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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view literature on universal and residual services of early family�intervention. The review 

was focused on early family-intervention cases proven effective in empowering children, parents and families, which, in turn, 

brought about positive synergy effects to the community at large. Literature review was present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universal needs for early family-intervention; second, critical components and strategies of early family-intervention for 

successful outcomes; third, on-going international projects of early family-intervention, both universal and residual services, 

proven effective on a long-term basis. In conclusion, finding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nd the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were further discus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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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는 IMF 이후 심화되어 빈곤의 

대물림이 우려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빈곤율의 동태를 살

펴보면 2008년에 14.3%로 상승하였다가 2013년에는 

10.6%로 낮아졌으나 사람 수로 따져봤을 때 여전히 백만 

명이 넘는다(Korea Institute for Social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의 2013년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보면 아동

청소년 빈곤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점차 높아져 만 0∼8세

의 경우 8.6%인데 12∼17세의 경우 11.5%나 되며, 주양

육자가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13.1%로 더 높아진다. 빈곤

은 다른 위험요인과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 아동의 성장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므로(I. J. Chung, 2009; A. Gassman-Pines, & 

H. Yoshikawa, 2006a, 2006b; H. Y. Lee, 2011; A. J. 

Sameroff, & B. H. Fiese, 2000)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

는 주제이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The Institute for Child Welfare 

Research, 2014)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에 걸쳐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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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 학력과 같은 대표적인 계

층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부모소득은 자녀의 

키, 비만, 우울, 사회적 위축에, 부모학력은 비만, 우울, 사회

적 위축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

득 자녀의 비만율은 고소득의 2배나 되었으며, 중졸 어머니

의 자녀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대졸 어머니 

자녀의 2배가 넘었다.

한국 방정환 재단(Bang Jeong Whan Institute, 2015)

이 지난 7년간 OECD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면

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 7536명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14.3%, 중학생의 19.5%, 고등학생의 24%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충동의 가장 큰 이유는 부

모와 갈등이었고 이들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성적이나 가정형편이 아닌 부모와 관계이었다. 

최근의 이러한 사회 현상들은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의 출현과 함께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이혼율 및 자살률과 맞물려 인구동태학적으로 국가 소멸

론까지 거론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후대까지 안정

과 번영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복지 재원을 누구에게 배분해

야 단기적 결정이 장기적 혜택이 되어 국가의 장기적 번

영으로 이어지는지, 또 사회적 재정적 이익을 동시에 가

져올 수 있는지, 이러한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실천적 시도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료로 음식과 돈을 나누

어 주는 것이 마치 이상적인 복지인양 호도하여 정치가들

의 선거공약으로나 쟁점화 될 뿐, 학계나 전문가 집단, 현

장 실천가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목소리는 어디

에서도 들을 수 없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을 발의한 학

계에서라도 이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그 간 복지 선진 국가들은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일찍이는 

1960년대부터 국가재정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저소

득층 빈곤가정의 아주 어린 자녀에게 개입하는 ‘Start’운

동으로 교육‧복지‧건강‧정서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선별적 복지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

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도 광범위하게 실시 중에 

있다.1) 우리나라도 위스타트(H. J. Hwang, 2011), 시소와 

그네(M. S. Kim, H. J. Hwang, & H. S. Ahn, 2012), 드

림스타트 등 빈곤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들이 이

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에 있는데,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2) 지자체별로 긍정적인 

효과만 확인했을 뿐 ㅇ이를 국가 주도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반적인 영유아 가

족을 위한 개입시도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의 가족교육 분야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 내 

가족들의 보편적인 욕구를 감안하여 맞춤형으로 개입모형

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보다는 개입모형 없이 

센터별로 산발적으로 연평균 1회가 채 안 되는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3) 

개별 가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기 가족을 위한 정책인 전국가

구 평균소득 50%이하의 가족에게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 첫째 아이를 배제하고 둘째 이상에게 지원

하는 출산장려금, 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하는 산후건강

관리비 같은 양육비와 보육비의 지원이나 무상보육과 같

은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영유아기 가족의 건강성을 확보

할 수 없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5년 입법 당시, 기존 가족복지정

책과의 차별성을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광범위한 설득력을 얻었고 효과산출에 대

한 기대를 받아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저소득 고위험군 

가족개입을 위한 선별적 개입은 물론 중류층 이상의 가족

개입까지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 

간 국가적으로 이혼율이 저하되는 등 나름 성과도 있었다

1)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Head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영국의 Sure Start, 호주의 Best Start를 들 수 있다. 미국의 Head 

Start는 기관중심 종일제 영아를 대상으로 한 Early Head Start 등 여러 형태로 1964년 이래 실시되어오고 있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장기효과연구에서는 어렸을 때 헤드스타트 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전과 기록을 가질 확률이 낮

았다(E. Garces, D. Thomas, & J. Currie, 2002).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과 부모 모두 프로그램이 끝난 지 20년 후에도 참여

하지 않은 가족에 비해 훨씬 더 성취 지향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2) 아동의 지능, 언어능력, 사회‧정서적 특성, 생활습관, 초등학교 적응력, 학업 수행능력(U. H. Rhee, J. R. Lee, M. S. Kim, & 

H. J. Jun, 2010), 의사소통, 일상생활 기술, 사회화, 운동기술, 적응행동.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민감성(H. J. Hwang, 2011)이 

향상되었다. 

3)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4년 11월-2015년 5월까지 실시된 영유아기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71회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당 평균 0.47회로 연 1회가 채 안 된다(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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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나 아직도 15년 이상 지속되

는 세계 최하위 출산율이나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이혼율

을 볼 때, 그 효과는 충분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가

정기본법이 이제 어언 시행 10년을 맞게 된다.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좀 더 도전적이고 과감한 시책을, 좀 더 많

은 재정을 확보하여, 좀 더 장기적으로 가족정책의 지평

을 넓히는 작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본 논문은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모든 가족에 조기 

개입하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띈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차세대의 신체

적 정신적 건강을 확보하여 가족문제를 예방함은 물론 그

들을 건강한 시민, 건강한 가족으로 육성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전략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

복지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며, 단기

적 개입을 위한 정책 결정은 장기적 국가번영의 밑거름이 

되는 한편 사회적 재정적 이익을 함께 확보할 기회를 갖

게 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출산전후의 모든 가족에게 

왜 보편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어떠한 매개변수를 사용

해야 개입 효과가 최대화되는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개

입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는 선별적으로 집중 

개입해야 하는지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출

산전후의 모든 가족에 왜 보편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필

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가족

문제를 예방하려면 출산 전-직후의 모든 가족에게 우선적

으로 복지 재원을 배분하자는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함으

로써 사회적 합의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둘째, 조기 가족-개입에 대한 효과의 최대화와 효과의 지

속성 산출에 기여한 개입 전략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복지선진국의 성공적인 조기 개입 사례에서 성공을 가져

온 주요 요인들을 발췌함으로써 조기 개입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행동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고 그 효과가 입증된 

선진 복지국가들의 보편적 가족개입 사례와 선별적 가족

개입 사례에 주목, 이들을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

은 사례들은 단기적 정책결정이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장

기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길을 조명해 줄 것이며, 특히 실

제로 그들이 달성한 사회적 재정적 이익 분석은 본 연구

의 논지를 한층 강화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Ⅱ. 선행연구의 고찰

본 연구는 문헌 고찰로 수행되었다.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밝힌 문헌과 복지 선진 국가들의 성공적인 개입

