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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행복 위협에 관한
질적 연구 및 부모교육의 필요성
박 성 희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는 맥락을
파악하고 위협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의 행복 보호를 위하여 아동지원뿐만 아니라 부
모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 자료는 농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2명의
아동과 가정생활을 면담하고 추가로 이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추가 정보를 실무자로 부
터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 아동이 방임되는 것과
양육권의 남용 그리고 부모의 무지에 의한 양육부재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것은
가정이 해체되고 실직 및 저소득으로 보호자들은 자녀 양육에 큰 부담을 갖게 되고, 현
재의 삶의 상태는 우울 성향을 소지하도록 하여 알코올 및 게임중독 등으로 정신 건강
이 위태로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들은 부부관계 및 자녀와의 갈등을 폭력
으로 해결하여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며 자녀 교육 및 양육 자원을 소지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
해 국가는 아동의 권리가 부모에게 귀속될 수 없거나 부모에 의해 지배될 수 없는 권
리임을 인정하고 부모의 양육권을 감독하여 아동의 행복(Wohl)을 보호해야 한다. 아동
의 행복 보호는 아동지원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이 필수적으로 함께 지원될 때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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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한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 성장과 발달을 시작하는 최초의 생활
환경은 가정이다. 아동의 초기 성장발달은 가정환경에서 이루어지며 부모는 아동이
만나는 최초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 이것은 아동이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활규범과 가치관을 습
득하여 한 인간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이다. 아동이 사회 경제적 가정환경 속에서 부
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신의 인성을 만들어가고 발전시키는 과정인 사회화
(Geulen & Hurrelmann, 1980)는 아동이 발전하는데 총체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조
건이 된다. 아동의 사회화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사회는 부
모 교육을 지원하기 보다는 자녀양육이라는 역할과 책임만을 강조하여 왔다. 따라
서, 현재의 부모들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부모의 역할이나 자녀양육
에 대하여 부모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부재한 형편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져 있어 부모는 아동 양육에 관하여 권
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양육권이란 부모의 양육 책임이 원만하게 실현되
도록 부모에게 인정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부모의 권리가 아동의 법
적지위를 보장해 주지 못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충돌장애가 끊
임없이 일어난다(Bosch, 1969, 김상용, 2000; 정혜영, 2008).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
식이 낮고 부모의 역할을 실천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모도 아동양육을 위하여 적절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아동1)의 바람직한 성장과 개발에 관한 기회보장 등을 강조하
는 아동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바람직한 부모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만
연한 가족과 이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양육관과 양육태도를 소지하도록
도와주려는 시도가 요구되어(양명숙, 1996), 많은 단체 및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며 효과도 검증되고 있다(이병래, 2003).
그러나 부모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부모가 되기 전 결
혼의 동기와 자녀를 갖는 동기,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 등 부모-자녀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의 요인과 부모-자녀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
하므로 부모의 역할을 축약하여 정의할 수도 없으며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위하여
부모들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 지도 매우 모호한 형편이다(송인애 정해은 김미
영, 2008).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농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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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의 맥락을 분석하여 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는 맥락을 파악하고 위협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의 행복 보호를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었
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행복이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 12명
을 표집하여 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는 맥락을 밝히고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부모교육의 내용을 제언하였다.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아동지원은 지덕체의 총체적 발달에 관한 지원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
만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은 총체적인 연구라기 보다는 아동의 기본적인 성장과 개
발을 위한 기회의 보장과 관련된 기본권 보호, 교육기회의 불평등, 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는 자녀양육문제 및 양육방법에 의한 발달 장애, 아동학대 그리고 민법같은
법률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첫째,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한 법제화연구가 이루어졌다(강명순, 2007; 권택기,
2008).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 및 아동복지법의 재개정 과정과 지역아동센터의 변
화와 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의 실천으로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이 강조되었으
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능력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간과되었다.
둘째,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1997년, IMF 이후 소득불평등 정
도가 악화되면서(노대명, 1999; 박순일, 2000), 지역별, 학교별 계층이 분화되면서,
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에 대한 계층별, 가정배경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
적되었다. 특정학교에 소외계층이 밀집하는 학교별 계층 분화 현상이 두드러져, 교
육기회 불평등 문제 개선과 소외계층의 교육적 성장 지원 정책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한만길, 2000; 이상오, 2000; 이태수, 2004; 이혜영, 2003; 홍봉선, 2004).
셋째, 부모에 의하여 아동의 행복이 보호되지 못하고 위협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측면과 양육방법에 의한 발달 장애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가족 환경이 지적되었다. 부모실직 등이 청소년의 우울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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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아정체감 형성(정환구․오경자, 2010)과 청소년의 교육적 성취(구인회, 2002)
를 방해한다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아동들은 취약한 주변
환경 속에서 방치되어 있으며, 부모들은 사회적 측면의 지지가 부족한 가운데, 아동
을 충분히 지도감독하지 못하고 역할모델이 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되었다(문형
미, 2007). 빈곤가정에서는 양육자인 부모가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자극을 제
공하지 못해 아동의 인지적 발달 장애가 나타나고 학업성취도의 달성도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구인회, 2003). 아동은 감정과 정서적 발달 장애를 겪게 되어 공격성이
증가하고(성미영․최인숙․이강이, 2007), 문제행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적 장애(김
경희․황혜정, 1998)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달 장애를 겪는 학생을 지
도하는 측면에서 부진한 학생 지도와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인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졌다(이화진 외, 2009). 대안적 탐색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해 국가가 중점학교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및 드림스타트 사업 등
