나 능력이 없는 조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의 경우 자신들이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서 시설에 가기를
거부하였고 가난해도 조부모와 살기를 원하였다. 한국사회는 이렇게 지역에서 아동
들만 살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조부모와 사는 아동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없었다.
1983년 민간 사회복지기관인 한국복지재단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후원자를 개발하기 위해 이들에게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후원자를 개
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복지재단은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어려운 실태를 정부와 사
회에 알렸다.
한국 정부가 소년소녀가정세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부터
로서 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의료급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만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정세대들의 생계를 돕고
있을 뿐 체계적인 생활지도를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소년소녀가정세대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부모와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정세대에도 마찬가지여서 능력
이 없는 조부모들이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고 미성년자인 아동들에게 가장이라는 무
거운 짐을 안기고 있다는 아동복지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고 있었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소년소녀가장이란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명칭
이 없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정부는 아동복지위원회를 열어서 소년소
녀가장이라는 용어를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년소녀가정을 보
호하기 위한 인력이나 행정체계를 만들지 않아 학교를 중퇴하거나 비행을 저지르거
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등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문제는 여
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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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라 불러 주세요 >
진주와 같이 친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예전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
고 불렀다. 하지만 최근 사회복지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명칭을 ‘가정위탁세대’ 아이
들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도 2003년 1월 ‘소년소녀가장’
이라는 명칭을 ‘아동학대’ 성격이 담긴 단어라고 규정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명화 정책홍보팀장은 “‘소년소녀가장’은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말 그대로 스스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담감을 안긴다.”
면서 “명칭부터 바꾸고 사회가 이 아이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위탁은 입양과는 다른 개념. 입양은 아이의 호적을 양부모에게 입적시키는 것
이지만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 능력을 되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보살
피는 것이다. 친·외조부모가 아이들을 보살피는 ‘대리가정위탁세대’, 이모나 삼촌, 작
은아버지 등 친인척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친·인척가정위탁세대’, 비혈연 가정에서 아
이들을 기르는 ‘일반가정위탁세대’ 등 3종류가 있다.
하지만 위탁 부모들이 법적으로 친부모가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
다. 여권을 만들어 해외여행을 가려 해도 신원보증서, 여권발급동의서, 가정위탁증명
서, 위탁사유서, 위탁부모 인감증명서, 아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까다로운 서
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한다. 상해보험에 들어도 보험금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받기 어렵다.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황인경 사회복지사는 “위탁세대 아이들에 대한 국가 보
조금도 자치단체가 주는 양육 보조금 7만원이 고작이다. 좀더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기사일자 :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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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위탁제도 확립을 위한 법 제정
한편 1989년 UN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되자 1991년 한국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은 가입 후 2년 이내 그리고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당
사국의 협약 이행에 대한 실천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
어 한국정부는 1994년 제1차 보고서를 2000년에 제2차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
회에 제출하였다.
19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1차 권고문은 정부는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을 미리
예방함과 동시에 그러한 가정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년소녀가정 중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은 대리양육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대부
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관계없이 소년소녀가정을 대리양육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가정위탁으로 바꾼다고 하여도 아동들
에게 지급되는 서비스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도 않고 도리어 아동들에게 지급되던
후원금 등이 중단될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제2차 보고서에 권고안을 보내서 한국정부에 대리양육체계의 개발이 제한적이며,
민간기관의 대리보호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위탁가정, 그룹
홈 등 대리적 양육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안양육체계의 육성방안으로 위탁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지원체계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친부
모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체계를 강화하고 친가정과의 통합체계를 강구하도
록 제안하였다. 한국정부는 2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한국은 유엔아동권리위
원회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대리양육체계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2000년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이때 가정위탁을 일반가정위탁과 대리양육으로 구별하여 부양의무자인 조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지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러한 국내․외의 아동보호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은 가정위탁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와 정책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도 위탁
가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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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정부, 가정위탁의 성과를 이루어내다
아동복지법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사업지침을 통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
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가정위탁센터가 만들어지고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보건
복지부와 센터가 모두 노력을 했지만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들이 많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정위탁이란 낮선 단어로서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다. 또한 가정위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어린 아동을 가정위탁하려는 경우가
많아 가정위탁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과는 차이가 있어 가정위탁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탁가정에 배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위탁가정에 대
한 지원이 너무 적은 것이었다. 위탁아동의 부모가 수급자가 아닌 경우 위탁아동을
수급자로 책정할 수 없었고 아동을 수급자로
책정할 수 없는 경우 위탁부모에게 지급되는
돈은 6만5천원이 전부였다. 아동을 양육하는
수고비는 물론이려니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
적인 식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이 전혀 지급되
지 않아 위탁부모가 모든 것을 부담하여야만
하였다.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한 위탁부모
들도 아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많은 부모
들이 뜻은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위탁가정을 하기를 꺼려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는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데 큰 장애물이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정위탁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위탁가정을 활성화하는 장
애물의 하나는 위탁아동이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실제로 아동에게 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책임
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부담하였으나 상해나 사고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부담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물론 위탁가정에게도 심각한 것이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들은
상해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요약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 위탁가정의 아

