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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과 함의*8) 

김  옥

(경남과학기술 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

의 문제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첫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

성주의적 가치를 정리하고, 둘째,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검토하였으며, 셋

째,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과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차이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로서 협상과 참여를 도출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방법을 법적 제도적 기반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

으로,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interview)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을 통해 민주

적 관계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아

동이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 등을 토론하였다. 이

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아동보호사업, 사회구성주의, 참여, 협상, 초점집단토론

1.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2000년 이루어진 아동복지법 전문개정에서 아동학  금지조항이 신설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

* 본 연구는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년 추계학술 회 자유주제 발표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경남과
학기술 학교 2012년 기성회 연구비 지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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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지되어야 하는 사회악임을 공식선언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 유교적․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 를 범죄이자 사회문제로 규정한 것에 한 의의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크

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과거 아동에 한 체벌허용도가 높은 문화적 전통을 가졌었다는 점

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아동학 를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는 변화된 시각이 도래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나 가정에 한 가부장의 지배와 통치는 당연한 것이며 외부의 개입은 부당하

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전통적 관점에서, 개인에 한 인권적 차원에서 공적개입도 있을 수 있

다는 변화된 시각으로 가족을 해석하는 시점에 이르 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각 시․도를 중심으로 2013년 현재 48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하여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사업을 수행하는 중심기관

으로서, 학 피해아동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중추적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보

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아동보호 실천가들이 아동과 학 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한계를 경험하거나, 실질적인 아동보호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보고가 많

았다(변귀연․오승환, 2009; 고주애, 2010; 김미정․최말옥, 2012). 

아동보호사업의 한계와 관련하여, 문 희(2010)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적 상충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 를 방지하기 위한 친권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조치를 적시한 반면, 

민법은 아동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아동의 법적 권리가 제한되

고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자신을 학 하는 학 자를 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

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 그 자신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없고, 심지어 부모가 학 자인 경

우에도, 아동의 소송후견인을 부모가 지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김유미, 1996; 이세원, 2008; 이현

재, 2009; 문 희, 2010; 이은정, 2010).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권한이 미비하여 학 자의 참여를 강하게 이끌어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변귀연․오승환, 2009; 고주애, 2010; 김미정․최말옥, 2012). 학 자가 아동보

호 실천가를 회피하거나 서비스를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이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것이다(김경호, 2003; 장 인, 2007). 이로 인하여 학 피해아동에 

한 공적 개입은 무력하거나 중간에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하 다(고주애, 2010). 이와 같이, 우리나

라는 아동학 를 법적 금지의 상으로 선언하 으나, 실질적인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아동보호를 실

현하기에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보호를 실현하는

데 요구되는 패러다임이 부재하기 때문에 겪는 혼란으로 여겨진다. 

한편, 사회구성주의는 소통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관계를 지향하는 후기 현 사회의 새로

운 사조로 평가받고 있다. Ferguson(2003)은 과거 가족은 그 역할과 정체성이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

었고 아동은 성인에게 순종적일 것을 요구받았으나, 현 사회에서 가족은 아동이나 여성을 엄격하게 

구속하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고정된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데 이르 다고 하 다. 특히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선언 이후로 아동은 의사무능력자가 아니라 소통의 상이며, 인권적․인격적 주체로 

재해석되고 있다(Qvortrup et al.,  1994). 아동에 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함에 따라 사회구성주의는 

아동학 문제와 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적 관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또한, 학 피해아동이나 아



한국의 아동보호사업에 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과 함의  93

동학 자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한 이론적 관점으로 평가받

고 있다(김경호 외 역, 2012: 123-144). 

또한, 과거 아동은 보이기는 하되 들려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규정되어 수동적 통제의 상으로 고정

되어 있었으나(Ferguson, 2003),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성인과 등한 존

재로 해석되기에 이르 다. 앞서 언급하 듯이,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며 가족에 한 공적

개입이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친권자인 부모가 학 자가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1), 아동의 비자발성과 학 자의 저항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이 요구된다. 무

엇보다, 아동보호 실천가들의 경험을 토 로 한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이야말로 

아동과 학 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아동보호를 실현할 최일선의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이며,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구현은 궁극적으로 아동보호현장에서 검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

동보호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평가하고 아동보호 실천가들의 토론을 통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

자 이루어졌다.  

