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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ities, such as maternal responsibility for parenting and household issues. Like Korea, the need for UK childcare facilities increased in the 1990’s in response to market recovery and associated increase in female employment. Among the new policies in
the UK, the Sure Start program has begun to provide integrated services for infants, particularly to those 0–4 years of age, who
are vulnerable to social exclusion. Similar to the Dream Start program in Korea, it has been successful in providing family-related services, resulting in improvements in problematic behaviors of children, enhanced parenting skills, and decreased rates of severely injur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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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사전 연구가 충분치 않았던 점과 경

서

론

제적 지원의 형평성 문제 및 재원 마련책 미비 등의 문제가 드
러나고 있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영유아 발달에 어떤 영향을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경제 부흥정책의 하나로 다자녀로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10,12)

인한 부모의 경제 활동 제약과 노동 시간 감소를 해결하기 위

이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산하 기획위원회와 대한신

해 정부 주도로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진행

경정신의학회 산하 정신건강정책연구소는 연속기획으로 영유

1)

하였다. 이러한 정책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1970년 합계

아 보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정책을 비교 분

2)

출산율이 4.5명이었으나 1984년에는 1.76명으로 낮아졌다.

석하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선진국의 영유아 보육

그 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사

정책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회 변화로 인해 합계출산율은 더욱 낮아져 2005년에는 1.08

영유아의 정신건강발달에 미칠 효과와 문제를 예측하고자 하

명으로 최저였다. 낮은 출산율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인

였으며, 향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책

구 고령화로 이어져 정부 재정수지 악화, 고정자산 감소와 잠

과정 중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역사와 무상보육’,10) ‘북한의

재성장률 둔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

영유아 보육체계’13)에 대한 내용은 이미 출판되었다.

3,4)

다.

4)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을 시행하여 점차

본 연구에서는 보육정책 수립시기와 전개과정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3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19

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보육정책 부분을 비

5,6)

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교하였다. 영국은 1989년,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복지법이

초고속 출산율 감소로 총 인구의 증가 폭이 빠르게 둔화되어

제정되었으며, 1990년 전후에 영국은 청장년층의 노동력 부족

5)

2030년부터는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

으로 인해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늘면서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

과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14) 따라서

출산율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국가 차원

전반적인 영국의 보육제도 발달과 역사, 보육형태를 살펴보았

7)

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

고, 그 중에서도 모든 아동들이 배경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공

진출을 증가시키고 출산장려를 위해 2006년 중장기보육계획

평한 출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

인 새싹플랜(2006-2010)8)을 시작으로, 2008년 아이사랑플랜

된 통합서비스인 Sure Start Children’s Centres(SSCCs)를 중

9)

(2009-2011) 을 시행하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2012

점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SSCCs와 2007년에 시작된 우

년에는 누리과정이라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통해 모든 만

리나라의 Dream Start Program(DSP)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5세 아동들에게 무상교육을 시행하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

우리나라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갈 정책 방향

지 않는 만 0-2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10-20만 원을 지급하

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아보았다.

고 있다.10)

본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저자들은

론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아
청소년정신과전문의사들의 입장에서 애착형성을 위해 가장

1. 영국 보육제도 발달 및 역사적 의의

중요한 시기인 0-3세 아동의 양육을 보육시설에서 하도록 지

전통적으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을 지지하는 영국에서는

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

아동교육과 보육에 대한 기본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있다고

10,11)

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육정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보

여겼으며,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동의 교육, 건강,

육시설이나 보육 담당자의 질적인 관리나 영유아 건강과 발달

발달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보육이념을 중시하였다.14,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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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말 산업혁명과 20세기 세계대전으로 여성의 취업기회가

모 종단연구인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늘어나면서 어머니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자녀양육 필요

(EPPE) 과제를 시행하였다.23) EPPE 연구결과 인지발달을

성이 생겨났다. 이러한 개념은 잠시 떠올랐다 사라졌는데, 이

위해서는 만 3세부터 유아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여성 노동력의 수요가 감소

종일반이 반일반보다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하였

하고, 2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다.24) 이후 유아원 설립을 억제하고 유아학교(nursery school)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 인해 보육시설에서 아동양육을