내용과 개입기술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문헌을 고찰하였

다. 특히 세 번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복지 

선진국에서 장기간 시행되어 성과를 입증한 조기 개입 프

로그램 중 특별히 현재 시행중에 있고, 비용 대비 효과를 

사회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으로 조기 개입한 서비스

와 취약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개입한 서비스를 비교 고찰

하였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모두에 적용된 문헌

의 선정기준은 네 가지이다. 개입 주체가 국가나 지방 정

부일 것, 개입 시점이 출산 전-직후일 것, 장기적 사후 평

가가 이루어졌을 것, 현재 시행중에 있는 프로젝트일 것

이었다. 이는 본연구가 국가나 지방정부 주도의 조기 가

족-개입이 어떠한 내용으로 보편적 또는 선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실

제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예산 계획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Ⅱ장은 생애초기 가족을 위한 보편적 조기개입

의 필요성, 조기 가족개입의 효과크기와 효과지속성에 기

여한 요인, 선진복지국가의 성공적인 조기 가족개입 사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1. 생애초기 가족을 위한 보편적 조기개입의 필요성

본 절에서는 출산전후의 모든 가족을 위한 보편적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개인, 부모, 가족,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복지재원의 우선적인 분배의 타당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적 관점: 영유아의 초기발달이 개인의 평생에 미치

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국가의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후 첫 2-3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양육노

력이 자녀의 추후 성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는 수십 년에 걸쳐 수행되어 그 가설을 입증한 연

구 자료가 많다. M. D. Ainsworth(1973)와 G. U. Hong 

(2014)에 의하면 아기는 특히 생후 1년간은 매우 의존적

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양육자와 충분한 애착관계

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에 다양한 정신 병리를 겪

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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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The Marmot Review(2010)에서는 “모든 아동

이 출생부터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기

여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다. 이 보고서는 아동의 

생애초기 경험이 전 생애 발달의 기초가 됨을 보여 주는 

증거는 강력하므로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의 차이를 줄이

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초기 경험을 갖도록 사회

적 조건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기 개입도 필요

하지만, 생애초기에 기초가 부족하면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태내기부터 시작되는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조건에 주목해야 하며, 그 이유는 평생의 건강과 복지, 비

만, 심장 질환, 정신 건강, 추후 학교 준비도와 학업성취,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녀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개입하는 효과적인 프로그

램은 실제로 양육행동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지 

선진 국가들은 조직적으로 이 시기의 부모를 지원하는 사

업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

로 시행하거나 위기가족에게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L. Brännström, B. Vinnerljung, & A. Hjern, 

2013; H, Pihkala, A. Cederström, & M. Sandlund, 

2010; Strategic Development Office, 2015)과 네덜란드

(E. de Graaf, 1993)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미국(Harlem Children’s Zone Program, 

2015; Nurse-Family Partnership, 2015), 영국(C4EO, 

2010), 아일랜드(Community Mothers Programme, 2010; 

Johnson et al., 2000; B. Molly, 2012) 에서는 선별적 복

지의 일환으로 취약 계층에게, 출생 전-출생 직후에 서둘

러 조기 개입하고 있다.

부모의 관점: 생애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중요성

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양육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국가의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기의 건

강과 발달은 모체의 건강과 복지에 직․간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태내기부터 이미 시작된다. 한 인간이 건강한 

성인이 되려면 생득적 요소와 더불어 이를 촉진시켜 줄 

환경적 요소가 필요하다. 의식주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

감을 주는 양육자가 출산 후 최소 2-3년간 정서적 안정을 

갖고 일관성 있게 아기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증가와 가족해체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영유아가 이러한 양

질의 양육 환경을 기대하기 점점 어려운 실정이 되어 가

고 있다.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는 건강가족의 가장 중요한 덕목

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부모는 저절로 생겨나며, 바람직한 

자녀는 저절로 길러지는가?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연구자

들이 일찍이는 70년대부터(M. D. Ainsworth, 1973; B. 

Brazelton, B. Kosolwski, & M. Main, 1974) 80년대를 거쳐

(N. Stinnett, & J. DeFrain, 1985) 2000년대에 이르기 까지

(G. U. Hong, 2014; U. J. Shin, 2004) 한 목소리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건강가족이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며(N. Stinnett, & J. DeFrain, 1985),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보다는 부모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G. U. Hong, 2014). 소아정신과 의사인 G. U. Hong 

(2014)에 의하면, 자녀는 생애초기 5, 6년 동안 부모의 양

육, 훈육, 덕육을 통해 평생의 정신건강의 기초를 형성하

며 좋은 양육을 경험한 자녀는 인간성 상실과 정서 행동

상의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

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공보다는 건전한 양육, 훈육, 덕

육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생애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자녀의 능력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이 있다. 어머니의 행동이나 자녀의 행동

반응패턴이 이 상호작용을 좌우하나, 타고난 개성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서 아기의 우는 시간 량, 달래면 듣는 정

도, 감각자극의 수용과 종합 능력 등 아기의 감정에 주파

수를 맞추고, 행동 하나하나를 분별해서 부모가 반응해야 

추후 아기의 장단기 환경적응 능력이 달라진다(D. N. 

Stern, 1997).

M. D. Ainsworth(1973)와 B. Brazelton et al.(1974)은 

이 상호작용의 결과물을 각각 ‘애착(attachment)’과 ‘리듬

성(rythmicity)’으로 정의하고, 생애 첫 일 년 동안 아기가 

어머니와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안정감을 습득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한 아기는 안정

된 애착을 보이나, 부적절한 반응은 의미 없는 교환이 되

어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기와 양육

자간 ‘리듬성’도 서로의 요구에 부응하는 긍정적 상호작용

을 일으키는데 누구라도 이 리듬주기를 놓치면 부정적 상

호작용이 된다. 아기는 부모의 정신과정을 이해하지 못하

므로 아기행동을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상호작용

을 해야 하는 것은 엄마 몫이다. 부모의 감정이입적 관점

만이 둘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감정이입적 양육행동의 결여로 

초래된 자녀의 이상발달이 보고된 바 있다. 소아정신의학

자인 U. J. Shin(2004)은 과잉조기 인지교육이 유아의 성

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초래하는 유아의 이상발달을 보고하였다.4) 이들 유아의 

어머니는 불안, 우울, 부부불화, 시댁 간 갈등, 사회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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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질병 등의 어려움과 자녀의 까

다로운 기질에 대한 미숙한 양육기술을 나타냈다.

요약하면, 부모와 영유아 자녀는 각각의 개성과 특성적 

행동으로 서로에게 반응하고 적응하며 상호 호혜성을 키

우는데,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엄마의 양육이 핵심변

수이다. 자녀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이 인식을 행

동으로 옮기는 부모의 에너지 수준이 상호작용의 질을 결

정하는 요인이며 양자가 서로 반응하고 적응하는 상호호

혜성은 만족스러운 부모-자녀관계의 기반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달심리학과 소아정신의학

의 발전은 영유아의 발달이 다양한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일어나며, 가족 분위기, 가족기능, 일차 양육자

가 아기의 정서발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

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출산 전-직후 모든 가족의 개입

에 반영되어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강화 방안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 더불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과 양질의 

상호작용의 특성도 인식되어야 한다. 과거의 개입은 자녀

의 인지 언어 신체적 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제

는 개입내용이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한 방향으로 개입의 초점이 전환되고 있다(M. S. Kim et 

al., 2012; J. Ponzetti, G. Charles, S. Marshall, & J. 

Hare, 2008). 그러므로 생애초기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입서비스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 

가족의 관점: 출산 전-출산 직후의 모든 가족이 당면하

는 양육부담과 어려움이 크므로 국가의 보편적 지원이 필

요하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는 외부의 도움

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아주 어렸을 때나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가 그러한 때인데, 같은 맥락에서 출산

을 앞두거나 영유아를 둔 가족은 동서양의 구별 없이 또 

생활형편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다. 영아기는 가족이 지닌 위험요인의 영향

을 어느 시기보다도 많이 받는 시기인데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

다. 반면, 이 시기에 보호요인을 제공할 경우 개선효과가 

어느 시기보다 크고,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 또한 

크다(M. D. Miles, & L. R. Peck, 2008).

