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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30일, 제6회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보건사회연구』는 다양한 융합적 접근, 현장과 이론의 접목, 중앙 및 지역사회 연구의 결합 

등을 지향하는 전문 학술지이며 관련 학계 최다 논문 투고 수, 게재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2016년부터 연 1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한국사회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주제들을 집중 탐구하고 주요 정책 이슈의 어젠다화와 방향제시에서 선도적 역할

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콜로키움의 주제는 “뉴노멀시대, 아동의 삶과 행복”입니다. 

2021년 5월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억5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 중 사

망자 수도 3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빈부, 노소,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있

지만,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가장 고통받는 이들 중에 우리 아동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돌보고, 함께하고, 교육하는 가족, 돌봄종사자, 교사들의 어려움도 큽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따

라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 제도, 문화를 필요로 합니다. 

하여 아동 분야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뉴노멀시대, 아동의 삶과 행복”을 위해 우리

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라는 질문에 답해 보려 합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활동

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도 머리를 맞대 보려고 “내가 제안하는 아동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 모임에서 현장과 학계로부터 모여진 지혜가 향후 우리 아동들의 행복에 기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1년 6월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신  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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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우선 「뉴노멀 시대의 아동의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개최되는 2021년『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콜로키움 개최를 준비해주신 신영전『보건사회연구』편집위원장

님, 축사를 맡아주신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오늘 콜로키움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기대하면서 현재 우리는 포스트코로나의 뉴노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

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이었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의 삶이 제대로 보장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행복을 제대로 누렸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삶과 행복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웠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이른 나이부터 그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부담 

때문이 아니었나 합니다. 

아동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후견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후견을 맡는 어

른들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은 어른들의 경험과 판

단에서 비롯된 생존경쟁의 논리에 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적 경쟁과 입시 

경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던 

아동들은 행복을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아동들의 삶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동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학

교에 나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돌봄의 문제와 교육 격차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로 집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그들로 인해 돌봄의 요구는 더욱 증대되었고,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 격차는 더욱 확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의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즈음하여 아동들에게 닥친 당면의 문제는 코로나 이

전의 문제에 더해 코로나19 위기가 초래한 문제가 겹쳐진 상황, 즉 성적과 입시 경쟁의 문제, 

돌봄과 교육 격차의 문제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더구나 근래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간의 아동들의 삶과 행복의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축 사



아동들은 어른들의 과거적 경험과 판단 만에 의해 속박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

려 그들은 어른들의 후견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 시기에도 그들 자신의 삶과 행복이 보장되어

야 하는 독자적인 존재들입니다. 나아가 미래의 주역이 될 그들은 미래적 환경에서 미래에 그

들이 수행해야 될 역할을 감안하여 그들의 삶이 보호되고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콜로키움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동안 우리나라 아동들이 직면

해야 했던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포스트코로나의 뉴노멀 시기에 그들의 삶과 행복이 제

대로 보장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6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2021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행사 준비와 개최에 힘써주신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 신영전 교수님과 편집위원회 

위원분들, 실무를 맡아 애써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흔쾌히 발

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

려 우리 원에서 발간해오고 있는 『보건사회연구』가 사회과학계 학술지 중 인용지수 최상위권

의 대표적 학술지로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해주신 모든 편집위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도 드

립니다.

올해 콜로키움이 “뉴노멀 시대의 아동의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하에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이 많아진 지금, 보건복지 및 아동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동의 안전과 행복,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 데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는 여러 측면에서 아동의 삶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보건사회

연구』 콜로키움 개최는 매우 시의성이 높고, 교육, 돌봄, 장애, 정신건강, 안전과 학대 등 각 

분야별로 나뉘어 논의되어 오던 주제를 망라하여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재 교수님은 코로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 지구적 비교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 개입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고, 최윤경 

박사님은 부모입장에서 전개되어 온 기존의 돌봄정책에 아동중심성과 아동권리 관점을 강화하

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아동역량이 확보되도록 지원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는 변화의 필요성

을 짚어주십니다. 우리 원의 류정희 박사님은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된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

화의 현황과 추가과제를 꼼꼼히 제시해 주시고 특히 연계와 협업 및 통합이 필요한 부분을 과

제로 제시하십니다. 김미옥 교수님은 발달장애 아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도전행동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발달장애아동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

로 풀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짚어주십니다. 이정연 박사님은 코로나19 이후 교육현장의 변화

와 벌어진 격차의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발표하십니다. 