체제로 전환하면서, 1998년 9월 이후 모든 만 4세에게 제공되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아교육 기관의 확장도 제한했기

던 시간제 무상교육이 만 3세까지 확대되어 현재 모든 3-4세

16)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경기활성화

유아를 위해 시간제 무상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25) 아동들은

와 청년층 감소로 인하여 여성 취업이 늘어나면서 정치 및 경

3-4세부터 초등학교 내의 유아학교나 놀이집단(play group)에

14)

제적 관점에서 보육체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

다니고, 4세에는 초등학교의 예비학급(reception class)으로

나,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다가 1997년 노동

이동한다.17) 만 5세가 되면 아동은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에 의

당 Tony Blair의 집권으로 아동 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해 운영되는 초등학교내의 예비학급(reception class)이나 초등

서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학교(primary class)에 다니게 되며, 학교와의 연계하에 학교

산하의 아동국(Ministry for Children)이 유아교육과 보육 서

일과 전후로 서비스기관을 이용한다.17)

비스를 총괄하고,17) 1998년 14세 이하의 아동과 16세까지의
장애아를 위한 국가아동보육전략을 발표하며 획기적인 변화
18)

3. 영국의 조기 보육 및 교육의 유형과 현황

를 추구하였다. 아동세액공제, 아동급여 증액, 보호자 수당,

교육기술부와 지역교육청이 영국의 조기 보육 및 교육을 담

부모 휴가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돌아

당하였으나, 2007년부터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19)

가는 혜택을 늘려 줌으로써 부모 노동력 활용이 원활해졌다.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로 개편되면서 과거 교육기

정부는 추가로 50여만 명의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술부의 기능과 함께 청소년과 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

록 보육할 수 있을 정도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경제적 지원

다. 조기 보육 및 교육 서비스는 크게 ‘childcare total’과 ‘early

을 확대하였으며, 보육시설의 규제와 감사 책임을 통합하여 비

years total’로 나눌 수 있다. ‘childcare total’은 1) 종일제 보육

20)

시설(full-day care), 2) 기간제 보육시설(sessional day care), 3)

용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아동센터(children’s centres), 4) 방과후 보육(out-of-school
2. 영국 보육제도의 연령기준 변경 및 후속 정책

childcare), 5) 가정방문 아이돌봄(childminders) 프로그램이

영국은 전통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연령기준에 대하여 매우

있다. ‘Early years total’에는 1) 초등학교 부설 유아학교(nur-

14)

엄격하였다. 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보육서비스 제

sery school), 2) 초등학교 부설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

공을 제한하였으며,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primary schools with reception and nursery classes), 3) 유아

14,21)

최저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당국

학급 없는 초등학교 내의 초등예비학급(primary schools with

의 복지부서와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책임하에 매우 어려

reception but no nursery classes)으로 나눌 수 있다(Table 1).26)

운 상황에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는 3세 미만 아동에게 ‘사회

각 프로그램은 내용별로 인적자원,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 각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3세 미만 아동

프로그램은 유형과 자체 규정에 따라 교사 자격관리, 재정지원

17)

의 약 2%만이 이러한 서비스 수혜 대상이었다. 3-4세 아동

에 대한 감사, 서비스 질 평가를 진행한다. 8세 이하의 아동을

중 25%만이 예비초등학교와 같은 교육혜택을 제공받고,14,17)

하루 2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교사자격제도가 적용되어, 국립

지역차가 있기는 하였으나 5-10세 아동의 경우 방과후 보육서

자격 및 교육과정 관리국(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

비스가 상당 부분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며 보육과 관련된 공

thority, QCA)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모든 기관은 3년마

14)

공재정을 확대하였다.

민간재정 지원 보육서비스가 증가하
22)

다 교육표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17)

였으나, 18-24개월 아동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다.

