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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고유한 기능과 역

할에 대해 실무자들의 다양한 인식유형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실

무자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 서비스 내용, 인력, 대상, 전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관련된 인식을 조사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유형은 ‘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향

형’, ‘시설환경 기반의 보호서비스 지향형’, ‘학교연계 방과후서비스 지향형’, ‘개별맞춤형 기초사례서비

스 지향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 인력의 중요성과 서비스 환경에 대한 지원,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과 연속성, 전체 돌봄체계와의 

공통성과 독자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기능 모색으로 다시 나눠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그동안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던 다양한 인식내용의 실체를 파악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

고,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모델과 운영에 대

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과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방과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기능과 역할, Q방법론, 인식유형, 운영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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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

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빈곤아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

가되면서 지역사회 내 예방적 아동보호 체계구축의 일환으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었

다(오정수･정익중, 2013). 특히 보건복지부는 2004년 1월부터 지난 20여 년간 순수 민간차원에서 실시

해온 공부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법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함으로써 국가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개소수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확보한 아동복지시설이 되었다. 또한 2003년 244개소에 2013년 12월 기준 4,061개소로 10

년 동안 대략 20배 이상의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적어도 네 가지 점에서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

성이 높다(정익중 외, 2009). 첫째,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지역사회의 최전선에 위치하

고 있어 빈곤아동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다른 시설에 비해 이용에 따른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청소년이 3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써 아동청소년 개개인 욕구

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청소년을 근거리에서 생

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어 상시적인 관찰과 접근이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

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만나고 프로그램 종료 후 관계가 단절되는 일회적 만남이 아닌 빈곤아동청소

년의 성장과 함께 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

는 지역 자원의 통합은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과 빈곤아동청소년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

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용이성, 개별성, 지속성, 

통합성 등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은 빈곤아동청소년 대상 예방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빈곤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은 물

론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도 가능케 하여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보호 개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민관 여러 분야에서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는 다

른 아동복지기관이나 시설과 차별화되기 위해 어떤 방향성을 정립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하지

만 학계는 물론 현장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지역아동

센터는 지역사회 내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밀착형 최일선 1차 사례관리기관으로 정체성을 가져

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정익중 외, 2009). 현재 인력이나 여건으로는 사례관리

를 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과 그래도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동청소년

이 장시간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방임 발견과 사례관리의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서는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시적인 관찰과 접근이 가능하고, 아동

청소년을 매개로 가족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야 하므로 지역아동센터 내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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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적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최일선 

실무자는 전문적 치료와 서비스 조정을 수행하는 임상사례관리자라고 보기에는 현실적 괴리가 있다. 

둘째 이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빈곤아동청소년의 이미 불거진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예방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것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쪽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내에 이미 문제가 불거진 탈학교아동청소년, 장애아동청소년, 과잉행

동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보다 외부 자원과의 연계

를 통해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진행보다는 초기 스크리닝의 필요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초기 스크리닝, 의뢰, 연계체계의 

구축 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치료 기능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미 지

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거부할 수 없으며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공통적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기보다는 치료시설, 치료형 쉼터 등 특화된 시설에 의뢰하여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셋째, 이용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지에 관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청소년의 대

부분은 초등학생이지만 미취학 아동과 중ㆍ고등학생도 이용아동청소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미 이

용하고 있는 중ㆍ고등학생이나 미취학아동의 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이들 연령대 모두를 지역아

동센터의 주요 이용대상으로 포괄하고 이들을 위한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발달단계별로 공간의 배치에서 프로그램의 내

용, 욕구, 종사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과 기대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관이 다수인 지역

아동센터가 모든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포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 이런 관점에

서는 미취학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별도의 전문적 전달체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을 함께 주 이용대상으로 포괄한다 하더라도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간은 반드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 

여건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성과 관련한 것이다. 사회복지가 처음에는 빈곤에서 출발했지만 모

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듯이 지역아동센터도 빈곤아동청소년에서 출발하지만 궁

극적으로는 방과후 보호를 원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괄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전히 빈

곤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용대상을 빈곤아동청소년만으로 한정

한다면 낙인의 우려가 생길 뿐만 아니라 센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빈곤아동청소년이 존재해

야 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일반아동청소년도 이용하고 싶을 정도의 높은 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빈곤아동청소년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낙인의 문제도 벗어날 수 있을 것

이다. 반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반 아동청소년도 이용하게 한다면 운영

자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도 적고 이용료도 받을 수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에 대상자 선정이 치우쳐 

creaming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둘러싼 쟁점은 대상과 서비스, 타 방과후서비스와의 관계 등에서 여전히 

혼재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실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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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공유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역아동센

터는 운영자 개인이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형

태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

식하는 각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무엇으로 보는지를 조사하고, 실제적 운영모델을 파악해 보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개인의 현상학적 세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인 

Q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Kerlinger, 1986). 

2. 이론적 배경 

우리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지도 

1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조차 지역아동센터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첫째, 지역아동센터의 역사적인 발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 둘째, 지

역아동센터의 평가지표에 반영된 아동복지종합서비스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 셋째, 이용자

의 욕구 및 종사자의 인식조사와 같은 실증적인 조사 자료에 근거한 현실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

의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역사성에 기반한 빈곤아동 학습 지원 및 보호 기능

지역아동센터의 핵심 기능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입장은 빈곤아동을 위한 교육지원 및 아동보호 

기능이다. 지역아동센터가 1980년대 중반부터 도시빈곤지역의 아동보호와 교육을 위해 자생적으로 생

겨난 공부방을 제도적 정비를 통해 양성화한 것이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방과후 아동보호가 보다 핵심

적인 기능이라는 것이며, 다수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는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한도희･연규철, 

2009; 이용교․이혜연, 2001; 노혁, 2003; 윤향미 외, 2013). 