2) 연구문제와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사회구성주의적 가치가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와 외국의 아동보호제도에 관하여 

아동보호 실천가들의 어떻게 토론하고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근거하여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

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정리하 다. 둘째, 아동보호사

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법과 제도를 중

심으로 평가하 다. 셋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와 외국의 아동보호제

도에 관하여 초점집단토론(FGI)을 중심으로 검토하 으며,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의 변화와 발전

을 위한 함의는 무엇인지 토론하 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토론의 범위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리된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1) 2011년 학  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가 2,780명, 친모가 1,520명으로 친부모가 
4,300명이며, 학 자의 약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아동학 는 가정 내에서 
친부모에 의해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문선화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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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구성주의의 의의와 가족의 재구성

1) 사회구성주의의 개념과 유용성

1970년 에 논리실증주의와 객관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이 현재 면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 안으로 형성된 철학이자 사조가 사회구성주의이다

(Parton and O'Byrne, 2000).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페미니즘 등의 인식론과 접히 관련된 사회

복지실천이나 심리치료를 아우르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구성주의는 패러다임의 변혁으로 평가되

고 있다(Mahoney, 1995).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정책환경의 전개과정에서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가 규

정되어 왔는가, 혹은 어떤 집단이 문제라고 주장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Giddens, 2002). 문제를 규

정하는 과정에서 권력이나 이익을 획득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향력을 더 많이 유지하는 집단이 등장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Ferguson, 2003). 고정불변의 체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

에 의해 사회의 문제나 불이익을 규정해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가 사회 문제를 규정하 던 과정을 분석해 보면, 그 문제 자체가 가지는 심각성에 의해 규정 되었다

기보다,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권력에 의해 혹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문제를 규정

하 다고 볼 수 있다(Howe, 1994). 이와 같이 법이나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특정 사

회문제에 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란, 기본적으로 권리결정에 기반한다(Payne, 1999). 아동학 나 

가족폭력 등을 사회문제로 규정하는 그 정도도 바로 그 사회의 권력관계 혹은 권리를 통한 협상이라

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Payne, 2005). 

한편 Giddens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누가 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과 소통하고 참여해서 자신을 형성하고 확장해야 하는 시 에 이르 다고 보았다

(권기돈 역, 2010). 이와 같이 사회구성주의가 지닌 유동적 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사회복지현장

에서 더욱 확장․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현장은 해석의 다양성에 해 열려 있으며, 사회복지

의 내부인을 포함한 외부인 등에 의해서도 사회복지현장은 상이하고 복잡하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Howe, 1994). 사회복지현장의 이러한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며 객관적인 개

입을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클라이언트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Pennell, 2006).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현장에서 도출되는 이해와 동의는 관여된 당사

자들에 의한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Saltiel, 2013).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한 모든 개입과정은 사

회복지사의 객관적인 정보전달과,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욕구분석 모두 등하게 중요할 것이다. 또

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개인이 면하는 실재와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구성

주의의 특징으로 인하여, 관련된 개인의 관계는 보다 개방적이며 민주적일 것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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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적 관계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재구성

근 까지 개인의 정체성은 국가나 가족 혹은 지배적인 종교기관 등을 통하여 각자의 위치를 지킬 

것을 요구받는 엄격하고 경직된 사회구조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김경호 외 역, 2012: 123-144). 또한 

아동은 성인에게 순종적이며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다(Ferguson, 2003). 이러한 

특징은 현 사회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은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해 참여적인 협상을 할 필요도 없었으며, 당연히 아동의 인권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 다. 