- 49 -

동을 수급자로 책정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위탁아동의 상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등이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장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
센터를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004년에는 가정위탁단
체에 대한 국고지원(2억원)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05년 7월 13일자로 공포된 아동
복지법에서 처음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역할 및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명
확하게 규정하고 가정위탁보호된 아동을 위한 양육비용보조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도 2005년 7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제28조 제2항과 제28
조 제3항)에 처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제2항에
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가정위탁아동이 시설수급자에 준하여 국민기초생
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였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비용
보조)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
로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비용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
였다. 또한 2006년부터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
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
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통원 의료비 등 위탁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광범위한 위험
을 보장하고 있다.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도 증가하여 양육보조금으로 아동 1인당 월 7만
원 이상을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이상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또한 위
탁가정 소재지 시･군･구는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존
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로 책정･
지원하여 생계･의료･교육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은 ｢2007국민기초생활보장사
업안내｣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부
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
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하
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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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가정의 대출대
상 주택이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은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00년도에는 가정위탁이 1,307세대에 1,772명이었고 그 중
에 일반가정위탁이 114세대의 149명이던 것이 2006년 12월에는 일반가정위탁이
1,004세대에 1,243명, 친인척가정위탁이 3,097세대에 4,160명, 대리양육이 6,152세대
에 9,062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위탁이 대리양육이나 친인
척가정뿐 아니라 일반가정위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가정위탁보호 증가추이
(단위 : 명,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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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위탁의 향후 과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위탁가정을 위한 제도나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많이 현실
화 되었지만 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도 할일이 많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보호는 부모의 친권을 보호하는데
더 집중되어있으므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재정립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을 보호시설에 의뢰하기 전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아동
을 위탁한 후에도 가족복귀를 위해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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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의지가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친권을 부분적으로 제한
하거나 박탈하고 아동을 입양 보내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가 필요
한 아동들을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 적합하게 배치(placement)할 수 있도록 아동
을 사정․배치․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률과 행정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포함해서 17개소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더 확대하고 담당 사례수에 따라 직원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한다.

나.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큰 걸음
한국의 전통적인 입양양식은 친척입양으로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
러나 6.25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가 급증하면서 국외입양이 시작되게 되었다. 전
쟁에 참여하였던 군인들이나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고아를 입양하기 시
작한 국외입양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
정을 찾아 주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대부분의 입양아동이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으로서 아직도 한국에서 부모를 찾을 수가 없어서 외국에 입양
되고 있다. 2006년말 까지 16만명의 아동이 미국, 스웨덴 등 국외로 입양되었으며
2006년 한 해 동안에도 1,899명이 국외로 입양되었다. 그에 반해 2006년말 까지 국내
에 입양된 전체 아동은 6만 9천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혈연에 의한 가계계승의
관습, 비밀입양, 혈액형․외모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문화로 인해 국내입양이 상대
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아들을 선호하여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대부분
이 딸이었으나 지금은 딸을 선호해서 2006년도에 국내에 입양된 아동 중 여아가 847
명 남아가 485명이며 국외로 입양간 아동은 남아가 1,253명, 여아가 646명이었다.
<표 4-2>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계