사실 빈곤아동을 위한 학습지원과 보호 기능을 강조하는 관점은 2004년에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되기 이전에 보다 설득력을 갖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민간에 의해 주도된 공부

방은 빈곤 또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학습공간과 학습지도 및 문화활동을 제공

하는 시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는 저소득층 청소년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도 청소년

공부방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지자체 운영지원비와 자체 시설수입금, 위탁체지원금만으로 운영

되다보니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는 열람실과 같은 학습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쳤다(한도희･연

규철, 2009). 

이용교와 이혜연(2001)은 이러한 민간공부방과 정부지원공부방의 운영 및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부방의 서비스 실태를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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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습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공간 제공, 상담서비스 제공 순으로 대부분 학습지원 관련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적지원 공부방의 경우에는 학습 

공간 제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민간지원 공부방은 학습지도를 비롯하여 진로지

도, 생활예절, 문화활동, 급식지원 순으로 서비스 실태가 나타났다. 지역사회 공부방 이용 아동의 문제

점으로 파악된 내용도, 학습부진, 경제적 빈곤, 정서불안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부방 실무자들을 대상

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지역사회 공부방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학습지원 기능으로 나타났

다. 이용교와 이혜연(2001)은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공부방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공간 제공 위주의 청소년 공부방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습과 보호

를 제공하는 어린이 공부방으로 이원화하여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노혁(2003)은 지역사회 빈곤 운동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공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는 자생적 발생과정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입각해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부방의 학습지원 기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연대의식과 가정 기능

을 보완하는 역할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된 대상이 빈곤한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아동들임

을 감안하여 공부를 학교에서의 학습보완을 넘어서 빈곤계층청소년의 자립환경을 제공하는 기회로 발

전시켜야 하며, 학교의 학업을 넘어서 삶의 학습과 놀이와 공부, 일이 어우러지는 생활공간으로서 기

여하되, 가족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논의는 이용교와 이혜연

(2001)이 주장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 지원 서비스 기능에서 나아가 가족기능의 보완과 빈곤한 

지역사회의 연대까지도 포괄하는 논의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다고 평가되나 공부방을 통

합적인 청소년복지의 중심센터로서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최일선 아동복지

전달체계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노혁, 2003). 

이러한 공부방 기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IMF 경제위기 이후 가정해체가 급격히 증가하

면서 빈곤 및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공부방이 증가하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저소득 방임 

아동 보호를 위한 공부방 법적보호기관 지정 요구가 제기되면서 공론화된 결과, 2003년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 형성을 하겠다’는 

취지 하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확정되었고, 2004년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지원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공부방의 역사적인 발생과정과 경제위기 이후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배경

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교육 등 학령기 아동의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그 핵심적인 기능 또한 아동보호(child protection)로 볼 수 있다. 단, 지역아

동센터로 전환하면서 핵심서비스로 천명한 아동보호는 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발달위험 요인

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발달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보

호요인을 확충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정익중 외, 2009).

그러나 여전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저소득 계층인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 이유

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과목 학습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범적으로 지향하는 



290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 2 호

포괄적인 아동보호 기능보다는 여전히 공부방 당시의 기능 즉, 저소득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 역할에

만 머물러서 사교육대체기관으로 기능한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다(윤향미, 2008).

2)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에 반영된 아동복지종합서비스로서의 규범적 역할과 기능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하는 평가지표를 통해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목적은 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16조 제 1항 제 11호에 나타

나 있듯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

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박태정 외, 2010). 

기존의 학습지원 위주의 공부방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면서 공적지원의 근거

가 마련되자 양적인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양적 성장에 맞추어 서비스의 공공성을 모

니터링하고, 종합 아동복지시설이라는 위상에 맞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민혜연･서영숙, 2007). 이에 2008년에는 국가가 

주도한 최초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2012년에는 평가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지역아동

평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진입평가와 심화평가로 이루어지는 3년 주기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구축하

였다. 즉, 진입평가와 심화평가라는 이원적 평가체계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전반과 서비스의 질

을 평가했다.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한 진입평가에서는 아동복지법 상에 규정된 생활지원, 교육지원, 놀

이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기본적인 시설 및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한편, 

진입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심화평가에서는 진입평가에서 강조되었던 다양한 영역

에서의 프로그램보다는 개별아동관리 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아동 및 가족관련 기본 정보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는 영역과 아동발달 환경을 조성

하는 자원 관리 영역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즉 아동복지종합서비스 기관인 지

역아동센터의 최일선사례관리 기능을 평가체계에 반영하여 강조하고 있다(박현선 외, 2012).

이와 같이 규범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아동, 가족의 욕구 파악 및 사

례관리를 기본적 제공해야 하는 이용시설로 규정되고 있다. 평가체계 또한 이러한 기능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지만 일선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사례관리를 실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

해서는 다양한 찬반논의가 있어왔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 인력 수가 부족하여 사례관리를 담당할 인

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례관리를 진행한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서비스 영역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다(오승환, 2010; 정익중 외, 2011b; 김선숙․유민상, 2013). 실제 

2013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131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결과 중 아동영역 부분을 보다 구체적

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영역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와 사례관리가 현장에

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임원선․문정희, 2014).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 즉, 사례관리전담인력을 파견하고, 실무자에게 사례관리 교육을 지원한 

후, 이들이 수행한 사례관리가 애초의 목적인 아동방임에 기여하는지 분석한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

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부모상담서비스를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아동방임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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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양육자의 교육적 관여가 클수록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방임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적절한 교육만 제공되면 지역아

동센터도 사례관리 최일선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아동방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김선숙․유민상, 2013). 