신노동당 집권이후 영국의 조기 보육 및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빠르게 늘

4. 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국의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어났으나, 이런 교육들이 아동의 학업과 사회적 발달에 미치

사회적 소외자 예방이 핵심 장기 전략인 신노동당은 소외

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23)

따라서 영국 교육고용부는

지역 계층의 자녀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범죄,

1997년부터 5년간 3-7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럽 최초의 대규

실직, 미성년자 임신 등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성인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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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1 in the United Kingdom
Types
Full-day care

Staff vs. children ratio

Characteristics

1 : 3 (<2 years old)

Children under 8 years old

1 : 4 (2 years old)

For preschool children and children

1 : 8 (3–7 years old)

Number (%)
17,600 (16.3)

with working parents

(maximum : children 26 persons)

Providing child care service for more than
4 hours/day

Sessional

1 : 3 (<2 years old)

Children under 8 years old

1 : 4 (2 years old)

Providing child care service under

1 : 8 (3–7 years old)

7,900 (7.3)

4 hours/day and under 5 times/week

(maximum : 26 children)
After school clubs

1:8

Children under 3 or older years old

10,000 (9.3)

Providing various activities and child
care services during after-school
Holiday clubs

1:8

Children under 3 or older years old

7,900 (7.3)

Providing schools and local shelters
during holidays
Childminders

1 : 6 (1 : 12, if support staff)

Part-time or full-time child care service at home

Less under 5 years old than

Preschool and school-age children

4 children in 6 children

Annual operating

Childcare total
Nursery schools

48,800 (45.2)

92,200 (85.4)
1 : 10 (combined administration)

Children older than or equal to 2 years of age

3 : 13 (non-combined administration)

400 (0.4)

and under 5 years old
Providing almost half-day education services
Government funding

Primary schools with
nursery and reception

1 : 10 (combined administration)

Providing nursery & reception classes

3 : 13 (not combined administration)

Annual operating

1 : 10 (combined administration)

Providing all 4 & 5 years old children

3 : 13 (not combined administration)

Annual operating

6,700 (6.2)

classes
Primary schools with
reception but no

8,600 (7.8)

nursery classes
Early years total

15,700 (14.6)

Total provision

107,900 (100)

Adapted from Deacon,18) Department for Education, 26) and Clarke27)

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27) 이러

2008년까지 2,500개, 2010년까지 3,500개의 SSCCs를 설립

한 취지를 배경으로 1999년부터 시작된 Sure Start Local Pro-

하겠다고 발표하였다.29)

grammes(SSLPs)는 아동빈곤을 퇴치하고 범부처 간의 협력

SSCCs는 출산 전부터 14세(장애아동일 경우 16세)까지의

을 통하여 극빈지역 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보육, 교육, 보

아동과 가족31)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사회적 배제 집단의

건, 부모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

0-4세 영유아에게 중점을 뒀다. 이 시기가 아동 발달에 중요

28)

하였다.

SSLPs는 2003년까지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하고 환경에 더 취약하며, 후기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문제를

29)

있는 524개 지역에 설치되었고, 초기 정착은 성공적이었다.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32) 따라서 아동에게 인

이후 정부는 2004년 ‘부모를 위한 선택, 아동을 위한 최고의

생의 시작점에서 최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며, 가정에

시작’이라는 표제하에 ‘아동보육 10년 전략’을 수립하여 부모

서와 이후 학교에서의 성장을 위해서 신체적, 지적, 사회적, 그

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도록 돕고, 교사의 자격 구조를

리고 정서적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다.33) 특히 사회적, 경제적

강화하여 고급 인력을 배치하며, 세금감면을 통해 비용적 부

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영국 내 최하위 20% 계층의 아동

30)

이

이 주요 대상이다.34) 이는 아동 빈곤 감소라는 SSCCs의 핵심

와 함께 SSLPs의 집행 기관을 지방정부로 이전하여 SSCCs

목표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초점을

로 명칭을 바꾸며 영국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영국 정부는

맞추며 지역 내 빈곤층을 중심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박

담을 더는 등 아동의 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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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35)
신노동당은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협력관계, 이용자참

Supports for

여, 관리형 정부라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로 정책방

Employment

32)

식을 변화시켰고, 이는 SSCCs 프로그램에 잘 드러난다.

families &
parents

& benefits

services &

services and

SSCCs는 교육기술부와 노동연금부의 아동 보육 프로젝트로

home visiting

advice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제공하지만, 실제적인 집
행은 지방정부에서 한다.36) 지방정부는 부모와 민간자원봉사