스웨덴이 전 국민에게 출생 전부터 출산도우미를 지원

하는 제도나(L. Brännström et al., 2013; H, Pihkala et 

al., 2010; Strategic Development Office, 2015) 네덜란

드가 생후 첫 8-10일 동안 전 국민에게 산후도우미를 지

원하는 제도(E. de Graaf, 1993)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논리가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 관점: 영유아에 대한 개입은 비용효과 면에서 

국가와 사회에 장기적인 혜택으로 환수되므로 국가의 보

편적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 선진 국가들의 비용 대비 효

과분석의 사회적 재정적 이익의 내용을 보면 왜 출산전후

의 가족에 조기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 

절실히 느껴진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 전 국민에게 보

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전후의 수준 높

은 개입 서비스와 부모교육, 상담과 같은 지원 제도는 국

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H. Pihkala et al., 

2010). 참고로 스웨덴 남성의 평균 수명은 세계 1위이고 

네덜란드인의 키는 세계 최장신이다(C4EO, 2010). 

미국의 간호사-가족 파트너십(Nurse Family Partnership, 

2015) 프로젝트는 선별적 개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취약 계층의 아주 어린 산모에게 간호사를 1:1로 맺어주

며 돌보게 한 30개월간의 단기 개입이었는데 사회적 이익 

측면에서나 비용효과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조

기개입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아동학대와 

응급실에 입원하는 사고의 발생이 줄어들었고 자녀의 비

행과 범죄율이 어머니의 범죄율과 함께 대폭 감소되었으

며 자녀 4세 때 어머니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등 빈곤의 

대물림 고리를 끊는 극적인 효과를 산출하였다(S. Lang, 

2001). NFP는 투입대비 3-4배에 이르는 효과를 산출했다

(Elmira Prenatal/Early Infancy Project, 1978-1982). 

생애초기 가족을 위한 보편적 조기개입의 필요성에 대

한 결론으로 영국 정부가 The Centre for Excellence 

and Outcome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s Services

를 통해 구미선진국에서 시행한 가족개입연구의 효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보고서(C4EO, 2010)를 인용하고자 한다: 

조기 개입과 후기 개입 모두 효과가 있으며 조기 개입이 

후기 개입보다 효과가 더 크고 지속성이 있으나, 후기에

라도 개입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2. 조기 가족-개입의 효과크기와 효과 지속성에 기여

한 요인

4) 자폐증과 유사한 병리 증상을 보이는 소아정신과 환자의 수가 전체 환자 중 1/3이 넘었다. 24개월 미만인 영아의 22.8%가 일

평균 영상시청이 무려 3시간 이상이었으며, 임상집단의 부모는 못다 한 일을 하려고 자녀 혼자 시청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신체적 이상은 없었으나,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 높은 수준의 자폐성향, 상호작용의 결함, 정서조절 문제, 언어발달문

제와 역기능적 활동수준, 과도한 경직성과 여러 문제행동을 보였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3권 3호 20156  

- 54 -

본 절에서는 조기 가족-개입의 효과크기와 효과 지속성 

산출 측면에서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조기 가족-개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주요요인 및 전략적 접근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조기 가족-개

입의 실현 가능성과 행동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효과산출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중심 개입, 부모체계의 매

개변인 화, 전문가의 주도이다. 

가족-중심 개입: 가족-중심 개입모형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은 개인기질에 기인한 다양한 임상사례(예: 약

물남용, 불안장애, 우울증, 광장공포증, 비행행동)가 가족-

중심 개입모형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되었다는 것(S. 

Marshall, G. Charles, J. Hare, & J. Ponzetti, 2005), 개

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더욱 효과적

이었다는 것, 인종. 문화배경, 거주지가 다양한 가족문제

에 고루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다(F. Libbon, & C. 

Barrowclough, 2009). 

현재 가족-중심 모형에 대한 연구경향은 단순히 효과적

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

황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개입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J. Ponzetti et al., 2008). 조기 가

족-중심 개입의 효과도 이미 밝혀졌으므로(P. Cowen, 

2001) 이제는 이들 가족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추

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개입모형을 만들고 개입 후 효과

를 규명하는 순서로 실행되고 있다(J. Ponzetti et al., 

2008).  

부모체계의 매개변인화: 그러한 예측 요인 중 가장 강

력한 요인이 부모의 양육이라는 것이 C. Desforges(2003)

의 주장이다. 그가 개입 서비스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발견은 자녀의 성취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이 부모의 

양육, 즉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좋은 양육행동이라

는 것이다. 그는 영유아기에는 부모의 양육수준 차이가 

학교차보다 더 크며, 부모의 양육수준 차이는 사회 계층, 

빈곤, 건강, 부모역할에 대한 자각과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실제로 정부나 외부 기관의 개입 없이도 가족이 스스로 

기능을 잘 수행하면 구성원들의 발달이 촉진된다는 연구

보고는 국내의 정상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명적 연구에서 

많이 볼 수 있다(K. O. Seul, & H. J. Moon, 2011). 가족 

순기능의 긍정적 효과는 인간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

난다.5)

조기 개입의 장기적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 조사한 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Project 

(EPPE)는 유럽에서 최초로 시행된 종단연구이다. 국가에

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종류의 유아교육 경험

이 아동의 추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이 연구의 결과는 Desforges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한다(K. Sylva, E. Melhuish, P. Sammons, I. 

Siraj-Blatchford, & B. Taggart, 2004; 2010). 

아동의 발달 결과에 관한 한, 가족요인은 유아교육요인 

보다 더 큰 영향을, 유아교육요인은 사회계층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에 기초하여 EPPE가 내린 결론

은 정부정책과 개입실천가를 통해 더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변화인 유아교육의 질과 양, 그리고 가정의 학습 

환경에 개입하자는 것이었다. 아동의 기질이나 가족특성

같이 변화시키기 어려운 요인보다는 이 두 요인이 확실한 

개입효과를 신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Desforges의 발견과 EPPE가 내린 결론, 그리고 최근 

영국 정부가 C4EO(2010)을 통해 내린 결론은 동일하다: 

사회계층 요인보다 유아교육 요인이, 유아교육 요인보다 

가족 요인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전문가 집단의 주도: 영국의 C4EO(2010)가 구미 복지 

선진국의 가족개입연구의 성공적인 개입 요인의 특성을 

11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강력한 이론적 토대 ② 변화가 

명시된 모델 ③ 포괄적 목표와 측정 가능한 구체적 목적 

설정 ④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전달방법 ⑤ 부모 집단의 모

집, 유지, 몰입 유도방법 ⑥ 부모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개발 ⑦ 집단개입과 개별개입의 병행-

교제를 즐기면 집단개입, 부담스러워하는 심각한 문제가

정은 개별개입 ⑧ 후자의 경우, 가정방문이나 맞춤형 개

별개입 ⑨ 현장경력과 개입기술을 갖춘 지원 전문가 ⑩ 

구체적인 부모 양육기술에 초점 ⑪ 신념, 태도, 자아의식

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인지적’ 개입. 특별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개입전문가들이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고안한 ⑤-⑧번 항목이다.  