’98년
이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68,939
1,461
1,332
56,065 1,726 1,686 1,770 1,694 1,564 1,641
(30.2%)
(41.0%) (41.2%)
159,044
2,101
1,899
140,929 2,409 2,360 2,436 2,365 2,287 2,258
(69.8%)
(59.0%) (58.8%)
227,983 196,994 4,135 4,046 4,206 4,059 3,851 3,899 3,562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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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1) 입양활성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 입양의 날 제정 및 지원 확대
국외입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
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참여정부에서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촉진 및 절
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2005년 3월 31일)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였
다.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5월)에 한 가정(1)이 한 명(1)의 아동을 입양하여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에는 제1회 입양의 날(5. 11) 및 입양주간(5.11～17) 행사를 개최
하여 국민들에게 입양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006년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종교신문, 지하철 무가지 등을 통한 다양한 홍
보를 실시하여 국내입양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홍보활동에 힘입어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입양
가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비밀입양을 하는 부모들도 이제는 주위 사람들이나 아동에게 이야기하는
공개입양으로 태도가 바꾸어 가고 있으며 공개입양 부모들의 모임인 한국입양홍보
회 등이 만들어져서 입양부모 상호간 아동 양육상담, 정보교환 및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공개입양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인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을 바꾸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 공개입양을 하겠다는 입양부모에 비해 비밀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많
으며 이로 인해 신생아 입양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과 더불
어 국민입양인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2006년 7월 10
일)』을 마련하였다. 동 대책에 따라 입양시 입양부모가 부담하던 입양수수료(약
200만원)를 2007년부터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
식(아동 금전매매) 개선 및 입양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이 대폭 경감됨에 따라 국내입
양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7년부터 13세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
당을 지원하여 입양아동 건전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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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국내입양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에 월 551천원
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52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는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서 의료급여(1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
해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입양휴가제를 2006년 11월부터 실시
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체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독신가정의 증
가,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독신여성 및 중장년층의 입양수요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혼인중일 것이라는 규정 삭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연령
차이(50세→60세미만) 완화, 입양부모의 자녀의 수 제한(5명 이내)규정을 없애 이들
계층의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입양정보센터는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를 입양기관의 담당자들이나 입양기관을 방문한 양부모가 열람하도록 함으로
서 아동이 어느 기관에 있던 입양대상아동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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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신생여아를 원하는 부모
들이 많아 기관별로 50가정에서 300가정까지 여아를 입양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반
면에 남자아이는 국내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적어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다
가 국외입양을 가게 되는 것이다. 입양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
놓았지만 아직은 국내입양의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금방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업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입양에 대한 생각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 하겠다. 입양이 활성화되고 한국사회의 자연스런 문화
로 정착되려면 입양관련 내용의 교과서 등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입양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을 바꾸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과 국
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신생아를 위한 국내입양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남자아이
나 3~4세가 넘는 연장아동, 장애아동의 입양은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런 아동들을 입양하는 양부모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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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택에서 일반 가정집과 유사
한 규모로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고, 부모가 적절히 돌볼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하고 있다. 서양의 경우
그룹홈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대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
우로서 특별한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14세 이상으로 연령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피해아동, 가출
아동, 장애아동 등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홈이 있지만 대
부분의 경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형태의 하나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
룹홈은 보호인원이 감소할수록 친밀한 인간관계와 개별적 처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등은 12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최근에는 4-6인 정도가 가장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령에서는 8인 미만을 공동
생활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아동복지지침은 5명을 표준으로 하되 아동 7
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장점에 대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대표이사인 박경자씨
는 “공동생활가정은 일반가정과 똑같이 아동들과 함께 부얶에서 밥 냄새와 찌게냄
새를 풍기며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가정과 똑 같은 분위기에서 아동들이 성장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일반 시설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이지요.
그리고 위탁가정과 같이 다른 가정에 들어가서 새롭게 새 가정에 적응하는 것보
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 몇 명이 함께 사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더 수월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주말에 아동들이 부모님과 함께 시간
을 지내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유롭게 이곳을 방문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아동을 위탁받기 전 부모님을 만나서 면접을 하고 서로 간에 필요한
양해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제가 함께 협
조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그룹홈에 있는 아동은
보통 4년 이내에는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기간이나 보호목적에 따라 단기보호, 장기보호, 치료
보호로 나누어진다. 단기보호는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수감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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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다. 장기보호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장
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며 치료보호는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
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단
기보호나 치료보호는 원칙적으로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장 조
치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법인시설 외 민간단체,
개인 등이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는
개인 및 기관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1) 열정과 희생만으로 운영되던 공동생활가정의 법제화
우리나라에서 시설보호와 명확히 대비되는 탈시설보호 방식의 공동생활가정(그
룹홈)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은행골 우리집, 일신 우리집, 들꽃피는 마
을 등 1990년대 초반 공동생활가정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은 빈곤, 학대, 미혼모 출산 등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필요
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의 새로운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보호형
태이지만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에 관심을 가진 개인, 종교단체 등의 노력으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문민정부는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1997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범사업(15세대)을 시작하였고 1998년도에 처음으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건비
(1인)가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
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지난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이며 2004년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아동복지시설의 한 형태로 제도화하고 2006년에 낮은 수준
의 1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는 지원세대
를 대폭 확대하고, 법정 배치인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공동생활가정은 법인시
설 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 최근 들어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반 아동
복지시설에 비해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2007년에는 176개소로 확대하여 약 900여명
의 아동을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공동생활가정이 이처럼 급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데에는 산업화, 도시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한 가정해체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규모 시
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분위기면서 유사한 문제를 가진 소수의 아동들이 함께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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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복지수요의 양적, 질적 증대에 힘입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아동의 가정보호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확대를 추진할 예
정이다.
참여정부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을 배치하고 (아동
복지법 시행령 별표 5) 2006년부터는 신고시설(신규 신고시설도 포함)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 외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퇴소아동의 경우
시설퇴소아동과 같은 수준의 자립정착금을 지원(지방이양사업)하고 현재 국고지원
하는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생활아동에 대한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이와 같은 지원은 미신고시설이
었던 공동생활가정들로 하여금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정부
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2) 미신고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양성화 및 전문시설의 필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방식은 가정적 보호, 전문적 보호, 대안의 서비스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비체계적이
며 비전문적이며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자연발
생적으로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도 요인이지
만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의 미흡에도 기인한다. 정
부에서는 2002년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미신고시설 양성
화대책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이를 계기로 신고를 하였
지만 아직도 20여개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아동을 보호
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일정한 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어 모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런 경과가 지난 다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적합한 시설로 전원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정부 지원이 제공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지
방자치단체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주고 있는지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며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는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크게 단기, 장기, 치료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에 따
른 지원은 차이가 없다. 치료공동생활가정은 일반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는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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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치료 전문인력이나 치료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단기공동생활 역시 아동을 보호하
고 있는 동안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초기 사정을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인력에 대한 배치나 인건비 등을 차별화해
서 지급하는 것이 보다 전문화된 공동생활가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아동시설보호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설
아동복지시설은 입양사업, 가정위탁사업과 함께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역할을 회피할 때 제공되는 대리보호 사업이다. 아동복지
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한다는 면에서는 가정위탁 사업과 동일하나 집단
의 형태로 제공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은 1950년을 전후로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급격히 늘
어난 요보호 아동을 집단수용하기 위한 아동수용시설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착
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1930년에 32개소, 1950년에 153개소, 2000
년에 269개소, 2006년 기준 282개소로 보호아동은 18,817명이다. 초기의 아동복지시
설은 요보호아동의 긴급구호라는 역할을 하였고 시설운영의 재원은 상당부분 외국
의 원조에 의존하였다. 198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미혼모의 증가, 가족갈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증가 등으로 부모나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를 받아
야 하는 아동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시설보호를 줄이고 공동생활가정, 입양, 가정위탁 등 대
안적 양육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하였다.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하도록 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에 따라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서비스
가 증가하였고 또한 출산율 감소로 아동인구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수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아동보호시설이 통폐합되고 시설기능개
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6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282개소 중 양육시설이
243개소, 직업훈련시설 3개소, 보호치료시설 8개소, 자립지원시설 13개소, 일시보호
시설 13개소, 종합시설 2개소로서 아직도 양육시설이 대부분이고 다른 유형의 시설
은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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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아동복지시설 현황
총 282 개소(18,817명)
13개소(391명)
243개소(17,517명)

3개소(75명)

2개소(1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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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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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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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일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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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호

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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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

8개소(436명)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1)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다양화 추진
아동복지시설에서도 변화하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하여 아동시설의 보호방법을 종래의 대규모 보호의 형태에서 소숙사(일반가정집처
럼 한 숙사 내에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 형태나 그룹홈
형태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고 종사자 처우도 현실화하여 아동
과 보육사를 가정단위로 구성․보호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시설아동도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ㆍ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규모시설의 인
력기준과 설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활성화와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보육사의 2교대 근무를 확대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양육에 한정된 시설의 기능을 상담, 일시보호, 급식, 방과후 교육, 각종 프로그
램 운영 등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기능도 추가함으로써 시설이 지역사회의 종합아
동복지서비스 시설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많은 아동보호시설들이 지역아
동센터운영, 학대 및 방임아동보호, 아동 및 가족상담, 지역사회에 도서관 개방 등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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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 추진
상담, 보호
보호, 양육 위주