3) 이용자 욕구 및 종사자 인식 조사에 기반한 실증적, 현실적 기능과 역할  

이용자 욕구조사나 종사자 직무인식조사와 같은 실증적인 조사 분석에 기반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핵심기능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욕구조사나 직무인식조사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표준화된 매뉴얼 제작 등에 대한 기초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사자의 명확한 직무와 직무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 변숙영 외(2007)의 연구에서는 지역아동

센터내 종사자의 직무정의, 직무모형, 직업명세서, 직무명세서, 작업명세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직무

분석을 DACUM법으로 실시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일상생활지원, 학습, 놀이 및 특별활동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증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직무이다’라고 

정의되었다. 여기에서 앞서 논의한 내용과 달리 주지할만한 내용은 이용 아동을 빈곤아동으로만 국한

하지 않았으며, 건강한 성장발달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례관리나 지역사회 연계를 주요 실천 기술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직무 정의에 근거하여 변숙영(2010)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현

실적인 직무를 분석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수행 빈도, 중요도, 교육필요도가 가장 높은 직

무 영역은 학습지원업무로 나타났다. 학습지원외에도 생활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 지원은 수행빈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게 인식된 직무 영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 사례관리의 경우, 수행빈도나 중요

도 면에서는 높지 않았으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직무 영역으로 나타나 교육적 필요도는 높았다. 구은미(2010)의 연구에서도 실무자들은 학습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에 사례관리의 중요도를 가장 낮게 보고하고 있고, 서혜전(2007)의 연구에

서도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는 학습지원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숙 외(2006)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지원, 아동지원, 가족지

원, 교사지원의 4개 영역에서 욕구조사를 수행한 결과 아동상담비와 특별활동지원비가 기본적인 영양

과 안전에 대한 욕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아동특성에 따른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영역에서는 긴급지원비가 가족교육에 대한 지원비보다 높은 

욕구로 나타났으며, 교사지원영역의 대체교사비와 시설지원영역의 인건비 지원 욕구 또한 높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이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면서 초기의 돌봄기능에서 나아가 아동에 대한 구체

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기능이 다양하게 필요해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와 제공자의 프로그램 욕구인식을 비교분석한 이영순과 민소영(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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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인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핵심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욕구 분석결과, 아동과 실무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프

로그램은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인 욕구와 달리 자원봉사와 같은 체험활동에 대한 

욕구는 이용자인 아동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기초학습지도와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는 

실무자 집단이 높게 나타나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영순과 민소영(2013)은 욕구와 핵심 기능을 

동일시 할 수 있지는 않지만 표적대상의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할 때 프로그램 효과 또한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욕구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약하면, 공부방을 모체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 아동복지법상의 법적 지위를 

통해 부여된 새로운 기능과 역할 , 종사자의 직무 및 이용자 욕구 인식에 근거한 현실적인 기능을 살

펴본 결과,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서 출발하여 아동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내 최일선 사례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추가로 부여받았으나 현재까지 현실적

인 직무는 여전히 학습지원과 생활지원 기능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1) Q방법론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서,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나 현상에 대해 사람들

이 보유하고 있는 신념, 확신, 가치, 태도 등과 같은 주관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

된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황상민·최은혜, 2002). 

Q방법론은 객관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R방법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Brown이라는 학자에 의

해 보급되어 왔다. 김순은(2007)의 비교에 의하면, 연구대상 면에서 기존의 R방법론은 다수의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하지만, Q방법론에서는 신중하게 선택된 소수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관점에서 볼 

때 R방법론에서는 외적 관점에 의해 연구의 틀을 형성하는 반면, Q방법론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자아

참조(self-reference)에 의해 개념과 행태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Q방법론을 채택하여 지역아동센터 실무자의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것은 두 가

지 측면에서 유용하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대표적인 아동서비스 유형으로서 대인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의 기대와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Q방법론을 통해 밝혀진 연구참여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기존의 서비스가 어떤 유형에게 적합하며, 간과되고 있는 관점이나 대상을 확인

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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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진술문 작성 및 선정

Q방법론 연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Q진술문(Q sample)의 선정이다. Q진술문의 선정하

는 방법으로는 구조적 방법과 비구조적 방법이 있다. 구조적 방법은  기존 이론이나 연구를 토대로 

해당 의견들이 고루 포함되도록 Q문항을 안배하는 방법이며, 비구조화된 방법이란, 해당분야의 전문

가, 연구대상자, 및 기존 연구들로부터 Q진술문의 모집단을 구성하고, 이로부터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진술문들을 선택하는 방법이다(김순은, 2007). 본 연구에서는 구

조적인 방법과 비구조적 방법을 혼합하여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이한 진술문에서 포함해야 하는 구조로서 지역아동센터 관련 연구에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포

함하고자 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 개발(정익중 외, 2009) 및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연구(정익

중 외, 2011a)에서 활용한 시설환경, 서비스, 인력, 대상, 전달체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진술문을 구성

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진술문은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충분히 포괄하고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개방식 서술형 자료를 활용하였다(임정

기 외, 2007). 그 외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연구자 3인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총 112개의 다양한 진술문들을 수집하여 모집단을 구성하고, 이 진술문들의 중복성과 상

이성을 기준으로 총 50개의 진술문으로 정리하였다. 진술문의 수와 관련해서는 Brown(1980)은 

40~50개의 문항이면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김흥규(1990)는 40~60개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3) P표본의 표집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지역아동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므로 연구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오랜 기간 운영하고 정

책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대표적 2조직과 기타 단체를 통해 추천을 받아 조사를 수행하였다. Q방법

론은 소표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P표본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요인별로 그 특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김흥규, 2008), Q방법론의 연구를 위한 피험자의 수는 30~60명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김헌수․원유미, 2000).   