5) 가족의 적응력(S.-H. Jang, S.-H. Son, & H.-J. Son, 2015)과 결속력(J. S. Ham, 2012)이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자라

는 아동은 가족관계에서 역할, 규칙, 권력구조를 체계 내에서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며, 긍정적 성장경험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하여 정신적‧행동적 문제를 덜 보인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청소년(H.-A., Lee, & I.-S. Choi, 

2013; Y. S., Lee, 2002)과 대학생(Cho, M.-H., 2009), 장애아동(J. Y. Kim, 2005; C. H. Yoon, L.-J. Kim, & S. Ha, 2007), 비행 

청소년(S.-G. Lee, 2008)에게도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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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점이 사용된 실제 프로그램 사례는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2008, 2013)이다. NICE가 펴낸 12세 이하 아동의 

행동장애 관리를 위한 부모교육 지침서에는 개별 프로그

램을 써야하는 복합문제 가족이 아니면 집단 부모교육을 

권장한다. 이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끈 특성도 C4EO 

(2010)가 정리한 목록과 일치한다. 그 내용에 가족관계 개

선방법을 포함한 부모개입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전략이 

들어있다. 강력한 이론적 토대 위에(사회 학습이론에 근거

함), 변화 지향적인 개입모형으로(가족관계의 개선방법을 

반영함), 목표를 설정하고(부모가 자신의 목표를 세우게 

함), 다양한 전달방법을 사용하여(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시행했으며 충분히 도움을 주기 위해 8–12 회기로 진행

함), 지원 전문가가 지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부모 양육기

술에 초점을 두고(역할 놀이와 실제 가족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함), 일관성 있는 지도로 신뢰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지침서를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적인 가족개입과 부모

지원은 현장 개입기술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강력한 이론

적 토대와 개입모형을 갖추고 부모양육행동을 개선함으로

써 자녀뿐 아니라 부모와 전체 가족을 개선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외의 노력에 비해, 국내에서 

수행한 가족개입 연구는 소수의 ‘Start' 관련 연구를 제외

하고는 효과산출을 보고한 논문을 찾기 힘들었으며, 있다

고 해도 그 서비스는 아직도 아동이나 개인 구성원에 초

점을 두고 있는 형태가 많아 개입 효과가 단기적이거나 

비효율적임이 우려되고 있다.

3. 선진복지국가의 성공적인 가족개입 사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본 절에서는 복지 선진국에서 국가적 규모로 장기간 시

행되어 성과를 입증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 중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비용 대비 장단기적 효과를 사회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

하였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보편적 개입 사례 두 개와 

미국, 영국, 아일랜드의 선별적 개입 사례 네 개를 비교, 

고찰하였다. 이는 본연구가 국가와 지방 정부가 조기 가

족-개입 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지에 대한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로 작성되었

기 때문이다. 일부 분석 내용 안에는 투입 비용 대비 이

익의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되어 있어 사회적 이익의 내

용과 함께 재정적 이익을 뚜렷이 조명하는 게 가능하다. 

1) 출산 전-직후 보편적 조기 가족-개입 사례

(1) 스웨덴의 출산의료 서비스와 조기 부모교육

스웨덴에서 개발되어 UNICEF와 OECD국가에서 영유아

기 가족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에 

적용되는 접근법은 집중조명을 받을 가치가 있다. 스웨덴은 

지난 20-30년 동안 조기 개입의 예방적 가치를 인식하고, 출

산의료 서비스와 조기 부모교육 등 조기개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L. Brännström et al., 2013). 

스웨덴의 출산보건소에서는 대다수의 임신여성에게 출

산도우미가 11회기 정도의 개별 접촉을 한다. 출산도우미

는 업무의 8-10%를 부모교육에 할애한다. 출산도우미의 

65%는 정기적인 전문연수를 받으며 72%는 심리학자로부

터 전문교육을 받는다. 어린 산모나 미혼모, 쌍둥이를 임

신한 산모에게는 추가로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H. Pihkala 

et al., 2010). 

스웨덴 가족의 99%는 아동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20회기의 개별방문을 한다. 부모는 

자녀가 1-2개월 되었을 즈음 부모교육 집단에 초대된다. 

2002년 통계로 스톡홀름 카운티에서 첫 출산한 부모의 

61%가 최소한 5회기의 부모교육에 참여했다. 산부인과 

병원의 98%가 초산인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 부모교

육을 실시한다. 이 중 60%는 경산인 경우에도 참여가 허

락된다. 스웨덴에서는 부모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진다.

평가: 스웨덴은 유아 사망률이 유럽연합 중 가장 낮으며, 

암 질환, 순환계 질환, 만성 간질환, 흡연관련 사망률이 낮

은 덕분에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남성 평균수명(여성은 3

위)을 누리고 있다. 십대 임신율 또한 매우 낮으며, 98%가 

모유 수유를 한다(Strategic Development Office, 2015). 

스웨덴은 국가적으로 임산부와 부모에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지원한다. 모든 산부인과 병원

은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하는 ‘아동친화적 병원’

이다. 이는 영국의 10%와 대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은 예방 차원에 초점

을 맞춘 수준 높은 전문건강관리 서비스와 높은 비율로 

제공되는 초기 부모교육을 통해 질병 예방 뿐 아니라 삶

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스웨덴의 제도 중 다음 세 

가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UNICEF와 

WHO가 인증하는 아동친화적 산부인과 병원이다. 둘째, 

보건소의 출산 도우미 기능이다. 이들은 11회 정도 개별 

접촉을 하는 데 업무 중 10% 정도는 부모 교육에 할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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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서는 간호사가 20회 

정도 개별 방문을 하는데 자녀가 생후 1-2개월 때부터 집

단 부모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부처가 스웨덴과 유사한 제도의 시행을 

결정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인증 받은 병원과 보건

소의 출산도우미나 아동건강관리서비스의 간호사와 연계

하여 보건의료 업무는 보건의료 인력이, 양육과 부모교육 

업무는 건강 가정사가 협업하여 가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면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센

터가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면 독립적으로 지역 내 

산부인과 병원의 아동친화적 인증을 추진하고, 몇몇 병원

이나 보건소와 연계하여 출산 전후 가족을 파악하여 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네덜란드의 산후 도우미: 네덜란드의 산후 도우미제

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 산부인과 전문 간호사

가 출산 후 첫 8-10일 동안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를 돌보

는 지원을 한다. 아기 돌보는 법, 모유 수유 방법, 아기 

목욕시키기 등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육아에 관한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여 산모가 혼자 아기 돌보는 일상생활로 복

귀하게 돕는다.

간호사는 이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진행 

상황을 ‘kraam dossier'라는 특별 일기에 적는다. 이 일

기는 의사, 지역 간호사, 보건소의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산후도우미가 떠나면서 지역 간호사에게 업무를 인계하면 

지역 간호사는 이후 산모에게 육아에 관한 지속적인 도움

을 준다. 보건소는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아동이 4세에 공

적 교육을 받을 때까지 출생부터의 발달상황을 확인할 책

임을 갖는다. 그 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kraam dossier’

는 계속된다(E. de Graaf, 1993).

평가: 네덜란드의 산후 도우미제도를 통해 출산 직후부

터 생후 4세가 될 때까지 모든 가족이 부모 됨에 대한 지

원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일괄적인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것이라 비록 적은 액수의 본인 부담금이 있기는 하지만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이

를 최우선적으로 다룬다. 또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가족 

센터 네트워크가 동네 곳곳에 있어 부모 됨에 관한 정보

와 지원을 거주하는 동네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

다. 이 외에도 지역에 있는 학교와 기관들도 상담과 지원

을 제공한다(C4EO, 2010).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네덜란드의 제도 중 두 가지

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일부 본인 부담으로 출산 후 열흘 동안 산후도우

미를 지원하는 일이다. 이들의 업무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원 내용 중 아기돌보기, 모

유수유, 아기 목욕시키기 등 육아에 관한 시범과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열흘이 지나면 지역 보건소의 간호

사가 업무를 인계받아 아동이 4세가 될 때까지 발달상황

을 일지에 기록하며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지역에 

있는 아동-가족센터 네트워크에서 육아에 관한 각종 정보

와 지원을 제공해준다.