학대 예방

방과 후 지도
집단시설 보호
가정과 유사한 환경

그러나 김통원 등이 2005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운영하
는 프로그램의 수행주체 중 53.3%만이 직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급 자원봉사자
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자원봉사자의 사정에 따
라 프로그램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또는 완전히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의
전문성이나 안정성이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시설아동 중 58.3%가 부, 모 등의 연고자가 있지만 연고자 연계 서비스는 매
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의 특성이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아동의 자립지원이나 퇴소 후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2) 시설아동 자립을 위한 지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연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연장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연장아동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시설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립지원시설 13개소를 설치하여
연장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설 퇴소시에는 침구나 취사도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1997년도부터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해 군부대 입소, 자연탐방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
서는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을 특별히 마련하여 퇴소아동에
게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부여하거나 전세자금 임대를 확대하는 등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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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 우대 및 학자금 지원 등 퇴소아동이 사
회초기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취업알선․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립지원센터운영을 확대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퇴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3. 빈곤아동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가. 빈곤한 아동들의 공부방 : 지역아동센터
1970년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산업인력의 수요급증과 농촌
인구의 도시이농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주한 사람들은 주로 저학력이나 돈이 없는
가난한 노동자로 도시외곽지역에 밀집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가난의 대물림과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가 반복되면서 빈곤아동은 교육기회 상
실,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으
나 지역사회 내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교육, 상담․급식 등을 제공하는 지역 내 인프
라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빈민지역 안에 들어가 그들
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지역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활동
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IMF로 신 빈곤층이 급증하고 가족해체, 실직, 가족폭력
등 다중위기에 처한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중요
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민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교육, 양육 등의 단순한 지원에서 벗
어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교육, 음악·미술·공동체놀이 등의 문화 활동,
다양한 심성훈련과 상담 및 권익보호활동, 학부모 교육과 지역연계 활동을 통해 빈
민지역 아동들의 인성과 지적 성장에 기여하면서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
동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
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우
며,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성형성 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을 공급
함으로써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사가 오래 된 것에 비해서 2004년 이전까지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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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인정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강명순 목사 등 빈곤아동의 복
지에 관심을 갖고 공부방을 운영하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2003년 12월 개정 아
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었고 이로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법적으로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의 의미
는 정부와 사회가 빈곤아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빈곤의 세대물림을 단절시
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
책의 기본 철학이 친 가족 보호를 배제한 가족보호 우선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본다
면 빈곤아동이 그의 친 가족으로부터 이탈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보호하고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므로 아동복지의 기본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
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로서 많은 공부방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였고 지역아동센터가 지
역사회 빈곤ㆍ결손 아동에 대해 보호, 학습지원, 급식, 상담,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기 위
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농어촌이나 심각한
빈곤지역에 있는 공부방일수록 환경이 열악하고 정부에서 지시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데 그런 곳일수록 아동을 위한 시설은 공부방이 유일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의 빈곤지역의 경우 조건이 안 되는 공부방은 그 동기와 목
적이 확실한 경우 정부가 시설임대나 수리 등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공부방을 지역
아동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촌지역 등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2006년도에는 243개소에 대
해 시설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
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이다.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가정, 한부
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정, 맞벌이ㆍ이혼가정,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을 적극 발굴
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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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수혜아동수를 늘리기 위해 2004년 8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500개소로 확대하였고 2005년 800개소, 2006년 902개소에 이어 2007년
에는 1,800개소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2월말 전국의 지역아동
센터 2,029개소에 약 59,172명의 아동이 이용(미취학 4,133명, 초등 46,575명, 중등
6,846명, 고등 1,095명, 결혼이민자 자녀 321명)하고 있다. 이는 2004년의 지역아동센
터 이용아동 수 2만3천명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한 숫자이지만 빈곤 아동수(약 100
만명 추정)에 비하여 아직 적은 수의 아동만이 이용하고 있어 빈곤 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는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림 4-6〕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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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역아동정보센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미간행),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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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단위 : 명, %)
2004년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하반기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미취학 아동

1,564

6.7

1,736

5.7

3,023

6.9

4,133

7.0

초등학생

18,348

78.6

24,048

78.6

34,617

79.0

46,575

78.7

중학생

2,880

12.3

4,016

13.1

5,129

11.7

6,846

11.6

고등학생

555

2.4

786

2.6

958

2.2

1,095

1.8

결혼이민자
가정아동

0

0.0

0

0.0

33

0.1

321

0.5

기타

0

0.0

0

0.0

22

0.1

202

0.4

전체

23,347

100.0

30,586

100.0

43,782

100.0

59,172

100.0

출처 : 지역아동정보센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미간행), 2006년 12월

(1)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심리 · 정서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에 더 잘 적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교육, 문화, 복지, 지역사회연
계 프로그램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4> 지역아동센터

〔그림 4-7〕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내용

학기중 석식 급식과 방학중 중식,
보호
석식 제공, 생활지도, 위생지도, 지
프로그램
역 내 방임아동 보호 등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학습, 숙제지도, 예체능지도, 특기적
성 교육 등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등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의 복지