축 사



이어 최은영 교수님의 사회로 현장을 대표하는 김영식 대표님과 이복실 센터장님, 그리고 

아동복지 주요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총괄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윤혜미 원장님, 그리고 학계

의 이완정 교수님과 최영 교수님이 벌이실 토론도 기대하는 바 큽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에서 이루어질 발표와 토론이 코로나19 이후 우리들 아동의 삶과 행복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1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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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작

사업명: 시각장애인에게 친구의 얼굴을 선물하자

제안자: 남상우

사업의

제안 배경

○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손으로 만져 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진은 ‘눈으로 보는 것’이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 위치한 맹학교에서 졸업사진 

대신 3D프린터로 졸업생 흉상을 제작했습니다. 시각장애학생들은 흉상을 

만져보며 본인과 친구의 얼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은 “볼 수가 없으니 항상 궁금해하고 목소리로만 들었는데, 동고동

락한 동급생 얼굴을 서로 만져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라며 기뻐했습니다.

훈훈한 이 뉴스를 보면서 한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3D프린터로 만든 학급 친구의 

흉상을 미리 만날 수 있었다면 학기 내내 친구의 얼굴을 보며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 장애인 본인의 흉상을 가지고 집으

로 돌아갑니다. 졸업식날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만져보고 나면 그 뒤로 친구 얼굴

볼일이 없어집니다. 1년만 지나도 친구 얼굴이 기억이 날까요?

사업의

지원 대상

○ 시각장애인학교

  - 시각장애인학교에 입학하는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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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지원 내용

○ 장애인 학교의 학기가 시작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사진을 찍고 3D프린터로 흉상을 

제작하여 학급에 비치하고 우리 반 친구들의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 시각장애인들도 마음에 그린 친구의 얼굴을 마음의 눈으로 보며 행복한 학창시 

절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사업의 

차별성

○ 기존에는 맹학교에서 졸업사진 대신 3D프린터로 졸업생 흉상을 제작하여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장애인을 위해 대단한 일이라 생 

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얼굴을 보는 것을 한 번의 감동행사로 졸업식 때 

진행하는 것은 일반인의 만족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시각장애인들을 

위한다면 입학할 때 3D프린터로 흉상을 제작하여 친구들의 얼굴을 알고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입학식 때 3D 흉상을 제작하고 보급하면 우리의 

만족이 아닌 장애인의 필요를 적시에 채워주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학급 친구들의 얼굴을 알고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되어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의 얼굴이 머리 속에 그려지면 더 이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과 같은 학창시절이 됩니다.

○ 본인의 얼굴을 몰랐던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의 얼굴을 알게 되어 자존감이 높아집 

니다.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됩니다.

○ 학기 내내 친구의 손길을 받은 나의 얼굴을 졸업식 때 받아서 가져가면 평생 추 

억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살면서 만날 시각장애인 친구에게 내 흉상을 보여주며 친 

구의 기억 속에 내 얼굴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이벤트가 아닌 장애인의 필요를 적시에 채워주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됩니다. 진정성 있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이미지가 국내외에 제고됩니다.  

시행기관
○ 시각장애인학교

  - 3D프린팅 학과가 있는 대학교와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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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

사업명: 부모와의 사별을 경험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제안자: 박유경

1) 이순형, 이옥경, 김지현. (2005).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과 불안 판별 연구: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99-111.

2) 이경림, 권정혜. (2012).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심리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31(1), 187-202.

3) 김민아, 김찬권, 정대희. (2020). 소아청소년암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들의 사별지원 서비스 욕구와 선호. 보건사회연

구, 40(4), 360-400.

4) Yamamoto, K., Davis Jr., O. L., Dylak, S., Whittaker, J., Marsh, C., & van der Westhuizen, P. C. (1996). 

Across six nations: Stressful events in the lives of childre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26(3), 139-150.

사업의

제안 배경

○ 부모를 잃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슬픔을 완화할 수 

있는 사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의 부정적 변화는 아동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이순형, 이옥경, 김지현, 20051); 이경림, 권정혜, 20122)), 이혼, 학대 등의 

가족 요인 외 사망으로 인한 부모상실 경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부모와의 사별을 경험한 아동은 심리적, 정서적 변화를 겪게 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노력이 요구됨(김민아 외, 20203)).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사별을 

경험하는 경우 그 충격의 강도가 성인에 비해 더 크고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음(Yamamoto et al., 19964)). 

  - 사별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부모와의 사별 경험은 아동의 전(全)생애 발달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시간이 지나도 슬픔, 우울이 해소되지 못하고 영향력이 지속된다면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Melhem et al., 20115)).

  - 만 18세 이전에 부모의 사망을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는 응답자에 

비해 성인기 우울 수준이 높았음(이민아, 20166)). 사별가족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 생애적 발달과정에 지원하고자 함.