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력 증진에 한계가 있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 제안되었다.
넷째, 아동학대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는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 부모로
부터 일어나며 아동학대는 대부분으로 친부 49.4%, 친모 30.2%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보호전
문기관, 2011). 학대부모의 26.0%가 무직, 15.1%가 단순노무직 등 비정규직에 근무
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낮고 중 48%가 불안한 직업구조를 갖고 있다.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가정의 아동이 35.8%로
나타나 이들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요인이 학대요인으로 지적되며
학대 부모들이 양육태도 및 아동양육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아동 학대가 일어난다고
지적되고 있어(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아동의 행복보호를 위한
부모교육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다섯째, 오랫동안 아동의 행복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은 1990
년 민법 개정 이전에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이 주로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권리로 이
해되어 자녀는 아버지의 양육권에 복종하는 대상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가장 큰 원
인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어 어머니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가 인
정되어 양육권은 자녀의 행복(Kindeswohl)2)을 위한 부모의 의무로 인정되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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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아직도 가부장적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김상용, 2000). 또한 2005년 민법
이 개정되기 전에 구 민법 제 909조 제1항에서 “미성년인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권익보호 및 아동의 행복을 위한 부모의 양육권을 자치영
역으로 최대한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 헌법
에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의 자유,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미(정혜영,
2008)한 점도 한가지 원인이 된다. 이와같은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장
애의 문제를 지적하고 아동의 권리가 중시되어야 할 것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
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였으나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아동의 행복과 권리
아동의 행복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아동 존엄의 존중: 헌법 10조가 보호하는 고유한 인간존엄과 자유로운 인
격의 발현권은 아동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은 성장과정 중에 있으므로 아동
의 존엄은 인간형성 중의 성장기본권(Menschenwerdungsgrundrecht)이라는 특수성
으로 인하여 인격발달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헌법 속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즉,
국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활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의무
를 소지해야 한다. 권리규정의 형식을 통하여 아동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부
모는 양육권 행사시에 아동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의 존엄에는 폭력없는 양
육이 포함되어야 한다(정혜영, 2008).
둘째, 아동의 행복 보호와 국가 감독권: 현행 헌법에는 국가가 신체적, 정신적 학
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정혜영, 2008). 헌법 10
조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서 아동행복을 위한 보호는 가능하지만 독일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문에 명시된 ‘국가 감독권’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방임,
학대 등에 의해 아동의 행복이 위기에 놓여있는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국가의 감독권(Staatliches Wachen)이란 아동의 권리가 부모에게 귀속되거나
부모의 양육권에 의해 지배되지 못하도록 국가가 아동의 행복 보호를 위하여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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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권을 감독하여 아동의 행복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를
책임지는 것이다.
셋째, 인격의 발달 및 발현권 보장: 아동은 발달 과정에 있으므로 자유로운 인격의
발달(Entwicklung)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기반 한 개인성의 발현(Entfaltung)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의 자기책임적 인격발현은 인격발달을 전제로 하므로 아동의
인격발달권이 실현되려면 부모와 국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존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국가가 감독하고, 만약 부모의
교육 및 양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때에는, 부모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다 하도
록 국가가 부모교육을 지원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의 양육
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넷째, 국가의 급부 의무: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 헌법 제27조 제8항에서는 국가의
급부의무를 아동을 위한 특별한 보호제도라는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 헌법 제
27조 제4항에서는 “주정부와 공동체는 탁아소와 청소년여가시설 지원과 모든 아동
이 탁아소에서 교육, 교양, 돌봄, 배려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였다. 작센 주 헌법 제
3조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방적 건강보호와 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 지
원”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 돌봄에 관한 아동의 권리는 아동을 위한 공적
제도를 형성하여 자녀양육이라는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국가적 의무 실천
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에 국
제연합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가입국이 되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중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행복추구권을 중시하여 “모든 사람이 도
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권리를 향유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즉,
모든 아동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을 위한 적정한 생활수준
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소유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한 교육권은 인격의 완전한 발달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중시되었다. 둘째,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가정과 아동의 권리를 중시하였다. 아동의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4조에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아동이 속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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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가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
하였다. 즉, 아동의 권리,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아동의 인권존중, 자아실
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교육권을 강조하고 있다(백혜리, 2007).
아동의 존엄과 가치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유
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에 성인중심의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
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
려할 것”을 명시하여 아동의 이익이 성인중심주의, 행정편의주의 등에 의해 침해되
지 않도록 규제하여, 아동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인본주의적 측면에서 존엄
함과 가치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명시한 것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출
생 이전부터 아동기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하여 특별 보호와 배려가 필요”함
을 강조하고 실제적인 아동의 권리를 소개하여 아동의 권익확대에 기여하였다. 아
동보호에 대한 국제적 요구는 각국에서 헌법 해석을 통하여 아동의 지위를 강화시
키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확산되고 아동관련 헌법 조항 신설 등, 아동의 법
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아동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아동의