Out reach

기관, 1차진료위원회, 일자리센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

Adult

Sure Start

Primary &

education for

Children’s

community

가 세워질 지역을 결정하고 법정기관과 함께 지역 내 수준으

parents

Centres

healthcare

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다.36) 이때 프로그램은 지역
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 또는 지역사회의 특별한

Advice about

Good quality

요구에 의해서 시행되기도 한다. 재정은 중앙정부 보조금과

child health &

play, learning
and child care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 시행한 해인 1999년

Support for
people with

부터 2002년까지는 정부에서 4억 5천 2백만 파운드가 지원되

development
health

special needs

었고, 2004년까지 12억 파운드가 지원되는 등 점차적으로 예
산이 증가하고 있다.37) 뿐만 아니라 지역정부도 지역 내에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정을 조달하고 있다. SSCCs의 평

Fig. 1. Integrated service for children & families of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Adapted from Glass33)

가와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평가기관(Ofsted)과 자격

경제적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지원, 학교를 SSCCs의 장으로

및 교육과정 관리국(QCA)으로, 지방정부는 기관 평가에 책

확대, 훈련된 아동전문가 양성과 고용주들의 아동보육 참여

36)

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라는 성공요인을 토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들을 창출하

영국 정부는 SSCCs를 통하여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

였다.18) 행동장애아동들의 문제 행동들이 성공적으로 개선되

하여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썼다. 양질의

었고,39) 부모권한 부여 및 양육기술 향상으로41) 서비스를 이용

교육/보육 시스템은 1년에 48주, 1주일에 5일, 1일 최소 10시간

한 부모들은 대부분 만족하였다.46) 뿐만 아니라, 0-3세 아동

이용이 가능하다.38) 아동의 교육적 발전을 위해 공인된 교사

증가, 부모가 무직인 가구 또는 급여수급가구의 아동 비율 감

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3-4세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소, 심한 상해를 입은 아동 비율 감소, 아동복지 등록률 증가

있어 취학 전 교육을 준비하고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도울 뿐

등 아동과 가족 관련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47)

아니라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맡는다.37) 이외에도 온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들 때문에 영국

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부모 상담, 전문가 상담, 아버지 교실

정부는 SSCCs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시기인 만 2세

등을 제공하고, 건강 검진, 영양, 모유수유, 출산 전 서비스를

까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고, 부모와 자원봉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33) 또한

사자의 참여를 늘리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45,46)

취업을 위한 일자리 센터와 훈련 센터까지 연결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아동
을 불시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육센터로서의 역할
도 한다(Fig. 1).33)

5. 우리나라 빈곤가정 아동 대상의 ‘Dream Start Program’
빈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48) 아동의 낮은 학업수행, 학업 중퇴, 건강 및 행동 문제

SSCCs는 이상적인 보육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한

와 관련이 높으며,49) 언어 및 인지기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계점이 있다. 먼저, 가족문제가 복잡하거나39) 가족박탈이 심

수 있다.50) 결정적 발달 시기인 초기 아동기의 가난은 지속적

한 경우는 개입효과가 낮았다.40) 둘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으로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 가족들에게 도움

과 다양한 기관이 개입하다 보니 협력과 관련된 갈등이 문제

을 주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아동의 학업 수행, 도덕성과 사회

시 되었다.39,41-43) 셋째,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감소로 2012년

성, 적응,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51,52)

에는 47개의 SSCCs가 문을 닫았고,44) 2014년에는 60% 이상

특히, 영유아기에 조기개입을 하게 될 경우 빈곤으로 야기되

의 SSCCs가 상당한 재정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는 문제를 예방하여 투자대비 산출효과가 높고,53) 일반 아동

20%의 SSCCs에서는 교사 숫자를 줄여야만 했다.45)

에 비해 문제행동을 지닌 아동에게 열 배 넘게 지출되는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SSCCs는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관계,

적 비용을 줄 일 수 있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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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ed and regulated by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Pre-primary education teachers need qualifications required by