그러나 탈산업화 이후 현 화와 개인주의의 사조로 인하여 아동기와 아동에 한 이해가 새로워졌으

며, 아동 인권 의식이 발아되기 시작하 다(Ester et al., 1994). 여성의 경우 모성 역할을 넘어서서 근

로와 사회진출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Swift, 1995: 34-46),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 역시 엄격한 

가부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양육자가 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 다(Burgess, 1998: 24-29; 

McKeowon et al., 1998: 178-181). 

이와 같은 개인에 한 인식과 사조의 변화는 아동보호에도 다음과 같은 향을 미쳤다. 구체적으

로, Munro(2011: 39-50)는 현 가족의 두드러진 특징은 복잡성과 다양성이기 때문에, 아동보호사업을 

포함하여 가족에게 개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현장은 가족의 변화된 특성의 정도를 반 해야 한다고 

보았다. Saltiel(2013) 역시 현 가족은 비전형성과 복잡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고유의 

규칙은 있으나 이 규칙 역시 비전형적이라고 보았다.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와 같은 가족 외부인이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하 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는 그들과 소통하고 협상해야 하는 소위 파트너십을 수반한 협상이 필요한 시 가 되었다고 보았다

(Saltiel, 2013).  

한편, 현 사회에서 아동은 더 이상 성인 의존적인 의사 무능력자가 아니라, 인권적․인격적 주체

로서 재해석되고 있다(Qvortrup et al., 1994; 367-369). Hallett(2000)는 가부장적 패러다임의 약화가 

아동인권의 개념을 등장시키는데 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동시에 아동기에 한 새로운 사회학의 등

장 역시 아동인권의 개념에 많은 향을 미쳤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아동기는 연령 구분된 특정 시기

로 존재한다고 보는 기존의 시각은 다분히 성인의 편견으로 이루어진 사회 구성의 산물에 지나지 않

는다는 사조가 등장한 것이다(James and Prout, 1990; Qvortup et al., 1994; James et al., 1998). 이

에 해, James 외(1998)는 아동에 한 사회적 구성은 아동기에 한 사회적 구성과 맥락을 같이하

기 때문에, 아동기에 한 사회적 구성이 달라지면 아동에 한 사회적 구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

다. 결과적으로, 아동은 예전처럼 성인의 소유물 정도가 아니라 성인과 마찬가지의 권리적 속성을 지

닌 인격체로 인정받기에 이르 다(Oldman, 1994; Qvortrup et al., 1994). 물론, 아동 인권의 개념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 개념에 한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아동과 관련한 법률적 범위와 적

용은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Alston et al., 1992: 76-85). 추상적인 시각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의 참여를 본다면 누구도 반 할 리 없는 가치이지만, 법률 관계에서 아동을 협상의 당사자

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동과의 권력관계에 한 상반된 논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D'Cruz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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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구성 현 의 재구성

가족
⦁가부장적 가족
⦁고정된 역할, 경직된 관계

⦁민주적 관계의 가족
⦁유동적 역할, 복합적 관계

아동
⦁성인에게 종속된 객체적 존재, 비권리적 

존재
⦁성인과 동일한 인격적 주체, 권리적 존재

아동기
⦁성인과 연령 구분 된 불연속적 시기로서 

아동기
⦁사회적 구성으로서 아동기

<표 1>  사회구성주의  에서 아동과 가족의 재구성

Stagnitti, 2008).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을 보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가족과 같은 친 한 관계에서 소통과 

개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Jamison, 1998). 이에 해 Cashmore(2002)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동 모두가 상 방의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 관계, 친 하면서 민주적인 관계를 구성할 필요에 당면

했다고 보았다. Cashmore(2002)의 주장 로, 가족 안에서의 민주적 관계는 현  사회의 규범으로 이

미 인정받고 있다고 여겨지며, 아동보호체계가 이를 합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Jamison, 

1998).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된 아동과 가족의 내용을 표를 통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의 적용

1)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가치

Parton(1997)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아동학 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신체적 질

병처럼 과학적․계량적 접근과 진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시 의 가치 반 을 통해 구성되

는 아동과 가족의 문제로, 그리고 사회의 문제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Parton(1997)의 주장