자유,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여(정혜영, 2008) 국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이행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가족과 교육
부모교육은 부모가 자녀양육이나 사회화를 위한 과제를 잘 수행해나가도록 정보
를 제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Speichert, 1981). 가족체계이론에서는 원인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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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기 보다는 어떠한 일이 연결되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연구하여 가족이 에너지
를 수용하고 조절해 나가는 열린 체계로 변화할 것을 강조한다(Jensen, 1983). 이러
한 측면에서 가족을 하나의 사회체계 또는 기능적인 단위로 보고 가족이라는 전체
구조적 맥락에서 개인을 이해하면서도 구성원 각각의 맥락에서 개인을 이해하여 가
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Bowen, 1978). 개인의 문제를 하나의 부분으로
보아 체계 유지에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관계 속에서의 갈등해결 방법으로 교육을
강조한다. 각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적응력을 발달시켜 가족체
계가 효율적인 체계로 기능하도록 혁신적인 교육을 요구한다. 체계이론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상호작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
용은 각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개성의 합이 아닌 복잡한 실체로 이해된다(Goldenberg
& Goldenberg, 1983). 따라서 가족체계이론에서는 아동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발달
과업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모 및 아동을 위한 환경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환
경 속의 체계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가족은 하위체계이며, 가족구성원이
사회화과정에 참여하여 소속집단의 가치와 지식, 자기 상황에 합당한 사회적 역할
을 습득하기 때문에 부모양육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구조와 기능을 전환시켜 아동이
안정성을 찾게 된다고 보았다.
임파워먼트란 개인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힘과 역량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용
하도록 지원하므로 개인의 자의식 향상을 지원하고(Aubrecht, Oberndorfe &
Schoenwiese, 1999), 권한을 부여하여 용기를 북돋우며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킨다
(Wilkinson, 1998). 즉 임파워먼트는 부모가 잠재되어 있는 내부의 힘을 찾아나가도
록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녀가 행복을 보호받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보장받아 성장하
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위력을 발휘하도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아동양육자가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
하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능력을 부여하므로 임파워먼트는 양
육 역량 강화로 이해될 수 있다. 강점지지이론(Strength theory)은 부모 모두가 고
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McCashen, 2005). 부모는 아동이 소
지하고 있는 강점을 찾아내어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잠재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지도해야 한다. 부모와 아동이 형성하고 있는 가족체계적 관계와
문제보다는 가족체계가 소지하고 있는 자질과 기술을 토대로 접근해야 한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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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계와 환경적 맥락에서 자원을 이용하고, 더욱 효과적인 기능을 증진하려면 부
모가 소지한 내부적인 회복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회복력이란 역경에 처한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으로 발전하는 심리사회적 능력이다. 심
리사회적 능력은 희망을 갖도록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여 문제를 인정하는 부정적
정서보다는 희망과 삶의 의지를 갖도록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의 향
상을 지지하여 문제 해결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
부모는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교육전문가는 강점
을 부각시켜 부모가 소지하고 있는 자원을 재조직하도록 자신감을 불어 넣고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력을 지지해야 한다.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연구자는 2009년 7월∼8월에 농촌에 위치한 3곳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지
역아동센터의 개괄적인 상황 및 이용아동에 관하여 기초지식을 습득하였다. 자료
수집은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이론적 표본추출의 방법(theoretical
sampling)(Strauss & Corbin, 1996)으로 소외된 농촌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는 내용
을 연구하고자 2010년 8월에 농촌에 위치한 두 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7
명과 중학생 5명을 소개받았다. 지역아동센터 아용 아동의 일상생활, 가정에서의 부
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 및 자신의 미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면대면으로 포커스 면담(focus interview)(Merton, Fiske & Kendall, 1979; 박성희,
2011)을 실시하였다. 학생과의 면담은 1인당 최소한 30분∼45분까지 시간이 소요되
었다. 둘째,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이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경제적 형편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일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아동의 발달상황과 가정 형편에 관하여 상세한 지식을 소지하여 “잘 알고
있는”(Schuetz, 1972) 기관의 실무자와 전문가인터뷰(expert interview)(Meuser &
Nagel, 1991)하여 아동의 일상생활 및 발달상황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듣고 현장
노트(Lofland & Lofland, 1984)에 기록하였다. 참여자의 익명성 보호와 수집된 자료
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센터장과 약속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참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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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실무자에게는 연구를 위한 녹취를 동의받고 자료를 전사하였다. 아동과의 면
담자료를 정리한 후, 재방문하여 실무자에게 면담 내용을 검토받아 점진적 방법으
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6; 박성희, 2011)의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읽고 해체하여 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는 내용과 맥락을 발견하고자 축코딩에 기반하여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이용하는 농촌 지역아동센터는 군(郡) 단위 지역에 소재하
고 있으며, 부모의 교육 및 양육 역량의 부족으로 행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
득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사례 1∼사례 6의 아동이 이용하는 A 지역아동
센터는 농촌지역에 위치하며 총 29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2004년에 개설되었고, 사
례 7∼사례 12의 아동이 이용하는 B 지역아동센터는 총 42명의 학생이 이용하며
1998년에 개설되었다. 연구에는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7명과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 등 총 12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거주형태는 조손가정 4명, 부모가 있기
는 하지만 실제로 할머니가 교육 및 양육을 할머니가 담당하므로 할머니가 보호자
인 가정 1명, 부모와 거주하는 학생 2명, 편부모 가정 2명, 남매끼리만 거주하는 학
생 1명과 형제끼리만 거주하는 학생 3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거현황을 보면 실
제로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들은 인근 도시로 나가 근로에 종사하고 있어 할
머니의 돌봄을 받는 조손가정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심지어 남매 또는 형제끼리 살
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장기간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어 있는 아
동들은 의생활 및 식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같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
로 유년기에 습득해야 하는 목욕, 머리감기, 손발 씻기 등 자신의 신체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장애를 소지하고 있어 바람직한 성장 및
개발 그리고 발달을 위한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아동 참여자
사례 출생 성별 형제
1 1998년 남 남동생 2
2 1998년 여 언니 1
3 1998년 여 오빠 1