(period three years)

school (period 6 years) → institutions for less than 8 years old

satisfaction, family service use, language development, and reducing obesity
Child care (period two years), pre-primary education (period four years),

Negative outcomes : not improved fathers, maternal smoking, life

Pronouncing outstanding institutes (top 20%)

and etc

service management, resource development and linkage, satisfaction,

Inspections including basic configuration, integrated case management,

Biennial evaluation

in care and education welfare

5) Fewer accidents and positive parenting

positive change in development of infant and children, and needs met

and self-regulation, 4) Increased uptake of immunisations, and

Improved children’s attitudes, decreased burden of raising children,

per institution)

2) Improved social behavior, 3) Enhanced child independence

(minimum : £ 2,000, maximum : £ 12,000)
Positive outcomes : 1) Improved home learning environment,

£ 1,300/child/year, £ 4,860/child/4 years in 2009–2012,

Adapted from Department for Education,38) Melhuish et al.,37) 4Children.,46) and Dream Start55)

Evaluation

Outcomes

(up to 7 persons depending on the number of cases)
300 million Won per year per institution (1st year : 150 million Won per year

Budget

2005–2006 of the government budget

3 charged public officials, 3 child Integrated service specialists

20 persons (full-time : 5 persons, part-time : 15 persons)
£ 1.9 billion in 1999–2003, £ 1.2 billion in 2004, and £ 1.5 billion in

City or district (1 in all districts)

Visiting nurse, teacher, social worker

Staff

The Children’s welfare law & enforcement ordinances

The lower 30% of the most disadvantaged areas

by case care system to fit the need of each recipient

Area

such as health care, nurture, welfare that are based on thorough case

the quality of early years provision, and employing more highly trained

Legislation

by making use of local resources, provide integrated custom-made services

centre practice in evidence, improving multi-agency working, raising

single-parent family, and child victim by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buse
To recognize different circumstances of each children and their family and

Preferential support :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lower income family,

in need who are on welfare

To provide the children and the family with integrated service needed
Children at age of 0–12 (including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y

consistency in the level of support services offered, grounding children’s

Reaching the most disadvantaged families and children, increasing

areas (in the case of the disabled to 16 years old)

0–14 years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the 20% most disadvantaged

To provide integrated adhesive care for the children rather than direct service

of the needy children

and family health and life chances

that can eventually lead to a positive change in rearing environment

parenting aspirations, self-esteem and parenting skills ; and child

To induce a change in the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s way of thinking

reduce inequalities in : child development and school readiness ;

particular focus on families in greatest need of support in order to

To support the needy children under vulnerable social and family environments

217 centers in 2014

To improve outcomes for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with a

Dream Start since 2008

Sure Start since 1999
3,116 centers in 2013

and qualified staff
Childcare Act 2006

Contents

Service recipient

Core purpose

Numbers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Sure Start’ of the United Kingdom and ‘Dream Star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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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한국형

의 경우 경제수준 하위 30% 지역, 소득 하위 20% 계층의 아

포괄적 빈곤아동 조기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희

동과 가족, 그리고 1인당 지원금액을 명시하여 비교적 명확한

망스타트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다. 시범 사업을 토대로 2008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DSP의 경우 가구의 소득 재산 등에

54)

부터는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DSP가 시작되었다(Table 2).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모든 아동이 포함될 수 있어서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영양 수준 개선을

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54)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고

위한 통합서비스 정책을 표방하였으며, 해외의 유사 프로그

일률적 예산분배를 하게 되어 서비스가 꼭 필요한 아동들이

램, 즉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캐나다의 Fair

누락되기도 한다.58)

Start, 뉴질랜드의 Family Start, 호주의 Best Start 등을 참조
55)

하였다.