우리나라의 관련부처가 네덜란드와 유사한 제도의 시행

을 결정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산후 도우미 업무의 

일부 영역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아기돌보기, 모유수

유, 아기 목욕시키기 등 육아에 관한 시범과 상담에 관한 

업무는 건강가정사도 수행 가능하다. 또 네덜란드의 아동-

가족센터 네트워크의 기능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면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지 않

더라도, 아동-가족센터 네트워크의 기능은 건강가정지원센

터의 업무 내용으로 당장 반영될 수 있으리라 본다.

요약하면,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는 첫출산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광범위한 도움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복지 선진 

국가들의 부모 됨에 개입하는 강력한 입장에서 시사 받는 

것은 이 국가들에서는 범사회적으로 부모 됨을 중요시하

는 가치관과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 고위험군 영유아기 위기 가족에 대한 선별적 개입 사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저소득 가정의 위험요인은 양육스트

레스, 어머니의 불안, 우울, 강압적 양육태도, 취약한 부모

자녀 상호작용, 어머니의 낮은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불안정성, 소수 인종, 아버지 부재, 스트레스가 심한 생활

사건, 많은 가족 수(A. J. Sameroff & E. H. Fiese, 2000), 

음식을 제때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A. Gassman-Pines 

& H. Yoshikawa, 2006a)임이 밝혀지고 있다. 위험요인 

수가 4개 이상일 경우, 아동의 사회 정서적 언어적 행동

적 문제가 유의하게 증가한다(A. J. Sameroff & E. H. 

Fiese, 2000).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어머니 영아 상호작용과 양

육환경을 향상시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 개입프로그

램이 아동의 발달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예방적 효과가 있

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L. Fox, G. Dunlap, M. L. 

Hemmeter, G. E. Joseph, & P. Strain,  2003; T. E. 

Moffitt & A. Caspi, 2001).

이 프로그램들의 개입 경향은 가족-중심 개입 연구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연령, 학력, 양육태도,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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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따라 욕구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족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추출한 후 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 아일랜드의 ‘동네 엄마’ 프로그램(‘Community Mothers' 

Programme CMP): CMP는 1988년 아일랜드의 브리스톨

에서 pilot study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더블린에서 열

악한 환경의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1200명의 첫출산 부모

에게 매년 제공되고 있다. 한 명의 풀타임 가족전공 간호

사가 100-120가족에 해당하는 18-20팀의 ‘동네 엄마’를 담

당한다. 프로그램 디렉터가 간호사들에게 발달, 교육, 프

로그램 유지 보수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한다. ‘동네 엄

마’들은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건강관리, 영양,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을 연수받는다. 매달 5-15

가정을 방문하며 최소 13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다(Community Mothers Programme, 2010). 

B. Molly(2012)에 의하면, 월 1회씩 1년 동안 총 12회

의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양육기술

의 발달, 모유수유, 가족목표설정 등 가족의 일상적인 일

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자신감과 자아 존

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부모의 자신

감과 생각을 지지해주는 한편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만큼은 최고로 해주고 싶고, 또 

자녀가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깨우치게 해주었

다고 한다. 

CMP의 사후평가: CMP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은 자녀

가 1세 때 면역성, 인지발달, 영양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

였다. 또 자녀가 8세 때 이루어진 평가에서 그 때까지 부

모들이 뛰어난 양육기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는 영양섭취, 독서, 도서관 정기방문, 자아 존중감에

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어머니는 체벌을 하지 않았고, 갈

등이 발생하면 매 대신 해결전략을 제시하였다. 자녀와 

함께 놀이게임에 참여하고, 영양분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

게 하면서 모성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

러한 좋은 양육행동은 첫 자녀뿐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도 

이어졌다. 일차 예방접종과 MMR 면역접종 비율, 모유수

유 확률이 더 높아졌다(J. Johnson et al., 2000). 이 모든 

것이 출생 첫해에 이루어진 단지 12시간의 접촉이 만들어

낸 뚜렷한 차이이다

CMP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 익숙한 자원봉사자인 ‘동

네 엄마’를 전문 간호사가 훈련시키고 전문 간호사들은 다

시 프로그램 디렉터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지역

사회의 특성과 가치관을 잘 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

원봉사 어머니를 활용함으로써 시행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

며 소정의 수당을 지불함으로써 고용의 형태를 띠게 되어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에 혜택을 되돌려 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아일랜드에서 빈곤지역에 거

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 서비스인 CMP는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단 CMP

는 저비용 고효율 모델이다. 프로그램 디렉터가 팀장을 

지원하고 전문가인 팀장들은 2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담당한다. 자원봉사자인 ‘동네 엄마’는 5-15가정을 맡아 1

년에 걸쳐 월 1회 1시간씩 취약계층의 첫출산 가족을 12

회 방문한다. 부모교육과 가족 상담을 통하여 양육기술을 

전수하고 계획적인 가사운영을 도움으로써 부모들의 자신

감을 고취시키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킨다.

우리나라의 관련부처가 유사한 제도의 시행을 결정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가 주축이 되어 한 명당 

10팀의 동네 엄마를 담당하게 하고, 동네 엄마 한 명당 

20가족을 담당하게 하면, 한 명의 건강가정사는 200가족

을 관리할 수 있다. 동네 엄마로 하여금 한 가족 당 월 1

회 1시간씩 년 12회 20가족을 방문하게 하면 한 달 평균 

20시간, 하루 오전 오후 두 가정씩 방문하면 월 5일만 일

하는 셈이 된다. 이 경우 드는 예산은 열악한 가족 200명

당 1명의 건강가정사 인건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10명

의 동네 엄마 인건비, 연수비, 교재비가 될 것이다, 프로

그램 디렉터는 중앙건강가정진흥원이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다.

전면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관심 있

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취약계층

을 위해 선별적 복지를 지원하는 재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해 볼 수 있다. 년 1억 원의 예산이

면 첫 출산한 취약계층 200가족을 위한 선별적 복지 사업

비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의 간호사-가족 파트너십(Nurse Family Partnership, 

NFP): 미국의 NFP는 전 세계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 800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세 개 중 하나이

며, 콜로라도 대학의 폭력방지 센터(The Center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Violence)가 선정한 11개의 모범

적인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 있다. 

NFP는 첫아이를 임신한 취약계층의 어린 임산부를 도

와주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임신 이삼 분기부터(임신 

4-6개월) 간호사가 산모의 파트너가 되어, 자녀가 만 두 

살이 될 때까지 최장 30회기에 걸쳐 가정 방문이 이루어

진다. 임신 초기부터 아동과 산모의 건강개선과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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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행동이 실현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Nurse- 

Family Partnership, 2015).

NFP의 사후평가: 1970년 뉴욕에서 처음 실시된 NFP

의 효과평가를 위해 무작위 통제실험이 세 번 시도되었

다. 분석 결과, NFP는 사회서비스 비용을 장기적으로 절

감하고 빈곤의 대물림 고리를 끊는 세대전이 효과

(multi-generational outcome)를 산출했다고 평가되고 있

다. 구체적인 비용절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아동 학대와 

방치 48% 감소, 사고, 독극물로 인한 응급실 입원 56% 

감소, 어머니가 복지수혜자 될 확률 20% 감소, 자녀 4세 

때 어머니의 취업률 83% 증가, 자녀 6세 때 행동적 인지

적 문제 67% 감소, 자녀 15세 때 구속율 59% 감소, 자녀 

15세 때 어머니의 범죄율 72% 감소(Lang, 2001). 