학년
초등 6
초등 6
초등 6

거주 형태
조손가정
조손가정
조손가정+부모

실무자
경제 상황 보충
설명
차상위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1
기초생활수급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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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출생
4 1997년
5 1995년
6 1995년
7 1995년
8 1995년
9 2001년
10 1997년
11 1997년
12 1997년

성별

형제
남 누나 2
남 없음
남 남동생 1
남 형1
남 형1, 동생 1
남 누나 1
여 동생 1
남 형1
남 형1, 동생 1

<표 2> 실무 참여자
사례
출생
1
1968년
2
1965년

학년
거주 형태
중 2 부모(아버지실직)
중 3 부모(아버지실직)
중3
편부
중3
편부
중3
조손가정
초등 3
조손가정
초등 5 남매끼리 거주
끼리 거주(1주일
초등 5 형제
한번 새어머니 방문)
초등 5 3형제끼리 거주

성별
여
여

근무 경력
3년

4년

실무자
경제 상황 보충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1
기초생활수급자
1
기초생활수급자
1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생활수급자
2

자격
사회복지사, 가정건강관리사
사회복지사, 아동보육사

내용 분석 및 연구 결과
방임
정서적 방임: 신뢰가 기반이 된 대화 상대자를 요구
사례 2의 경우처럼 가정의 해체가 급증하고 있어 가족의 유형은 보통가정, 이혼
가정, 편부모가정, 재혼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 조손가정, 입양가정, 다문화가정 등
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이혼한 부모는 공동의 양육권을 소지하고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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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고 있으나, 아버지는 인근 도시로 나가 근로하고 있어 실제 할머니와 함께 거
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집을 번갈아 가면서 생활하므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된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집중적인 돌봄을 받지 못해 심리
적으로도 불안정하다”(실무자 1). 아동은 초등학교 시기에 자신의 학교생활 및 일상
생활에 대하여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 및 일상생활에 관하여 소통할 수
있는 보호자를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 한쪽 부모와 지속적이며 꾸준하며 신뢰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
화자 및 소속감과 같은 정서적 요구에 할머니를 비롯하여 아버지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있어 아동은 보호자들과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
교를 다니는 주중에는 할머니가 의식주 등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옆에서 숙제나
학업 등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세대 간의 격차로 인하여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할머니와 의사소통, 공감이나 상호작용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아, 정서적 안정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엄마는 고등학생인 언니하고 시내에 살고, 저는 할머니하고 살아요, 2살
때부터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엄마아빠는 이혼하고, 아빠는 비가 오는 날에
만 집에 오세요, 토요일마다 학교 끝나면 엄마한테 가요, 거기서 지내다가
월요일 아침에 엄마 집에서 학교로 바로 와요. 엄마 만나면 옷 같은 거 사
고 시내에서 밥을 같이 먹고 그러다가 와요. 아버지하고는 거의 이야기 할
시간이 없고, 집에 오시면 술만 드세요, 할머니는 밭에서 일만 하시니까 저
하고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사례, 2).