본 연구에서는 총 42명을 표집하여 이들에게 50개의 진술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5

(강한 긍정)에서 -5점(강한 부정)의 정상분포방식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Brown(1980)은 40~60개

의 진술문의 경우 11단계(+5~-5)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최종분석에는 응답오류 9명을 제

외한 33명으로 P표본을 구성하였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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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통계처리 과정에서 Q 방법론은 요인분석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지만, 표본의 관련 변수를 중심으

로 분석하는 기존의 요인분석과는 그 대상이 다르다. Q 방법론에서는 P표본, 즉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된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유사한 견해를 가진 집단으로 요인이 산출된다. 

분석은 PQmethod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따라 사다리꼴로 강제분포(forced- 

distribution)한 연구대상자 33명의 진술문을 Q분류에 입력하고 Principal component방식에 의해 8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8개 요인의 eigenvalue를 확인한 결과 고유치가 1이상에서 급격한 차이가 나타나

다가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기점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이순묵, 2000), Q VARIMAX 로테이션에 

의해 4개 요인을 지정하여 결과물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는 Q분류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강하게 긍정 

또는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표준점수(z score) +1이상인 경우 진술문에 긍정하는 문항으로 –1

이하는 부정하는 문항으로 해석한다. 

4. 연구결과

1) 결과분석

다음 <표 1>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4가지 견해가 P표본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첫 번째 인식유형의 직원들은 33명의 표본 중 가장 많은 13명(대표사례 12명 외 

14번)이 해당되었는데, 43세에서 59세, 6년 7개월에서 27년 5개월까지의 경력자이며, 업무에 대한 만

족도는 보통이 5명이고 만족이 6명, 매우 만족이 2명이었다. 두 번째 인식유형은 5명(대표사례 3명 외 

6,7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7세에서 60세, 5년 3개월에서 10년 정도의 경력자이며, 업무에 대한 만

족도는 불만족 1명, 보통 1명, 만족 3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 견해를 구성하는 10명(대표사

례 9명 외 15번)의 응답자들은 42세에서 57세, 4년 7개월에서 26년까지의 경력자들이었고 업무만족도

는 보통이 4명, 만족이 5명, 매우만족이 1명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견해는 5명(대표사례 3명 외 12, 

24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4세에서 54세, 최소 5년에서 최대 24년 11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

며, 업무만족도는 보통이 2명, 만족이 1명, 매우만족이 2명이었다.  

전반적으로 요인에 따른 연구참여자의 배경변수 상에 아주 두드러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2

요인의 구성원들의 경우 다른 요인 구성원들에 비해 경력이 짧은 편이며,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다. 3, 4요인 구성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1요인

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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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요1인 응답자의 배경변수

 1 2 3 4  성별 연령 현직근무기간 업무만족도

 1  
0.4433  

 
0.1198 0.5465X 0.1878 남 52 7년 6개월 보통

 2 
0.5389

X
0.2361 0.4319 0.2023 여 55 7년 5개월 보통

 3 0.1300 0.2753 0.0874 0.5639X 여 49 7년 매우 만족

 4  0.4050 0.6851X -0.0192 0.0828 남 49 6년 불만족

 5  
0.6109

X
0.3160 0.0903 0.3243 여 54 7년 보통

 6 0.3196 0.3672 0.3438 0.3132 여 47 5년 3개월 만족

 7   0.3670 0.4177 0.2898 0.2436 여 60 6년 11개월 보통

 8  -0.0295 0.2464 0.5510X 0.4070 여 43 4년 7개월 만족

 9  0.2768 0.0846 0.6563X 0.1254 여 55 6년 9개월 만족

 10   
0.7159

X
0.1774 0.2135 0.2377 여 43 8년 5개월 만족

 11 
0.4480

X  
0.2739 0.2462 0.5801 여 45 6년 7개월 만족

 12  
0.5000  

 
-0.0672 0.1794 0.5221 여 47 5년 매우 만족

 13 0.2726 0.0226 0.6222X 0.2472 여 49 8년 매우 만족

 14  0.3835  0.3068 0.3048 0.0712 여 49 8년 7개월 보통

 15   0.3447 0.2791 0.4490 0.2727 여 55 14년 7개월 만족

 16 0.1277  -0.2286 0.2938 0.7124X 여 54 10년 보통

 17   0.2001 0.5245X 0.3436 -0.1605 여 47 10년 만족

 18  
0.6495

X
-0.0878 0.4217 0.2060 여 44 8년 4개월 보통

 19  -0.0947 0.7497X 0.1867 0.2122 여 50 6년 만족

 20  0.2421 0.2116 0.0253 0.7762X 여 50 24년 11개월 만족

 21  
0.7121

X  
0.0764 0.3589 0.3268 여 48 15년 4개월 만족

 22  -0.0729  0.1001 0.6459X 0.3073 여 57 26년 보통

 23  
0.5188

X  
0.0620 0.4226 0.1277 남 45 7년 2개월 매우 만족

 24 
0.4692  

 
-0.0508 0.4228 0.5670 여 44 11년 보통

 25  0.3357  0.2699 0.5338X 0.0103 남 42 8년 만족

 26  
0.6088

X  
-0.0573 0.4593 0.3646 여 55 27년 5개월 만족

 27 
0.2094  

 
0.3521 0.6196X -0.0836 여 53 10년 5개월 보통

 28 
0.7897

X  
0.1770 0.3028 0.0108 남 59 10년 보통

 29 
0.8545

X 
0.1047 0.2839 0.0943 여 47 11년 7개월 만족

 30 0.5647  -0.1132 0.5998X 0.1669 여 44 12년 9개월 보통

<표 1>  요인분석  응답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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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0.4070  0.1920 0.4698X 0.0375 여 47 15년 10개월 만족