NFP의 투자 대비 장기적 이익을 아동이 15세가 되었

을 때 분석한 Elmira Prenatal/Early Infancy Project 

(PEIP, 1978-1982)에 의하면, 아동 한 명당 개입 비용은 

9,000달러(한화 1천만 원 상당)인데 비해 평균 이익은 

26,000달러(한화 3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팀의 두 번째 평가 연구는 범죄율 감소가 가장 

중요한 기여라고 지적했다. 범죄는 피해자에게도 물론 큰 

비용을 끼치지만, 국가로서도 수사, 처벌, 선고에 드는 비

용이 막대하고, 범죄자에게는 잠재적 수입이 없어지는 측

면에서 큰 비용이 드는 사건인데, NFP 개입 결과 자녀 

15세 때 자녀와 어머니의 범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6)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NFP의 개입 대상은 첫 아기

를 임신한 취약계층의 어린 미혼모로서 아동 한 명당 개

입 비용은 30개월간 총 천만 원에 육박한다. 이와 같은 

고비용의 개입 프로그램은 특별히 예산확보가 관건일 것

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10대 미혼모를 전면적으로 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는 복지사업이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본 고에서 CMP에서 제안한 바와 같은 시범사업은 가능

할 것이다. 서울시의 늘푸른여성지원 센터나 지역 내 산

재해 있는 미혼모 시설과 네트워킹하여 개입 대상을 파악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건소와 연계하여 보건의료지

원은 의료전문가에게 맡기고 건강가정사는 일상적인 가족

사건과 양육,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하는 것

이다.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재단에서 년 1억 원씩 30개월 

간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면, 20-25명의 미혼모를 지

원하는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3) 미국의 할렘 지역아동 프로그램(Harlem Children’s 

Zone, HCZ): 선별적인 조기 개입의 세 번째 사례로 뉴욕의 

Harlem Children’s Zone(HCZ) 프로그램을 들고자 한다. 

HCZ는 뉴욕의 흑인 밀집 거주지역인 할렘에서 1970년부터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0-3세 자녀의 부모에게 양육기술과 책 

읽어주기 워크숍으로 시작되었다. 시간이 경과하여 이들이 

대학생이 되자 대학생 연령까지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

되어 학교교육, 방과 후 교육, Promise Academy 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추가 실시되었다. 

HCZ는 열악한 지역사회 재건설을 목표로 전체적

(holistic)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37년이 경과한 2007년

의 시점에는 100개 이상의 블록에서 10,000명 이상의 아

동과 7,400명 이상의 성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범위한 개입 서비스가 0-18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

되고 있는 것이다. 

HCZ의 사후평가: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학업성취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2009년 실시된 학력평가에서 

Promise Academy 8학년 학생의 87%가 수학에서 표준

점수를 얻었는데, 이는 일반 흑인 학생이 얻은 7%와 대

조된다. 하버드 대학이 실시한 2009년의 평가에서 PA학

생들은 뉴욕시의 일반 백인학생보다도 수학점수가 높았

다. 이 프로그램의 2009년 예산은 6천 6백만 달러(한화 

700억 원 상당)로 아동 당 5천 달러(한화 5백만 원 상당)

가 넘었다. 이 중 3분의 1만 정부가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기관과 개인의 기부였다(Harlem Children’s Zone Program, 

2015).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HCZ프로젝트는 아동 일인

당 5백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고비용 프로그램이다. 이는 

NFP와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그러나 전면

적으로 국가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건강가

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하여 취약계층을 파악한 후,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본

래의 전문성을 살려 초기 HCZ 프로그램에서 했듯이 0-3

세의 자녀를 둔 취약계층 부모에게 부모워크숍을 실시하

는 일은 단기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6) 45년 간 시행된 미국 NFP의 성공을 모델삼아 영국에서도 2008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실시되자 대상자의 87%가 자발적으로 참여

하였다. 영국에서는 Family Nurse Partnership(FNP)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화하였으며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 효과를 시험 중

에 있다(C4E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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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공익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4) 영국 Darlington 지역의 아동발달 프로그램(Child 

Development Program, CDP): 영국의 대표적 빈곤지역

인 Darlington의 CDP는 빈곤 아동에 개입하여 학업성취

의 향상을 가져온 프로그램이다. 소액의 투입 비용(기관 

당 107파운드-한화 20만원 상당)으로 성과를 낸 매우 긍

정적인 개입 사례로 꼽히고 있다. 

CDP의 사후평가: 이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면서 가

장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에서부터 유능한 아동들까지 

모두 학업성취가 향상되었다. CDP의 또 다른 주목할 만

한 성공은 이전에 시도되었던 다른 프로그램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부모개입이라고 한다(C4EO, 2010).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CDP도 CMP같이 저비용 고

효율 모델이다. CDP같은 사업은 담당인력만 확보되면 건

강가정지원센터가 전문성 측면에서나 비용측면에서 현재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된다. 

아일랜드, 미국,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네 개의 사례

에서와 같이 각국이 취약계층의 가족에게 선별적으로 조

기 개입한 사례의 성과는 하나하나 놀랍다. 아일랜드 더

블린의 빈곤지역에서 실시된 CMP가 프로그램 디렉터 → 

풀타임 간호사 → 자원봉사 ‘동네 엄마’를 네트워킹 함으

로써 낮은 비용으로 이룬 놀라운 결과는 이들이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지역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일구어

낸 성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놀랍다. 이웃에 사는 훈

련받은 ‘동네 엄마’가 생후 일 년 동안 단지 12시간의 가

정방문을 했을 뿐인데 아동의 삶의 질은 극적으로 향상되

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빈곤지역인 뉴욕 할렘의 

HCZ프로그램이나 영국의 대표적인 빈곤 지역인 Darlington

의 CDP프로그램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소수 인종과 빈곤 

가족에 개입하여 부모인식을 개선하고 자녀의 성취를 일

구어낸 성과는 놀랍다. 미국의 NFP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의 어린 임산부에게 30회 남짓 개입하여 일구어낸 성과에 

반영된 엄청난 규모의 지속적인 효과도 놀랍다.

생애 초기에 양질의 가정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영아기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향상된 양육의 질은 가족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임이 인용된 네 개의 사례 외에

도 다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P. H. Campbell, 

& L. B. Sawyer, 2007; L. A. Karoly et al., 1998; K. 

Klebanov, 2005; S. L. Ramey et al., 2010). 이상에서 살

펴 본 바와 같이, 복지 선진 국가들은 취약계층의 부모와 

자녀에게 선별적으로 조기 개입하여 자녀의 발달을 지속

적으로 촉진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혜택은 개인과 가족

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국가에까지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의 요약 

최근 소득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을 시사하는 빈번한 

보도는 우리 사회 차세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전반적

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 기

성세대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차세대의 신체적 정신적 건

강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안정된 사회로 발전할지에 대

한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제한된 복지 재원을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단기적 정책결정이 개인과 

사회에게 혜택으로 돌아와 국가의 장기적 번영으로 이어

지며 사회적 재정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해

법과 대안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본 논문은 그러한 대

안의 하나로 생애초기 모든 가족에 조기 개입하는 건강가

정지원 사업을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더 이

상 무상으로 돈과 음식을 나눠주는 안일한 발상에 머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발의한 학계에서 

다시 한 번 선도적으로 복지재원의 분배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였다. 

문헌에서 비교적 뚜렷한 것은 출산 전-직후에 모든 가

족에 조기 개입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사회 양극화와 빈곤

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제한된 복지 재원으로 장기적 효과

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임이 복지선진 국가들의 40-50년간

에 걸친 장기간의 효과분석이 증거하고 있다. 생애초기 

가족부터 조기 개입하여 가족문제를 예방함은 물론 차세

대를 건강한 시민, 건강한 가족으로 육성한 효율적인 전

략과 방법이 복지선진 국가들의 수 십 년에 걸친 장기간

의 평가분석 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다.