지역사회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연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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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지역아동 센터의 흐름도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정규프로그램 뿐 아니라 주 5일 수업, 가정 사정 등으로
주말 등 공휴일과 야간에 아동보호ㆍ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실정 및 센터
여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기 중에 여유가 없어서
진행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과 아동들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심리ㆍ정
서적 지지,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과 실정(아동의 귀가시간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야간․토․
일요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지역아동센터 실정에 따르되 , 보호자가 돌아와 가
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사회 빈곤아동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
고 지역사회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부터는 빈곤․결손아동 등 취약아동 문제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
능을 강화하고자 좀 더 노력하고 있다.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
해 보호․교육․문화․복지․아동참여․지역사회연계 등의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
국 지역아동센터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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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을 하고 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취업희망자, 청년
및 주부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아동복지교사의 종류는 교육분야에 기초학습교사․기초영어교사, 문화
분야에 독서지도교사․체육활동교사․예능활동교사, 복지분야에 야간복지교사․실무지
원교사․지역사회복지사, 보호분야에는 보건위생교사․안전귀가지도교사 등이 있다.
<표 4-5> 지역아동센터 파견지원 아동복지교사 종류 및 서비스 내용
교사구분(10종)

학습
(2)
문화
(3)

복지
(3)

주요역할

기초학습교사

학습부진 아동에게 국어, 수학 개별 및 그룹지도

기초영어교사

기초영어 및 초등 영어 그룹지도

독서지도교사

아동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그룹지도

체육활동교사

기초체력반, 사회체육반, 축구반 활동지도

예능활동교사

음악, 미술 등 예능활동 지도

야간복지교사

야간시간대의 아동 보호 및 과제물, 생활지도

실무지원교사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아동관리 및 지도, 행정업
무 지원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지역사회복지사 아동 및 가족상담, 지역자원연계 등
보호
(2)

보건위생교사
안전귀가지도교사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급식 및 위생, 환경관리 담당
농어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귀가지
도

출처 :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사업안내, 2007

(2)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발전하려면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충족된다면 사례관리
(case management)를 통해 아동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시설
의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서비스 조정과 연계를 통해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줄
여 사회복지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참여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제도화 한 것은 국가가 아동을 보호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빈곤의 세대물림 단절을 위하여 친가족보호우선의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모든
아동들이 가정환경과 관계없이 모두 다 동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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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빈곤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군
구별 연령별 국민기초 생활보장대상자 자료,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차상위
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어느 지역에 몇 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지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립
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설치기준과 종사자 기준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가 빈곤지역의 방임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아동들이 제도권
학교에서 문제시 되거나 소외되는 아동들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서 이들을 적절히 돌
볼 수 있는 상근교사의 수를 늘리고, 보호 내용과 질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가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넷째,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별
도의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 중 행동장애나 정서장애가 심한 아동이 있는 경
우를 위해 집중적인 치료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배치하거나 지역 내에
그런 아동이 많은 경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나. 더 이상 결식아동이 없는 사회 : 아동급식제도의 내실화
국민의 정부는 2000년 10월부터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가
족기능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1만5천명의 결식 또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참여정부 들어와 이를 대폭 확대하여 2004년부터 학기 중 급식
을 받는 학생 중 방학 중에도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23만 5천명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였다.
특히, 방문조사 등을 통해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특성과 가정여건, 그리고 지역실
정에 따라 아동개인별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였으며 아동급식전달 방법
을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등의 단체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식품권
등으로 다양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내 결식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다.
또한 낙인현상이 없도록 선별급식을 지양하고 프로그램과 함께 자연스럽게 급식
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를 단체 급식장소로 지정하
여 이용아동에게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급식비를 지원한다. 급식하기에 시설 등
의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다른 급식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에게 균형 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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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학 중이나 주말급식 방법은 여전히 해결되어야할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기 중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방학 중 아동에게 적합한 방법
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수월하지가 않다.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명단
을 통보하고 방학 중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급식과는 달리
아동의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식품권 이용이나 식당 이용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은 수의 사회복지사로서 각각의 아
동의 형편과 특성에 적합한 급식방법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전달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다. 어릴 때 건강이 미래를 좌우한다
참여정부이후 지역사회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새로 추진한 사업 중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등 아동보건서비스를 확
충해 나간 노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공공보건의료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 현재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저소득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이후 6세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으
며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등 아동
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새로 태어나는 아동 모두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여부를 검사하고 아픈 아동
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임산부 영유아 등에 대한 보건서비스”,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서비스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제반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으며 아동청소
년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등(2002년: 16개소 → 2005년: 31개소) 지역사회
아동건강보호 인프라를 착실히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
한 무료건강검진을 시범실시하고 이를 향후 빈곤아동에 대한 건강개입 프로그램으
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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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및 환아 관리

4. 미래의 자립발판 마련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새로이 도입․시행된 주요 아동정책 중의 대표적인 것이 아
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이다. CDA의 도입목적은 빈곤
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빈곤율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하기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
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CDA는 부모나 후원자가 아동 이름으로 저축을 하면 월 3만원 한도 내
에서 국가가 같은 액수의 돈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이며, 추가로 아동형편에 따라
월 5만원내에서 저축을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아동본인은 최대 월 8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정부지원 최대 3만원을 합하면 최대 11만원까지 저축
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저축된 돈은 그 아이가 자라서 18세가 될 때까지는 찾아 쓰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1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저축한 아동에 한해 일부 자
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적금 또는 적립식 펀드와 같
은 간접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가게 되며 18세 이후 학비나 창업 등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소년
소녀 가정세대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제도를 도입한 후,
저소득층과 중산층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사업은 빈곤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 외에 외에 빈곤아동의 경제(금융)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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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해소, 자산 및 자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아동 눈높이 경제(금융)교육을 실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아동 3만 7천명과 장애인시설 아동 4천 5백명으로
0세부터 만 17세까지이며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
로 복귀하는 아동도 차상위계층 이하의 아동은 희망 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경제교육을 위해 지자체에서 금융권, 지역 민간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아동
발달단계별(초･중･고) 또는 매년(분기 또는 반기별)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CDA의 문제는 아동별 후원금 격차로서 후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나 후원금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적은 아동의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시설아동의 경우 서로의 통장이나 적립액수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아동들의 후원금
격차로 인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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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비 전