 32 
0.6555

X  
0.2977 0.0262 0.3036 남 47 10년 만족

 33   
0.6825

X
0.2931 -0.0032 0.1401 남 47 8년 7개월 매우 만족

eigen value 13.5255 2.0159 1.8848 1.7636 

요인별 변량 

비율(%)
23 9 16  11 

누적 변량 비욜(%) 23 32 48 59

사례수 13 5 10 5

*X는 해당 요인에 해당하는 대표사례임

2) 결과 해석

(1) 전문인력 중심의 통합 서비스 지향형 

요인 1을 대표하는 진술들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우선 지역아동센터 인력, 실무자의 역량을 중

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가 발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에 대한 

지원이며(진술문 29), 이러한 인력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진술문 36), 아동의 발달단계적 특성과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것(진술

문 35)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하기에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히 일차적 보호기관으로 기능하고 다른 서비스를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진술문 12) 가정 같은 기능은 반대하며, 다른 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있기 보다는(진술

문 7) 독립적이고 자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지역

아동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유형은 지역아동센터 실무자가 역

량을 갖추어 아동의 발달단계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전문적인 독자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전문인력 중심의 통합 서비스 지향형”으로 명명하

였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실무자가 현재 열악한 근로조건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문가로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도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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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요인 ‘ 문인력 심의 통합 서비스 지향형’의 주요 견해

번호 항목 Q분류값 표준화 
점수

29. 
지역아동센터가 발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에 대한 

지원이다
4 1.66* 

36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는 아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의사결

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0.96  

35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는 아동의 발달단계적 특성과 욕구를 잘 파

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2  0.94 

5 지역아동센터는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0.94 

19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 및 가족과의 연계가 매

우 중요하다
1  0.73

26  지역아동센터의 성과는 아동의 만족도이다    0  0.17

12 
지역아동센터는 일차적 보호기관으로 기능하며 그 외 서비스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0.30  

2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장비 및 기구가 제대

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 -0.44* 

7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부속기관(복지관, 동사무소 등)에 함께 있

는 것이 좋다 
-4 -1.69 

 

주} P < .05 수준에서 1요인을 설명하는 항목임, *P < .01

(2) 시설환경 기반의 보호서비스 지향형  

두 번째 인식유형은 ‘시설환경 기반의 보호서비스 지향형’으로 규정하였다. 지역아동센터가 이용시

설이기는 하나 보호 및 급식 등의 생활시설의 기능이 더 중시된다(진술문 11)고 보고 있으며, 1차적 

보호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진술문 12)에 다른 인식유형과 달리 동의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시

설 내 장비 및 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며(진술문 2), 소규모 기관 (진술문 9)과 같

은 구조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환경적 요인에서 인건비의 현실화(진술문 32)가 중요

하며, 다른 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속해 있으면서(진술문 7) 다양한 지원을 용이하게 받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유형은 전통적 양육시설운영의 관점을 가지며, 모든 서비스가 지역아동센터 내부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진술문 13)을 다른 인식유형과 달리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다른 인식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진술문 25).

그러므로 요인 2에 속하는 인식유형을 가진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거주

양육시설로서 1차적 보호를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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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요인 ‘시설환경 기반의 보호서비스 지향형’의 주요 견해 

번호 항목 Q분류값
표준화

 점수

11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이나 보호 및 급식 등의 생활시설의 기

능이 더 중시된다
4  1.73 

2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장비 및 기구가 제대

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1.09

9  소규모 기관이 더 적절하다      2  0.99* 

32 인건비 현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0.94*

7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부속기관(복지관, 동사무소 등)에 함께 있

는 것이 좋다
2   0.92*

12  
지역아동센터는 일차적 보호기관으로 기능하며 그 외 서비스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0.46 

13 
모든 서비스가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0.40* 

25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인권보장이다  1  0.11* 

16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다
1   0.08

15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특성은 아동의 개별욕구에 근거하여 모

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0  0.06*

33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0  -0.27*

20 지역아동센터는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의 한 형태이다   -1  -0.33

6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1 -0.41* 

37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는 아동을 존중하고 강점을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한다
-1 -0.48*

41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아동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2 -0.72* 

45 지역아동센터는 중고생도 포괄해야 한다 -3   -0.91

36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는 아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의사결

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0.93* 

43 지역아동센터는 장애아동이나 ADHD아동도 이용할 수 있어야 -4   -1.26 

46 지역아동센터는 탈학교 청소년도 포괄해야 한다 -5 -1.86

 주} P < .05 수준에서 2요인을 설명하는 항목임, *P < .01

(3) 학교연계 방과후 서비스 지향형 

세 번째 인식유형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낙인감이 매우 큰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진술

문 47),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진술문 18) 빈곤 아동들이 일상생

활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소외감은 또래집단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의 공고체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부를 

통한 전달체계 역시 다른 인식유형에 비해 부정적이지 않다(진술문 49). 