연구목적에 따라 수행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모

든 가족에게 보편적으로 조기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개

인, 부모, 가족,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되어 이들을 위한 

복지재원의 우선 분배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조기 가족-개입 효과를 최대화, 장기화하는 데 기여한 요

인은 확고한 이론과 개입모형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주도

한 다양한 형태를 띤 가족중심 개입이었으며 특히 부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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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활성화하여 매개 변인 화하는 것임을 밝혔다. 이로

써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실천 가능성과 행동 가능성을 탐

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중심 조기개입의 효과산출에 성공한 

선진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편적 개입과 선별적 

개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 가능한 역할을 

탐색해보았다. 보편적 복지사례로서 모든 임산부와 만 0세 

�2세의 첫째 자녀와 부모에게 조기 개입하는 스웨덴의 경

우, 출산의료서비스와 아동건강관리서비스를 고찰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 직후 8-10일 

동안 지원하는 산후도우미제도와 만 4세까지 아동의 발달

상황을 체크하는 ‘kraam dossier’일지제도를 고찰하였다. 

두 국가 모두 생애초기 부모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국가들의 범국민적 조기 

개입정책은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혹은 그 이전부터 개입

하여 지원하는 정책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차세

대 양성에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선별적 복지사

례는 저소득층의 위기가족을 출산 전 혹은 출산직후부터 

지원한 다양한 사례들로써, 아일랜드의 CMP, 미국의 NFP

와 HCZ, 영국의 CDP의 개입내용과 반세기가량 지속된 

사후평가와 사회적 재정적 이익 분석을 통해 그 경이로운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인용된 선행연구결과들은 그것이 보편적 

복지였던 선별적 복지였든 상관없이 태내기 모체에서의 

성장발달이 자녀의 전 생애 발달의 강력한 기초가 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일랜드의 CMP는 생후 첫 일 년 

동안 ‘동네 엄마’가 12개월에 걸쳐 고작 12시간 방문했을 

뿐이고, 미국의 NFP는 취약계층의 어린 임산부에게 태내

기부터 만 2세가 될 때까지 기껏해야 30개월에 걸쳐 30시

간 정도 단기 개입했을 뿐인데, 종료 후 십 여 년이 경과

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자녀와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난 45년간 사회와 국가에 이익을 가져온 

놀라운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HCZ 프로젝트는 아동이 0

세일 때 개입하여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개입한 

사례인데, 지난 45년 간 열악한 계층인 흑인 아동들의 거

주 지역 할렘에서 긍정적인 학업성취 효과를 보이고 있

다. 단기간 개입한 CMP와 NFP 프로젝트나 장기간 개입

한 HCZ 프로젝트 모두 조기 개입의 장기적 효과를 증거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된 프로

젝트들은 출산 전-출산직후부터 생애초기에 개입했다는 

하나의 공통점만 지니고 있을 뿐인데도 전달하는 메시지

는 동일하다: 조기개입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효과 산출을 향한 포괄적인 접근 전략은 전문가 주도

로 이루어지는 가족-중심의 부모 개입이라는 것, 개입이 

더 이른 시기에, 더 높은 강도로, 더 오래 실시될수록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들의 수 십 년간에 걸친 개입과 

장기적인 효과분석에 대한 노력과는 달리, 생애초기 가족

의 조기개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어려운 실정이

다. 하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중요성, 장기적 효과산

출, 상대적인 효과크기, 효과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로 여겨지고 있다. 새 생명의 출생은 

가족사건일 뿐, 여전히 개인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본격적

인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복지욕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금전적으로 단순 환원해보면 그 

동안 국고에서 하루 백억 원 씩 37만 5068명(Statistics Korea, 

2014)의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던 것을 개혁하면 60억 원

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라 한다. 줄인 규모만큼이라도 43만

6600명의 신생아에게(Statistics Korea, 2014) 지원된다면 태

내기부터 지원하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의 보편적 가족복지

정책은 물론 취약계층의 영유아를 위한 선별적 개입도 진지하

게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모든 임산

부를 태내기부터 지원하는 스웨덴의 출산도우미제도나 출

산 첫 8-10일 동안 모든 신생아 가족을 지원하는 네덜란

드의 산후 도우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만 지원해도 출산가족의 어려움은 대폭 완화될 것

이다. 그에 따른 사회적 재정적 이익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좀 더 나아가 좀 더 이상적인 복지 대안을 그려보

면, 출산 후 선별적으로 짧게는 1년(CMP)에서 2년(NFP), 

길게는 4년(네덜란드의 ‘kraam dossier’일기)에서 대학생

까지(HCZ)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가족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현실적으로 재원의 제한이 크더라도 국가

의 미래라는 관점에서는 조기개입의 투자여부를 주저하는 

일은 낭비이다. 그 보다는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요구

된다. 비용으로만 볼 때, 기관 당 20만 원의 소액이 든 영

국의 CDP도 있고, ‘동네 엄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저

비용으로 성공한 아일랜드의 CMP사례도 있다. 관건은 개

입에 대한 의지의 확고함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서는 이론가와 연구자, 정책 입안

자와 실천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제언과 함의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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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과 함의 

본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 사업으로 가족-중심의 조

기 개입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효과적인 접근 전략을 

정리하고 생애초기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복지의 내용과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복지의 내용을 복지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아동-가족 전공 전문가들에게 조기 가족-개입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지평을 넓혀보자

는 취지였다.

이는 또한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행동가능성을 높여 

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 가족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담

당자와 실무자에게 가족복지의 초점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또 하나의 개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평을 확대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른 일면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발의한 학계나 가족개입 실천가, 행정정책 담당자들에게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가족복지사업에 대한 화두를 던짐으

로써 사회적 학문적 이론적 담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

다. 본 연구의 학문적인 시도는 실천적·정책적 쟁점이 무

엇인지 조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여를 

할 것이다.

이론적 제언과 함의: 본 연구에서 15년째 이어지는 저 

출산의 고리와 심화되는 양극화나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안한 가족의 조기개입 사업에 대해 관련 학계에서 

그 실현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일

반적으로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보다 비용 효과적으

로 알려졌으나 소모적 논쟁보다 출산전후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작업과 어떤 욕구는 보편적으로 모든 가

족에게, 어떤 욕구는 선별적으로 위기가족에게 지원해야 

할지 개입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 

학계에서는 효과산출과 효과평가를 위해 개입의 단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일이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 개입 프로

그램의 종류와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다양하다. 

일관성 있는 개입을 위해서 범문화적인 요인과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적 요인을 구분한 실행모형을 위해 많은 pilot 

study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범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인 요인, 효과의 원

인, 프로그램 활동에 소요된 정확한 시간 양, 다양한 대상

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개입했는지, 프로그램이 얼마

나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는지, 가족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

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개입정도의 측정을 위한 데이

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이에 기초한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개발과 프로그램 지침의 표준화 작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도구들로 개선점을 발견하면 후속연구가 보다 

더 효과산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이다. 