셋째, 사업의 지속성과 인력 구성에 대한 차이이다. SSCCs

가족해체 증가, 가족기능 약화 및 사회양극화의 심

는 센터당 약 20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 중 5명은 SSCCs의 정

화로 인한 빈곤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저해 예방, 빈

규직원이고 15명은 지역사회 특정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로

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한 빈곤세습 고리 단절, 인적

SSCCs에 주 1-2일 정도 파견근무를 한다. 반면, DSP는 센터

자본 축적으로 향후 사회비용 절감효과 기대, 모든 아동에게

당 공무원 3명(건강, 복지, 보육 담당 각 1명), 서비스전문요원

55)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등을 목표로 하였다. DSP는 아동복
56)

3명(건강, 복지, 보육담당 각 1명)으로 구성된다. DSP의 사업

지법 제37조 에 근거하여 0세(임산부)에서 만 12세(초등학

담당자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건복지 부분에 대한 식견이

생 이하)까지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수급

부족하고 잦은 보직변경으로 서비스의 연속성도 부족하다.58)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그리

또한 건강, 보육, 복지 영역별 전문자격을 가진 서비스 전문 요

고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원은 계약직 형태(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어 불안정한

한다. 아동 권리 및 발달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영양교육(올바

처우로 전문적인 서비스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54)

른 식습관), 인터넷중독 예방, 소방 및 안전교육, 아동권리교

넷째, 사업 정책 운영방식의 차이다. 영국은 중앙 정부의 역

육, 학대 및 (성)폭행예방 교육을 필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

할을 축소하고 사회복지의 민-관 협력관계를 이루어, 지방정

다.55) 2007년 16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현재 217

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통합적 관리 형태로 운영하는 목표지

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시군구별 3억 원(국비 100%, 서울 2억

향적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20,58)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원) 기준, 시군구 사업 환경을 반영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

정부 중심의 평가인증제도로 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

55)

며, 신규지역의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극적, 방어적 전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DSP 활성화에 한
계가 있다.20)
다섯째, 지역 프로그램들과의 연계성 여부이다.54) DSP는

6. SSCCs와 DSP의 비교분석
SSCCs와 DSP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특히 취약계층 영유아들의 예방적 조기개입을 강조하지만, 현

향후 DSP 혹은 전국적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함에 있

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절반 이상은 초등학생들로 영

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Table 2).

유아들에게는 한정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54,58) 3세 미만

첫째, 사업 추진 방식의 차이이다. SSCCs의 경우 중앙정부

아동들의 경우 주된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포함하여 양육자

가 재정지원을 분담하고 감독기능을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내

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DSP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실

36)

우리나라의 경우

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55) 따라서, SSCCs가 지역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57) 빈곤

프로그램들과 연계를 통해 성공을 이룬 것처럼 지역내 관련

아동을 돕기 위해 2004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하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소아정신과 의사를 비

여 위스타트(We Start)가 생겼고, 2007년 보건복지부 주도하

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에 DSP가 개소되었으며, 교육부 주도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용과 재정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한다.

역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와 별개로 통일부는 새터민 정착을

여섯째, 사업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

위한 정착지원제도, 여성가족부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진흥원에서 시행한 2013년 DSP 사업 효과성 연구 결과59)

를 통하여 사회 빈곤계층 아동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등 여

영유아의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을 포함한 전반적

러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비통합적으로 운영되었다. 따라

발달 상태가 촉진되었고, 초등학생들은 학교성적, 학교적응,

서 특정 아동들에게 여러 부서의 서비스가 중복 지원되거나

사회성, 자아 존중감과 부모 애착이 모두 향상되었다. 뿐만 아

20,58)

서비스가 필요한 또 다른 아동들이 소외되기도 한다.

니라 서비스 기간이 길수록 효과는 더 컸고, DSP에 참여한

둘째, 서비스 수혜 지역선정과 대상자 기준이 다르다. SSCCs

부모와 가족들도 심리적 안녕감,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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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고 양육 스트레스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59)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DSP 사업

영국의 보육정책 중 특히 SSCCs와 우리나라의 DSP를 비

에 참여한 영유아와 아동의 주요발달에 긍정적 변화가 관찰

교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영유아 보육정책의 장

되었고, 아동 생활태도 향상 및 부모 양육 부담이 감소되는

점과 약점은 물론,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

60,61)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보건복지부의 사업평가

대상자 수가 매우 적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
렵다. 영아 대상 평가의 경우 181개 기존 사업 시행 지역에서

육정책의 평가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도출하였다.
중심 단어：영국·한국·보육·정신건강·빈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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