로, 우리 시 의 가치 반 을 통해 아동의 인권과 아동보호사업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친 것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존재한다(장 인, 2007; 이은정, 2010; Alston et al., 1992; Sanders and 

Mace, 2006).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은 그 당사국과 당사국의 아동관련 전문가들이 실천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를 반 하고 아

동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강제력을 띤 법적 지침을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허남순 외, 2002: 

18-19, 531-534). 이 협약의 내용 중 아동권리의 법적 맥락과 관련되어 더욱 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3조와 12조이다(Bilson and White, 2005). 3조의 경우,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

익을 법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 역시 확립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3조

의 이 내용은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참여와 협상이 구현되도록 당사

국의 실정법 개정에 한 지침이 된다. 허남순 외(2002)는 아동의 성장․안전․지위와 관련되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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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든 사건의 처리와 절차 및 법적 과정이 확립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실정법 적용에서 발생하

는 법적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 과정에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공법․민법의 체계를 갖

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 협약 12조는 연령, 성숙도와 상관없이 아동의 견해를 경청하고 주의

해야 하며, 의사결정에서 연령과 성숙도를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은 연령과 성숙도만이 아동견해의 비중을 고려하는 요소일 뿐, 그 외 다른 요인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ilson and White, 2005). 따라서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비중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고려하여 

법적으로 반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실제로 1990년  이 협약에 비준한 많은 국가들은 아동을 자신의 복지에 향력을 지닌 시민으로 

간주하고자 하 으며, 아동의 견해를 반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고안하여 실행하 다

(Ennew, 2008). 물론 아동의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과 후견인 등을 통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설명

하도록 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하 다. 예를 들어, 호주나 뉴질랜드는 아동이 직접 법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이며, 프랑스에서는 사법부가 아동보호 의사결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조언을 하

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Bilson and White, 2005). 구체적인 방법이 국가마다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아

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참여가 정당하며, 아동의 리인이나 후견인,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가들은 양육자를 상으로 최 한의 협상과 참여가 보장된 아동보호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참여와 협상이라는 사회 구성주의적 가치가 실정법 내에서 구현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오늘날, 아동보호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역시 협상에 임

할 수 있는 당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Healy, 1998; Pennell, 2006). 

Ferguson(2004) 역시 현 의 아동보호사업은 아동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가족이 증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동보호사업에서 이러한 참여는 학 피해아동이나 학 자의 의사결정을 무조건적으

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Cameron and Freymond, 2006), 서비스 사용자로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의를 다한다는 것이다(Cashmore, 2002; Sanders and Mace, 2006). Hallett와 

Darlington(2009)은 아동보호 실천가는 아동과 가족의 참여를 통하여 학  가족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동과 가족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보았

다. 또한, 이러한 경청과 소통을 통하여 아동중심 개입의 가치가 인정받으며, 아동과 가족은 외부인들

과 협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보았다. 

한편 Magnuson 외(2012)는 협상이란, 관련된 사람들의 목표와 실익을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정치적 개념으로 규정하 다. 또한 상반된 욕구와 목적을 지닌 아동과 가족을 참여하도록 하여 문제

를 해결해 가는 아동보호사업의 과정이 바로 협상이라고 주장하 다. 또한, 아동과 가족이 꾸준히 회

의에 참석하여 그들의 욕구를 조정해 가는 과정과, 전문가들이 공조를 이루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 

역시 협상이라고 보았다(Magnuson et al., 2012). 특히 아동보호사업에서 아동과 가족의 참여라는 것

은 실정법에 근거한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실질적 의의를 지닌다(Ferguson, 2009). 

무엇보다 가족의 민주적 관계를 지향하는 현 사회의 특징을 감안할 때, 아동을 협상당사자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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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정당한 구성원이자 참여권을 지닌 존재로 보장하는 일종의 지표가 될 

것이다. 

한편, 학 자들은 전문가들의 접근을 회피하거나, 아동보호과정에 참석하거나 아동보호 실천가와의 

협상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Trotter, 2006: 3-4).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과 가족의 비자발성

과 저항을 극복하고, 아동학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상황을 자주 경험해 왔다(Ferguson, 2001). 