사업의

지원 대상

○ 부모와 사별한 만 18세 미만 아동7)

  - 연령을 구분(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하여 지원방안이 세분화되어야 함.

  - 지원 대상 아동은 연령 외 다른 조건을 가지지 않음.

○ 부모와 사별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가족

  - 아동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슬픔과 충격에 대해 이해하고, 연계할 수 있음.

  - 아동의 직계가족 혹은 직계가족이 없을 시 아동의 보호자가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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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elhem, N. M., Porta, G., Shamseddeen, W., Payne, M. W., & Brent, D. A. (2011). Grief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ereaved by sudden parental death. JAMA Psychiatry, 68(9), 911-919. 

6) 이민아. (2016). 아동기 부모의 사망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6(3), 5-33.

7) 아동기를 주로 성인기 이전의 시기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으로 상정하여, 본 제안서에서도 아동기를 성인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때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는 연령 기준에 있어서,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아

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사업의

지원 내용

○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 아동기 부모의 사망은 자녀의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민아, 2016). 이에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심리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지역별 지정 병원 혹은 상담 센터에서 아동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때의 

치료 내용에서는 충분한 애도의 과정과 함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

  - 상담치료의 기간과 횟수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으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되 아동의 

연령에 따라 1년, 3년, 5년 등 주기에 따라 추적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의 교육 기회 제공

  - 부모의 사망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erg et al., 20148))는 

점에서 성인 이전까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 영유아의 경우, 성인기 직전까지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 교육비 지원 외 영유아가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스포츠 참여, 문화활동 참여 등)이 필요함. 

  -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와 방학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 돌봄에 대해 주의해야 

함. 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상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방과 후 프로그램과 방과 

후 돌봄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중·고등학생의 경우, 노트북 등 기기에 대한 지원 혹은 졸업 이후 진로로 나아감에 

있어서 토대가 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학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대학생과 매칭을 하여 멘토-멘티를 이룰 수 있음. 학업적인 지원과 진로개발을 함께할 

수 있음. 

○ 가족 프로그램 지원

 -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유족을 위한 정신 상담 및 치료가 아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 VR, 홀로그램 등 가상현실 구현 등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9).

사업의 

차별성

○ 부모와의 사별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아동의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정신건강과 교육 

기회 및 보호에 정부가 개입함.

  -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아동을 둘러싼 가족, 사회의 

연계를 진행함. 

○ 일회성 혹은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 사업

  -최소 만 18세 때까지는 추적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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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erg, L., Rostila, M., Saarela, J., & Hjern, A. (2014). Parental death during childhood and subsequent school 

performance. Pediatrics, 133, 682-689. 

9) 송은경 기자. MBC VR 다큐 ‘너를 만났다’ 제작진 “새로운 추모 방식 되길”. 연합뉴스. 2020.02.06. https://www. 

yna.co.kr/view/AKR20200206131700005

10)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11) Morris, S. E., Dole, O. R., Joselow, M., Duncan, J., Renaud, K., & Branowicki, P. (2017). The development 

of a hospital-wide bereavement program: Ensuring bereavement care for all families of pediatric 

patients.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31(1), 88-95. 

사업의

기대 효과

○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함.

  - 아동의 건강한 발달은 아동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와의 사별을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으로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사회적 기능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함.

○ 슬픔과 애도를 지원하며 삶의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개입과 자원을 연결함.

  - 가족과 개인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사별에 대한 애도 과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사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살아감에 있어 함께함.

시행기관

○ 민간, 정부, 대학의 연계가 필요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진행 중인 교육 및 돌봄 서비스10)에서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연령에 따른 서비스 지원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사별가족 대상을 발굴하는 것,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사별가족에 대한 연락 

시기, 빈도수 결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고려해야 함(Morris et al., 201711))에 있어 

지역별 병원, 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함. 아동이 지속적으로 병원 및 센터로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해야 하며, 연령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학과의 연계

를 통해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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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

사업명: 아동·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안자: 김미영

사업의

제안 배경

○ 비판적으로 미디어 바라보기

  - 아동과 청소년들은 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정도가 크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지만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정보가 양질의 정보인지 판단하고 사이버 폭력 등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올바른 미디어 콘텐츠 활용 능력 함양

  -틱톡이나 유튜브 등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가 늘어나고 참여기회가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욕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교육의 기회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 미디어 제작 기술과 관련한 부분은 지역의 미디어 센터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 미디어 환경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관 부재

  - 학교 현장에서는 각 교과 교사들 개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미디어 교육을 

접목하여 교과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민간단체들은 청소년 게임중독이나 사이버 폭력 

등에 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 게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에 따른 여러 부작용 등은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보다 능동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사업의

지원 대상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이용 대상 아동과 청소년

  - 아동의 안전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광범위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

○ 통합 교육 센터 이용 아동·청소년과 부모들

  -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 중독, 올바른 미디어 사용 방법, 미디어 제작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미디어 환경 정화 노력으로 미디어 감시 활동을 벌여 우수 콘텐츠 발굴·홍보와 유해 

콘텐츠 차단 방법 등을 홍보하고 교육한다.