반면 생활시설의 기능이나 1차적 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진술문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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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유형은 지역아동센터가 독자적이고 고유한 복지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학교

방과후 돌봄 체계 내에서 하나의 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낙인감

이나 소외감을 극복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표 4>  3요인 ‘학교연계 방과후 서비스 지향형’의 주요 견해 

번호 항목 Q분류값 표준화 
점수

47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은 낙인감이나 소외감이 크다 2   0.78*

18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중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학

교이다
2 0.73  

29
지역아동센터가 발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에 대한 

지원이다
1  0.64*

30 인력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1 0.50

36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는 아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의사결정

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1 0.25* 

49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므로 교육부가 관

할하는 것이 좋다 
0   0.10* 

3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뛰어놀기 편한 야외공간 및 활동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0 -0.17 

11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이나 보호 및 급식 등의 생활시설의 기능

이 더 중시된다 
-1 -0.22*

40 지역아동센터는 방임아동에 대한 기초사례관리기관이다 -3  -1.18 

12
지역아동센터는 일차적 보호기관으로 기능하며 그 외 서비스는 지

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1.64

28 지역아동센터의 성과는 아동학습의 신장이다 -5 -1.92*

 주} P < .05 수준에서 2요인을 설명하는 항목임, *P < .01

(4) 개별 맞춤형 기초사례서비스 지향형

요인 4는 ‘개별 맞춤형 기초사례서비스 지향형’으로 보았다. 이 유형은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

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며(진술문 36), 실무자는 아동

의 발달단계적 특성과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진술문 35)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특성을 아동의 개별 욕구에 근거하여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진

술문 15)을 강조하며, 다른 인식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유형은 지역아동센터가 방임

아동에 대한 기초사례관리 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진술문 40).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가 고위험아동에 대한 임상사례관리기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으로(진술문 39), 일반 아동에 대한 

기본적 사례관리기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야외공간과 활동공간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접근성은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다(진술문 5).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며(진술문 16), 방과후 

서비스의 한 형태인 것(진술문 20)에 강하게 반대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돌

봄서비스의 하나의 형태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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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별욕구에 근거한 지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는 유형이다. 

<표 5>  4요인 ‘개별 맞춤형 기 사례서비스 지향형’의 주요 견해 

번호 항목 Q분류값 표준화 
점수

36. 
실무자는 아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1.69

35 
실무자는 아동의 발달단계적 특성과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4  1.58 

15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특성은 아동의 개별욕구에 근거하여 모

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3  1.56*

3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뛰어놀기 편한 야외공간 및 활동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0.84*

40 지역아동센터는 방임아동에 대한 기초사례관리기관이다 1 0.28

32 인건비 현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0 -0.03*

39 지역아동센터는 고워험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기관이다  0 -0.21*

5 지역아동센터는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0.27*

31 아동대비 적정수에 맞는 인력확보가 중요하다   -1 - 0.40*

12
지역아동센터는 일차적 보호기관으로 기능하며 그 외 서비스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0.89 

16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
-4 -1.27 

20 지역아동센터는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의 한 형태이다 -5 -1.96*

 

주} P < .05 수준에서 2요인을 설명하는 항목임, *P < .01

(5) 인식유형 간 비교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

할에 대해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4요인 간에도 공통된 의견도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의 역할을 대체하므로 집과 같

은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진술문 1)에 대해서는 4집단 모두 그렇다고 보고 있으며, 학습기자

재 구비(진술문 4), 야간보호(진술문 23)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는 편이며, 지역아동성과가 아동의 

만족도(진술문 26)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편이다. 실무자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진술문 34), 다문화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진술문 44)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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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통요인 항목 

번
호 항목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Q-S
V

Z-

SCR
Q-S
V 

Z-

SCR
Q-S
V

Z-

SCR
Q-S
V

Z-

SCR  

1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의 역할을 대체하

므로 집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이 좋다 

1 0.30 1 0.62 1 0.34  0 -0.23  

4. 
아동의 학습과 관련된 기자재가 반드

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0.65 0 -0.12  0 -0.11  0 -0.19

23.
지역아동센터는 야간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1 -0.35  -3 -0.78  -1 -0.63  0 -0.03

26. 
지역아동센터의 성과는 아동의 만족도

이다  
0 0.17  -1 -0.57  -1 -0.35 -1 -0.44

34.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는 프로그램 개발

과 평가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1  0.22  -1 -0.54  -1 -0.18  0 -0.06

44*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아동을 포괄해

야 한다 
0  -0.02   1  0.15  0  0.13  -1 -0.38

주) p>.01, * p>.05

 

마지막으로 4집단의 분석결과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고자 서로 비슷

한 속성에 따라 재분류를 하였다. 4집단은 크게 구조적 요인과 서비스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1요인인 ‘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향형’과 2요인인 ‘시설환경 기반의 보호서비스 지향형

“은 시설환경 및 인력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관찰된

다.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은 지역아동센터가 발전하기 위한 구조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 요인 중 시설환경과 인력이라는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2요인

과 4요인은 ’시설환경‘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1요인과 3요인은 ’인력‘의 전문성, 교

육, 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호’ 중심의 역할과 ‘사례관리’중심의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요인과 2요인은 ‘보호’의 역할을 주요하게 보는 입장이며, 3요인과 4요인은 개별욕구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 내 ‘보편적’기능과 ‘독자성’기능을 중

시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요인과 2요인은 지역아동센터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여 독자

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한편, 3요인과 4요인은 학교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다양한 아동을 

포함하여 방과후 돌봄의 한 유형으로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아동 중심 가치와 관련하여서도 재분류가 가능하다. 1요인과 4요인은 아동의 인권과 개별화를 

중시하고 있는 유형이며 2요인은 전통적 양육시설의 기능과 가치를 중시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3요인은 돌봄과 지원보다는 방과

후 서비스가 보다 보편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며. 복지체계로서의 한계를 평가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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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1>  인식유형 비교축

종합해 보면, 제 1인식 유형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서 인력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제 2인식유형은 1차적 보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2인식 유형이 기능에 있어서는 1유형과 차이를 가지지만, 구조적

인 지원을 중요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있다. 제 3인식유형은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 방