아동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목 표

아동에게 보다 나은 사회출발여건을 제공
하기 위한 자산형성과 경제교육 지원

추진전략
1 . 자산형성 지원

2. 경제(금융) 교육

국가, 지자체/아동(후원)
1:1 매칭적립
추가적립한도 운영(자율)
자립목적사용, 용도제한
계좌모델 운용

아동 눈높이 교육
재정관리, 자기관리 등
경제마인드 함양
경제 후원자 발굴
경제단체협력체계 구축

아동자립
3. 후원 활성화

4. 운영지원체계 확립

아동결연 확대
지역사회(개인,기업) 참여
확대
후원활성화 체계 구축
후원 관리기관 운영

전달ㆍ협력체계 운영
추진단(실무단) 운영
모니터링, 분석·평가
지원근거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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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사업추진체계
후원체계

사업관리체계(총괄)

계좌운영체계

CDA후원기관

보건복지부

금 융 기 관

(아동후원정보
통합관리)

위탁

〔사업총괄〕

(계좌운영)

위탁

사업시달

추진단(실무반) 운영
(의견수렴 등)

민간전문기관
(사업전반 관리운영)
위탁

자문

CDA후원기관 지부

후원

시 ･ 도

계좌

시･도 금융기관

(지역아동후원
정보 통합관리)
※아동결연기관과 협력

협력

[시행계획수립･시행〕

협력

(지역 계좌운영)

사업
시달

아동결연운영기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단체 등

후원

아동복지시설
(시설아동)

후원

시 ･ 군 ･ 구

계좌

협력

〔시행계획 수립･시행〕

협력

시･군･구
금융기관
(지역 계좌운영)

후원

계좌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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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가정아동)

계좌

공동생활가정
(가정아동)

제 3 부 현 상황과 향후 과제
제5장 참여정부 전후 상황비교 : 아동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아동투자를 국가정책 아젠다의 핵심으로 배치하여 재정투입을 할 경우, 초기비용
의 부담은 발생하나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Lynch, 2005).
참여정부 아동정책성과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사회투자국가』개념을 아동정책
에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Making a better future with social
investment state)』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
에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인적 자본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 일환으로 희망스
타트 프로젝트 등 보편적 아동서비스를 도입․확대해 나간 것도 이러한 범주에 있다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아동기의 인적자본 형성과 성장단계별 발달 지원을
위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성
장동력에 대한 사회투자를 빈곤아동 퇴치전략으로 수렴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로서 아동에 대
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작업이 진행케 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아동의 생활역량을 강화하여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
2030」에서 제시한 “인적자원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취약위기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를 확대하여 양질의 인적자본 형성과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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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아동정책 개념도

참여정부는 아동안전대책,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희망스타트, CDA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는 예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의 발생자체를 막는 예방보다는 이미 발생한
문제의 더 심각한 형태로의 전이를 막는 치료 혹은 재활에 더 큰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문제가 이미 일어나 손상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사후처방적 접근만으로 문
제의 근본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
예방적 접근은 경제적인 면에서 비용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기집단의 조기발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위기 상황에 놓여도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원조를 요청하
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곤이나 카드빚, 이혼, 중대한 질병 등의 이유로 사회
안전망 아래로 급속하게 추락할 우려가 있는 위기집단들을 지자체 등 일선기관에서
사전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정부 이전에는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가정 및 학교이탈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위기아동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미흡한 실정이
었고 결식아동 및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정책 등도 사후대책의 성격이 강했
다. 관련 서비스의 전달체계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별도의 민간기구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나 연계체계가 미약하여 복지․건강․교육․상담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였다. 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관이나
시설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아동발달에 요구되는 복지서비스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느 한 기관에 의
해서 독자적으로 제공될 수 없고 다양한 서비스 전달주체가 개입된다. 따라서 아동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기관 간 연계체계 확립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

- 76 -

지만 기관들의 구심점이 되는 중심축이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희망스
타트 센터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면서 통합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단
초가 마련되었다.
〔그림 5-2〕참여정부 아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참여정부

참여정부 이전

○ 사후대처적 접근

○ 조기 예방적 접근

○ 분절적 서비스체계

○ 통합적 서비스체계

○ 기관 중심 전달체계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 요보호아동 보호

○ 인적자원개발 위한 사회투자

〔그림 5-3〕참여정부 전후 아동정책 상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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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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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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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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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사고
사망자(명)