따라서 성공적인 아동보호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아동학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률과 제도의 구축이 핵심일 것이다(Ferguson, 2009).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 를 극복하고 민주적 관계의 가족을 이루기 위하여 Ferguson(2001)과 

Featherstone(2004)은 아동을 협상당사자로 인정하고 아동과 가족을 참여하도록 법제화된 공적개입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하여 아동은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관하여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 검토

Healy(1998)는 아동보호사업에서 아동과 가족의 참여라는 것은 법에 명시된 책임 역할이며, 때로는 

그들의 욕구와 치되더라도 아동의 안전을 우선하여 이루어져야만 참여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

다. 또한, 아동보호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참여는 사회적 미덕의 수준을 넘어서는 법적인 책임이며, 아

동과 가족의 참여는 서로 립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Healy., 1998). 이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  문제해결을 위한 립적 사법제도(adversarial judicial system)를 활용하기 시작하 으며,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Archard and Skivenes, 2009). 이 방법은 립적 관계에 있는 아동과 가족 

모두를 공정하게 사법적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Hallett et al., 2011), 다음과 같이 다양

한 형태로 존재한다. 

아동의 참여를 보장한 외국의 표적 방법으로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청취제도(Children's hearing 

system)를 들 수 있다(황옥경, 2002; McGhee and Waterhouse, 2002; Archard and Skivenes, 2009). 

이 제도는 1995년 아동법(Children act 1995)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위험에 처해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견해가 반드시 표명될 수 있도록 법적인 강제조치를 제시한 것이 주요골자이다. 

아동문제청취제도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협

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참여권이 국내법에 적용되고, 아동보호사업에 구현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Littlechild, 2000). 또한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취위원과 아동, 가

족․리포터․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아동문제청취위원회에 참석하며, 아동과 부모 역시 아

동청취위원회의 모든 단계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황옥경, 2002). Vincent 외(2010)는 아동문제청취제

도에서 아동의 참여를 법제화한 것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중 아동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결정

에 참여해야 한다는 아동의 참여권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참여하

는 아동의 권리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중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의 권리 즉, 아동 보호권과 



한국의 아동보호사업에 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과 함의  99

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 다(Vincent et al., 2010). 즉, 아동의 참여를 법제화해야만 아동의 참여권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권까지 구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보호사업에서 아동과 가족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한 표적인 제도로서 뉴질랜드의 가족

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가 존재한다(Bilson and White, 2005). 처음 이 제도는 뉴질랜드 

정부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던 마오리 부족의 아동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부족문화의 

하나 던 가족회의 전통을 전체 아동보호법에 반 하 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의 근거는 뉴질

랜드의 1989년 아동과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of 

1989)이며, 현재 가족집단회의는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아동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서 가족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함께 토론을 해야 한다(정은주, 2008). 또한 가족참

여를 통해 가족의사결정을 이끌어내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을 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회

의를 주관하는 전문코디네이터는 가능한 한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Morris and 

Connolly, 2012).  

Ludbrook(1999)은 가족집단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법절차에서 아

동을 옹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후견인이나 입양 및 학 문제와 관련된 모

든 사법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아동을 옹호하고 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중심이 되는 변호사가 제 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때 아동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

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Ludbrook, 1999). 가족집단회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의 개정작업이 요구되지만, 적어도 아동의 장기보호에 효과를 가져왔으며, 무엇보다 가족집단 회의라

는 공식적 절차에 아동과 그 가족의 참여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England and Wales)의 경우, 구타아동증후의 발견으로 인하여 1980년  중·후반까지 

아동보호사업은 병원에서 아동학 를 판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 으나, Cleveland 사건으로 인해 드러

나지 않는 아동의 상해일지라도 아동의 언어와 감정 상태 등으로 아동학 를 판정하게 되었다

(Parton, 1997: 40-43). 가시적인 신체적 상해 정도로만 학 를 판단하게 될 경우, 아동은 그들의 욕

구를 충분히 설명할 겨를도 없이, 아동보호서비스가 성급히 종료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