과후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4집단 중 가장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이용아동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

겠다. 제 4인식유형은 정부 및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아동에 대한 기초사례관리의 기능과 역할

에 가장 가까운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지

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정책과 현실과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1 인식유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3 인식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렇듯, 지

역아동센터가 하나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각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내용은 매우 다를 것이며, 아동에 대한 관점, 정책수용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운영자는 스스로 자신의 인식유형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와 이것이 미

칠 영향에 대해서 자각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함의 

그동안 학교안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추진 주체의 상이함으로 인해 서비

스 제공이 분절적인 측면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연계를 범부처적으로 모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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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가운데,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타 방과후 돌봄기관과 어떤 차이와 유사성

을 가지는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 역시 운

영자 및 실무자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과후 돌봄체계의 다양한 

수행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고유한 역할을 찾아내고, 구성원간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

한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논의하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 서비스 

내용, 인력, 대상, 전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였다. Q방법론을 통한 분석결과 지

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유형은 ‘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향형’, ‘시설환경 기반의 

보호서비스 지향형’, ‘학교연계 방과후서비스 지향형’, ‘개별맞춤형 기초사례서비스 지향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 인력의 중요성

과 서비스 환경에 대한 지원,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과 연속성, 전체 돌봄체계와의 공통성과 독자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기능 모색이라는 축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그동안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던 다양한 인식내용의 실체를 파악해 보았다는데 의의

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모델과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과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이번 연구에서도 합의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당사자의 관점에

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 보았고, 각각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고려하되 표준화된 지원책이 필

요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정책의 방향과 현장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

도록 하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관련 이해

집단의 소통과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환경과 관련하여 집과 같은 환경에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필요하다. 아이들

이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지향을 가지든 적어도 기본적인 

요건은 아동친화적인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동프로그램 평가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시설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평가영역으로 포함하고 있

다. 아동이 경험하는 서비스 제공환경의 중요성(National Afterschool Association, 2007)과 변화이론에 근

거하여 아동발달을 위한 조직적, 구조적, 환경적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Program 

Observation Tool(www.naaweb.org/accreditation.html)은 실내환경, 실외환경, Program Quality 

Self-Assessment Tool(www.nysan.org)에서는 시설환경 및 분위기, Promising Practices Rating 

Scale(www.gse.uci.edu/childcare/pdf/pp/observation_manual_spring_2005.pdf)에서는 서비스 제공 여건, 

Quality Assurance System(http://qas.foundationsinc.org/start.asp?st=1)은 시설 설비 및 환경, Schoo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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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Environment Rating Scale(www.fpg.unc.edu/~ecers/)에서는 시설설비 및 교재 교구, Youth Program 

Quality Assessment(www.highscope.org/EducationalPrograms/Adolescent/YouthPQA/mainpage)에서

는 시설의 구조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경우에서도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의 질적 수

준을 위해 시설환경의 중요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듯이 아동발달에 있어 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건비의 현실화, 아동대비 직원수 등과 같은 구조적 지원과 

함께 인력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발달욕구와 개별욕구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지금 제공하고 있는 중앙단위나 

시도단위의 집합교육 이외에도 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교육과 수퍼비전 체계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돕는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열악한 근무 조건 하에서는 실무자들의 소진(burnout)을 

유발하기 쉬우며, 이직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 이러한 인력의 유출과 소진이 아동에게 심

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진은 부모의 우울 등 정신건강문제처럼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쉽고(정익중 외, 2010; 정익중 외, 2011a), 실무자의 잦은 인력교체는 주양육자의 변경처

럼 아동청소년의 정서불안이나 기본적 신뢰감의 상실 등 심리적 외상을 일으키기 쉽고 심리정서적 적

응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정익중 외, 2011a). 이렇게 전문인력의 근무시간과 임금 등이 위기상

황에 빠져있다면, 위기아동에 대한 안전망 역시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의 전문인

력이 배치되고 임금이 향상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무엇보다 먼저 마련되

어야 한다(정익중 외, 2012).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승급에 대한 호봉체계도 없고 전문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임금기준

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역할에 걸맞는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며, 인건비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도 갖

고 있지 않아 센터 별 편차가 큰 형편이다. 기관에서 전문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건

비의 현실화, 직무의 적정화 방안이 전문화 과정에서 병행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할 

경우 전문성에 적절한 수입과 활동에 상응하는 대우가 미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에 대한 국가표준 임금기준표를 만들어 자격별, 경력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 

조례 및 시설단체 내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정익중 외, 2012).

셋째, 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일선 사례관리기관으로 명시된 기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초사례관리체계에 대한 동의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

센터 관련 연구에서도 언급되어있듯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빈곤아동의 최일선 1차 사례관리

기관이다(정익중 외, 2009).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매뉴얼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의 특징으로 아

동의 권리보호 및 사례관리를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이를 통해 

매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 역시 사례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포함하

고 있다(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특히 학교 중심의 방과후 서비스와 달리 지역아

동센터는 아동의 학습욕구 외 발달욕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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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사례관리가 임상적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좁은 의미의 해석과 함께 

현장에서 이해하는 정의와 실천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장의 부담과 반발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의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정의와 실천내용에 대한 공유

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전히 아동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사례관리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관리에 대한 공유가 매우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초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의 

측면에서 재정의하고 그 이념과 실천내용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소통의 장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넷째 연계체계와 관련하여 가족과 학교와의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아동

센터는 개별 기관이 아니라 학교를 상대할만한 대표기관을 구성하여 파트너로서 협상하는 절차가 반

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는 교장의 학생에 대한 무한책임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개별 지

역아동센터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들은 학교가 안심

하고 접촉할만한 상태로 그 위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거점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

년수련관이나 기존 아동청소년네트워크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정익중, 2012). 따라서 지

역사회기관은 학교와 개별적인 접촉도 중요하지만 공식통로를 이용한 공적인 접촉을 좀 더 확대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자

원을 조사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한 강사는 특정한 방과후 서비스기관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해당 지

역사회 내 방과후돌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익중, 2014).