1,210

요약하면, 참여정부 이후 아동정책은 기존의 “요보호아동 대상의 서비스 체계”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조기개입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래사회 성장동력으로
서 아동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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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의 확대,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규모 확대 등
빈곤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및 국가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실종아동법 제정을
통해서 실종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아동의 건강
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전국 18개소에 불과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43개소로 확대하고 성
학대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학대아동 보호프로그램을 세분화, 다양화시켰으며 2007년
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0만원)을 새로 도입하는 등 아동에 대한 사회와 가정의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시켜 나간 점 역시 이전 정부에 비해서 개선된 아동정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아동정책에 있어 그동안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동안전사고에 대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안전종
합대책의 추진으로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를 일궈냄으로써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사고가 빈번한 어린이 용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에서 아동 안전사고 사망율이 5년 만에 45% 감소되는 등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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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가 안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며 인터넷 이용 확대, 인
스턴트식품 의존에 의한 건강 악화 등 새로운 안전위협 요소에 대응하여 집중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이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학대피해․실종 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권리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에 아동안전권리팀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 안전 및 권리에 대
한 정책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2002년 18개소
→ 2006년 43개소)을 통해 피학대아동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보호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아동권리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
동이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맞추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활동을 강화해 나간 것 또한 그 주요성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와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대폭 확대하였다. 가정위탁
사업의 내실화, 입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아동에 대
한 가정보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아동급식제도의 내실화 등
을 통해 지역사회내 소외․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였다.
넷째,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전에 발견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아동정책으로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와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등 미래지향적 사회투자개념으로서 보편적 아
동보호서비스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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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 아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흔히 아동정책에 관해서는 격렬한 반대도 적극적 찬성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
다. 다른 사회정책들은 상당한 정치적 갈등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집
중되는데 반해 아동정책은 아동인구의 감소로 정책결정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점,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점,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 대변될 수밖에 없다는 점, 다른 인구집단과
는 달리 투표권이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아동정책은 구체적인 추진세력도 없고 사회
적 무관심으로 점철되어 왔다. 정치적 갈등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고 이를 통해 발
전의 과정을 모색하는데 반해 사회적 무관심은 정책과정에서의 소외로 이어져 정체
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정책은 피학대아동 사망사건 및 부실도시락
파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면서 정책
이 뒤따라오는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적이기 보다 파편적이고 분산
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통한 장기적 비전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아동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아동보호와 양육을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도 더불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합의의 출발은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회의에는
아동복지시설단체 및 학회뿐만 아니라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 영역을 망
라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의 아동복지인식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고 재원확보에 대한 전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의 많은 영
역을 포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의 확대
아동복지서비스가 보편적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보호 아동의 보호
와 양육이라는 소극적, 잔여적 대책에 치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복지서비스는
출산율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금에 비해 혜택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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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에 부딪칠 우려마저도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보편적
서비스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가능한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아동수당은 자산조사형
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보편적인 형식으로 도
입했고, 현재에도 그와 같은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아동수당 도입의 문제가 시기적으
로 거의 동시에 고려1)되고 있고 또한 둘 다 아동양육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두 프로
그램을 중복적이거나 보완적인 것으로, 예산상의 제로섬 게임처럼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보육정책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혹자는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
1) 영아 보육비의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놓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간
논란이 있었다. 기본보조금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 비용을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한다면, 아동수당제도는 영유아가 유치원 혹은 보육시설을 이
용하든 이용하지 않던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아동
수당제도 도입은 현재까지 각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
펴보면 우선, 기획예산처는 아동수당제도는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전체를 대상으
로 지원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
산이 부족해 1~2년 안에는 아동수당제 도입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재원 마련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는 민간보육시
설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아동수당제도는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며,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유인효과가 적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기
본보조금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아동수당과 기본보조금이라는 이중 지원을 받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며,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도입하기로 한 기본보조금제도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 대안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육수당을 제안하여 검토하고 있다. 즉,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과 양육수당은 기본 개념에서 차이가 있으며,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수
당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양육수당이란 육아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조부모, 다른 사람, 혹은 부모가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라도 ‘돌보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기본보조금이 보육시설을 이용
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반면, 아동수당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보육비용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므로 친인척 등 기타 보육수단을 이용하는 다
수의 아동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 등에서도 동 제도를 시행중이
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
라는 점을 들어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06.6.20)’에서 “정부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제
도의 도입 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06년 6월 21일 총리주
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만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2006
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전서구, 경기평택, 전남해남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유아 기본보조
금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8.1)’에는 ”아동
수당 도입에 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06.6.20)‘에 따라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어정쩡한 상태로 봉합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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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두 가지 제도는 목적과 기원이 전혀 다른 제도이다. 이미 확보된 보육재정
의 일부를 돌리는 방법으로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이는 보육이나 아동수당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현세대가 다
음 세대에 지는 집단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보육서비스와 아동수당은 그 책임을 상
징적으로 표현하고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전체 패키지의 일부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정책의 공공성을 높이는 과제와 더불어 아동수당의 보편
적 실현은 한국 아동복지체계의 패러다임을 “가족책임”으로부터 “사회책임”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의 방임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아동 업무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보육은 여성가족부로, 9세 이상 18세 미
만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으며 아
동노동에 관해서는 노동부가,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정업무는 법무부가 전담
하는 등 아동정책이 상이한 법제에 의해 서로 다른 유관부처로 나뉘어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정책의 표류를 막기 위해서는 정
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종합적인 아동
정책의 수립과 관계부처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국무
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부처 간 조정․협력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향후 위원회가 실질적 정책 조
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활성화, 과제별 실무조정 그룹 운영 등 부처
간 협의체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의 조정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의거하여 각 부처의 아동정책에서의 역할 축소나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
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4. 주요 아동복지정책과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아동복지관련 예산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
방정부로 이전되었다. 이와 같은 예산의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추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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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증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사업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따
라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
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부모 역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무관
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아동복지사업 중 아주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 제한적인 사업만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실정이다. 아동에
대한 정책은 국가가 일관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
로서 아동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아
울러 지자체의 아동복지사업을 기존 “요보호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로부터 “사전예
방적 조기개입서비스체계”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아동복지사업 평가
척도를 새로 개발, 시행하는 등 중앙차원의 모니터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강화
아직까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하나인데 서비스 체계는 공급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할되어 있다. 또한 그러한 서비스 체계에서 접하게 되는 전
문가도 각각 문제위주로 분할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체계는 수혜자 중심의 통합
된 체계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범주화된 체계로서, 서비스간의 단절성과 중복성
의 문제가 심각하여 서비스간의 역할 분담과 조정, 상호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
기 어렵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아동정책의 지원체계가 매우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에서 법 개정이 이
루어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계체계가 수립될 때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아동정책
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관 간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통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아
동에게 가장 좋은 양육환경인 가정을 회복시켜 가정에서 보호하게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주에 가정
에서 양육이 어려운 모든 아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아동은 동일한 조직체계 속에
서 보호, 치료는 물론 가정위탁ㆍ입양ㆍ시설입소 등이 함께 이루어져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분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연계구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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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업무에
필요한 협력 부처인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과 공통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효율적으
로 연계,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
우, 영국의 “Working Together”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Working Together”는 아
동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의하여 보건부, 내무부, 교육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아동법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으로서 그 내용에는 지역의
정책과 아동보호기관간의 협조방안, 아동보호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방법, 그
리고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방안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지침서는 지역의 아동
보호위원회까지 시달되어 일관성 있게 연계가 이루어져 아동정책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효과적인 연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이나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행정적 지원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6. 보호아동판정심의위원회 설치
<그림 6-1>는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업
무처리 흐름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관점에
서 아동에 대한 각 기관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기
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가정법원에서, 일본은 아동상담소에서, 영국은 아
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앞으로 개
선을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요보호아동 발생 시 아동은 시․군․구의 아동복지 담당자에게 의뢰되고 아동
복지 담당자가 아동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시설에 배
치 시 어느 곳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아동을 배치하게
되면 아동의 배치가 적합하게 이루어 졌는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의뢰할 때 했
던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아동을 위해 다른 곳으로의 배치가 더
적합한가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동을 처음에 시설에 의뢰할 때는 물론이고 의뢰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아동에게
배치된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또는 공동가정생활이 아동에게 적합한지, 연고자와
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통해
아동의 복지에 대한 보다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동보호판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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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그림 6-1〕보호아동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기아, 미아, 가출아동, 피학대아동
등 발견, 의뢰(아동복지법 제10조제1
항)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아동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일시보호시설
임시보호조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경우의 일시 보호조치)