학업결손 등과 같은 인지적 방임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학업과정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할머니와 부모는 거의 관심
을 보이지 않는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 아비투스적 성향에
의하여 아동은 문화자본을 키우기 보다는 또래와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
하였다. 사례 1의 인지 발달은 뒤떨어지고, 오랫동안 학업결손이 축적되어 아동은
학습동기를 거의 상실하였다. 이와는 달리 어머니와 살고 있는 언니는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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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한 곳에 같이 거주하며 집중적인 보호와 돌봄을 받고 있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아동은 보호자로 부터 계속적인 자기 성장 및 발전과 관련된 교
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체된 학업결손을 보충해줄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해
부모로 부터 “인지적으로 방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와 살고 있는 언니는 공부를 잘하지만 저는 공부를 잘 못해요, 노력
을 안 해요, 공부는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
제가 반에서 꼴찌입니다. 시간나면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좋아요, 친구들 흉
보고, 선생님들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4살 때부터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힘들어서 저는 하기가 싫어요, 할머니가 하라
고 해도 저는 여기(지역아동센터)와서 놀고 안 해요. 여기 와서는 다른 아이
들은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어려우니까 주로 만화
책을 보거나 성경을 쓰고, 만드는 것 그런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여기
선생님들도 저보고는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하시죠(사례, 1).
빈곤한 가정과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구인회, 2003;
이경혜 김정일, 2009; Krapp, 1976). 빈곤에 의한 낮은 학업성취도는 학교생활의 부
적응으로 이어져(이명숙, 2008),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지체가 누적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례 1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교과내용이 어려워지
면서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이러한 낮은 학업성취도는 무기력
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무지에 의한 교육 및 인지적 방임은 아
동의 성장(growth)요구를 저해하므로 아동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제 보호자인 할머니는 아동의 결손 된 학업과 아동의 발달기에 적합한 양육, 책임
감 있는 촉진과 지원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사례 2는 자신의 학습결손을 해
결하려는 의지를 소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및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에서 이러한 요구를 지원해주지 못하여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아동의 성장요구가 채
워지지 못해 아동의 행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보호자는 아동의 연령에 부합한
아동성장의 요구를 촉진하지 못하고 있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
다. 아동의 성장 요구가 실현되려면 양육자는 스스로 현재의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
를 해결하고 과업을 수행해나가면서, 긍정적인 자아감을 키우고 자신의 역량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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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도록 아동의 각 발달단계에 맞는 과업을 지원해야 한다. 양육자가 아동의 성장
요구를 지원하려면 아동의 만족감이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되도록 개인적 요구에 기
반 하여 지원해야 한다. 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손자녀를 위해 조부모가 양육 자원
을 소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육과 돌봄, 보호와 같은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부
모 및 양육자를 위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장기간 돌봄 부재 및 신체적 방임
부모에 의하여 장기간 방임되는 사례 11은 일상의 가사 및 집안일을 담당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 학업과 가사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과 체중
의 발달이 평균치보다 낮아요”(실무자, 2).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을 섭
취하지 못해 신체발달도 뒤처져 발육이 매우 부진하다. 미성숙자인 아동들끼리만
생활하고 있어 생존과 같은 생리적 요구가 만족되지 않으며 수면과 아침에 일어나
등교하기 및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돌보아주는 보호자가 부재하여 아동행복이 신체
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언니라서 엄마대신 집안 청소, 빨래, 밥하기
등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여기 센터에 있다가 일찍 집에 가
는 것을 싫어하고, 매일 늦게까지 있다가 가려고 해요. 센터가 저녁 9시까지
하는데, 밤 10시가 다 되어 문을 닫을 때도 안 가려고 하고, ‘여기서 자면
안돼요’하고 물어보기도 한다. 그래서 문닫는 시간이 되면 집에 데려다 주기
도 한다. 아버지가 이혼 후 재혼을 하여 아이들끼리만 살고 있는데, 새엄마
가 1주일에 한번 씩 집에 와서 봐주고 가는 형편이다. 아이들끼리 살다보니
공부에 관심이 없고, 먹는 것에만 관심을 보인다. 몸이 약하고, 집에서 잘
먹지를 못해 신체 성장발육도 좋지 않다(실무자2: 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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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적 맥락에서 위협: 부모의 양육권 남용
아버지의 스트레스 및 알코올 중독에 의한 자녀폭력
빈곤한 가족의 부모는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소지하지 못하여
미숙련 직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사례 3의 아버지는 체력의 소모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 육체적으로 늘 피로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이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 및 부담은 음주의 접근성을 높이고, 알코올 중
독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폭력으로 이어져 가족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권위적이며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
는 경향이 높다. 권위적인 가치 지향은 문제 해결을 소통을 통하여 해결하기 보다
는 아동 체벌로 이어지고 아동의 칭찬에는 인색하여 부모양육권이 남용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양육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아동의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nstin & Henderson, 1973). 부모의 이러한 권위적인 양육 방법은 아동이 친사
회적 행동보다는 반사회적 행동의 내면화를 촉진시켜 사회성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행위는 부모의 양육방법에 의하여 상호작용적으로 구성되
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알콜 중독 등으로 건강 문제가 있으며 부부의 갈등을 폭력으
로 해결하는 성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아동의 위협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엄마와 아빠는 일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할머니가
담당하고 계신다. 아이는 지역아동센터를 8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다. 아버
지는 몸이 조금 불편하신데 주간이나 야간에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하
셔서 매일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이다. 술을 자주 드시니까 부부 간의 싸움이
잦고, 큰 소리를 질러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엄마와 아이한테 해코지하고
폭력을 가끔 휘두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실무자 1: 사례,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의 신
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부모에 의한 자녀 폭
력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범주에는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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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폭행, 상해 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
력도 포함된다. 모든 아동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부모가 폭력 등을 사용하여
아동의 행복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
동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인 가정은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일자리의 안
정성, 주거환경, 여가, 가족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 등과 같이 사회계층적 배경이외
에도 매우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아동의 행복이 위협될 수 있다. 아동의 삶의 질과
평등한 발달 및 발현의 기회를 가정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양육을
부모에게 맡기기 보다는 아동이 학대와 유사한 위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
므로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급무 의무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국
가는 부모의 양육능력을 지원하는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장기간의 방임
등이 이루어질 때는 제 3자에 의한 돌봄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개입이 요구된다.