기관 간 상호이해를 위해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소개 및 설명 등의 작업

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잘 모르는 교장, 교사나 방과후돌봄교실 강사에

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소개하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역으로 단위 

학교에서 외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간 서로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정익중, 2012). 또한 서비스

의 연계가 담당자에게 번거롭고 별도의 업무로 여겨지며, 연계 없이도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연계를 통해 사례의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 간 신뢰구축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공감대 마련은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당사자의 사기와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방

과후 돌봄 아동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것이다. 흔히 자신의 기관에 부여된 역할과 과업에 대해서만 

충실하여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사회 전체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요하는 

아동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아동만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아동을 둘러싼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역할과 과업 수행에만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 인식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정익중, 2014).

다섯째, 각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306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 2 호

본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무자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 그

러나 아동복지서비스는 지역의 특성과 이용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금 여기(here and now)의 개입

이 필요한 것이므로 어느 유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오히

려 서비스의 창의성과 필요성을 제한할 수 있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각 지역아

동센터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회서

비스의 특성상 운영자의 철학과 운영방침이 아동의 발달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을 마련

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운영내용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지역아동센터의 일자리가 통제와 관리보다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각 

센터가 적극적으로 수행해 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다양함을 인정하되,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4천개 이상이 되는 센터를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하지만 적어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가능한 일관성있게 만들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다양하게 만드

는 방향은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방향으로 정하든 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질관리

라고 판단된다. 지역아동센터 간의 편차가 워낙 커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역할을 수

행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단, 지역아동센터 평가 등을 진행했지만 

아직 편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편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도단위의 지원단보다 

지역단위의 거점센터나 지역협의회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역아동센터가 단위학교의 방과

후돌봄교실을 맡아 운영하거나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해도 개별 지역아동센터가 파트

너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연계를 위해서는 거점 지역센터를 키워 이들을 중심

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관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기

관연계나 자원동원 성과가 활발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관이 크다는 것은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

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의 연계에 용이할 뿐 아니라 기관이 크면 그만큼 업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외

부 기관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하여 기관연계가 활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의 특

정 지역아동센터가 거점센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계 파트너로서 걸맞는 위상과 조건을 

구비하도록 그 크기를 키워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신설하거나 법인화시켜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정익중 외, 2012). 거점 지역센터가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핵심 

연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근의 개별 방과후 돌봄서비스기관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내에서 

방과후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 나아가 협의회 구성 등 

연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 지역센터에 연

계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 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연계를 전담하는 상시 인력을 

고용하여 지역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즉, 방과후 돌봄서비스 코디네

이터를 배치하여 연계 업무를 전담하여 그 실효성을 거둘 필요가 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코디네이

터가 실질적으로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의 협의회 및 워크숍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정익중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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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타 방과후 돌봄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가장 질이 높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례관리, 지역사회연계를 아주 잘하고 있으며 이는 방과

후 시설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고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인

화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가 전제된다면 방과후 시설간의 편차를 줄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

소득층 아동이 받는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로 명칭이 달라서 비

슷한 대상과 프로그램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명칭 차이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 초등돌봄교

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의 돌봄서비스를 총칭할 수 있는 용어의 통일이 바람직하다. 가칭 

“방과후아동청소년센터”의 통일된 명칭을 통해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통합된 돌봄서비스 이미지 효과

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서로 다른 명

칭을 사용하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명칭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인력, 프로

그램, 시설 등을 일관성있게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정익중, 2014).  

또한, 각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별로 일률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방과후돌봄 전담인력의 임금, 강사료 단가, 교육 및 연수의 내용 등이 그 대

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야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 야간근무자에 대한 수당 역시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만 야간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당장 각 부처의 해당사업들에 대한 사업지침들에 있어 지

역사회 안에서의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들을 분명히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교육지

원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접근 실시, 학교장은 인근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관련기관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배치, 상호간의 협력사항,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성과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호간의 역할분담이나 협력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역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학교나 교

육지원청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정익증 외, 

2013; 정익중, 2014).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Q방법론을 통해 유형

화하여 다양한 인식을 총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실천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입안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

리고 서비스 이용자 및 학계 등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형태의 기능과 역할

을 모색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개념유형을 통해 평가의 방향이나 영역을 고려

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실증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성과나 영향요

인을 밝힐 수 있는 양적연구가 진행되어 아동복지실천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에 대한 실증적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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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and Roles of Community Child Center Recognized 

by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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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functions and roles of community child center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afterschool care in Korea. To achieve its purposes, we 

investigate environments, services, workers, service users, and delivery systems of 

community child center. As a result, 4 types of perception of community child 

center(service integration-oriented type focusing on professional workers, 

care-oriented type based on child care center's physical environment, delivering 

service-oriented type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schools, and individual case 

management-oriented type) were examined. These results were also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ne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workers and supports for 

service environments. The other focused more on the functions of community 

child center to find commonality and originality in other afterschool care systems. 

This study can be valuable in understanding practitioners’ different perception on 

functions and roles of community child center which have not yet been 

confirmed statistically. The results allow us to apply diverse practitioners’ 

perceptions to the practice, and to elicit discussions regarding improved practice 

directions for managing community child center. It also can provide useful 

baseline data in policy decisions and enforcement. 

Key words: afterschool care, community child center, functions and roles in 

afterschool care, Q Methodology , types of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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