㉮ 입양기관

친부모 보호양육 지원 및
충분한 입양상담, 직계존
속을 노력을 다함.

①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아동복지공무원 또는 아동위원 등)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 보호양육 조치
(친부모ㆍ보호자ㆍ친인척 등 연고자
보호양육)

① 국내입양
(우선 추진)

③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일반위탁가정)

② 국외입양
(차선책)

④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①-③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①②
원가정복귀

③
가정위탁

③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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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룹홈보호

④
시설보호

7. 아동복지 정책공동체의 활용
최근 아동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아동문제가 복잡해짐에 따
라 정책결정의 전문성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아동정책의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에게 정책의 타당성을 설득시키고, 대립되는 이
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러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아동정책에서도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책공동
체는 아동정책 관련 공무원ㆍ국회의 전문위원 및 의원보좌관 등 정책전문가ㆍ전문
변호사ㆍ공익단체 및 이익집단의 대표ㆍ대학교수ㆍ연구소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
며, 아동을 둘러싼 정책문제와 정책대안,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아동정책에 대한 평
가 등에 대하여 토론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송하중
외, 2005). 첫째,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문제가 공식
적으로 의제화(agenda-setting) 되기 이전에 아동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그
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급속하고 복잡한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둘째, 정책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참여자의 주장을 듣고 토론을 거치므
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이해관계의 조정이 원활히 이
뤄진다. 셋째, 정책공동체 내 참여자들의 토론을 거쳐 정책이 도출되고 또 변화하므
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며,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
고시킨다. 마지막으로, 정책공동체가 형성되어 오랜 토론을 거치다 보면 아동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별 전문가들의 능력ㆍ성향ㆍ전문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며, 따라서 정부의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인재의 발탁이 가능해진다.

8. 전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가장 고위험집단에 해당하는 시설아동이 거주하는 아동복지시설이나 빈곤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유인하지도, 장기간 근무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
한 근무 조건 하에서는 실무자들의 소진(burnout)을 유발하기 쉬우며, 이직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 소진은 부모의 우울 등 정신건강문제처럼 아동에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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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고, 실무자의 잦은 인력교체는 아동의 정서불안이나 기본적
신뢰감의 상실 등 심리적 외상을 일으키기 쉽다(<그림 6-2>). 이렇게 전문인력의 근
무시간과 임금 등이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면, 위기아동에 대한 안전망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의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임금이 향상됨으로써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6-2〕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현황

출처 : 이태수, 아동복지 전문인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2006

위와 같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추진해 나가야 할 8개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한 나라의 아동 상황은 그 나라의 사회ㆍ문화적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
는 척도이다. 우리나라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나 재원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
할 것인지’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지, 국가에서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 없다면 민간자원을 어떻게 끌어들일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
다. 미국의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1909년 소외아동의 보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백악관 회의나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저
술하여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저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
다(It takes a village)"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고 합의의 단초를 마
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은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재원 마련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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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아동정책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특수
목적세나 부담금의 신설이든지, 아동복지기금의 마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나 재원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논의
만 계속될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아동정책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확
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동정책 분야에 있어 부처 간
협력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사업의 경우에 여성부, 청소년위, 경찰
청, 법무부, 교육부등과의 다차원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가 도출되
는 것으로 기관 간에 공통 업무수행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각 업무에 적용하는 영국
의 「Working Together」제도와 같이 현실적으로 기관 간에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향후 아동정책의 과제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기존의 노력과 새로운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동서비스
의 대부분이 요보호 아동중심의 선별적이고 사후관리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희망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의 확대와 아동과 그 가
족에 초점을 둔 통합지원체계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인간변화형 아동정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
울러 가정해체, 사회양극화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아동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요구 특히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요구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므로, 아동수당 도입 등 아동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투자 개념으로서 아동복지 예산을 확
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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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아동정책과 관련된 통합적 사회서비스 투자 국가의 비전

향후 아동정책의 방향은 안전망(safety net)의 형성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의 내실화는 물론 보편적 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 투자기반을 공고히
구축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보호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건강, 교육, 복지 등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미래사회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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