장기간의 방임 및 아동의 분노 및 우울
3형제끼리만 동거하는 사례 12는 나이가 많은 형이 중간에 있는 사례 12에게 집
안 일을 시키고, 막내 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강요하므로 분노에 의한 공격적 행동
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부모는 사례 12에게 교육적 지원과 적절한 보호 및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 아동은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장애를 받아 욕구불만과 정
서적 불안이 매우 크며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있다. 사례 12는 부모
의 이혼과 아버지의 재혼으로 현재 미성년자인 형제끼리만 생활하고 있어 의, 식,
주와 관련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거
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 없이 거주하고 있어 가정이 충분한 놀이와 휴식 그
리고 학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분노가 쌓여서 정서적으로 불안정
하며 또래를 사귀는 사회성이 부족하여 친구가 없이 소외되어 있다. 또래와 다양한
접촉을 통해 사회성과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보호자로부터 충분
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욕하기, 책찢기, 말썽부리기를
통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일상생활을 분노로 표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임이 곧
해결된 가능성이 낮아 앞으로도 방임은 계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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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셋만 집에서 살고 있다. 중간에 있는 00가 늘 형한테 치이면서 사
는 것 같아요, 동생하고 싸우면 형한테 가끔 맞기도 하고, 집안 일도 많이
하고, 동생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위치이다 보니 양쪽에서 치여서 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와서 여럿이 함께 하는 놀이를 아주 싫어 합니다. 여학
생을 괴롭히고 장난치는 일이 많아요,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책을 찢고
말썽을 부리는 일이 잦아요(실무자 2: 사례, 12).
아동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란 친권을 소지한 양육자가 아동을 위하여
합당한 방법과 자원을 이용하여 교육적 지원과 아동의 개성에 기반한 발달을 보장
할 수 없는 경우이다(Schmid, 2006). 장기간의 돌봄에 의하여 아동의 행복이 보호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요구를 무시하고 과다한 돌봄의 의무를 아동에게 지움
생활수준이 낮고 보호자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부정적이며, 공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또래로 부터 집단으로부터 배척을 받도록 한다(Rubin, LeMarc &
Lollis, 1990). 초등학교 3학년인 사례 9는 부모를 대신하여 장애인 누나를 돌보고
있어 돌봄을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오히려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매우 큰 부담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보호자는 아
동과 대화의 상대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돌봄이 부족하고 아동을 교육적으로
방임하고 있어, 아동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고민이
나, 슬픔, 기쁨 등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정서적 소외를 경험하므로 우울한 성향을
소지하고 있으며 위기에 놓여 있다.

장애인 누나가 있는 아이다. 친구들과 잘 싸우는 것이 문제인데, 장애인
누나를 챙겨야 하는 부담과 누나를 놀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
이 받는다. 학습 태도도 바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형편이어서, 밝은 표정이기는 하지만,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우울해할 때도 많이 있다(실무자 2: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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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기 시절에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지지해 주어야 하는 양육자는 아동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자율성을 길러주어야 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적인 연대
감을 촉진시켜 아동의 행복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Kindler et. al., 2006).

부․모 및 보호자의 무지에 의한 양육 능력 부재
보호자 및 모의 식생활지도 능력 부재와 아동의 비만 및 정서적․사회적 장애
사례 3의 양육자인 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동의 비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
는데 이러한 무지에 의한 아동양육의 실패도 양육권의 남용에 포함된다(ebd. 2006).

학생은 고도의 비만이지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절제를 하지 않는다.
할머니하고 사는데 할머니가 균형된 식사에 대한 의식이 없으시기도 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불쌍하다고 밥만 많이 해서 먹이시는 것 같다. 할머니 말
씀에 의하면 한 밤중에도 부엌에서 반찬없이 3번씩 공기밥을 물에 말아서
단시간에 먹어치우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해요. 할머니에게 아이가 식사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감독을 좀 하라고 해도 부모없이 사는 불쌍한 아이라고
통제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의 어머니도 비만이시지만, 아이의 살
을 빼거나 다이어트를 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식구들은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전혀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센터에 오는
목적은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주목적이예요. 아이는 점심을 먹을 때, 간식먹
는 시간에만 센터에 들러서 음식만 먹고 가는 형편입니다. 친구사귀기가 힘
들어 친구가 없으며, 부모는 아이의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
이예요(실무자 1; 사례,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10%가 비만으로, 저소득계층의 자녀일수록 비만이 많
게 나타났다(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2005). 외국의 경우, 7∼10세까
지 저소득층 자녀의 비만율은 9.8%이나, 중간층에서는 8.3%, 고소득층에서는 3%로
나타났다. 11세∼13세까지에서는 저소득층비만율은 12%이나, 중간층 5.9%, 고소득
층에서는 3.6%이며, 14∼17세까지 저소득층 비만율은 14%이나, 중간층은 7.5%,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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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은 5.2%로 나타났다(Warschburger et. al., 1999). 욕구의 불만은 과식으로 이
어지고, 이것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충분한 여가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사례 3은 폭식을 통하여 요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운동 부족,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섭취할 때, 불규칙한 식사, TV를
시청하면서 음식을 먹는 습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폭식하는 잘못된 식사습관
에서 시작되며 식사횟수와 음식의 질과도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교육
내용에는 아동의 식생활 및 영양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부의 실직 ․ 중독 및 언어폭력과 아동의 사회성 결핍
컴퓨터 게임중독자인 사례 5의 아버지는 경멸적 언어와 거부적 언어를 사용하며
감정에 치우친 양육을 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언어 습득 능력은 떨어지고 부모가
아동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을 지지하기 보다는 아동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 아버
지의 실직은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게임 중독 등으로 이어져 양육의 의무
를 실천하지 못해 아동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스트레
스가 되어 언어폭력 등으로 나타나 아동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무기력해져서 자
기발전을 위한 동기유발을 상실하고 있다. 양육자 스스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신감이 매우 낮아,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 등을 개선해 보려는 자기성찰적노
력을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가 무직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실질적으로 살림을 하는데, 컴퓨터 게
임 중독자이신 아버지가 아이에게 욕설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
면에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센터에서 숙제를 하는 시간에
도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지, 아이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아요(실무자
2: 사례, 5).
부모가 아동의 행복을 지원할 경제적 자본, 자기주도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습득
하고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자본, 아동양육과 관련되어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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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과 협동해 나가는 사회적 자원(resource)을 소지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게임중독을 치료하여 정신건강을 되찾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기성찰력을 기르도록 전문가에 의한 양육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지원
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는 12개의 사례를 근거이론에 의하여 개방코딩하여 도출된
범주는 크게 부모의 방임, 가족적인 맥락에서의 위협과 같은 양육권 남용 그리고
부모의 무지에 의한 양육자원 미소지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부모의 방임은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방임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환경적 맥락에서의 위협은 양
육자의 스트레스가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져 아버지에 의한 자녀 폭력으로 나타났
고, 불충분한 아동 보호 및 돌봄은 아동의 분노로 이어지며, 부모의 부족한 돌봄은
아동의 우울 및 정서적 소외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양육권의 남
용으로 아동은 존엄성을 무시당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내면화하여 인격발달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상실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을 위한 자원(resource)을
미소지한 양육자는 아동의 비만 등을 방치하며, 양육자의 게임중독은 행복을 위협
하는 언어폭력으로 나타나 교육적 방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코딩은 ‘아동의 행복 위협’으로 범주화되었다. 핵심코딩과정에서는 부모의 장기
간의 방임, 양육권의 남용 그리고 부모가 아동의 교육 및 양육을 위한 자원을 소지
하지 못한 경우에 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가정의 계층 및 가족 환경 같은 귀속적 요인 및 맥락에
구애되지 않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발
전하도록 지원하려면 부모의 양육역량개발을 위한 부모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양
육권이 남용되고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한 자원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므로 이러한 위기 예방을 위한 공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 2>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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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는 코딩 과정