사업의

지원 내용

○ 아동 안전 5대 의무교육을 6대 의무교육으로 확대 실시

  -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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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실시함. 

○ 지역별 통합 교육 센터 추진(또는 기존 기관들에 통합 사업으로 공모하여 실시)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안 제작, 자료 배포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사 양성

  - 부모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 정기 간행물을 통해 우수 콘텐츠 발굴·홍보, 아동·청소년 콘텐츠 비평 

사업의 

차별성

○파편화된 미디어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

  - 현재 미디어 교육은 주로 민간단체에 의해 영화·유튜브 제작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를 위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개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 만큼 ‘보호’에 주력했던 과거 미디어 교육에서 벗어나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작 기술, 비평, 중독치료 등으로 파편화된 

미디어교육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술 중심 교육에서 비판적 이해 중심 교육으로 전환

  - 미디어교육이라고 하면 영화제작이나 ucc제작을 떠올린다. 그간 미디어교육의 

중심에는 제작 기법(기술)이 있었다. 하지만 미디어 생비자(생산자+소비자)가 

탄생하는 환경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제작 기법이 아니라 윤리와 철학이다. 

  -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없이는 양질의 콘텐츠를 구별할 수도, 생산할 수도 

없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기존의 미디어 교육을 대체해야 하는 이유다.

사업의

기대 효과

○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높이고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거짓 정보를 구별할 수 있고 미디어의 속성을 알고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

  - 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혐오, (성)폭력, 차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바른 미디어 생산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 미디어 윤리를 익히고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 비판적 감시와 미디어 윤리 보급으로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확립한다.

  -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동·청소년과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촉진한다.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감시로 양질의 콘텐츠가 생성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시행기관

○국회/지방자치단체 : 아동복지법을 개정(법률 개정, 조례·규칙 등 지방자치단체별 

추진)하여 아동안전의무교육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포함

○ 정부/지방자치단체 : 미디어교육 센터 추진 또는 통합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 민간기관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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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

사업명: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패런토링: parentoring 

(parents+mentoring)

제안자: 김보름

사업의

제안 배경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 미비

  -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정도이며, 그 금액도 자립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사료됨.

  -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위한 주거 정책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있으나 2020년 기준 

지원 물량이 360호에 그침.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문제

  -국가에서 현재 지원하는 수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음.

  - 특히, 주거문제가 심각한데 지원받은 금액들 대부분을 주거문제 해결에 사용함으로써 

보호 종료 후 자산형성이나 자기계발이 어렵고, 이는 구직문제까지 연결됨.

  - 보호 종료 전 자립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인터넷으로도 알 수 

있는 정보들로 현실에서의 실효성이 의심됨. 

  -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심리상담 서비스 역시 지원되고 있으나, 홀로서기의 압박감 

해결 및 실제 자립에 도움을 주기 부족하다고 생각됨.

사업의

지원 대상

○ 보호종료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사업의

지원 내용

○ 주거지원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공주택을 설립하여 보호종료와 동시에 입주가능 하도록 함.

  - 2년을 주거기간으로 하며, 학업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최대 5년으로 함.

  - 2년을 기준으로 퇴소하는 아동의 방에 새롭게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입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앞으로의 자립을 위한 경과조치로 시설 형태가 아닌 주택의 형태로 지원함.

  -월세 및 관리비의 개념으로 5-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책정함. 

○패런토링

  -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함.

  - 멘토는 부모의 역할을 하며 아동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2년 간 아동의 자립을 

지원해줌.

  - 멘토는 고민상담, 은행업무 함께 봐주기, 공공주택 퇴소 전 집 구하기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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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에서 도와줄 수 있음.  

 - 즉, 보호종료 전 교육받았으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멘토가 지원하며, 

부모처럼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사업의 

차별성

○ 경제적 지원과의 차별성

  - 기존처럼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의 경우 결국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의미임.