프로그램 효과와 프로그램 참여수준을 파악하는 성과평

가를 위한 측정도구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효과가 나타나

려면 최소한 몇 번의 방문이 필요한지를 통제집단을 두고 

개입한 가족과 개입하지 않은 가족을 비교하여 가족의 참

여 수준과 개입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입 프로그램에서 어떤 수준의 효과를 기

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학계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선별적 개입의 경우, 지속적으로 빈곤에 직면

해야하고 복합적인 위기요인에 노출되는 가족에게 한 번

의 개입으로 가족의 삶의 진로를 의미 있게 수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효과의 수준은 논의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동보다 인지 측면의 효과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큰데, 이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인

지, 행동, 건강 영역 모두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합리적인

가?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되어야 하며, 부모와 자녀 모

두에게 효과가 나타나야 합리적인가? 학계를 비롯한 실천 

전문가 집단은 이러한 분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성공한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을 파악해두면 정

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천적 제언과 함의: 효과크기와 효과 지속성 산출 면

에서 복지선진국가가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성과산출에 필수요인이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

진 가족중심의 개입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개선이었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과적

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포함하였음이 본 연구에서 고찰되

었다. 이 사실은 개입요소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서는 부모들의 설득과 참여 유도가 관건인데, 이를 수행

하기 위한 실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고찰

한 바와 같이, 이들은 개별 가정방문이나 집단 부모교육

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며, 

부모양육의 질은 자녀미래에 심각한 결과의 차이를 초래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양육에 장애가 되

는 것은 환경적 열악함이 아니라 낮은 교육수준, 높은 문

맹률, 자신감의 결여와 변화에 저항하는 본인들의 인식이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부모체계를 활성화시켜 자

녀에게 개입하게 하고 실제로 자녀의 삶이 달라지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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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족, 사회, 국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연구증거를 통해 확신시켜 부모들의 프로그램 참

여를 설득해야 한다. 전 과정에서 부모가 스스로의 목표

를 확인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까

지를 전문가 집단이 독려해야 하는데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임하는 실천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보편적 개입이든 

선별적 개입이든,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는 개입 전문가

와 그러한 가치관으로 의식화된 협력자가 필요하다. 미숙

한 전문가의 시행착오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대상 아동

과 가족의 삶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천 전

문가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한편 전문

가 집단의 개입기술과 개입능력을 개발 유지하기 위한 기

술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개입 실천가를 선정할 후보군은 다양하다. 건강가정사

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부모교육 실시가 가능한 

코칭 전문가들부터 자원봉사자를 훈련하여 활용한 CMP

의 ‘동네 엄마’프로그램 같이 육아경험이 풍부한 지역 내 

중장년 자원봉사자도 포함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중앙건강가정진흥원이 주도하여 생애초기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을 국가지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으

로 선포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부처의 협조를 구하여 규

모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학계의 개입 관련 전문가 집단은 생애초기 가족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

고, 욕구 측정단계에서부터 장단기적 성과평가 단계에 이

르기까지 단계별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현

장 실천가를 양성하고 연수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를 개발

하는 노력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달체계로는 우선적으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151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사가 주체가 되어 

각 지자체의 시, 도, 구, 군, 동 단위별 가족복지 담당자들

과 연계하여 대상가족을 파악하고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복지관의 가족복지 담당 복지사, 어

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보육교사, 영유아 플라자의 부

모교육 담당자 등 영유아기 가족이 빈번이 이용하는 기관

의 담당자들과 네트워킹 함으로써 영유아기 가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동안 축적한 부모교육과 가족 

상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 또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각 가정에 파견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러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토대로 개별 가정방문을 위한 인

력과 병원 보건소 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

견되어 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양성, 파견, 연수할 준비

가 되어 있다. 준비를 뛰어나게 잘 갖춘 몇 개의 센터가 

시범사업을 한 후 전국 파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부모들이 접근할 수 없으면 효

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이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녀와 함께 올 수 있도록 이

용 장소로 오는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시간

이 수요자 조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교통이 편

리한 곳에 위치하도록 조건을 개선하고, 휴일이나 공휴일, 

야간에도 선택적으로 센터를 개방하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여 영유아기 가족의 접근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정책적 제언과 함의: 정책과 행정담당자들은 본고가 고

찰한 바와 같이 생애초기 경험과 전 생애 발달간의 관계

나 애착과 가족관계가 아동의 행복과 직결되고 신체적 정

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

요한 영향을 가장 장기적으로 미치는 존재이므로 이제 우

리나라의 가족정책 방향이 부모역할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복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사업은 어마어마한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

다. HCZ의 아동 일인당 개입 비용은 연간 5백만 원이 넘

고 연간 예산은 700억 원에 달한다. 30 개월가량 개입한 

NFP의 아동 일인당 개입 비용은 천 만 원이나 된다. 반

면 영국의 CDP는 기관 당 20만 원정도의 소액으로 가시

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아일랜드의 CMP는 지역에 있는 

‘동네 엄마’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 프

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다. 

고비용이든 저비용이든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증

거를 확인할 책임은 정책과 행정 담당자의 몫이다. 증거

의 제시는 연구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회

개혁을 위해서도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성

공사례에서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으므

로 우리도 생애초기부터 가족에 조기 개입하는 것에 대한 

최우선적인 투자를 과감히 실행하는 정책 테크노크랫 집

단이 필요하다. 이들이 펼칠 가족정책이 아동 친화적 복

지정책이 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이 적용되

는 미래를 기대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공공적 개입으로 가족을 치유하고 삶을 향상시키는 가

족개입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되어있다. 개입여부

에 대한 논쟁도 이미 40-50년 전에 개입이 타당하고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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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요구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지금은 장·단

기적 이익에 대한 분석과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연구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효과적인 개입변수와 개입전략을 

발췌하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더욱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책의 창출이 끊임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이

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첫째, 가족개입 사업이 불모지

인 우리나라에서 국가주도의 조기 가족-개입 사업이 시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둘째, 그러한 사업이 시행

될 때, 가족복지사업의 전달체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아동-가족 관련 전공자들

이 전문가 집단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최

초로 제안한 것에서 찾으려 한다. 이러한 제안의 타당성

은 이 제도가 정착 발전하고 있는 선진국의 연구와 사례

에서 찾을 수 있었으므로 우선적으로 선진 외국이 40-50

년간 축적한 개입정책과 결과에 대한 문헌분석을 시도하

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그 만큼 장

기간 지속적으로 수행된 국내 연구를 전혀 찾을 수 없었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이 

건강한 시민,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나도록 아이들이 태어

날 때부터 가족을 지원하고, 부모를 일깨우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배워보자는 진부하지만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 출산이 완화될지, 자살률과 이혼율이 

감소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복지선진국들이 현재에도 

이 사업을 소신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 희망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의 

적절성과 창의성에 관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제는 사회 총체적으로 인식이 전환되어 출산은 개인

적인 일이지만 국가는 이로 인해 큰 반사 이익을 얻을 것

이라는 기대를 사회가 공유하고, 그러므로 생애초기의 모

든 가족에게 육아와 부모양육행동을 지원하는 일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

으면 한다. 수요자들에게도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외부지

원을 요청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

어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부모 자녀 모두 혜택을 보

았으면 한다.  

좌석벨트 착용과 음주 운전에 대한 캠페인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크게 떨어뜨린 것처럼 자녀 하나하나의 수준 높

은 성취는 국민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캠

페인을 상상해 본다. 새 생명의 탄생이 국가와 사회가 함

께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Wave Trust Report 

(2010)의 지적은 되새겨 볼 가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기한 쟁점을 수용 확장

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개입계획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 맥락에 맞는 창의적인 appli-

cation을 제시하는 작업은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며, 매

우 방대한 지식, 정보, 인적 물적 자원과 결사체의 성격을 

띤 소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한다. 어느 한 연구

자가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한계가 있다. 학계에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여론을 환기시키고,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수탁한 많은 대학의 연구진이 동참하여 각 센터가 

소재한 지역구의 형편에 맞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개입

효과, 비용효율성 분석과 비용편익성 분석을 곁들인 시범 

프로젝트로 결과를 산출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면 한국 사

회에 맞는 창의적인 실행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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