개방코딩
가정환경적
맥락에서의 위협 부․모 및 보호자의 무지
방임
양육권
남용
축 아동
과다한
코 행복의
봄의 비만, 발육 실직․중독에
딩 위협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자녀 체벌 장기간의 돌의무를
및 정서적, 인한 교육적
방임 방임 방임 및 폭력 방임 아동에게 사회적
장애 방임
지움

↓

핵심코딩: 아동의 행복은 부모의 방임, 양육권의 남용 그리고 부모가 무지에 의해서 아동의
교육 및 양육을 위한 자원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 위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이
란 아동의 발달과 개인적 특성에 의한 발현을 지지해 주는 것이지만, 부모의 건강요인, 가족
적 맥락 그리고 부모 요인에 의해 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권은
권리이지만 의무로써 지켜져야 한다. 국가는 헌법에 부모의 양육권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양육권이 남용되거나 부모가 양육을 위한 자원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
육청이 부모의 양육능력 개발을 위한 부모 교육을 지원하여 아동의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농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양육을 방임하고, 양육권을
남용하며 아동양육에 무지하여 양육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부모에 의해 행해지는 방임은 정서적 방임, 인지
적 방임 그리고 신체적 방임의 3가지로 나타났다. 정서적 방임과 같은 위협에 대하
여 아동은 대화할 수 있는 보호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최소한 한쪽
부모와 지속적으로 신뢰관계 형성하여 애착관계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
동이 부모에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보호자가 아동의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유대감 형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부모가 아동의
인지적 능력개발을 안내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자신의 학업결손에서
벗어나 학습능력을 소지하도록 가족이 속해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습득된 아
비투스적인 문화자본을 수정하여 좋은 학습 습관을 소지할 수 있도록 아동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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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과 부모가 연대하여 도움을 받도록
아동가정복지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적된 학
습결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이러한 아동을 위해 보상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결손을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의 생존과도 연결되는 신체적 방임과
같은 위협에 대해서는 부모가 규칙적이며 풍부한 영양 섭취와 신체 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고 영양교육과 연령에 따른 신체 발달에 관한 지식 등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가 농촌이 아닌 대도시에서 생업
에 종사, 해외취업, 도피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장기간 돌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가사조력서비스, 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지
원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육권의 남용은 의식적으로 아동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아동에게 욕언
및 폭력을 행하거나 아동의 요구를 돌보거나 채워주기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부모
가 양육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자녀에 대한 욕설, 폭언, 폭력 자녀와의 여가 및 대
화, 면접을 거부하고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고 한기나 추위 등으로 부터 자녀를 배
려하지 않는 것, 청결한 의복이나 신체의 청결을 지도하지 않고 장기간 아동을 방
치해 두는 것 그리고 부모를 대신하여 장애가 있는 누나를 돌봐야 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 경우, 아동은 가족의 고유한 맥락에 의하여 매우 우울한 정서적 성향을 나
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보내는 감정적 신호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과다한
돌봄의 의무를 아동에게 요구하여 아동의 휴식 및 여가를 제한하는 경우로 나타났
다. 이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양육에 책임을 느끼도록 역할 연기 등 다양한 교육방
법을 사용하여 자기 성찰능력의 향상을 제공하고, 자녀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
현재 상황을 극복하도록 동기를 유발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 및 보호자의 무지에 의한 방임은 부모 및 보호자의 교육수준이 낮
고 스스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부모 역할 능력
을 스스로 소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스스로 게임이나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이상
등의 문제를 갖고 있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밝
혀졌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행복이 위협되는 요인은 아동의 문제라기 보다
는 부모요인과 가족적 맥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성장하는 가족은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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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부모는 사례 3처럼 신체적으로 고
된 노동에 종사하여 신체적으로 피로하며 우울한 현재의 삶의 맥락이 알코올의 접
근성을 높여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동기를 상실하고 자녀와 공감 능력을 상실
하여 무기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 맥락에서는 낮은 교육수준과 저소득 혹은
실직 등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문제해결을 대화 및 외부의 지원을 통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위기 가족을 지원해주는 농촌의 가족복지 및 아동복지 지원전문 기관의 부
재 및 관, 민의 협동에 의한 지원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것도 가족의 스트
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 아동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코딩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촌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양육 및 보
호하는 부모 및 보호자는 무거운 양육 부담을 지고 있어 행복이 위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행복이 보호되려면 국가가 부모의 양육권을 감독하여 위
기 가족을 지원하여 아동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위기 가족 지원에는 부모교육 지