  - 심지어 보증금으로 사용하면 끝나는 자립정착금과 월세로 내면 끝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디딤씨앗통장 역시 보호종료아동의 유일한 자산으로 주거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 따라서, 본 정책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형태임.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와의 차별성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임대료’를 지원하지만 본 정책은 ‘주택’을 지원함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반면 본 정책은 ‘패런토링’을 지원함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선별적이나 본 정책은 모든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

○ 사례관리와의 차별성

  - 사례관리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자원발굴 및 연계를 통하여 지원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패런토링의 경우 멘토가 부모처럼 아동을 살펴보고, 조언하고, 도와주는 

등의 사적인 성격이 강함.

  - 주변에 도움을 줄 어른이 마땅치 않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혼자’라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한데, 패런토링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기대 효과

○ 자립의 경과조치 효과

  - 보호종료아동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며, 2년이라는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함.

  - 만 18세까지 학생의 신분으로 자립교육을 받으며 자립준비를 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실제 혼자 공공주택에서 생활해보며 자립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자산 등을 보호 종료 후 초기 

2년 동안 주거비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보호종료 후의 추적관리 효과

  - 보호종료아동이 시설 퇴소 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

  -패런토링을 통해 아동에게 긍정적 비전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됨.

시행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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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

사업명: 아동-부모 통합 아동정신건강 지원 사업

제안자: 양지희, 송지나, 이유선

사업의

제안 배경

○ 현재 초등학교 1, 4학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및 상담치료 사업 운영 중

  - 부모 응답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정서·행동적 문제 파악

  - 일반관리군, 우선관리군(자살 위험등 문제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을 

선별하여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상담전문기관으로 연계 권유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관리 및 지원 부족

  -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4명 중 1명(24.6%, 20,111명)은 후속 조치를 받지 

않음

     ※‘2017~2019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 

  - 특히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2,1828명으로 2017년 대비 31% 증가 

  -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상담전문기관 연계율은 큰 변화가 없어, 

자살 위험군 학생 5명 중 1명꼴인 약 20%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아동 상담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행 사업의 한계

  - 아동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함께 변화해야 함

  - 현행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는 아동 상담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부모에게 아동이 겪고 있는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아동이 겪는 어려움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에 대한 실천적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부모는 가정에서의 양육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인식함

○ 아동상담-부모상담을 통합하여 아동정신건강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 부모에게 아동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상담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반관리군, 우선관리군 아동의 2차 조치 연계율을 

높일 수 있음 

  - 부모가 자녀의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양육지침을 제공받음으로써 향후 아동발달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효과 

기대

사업의

지원 대상

○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일반관리군, 

우선관리군(자살위험등 문제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으로 선별된 

아동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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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연도 학교급
일반관리군

학생수

우선관리군

학생수

전문기관 2차 조치 현황

일반관리군

학생수
연계율

우선관리군

학생수
연계율

2017 초등학교 35,394 30 26,960 76.2 28 93.33 

2018 초등학교 32,907 51 24,829 75.45 50 98.04 

2019 초등학교 31,842 38 23,961 75.25 34 89.47 

사업의

지원 내용

○ 상담이 예정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어려움 사전파악

  - 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상담사가 부모의 

성격 및 양육태도 검사를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파악함

  - 아동의 문제 상황과 연계하여 전문상담사가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계획함

○ 아동상담 시작 전 부모 상담 실시(1회, 50~60분)

  - 아동 상담 회기 시작 전에 부모 상담을 제공하여, 아동의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 정보 전달 및 치료 의지를 제고함

  - 아동 문제의 해결과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 정립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침을 

제공함

○ 지속적 부모 상담 제공 및 사후관리(1~5회)

  - 아동상담이 진행되는 기간 중 심층적 부모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 필요에 따라 다회기 부모 상담을 진행하여 아동상담의 효과성을 높임

  - 아동 상담이 종료된 후, 추가적 도움을 필요로  부모는 상담기관으로 안내함

사업의 

차별성

○ 아동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사업의 대상을 아동의 부모까지 확대

  - 현재는 아동 상담의 극히 일부를 할애하여 상담사와 부모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적 상담을 통해 아동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지원함

○ 상담 아동의 발달환경에 대한 개입

  - 현재는 아동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환경적 요인의 근본적 개선이 

어려움

  - 부모(발달환경)에 대한 개입을 통해 아동상담 지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사업의

기대 효과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리군으로 분류된 아동에 대한 관리 지속성 향상

  - 전문기관에서의 사전 부모상담을 통해 자녀의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부모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음

  -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 치료 의지를 갖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전문기관의 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가진 자녀가 있는 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 부모상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양육에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여 향후 

아동발달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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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2차 전문기관 조치 연계율 향상

  -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2차 전문기관 조치 연계율을 높임

시행기관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연계전문기관 

  - 교육부(Wee센터)

  - 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센터)

  -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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