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인본주의에 기반 하여 보호를 중시하는 아동복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동의
능력개발과 발현을 위한 기회평등에 기반 한 아동의 행복 보호를 위해 부모의 양육
능력 개발을 교육 패러다임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아동의 행복 보호가 예방되려면
헌법에 아동의 권리가 명시되어야 하고, 아동의 행복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감독권
(Staatliches Wachen)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모와 자녀 간에는 애착의 원칙을 중시하여 부모가 이혼을 한 후에도 부
모에 의한 자녀 양육, 돌봄 그리고 부양 의무는 계속 수행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애
착의 원칙에 기반 한 양육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질 향상을 중시해야 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과 돌봄 그리고 부양의 부담을 부모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 및 보호자의 역량개발, 즉 부모 교육 등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아동의 계속적인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부모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서도 아동의 행복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중재
(intervention)를 위하여 개입해야 할 것이다. 가정법원이 가족의 지원을 명령하면
교육청은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각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가족의 맥락에 따라 가족의 요구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Jordan과 Sengling(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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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부분은 아동이 이상행동을 나타내기 때문
이 아니라, 가족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양육능력이 부족하여 아동을 방치하기 때문
으로 보았다. 아동의 행복이 보호되도록 지원하려면 빈곤 가정의 아동을 지원뿐만
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양육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부모교육과 양육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의 경우와 같
이 국가가 부모 양육권을 감독해야 할 것이며 양육권 남용으로 가정법원이 가족지원
을 명하는 경우에는 교육복지적 가족지원제도(Sozial Paedagogische Familienhilfe:
SPFH)(박성희, 2010)에 따라 전문가를 파견하여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복지적
가족지원제도는 부모의 방임, 양육권 남용 또는 무지에 의하여 아동을 제대로 양육
하지 못하는 가족을 교육적으로 지원하여 아동이 가정을 떠나 가출하거나 제3자에
의한 양육, 즉 보호시설에서 복지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Jugendamt der Stadt Kassel u.a., 1984). 가족지원교육복지제도의 목
적은 부모의 양육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강화시키고 지원하여, 위급한 시기를 넘
기고 부모가 자녀양육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결핍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체적
인 교육과 상담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을 통하여 아동이 가족 안에서 성장하고 사회
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은 1차적 사회화가 진행되는 가정 안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발달이 촉
진된다.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려면 부모가 아동의 인성 개발을 지원하고 능력을 개
발시키도록 부모의 양육역량 개발을 가족교육 및 가족교육정책 안에서 지속적이며
핵심적인 사업으로 인지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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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Endangerment of Child’s Welfare
in Rural Areas and the Necessity of Parent Education in
Regional Care Centers
Seong-hie Park
When parents nurture their children, their right of education and protection
has to be guaranteed. Follow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
parents have to get educational advice through the youth department. In rural
areas, regional care centers take care of exposed children. Their task is to

render assistance to the parents, for keeping the families together. To reach
welfare of children, the first essential step belongs to the state. The state has
to accomplish concrete supporting measures for the families through its
legislation. A legal basis must be built for manifesting parent education. This
coverage makes the parents able to secure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children. In this study, twelve children have been
interviewed about their family life. The data is analyzed by the grounded theory.
Mostly, the parents are unable to cope issues like custody and caring. Due to
the dissolution many of them become depressive, violent or alcoholic. Often, the
parents are helpless and without prospects. A term of children’s welfare is
suggested and the importance of educating the parents in terms of lifelong
learning is underlined.

Key words: Regional

children care center in rural areas, Government
inspection for parent nurturing, P ar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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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정
의함, 본문에서 아동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2) 아동의 복리는 독일어로 Kindeswohl로 표기된다.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아동복리”로
번역되어 사용되지만 Wohl의 의미는 행복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므로 본문에서는 헌법 10조
의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의미를 연결시켜 아동행복으로 표기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