이다(Forsberg, 1999). 국 사회는 Cleveland 사건을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표현의 권리를 인

정하고, 협상의 당사자로 사회적 인식을 가지게 된 계기로 만든 것이다(Valman, 1988). 이로 인하여 

1989년 아동법은 아동보호문제에 한 가족참여를 공식화하 다. 아동보호 실천가들은 의사결정 과정

에 아동과 가족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거워졌다. 이 법에 근

거하여 가족이 아동보호 각 단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Hallett et al., 2011). 또한, 동 법은 아동학  학 자와 피해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관점으로 학

피해아동과 가족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극복하고, 아동보호 각 단계에 아동보호 실천가와 함께 

적극 참여해야 하는 파트너로 인정하 다(Lupton, 1998). 국의 이 법 역시 중요한 점은 아동과 학

자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든 법적 강제조치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사자가 조

사를 위한 아동접근을 거부당하거나 아동의 주거지에 한 정보제공이 거부되는 경우, 학 자에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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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참여와 협상 가족의 참여와 협상

스코틀랜드 아동문
제 청취제도

⋅아동문제청취위원들이 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제화(1995년 아
동법)

⋅부모(가족)가 아동청취위원회의 모든 
단계에 참석할 의무 법제화(1995년 
아동법)

뉴질랜드 가족집단
회의

⋅후견인․입양․학 와 관련된 모든 
사법절차에 아동을 옹호하는 변호사 
선임 법제화(1989년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

⋅가족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협상을 사회복지사와 할 것을 법제화
(1989년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

국(England & 

Wales) 아동법

⋅클리블랜드사건 이후 아동의 참여와 
협상 및 자기표현 법제화(1989년 아
동법)

⋅아동보호실천의 각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강화 법제화(1989

년 아동법)

⋅학 혐의자일지라도 아동보호실천의 
각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1989년 아동법)

⋅학 자가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단계적인 법적 불리 적용(사회복지사
의 응급보호명령․아동조사명령․보호
명령 또는 감독명령을 법적으로 명시)

<표 2>  외국의 아동보호사업과 련된 참여와 상의 방법

계적인 법적 불리를 적용하여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응급보호명령, 아동

조사명령, 보호명령 또는 감독명령 중 하나를 신청할 의무이자 권리가 사회복지사에게 있음을 법적으

로 명시하고 있다(장 인, 2007). 지금까지 언급한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의 참여와 협상의 방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도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에서 아동학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입법화하여, 아동학

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아동학 에 한 공적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현옥, 2006). 친권소송과 관련한 공적개입의 근거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친권행사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개정내용과는 달리 아동학  문제의 사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현재(2009)는 우리나라에서 친권상실 소송의 당사

자는 지자체의 장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정작 지자체의 장은 현실적으로 아동학 의 적나라한 

상황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해 친권상실 선고의뢰를 요청하

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자체의 장으로까지의 행정체계가 차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아동은 자신의 생명과 관련한 학 문제에 한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이현재, 2009; 문 희, 2010). 

또한 우리나라에서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 민법 제924조는 제777조의 규정

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12조는 아동이 18세 미만인 때에는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청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미성년인 자

는 민법 및 아동복지법상 친권상실 선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2)이 없는 셈이다(이은정, 

2) 학 받은 아동이 양육자의 친권상실 소송에서 그 정당한 당사자(proper party)가 되기 위한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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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또한 실체법적으로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 상반된 아동학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

을 때, 특별 리인의 선임 신청권을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가지도록 되어 있다. 즉, 미성년자 본인

은 특별 리인 선임신청권이 없다(이현재, 2009).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학 에 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제기되어 아동복지법의 신설로 이어지기는 하 으나, 법적 구동체계가 아동의 참여를 외국보

다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진다. 아동은 자신을 학 한 부모의 친권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

할 수도 없으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없는 한계로 인하여, 당연히 참여와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4.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함의

1) 초점집단토론의 경위와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거시적인 정책환경이 미시적인 사회복지실천에 미치는 향과 그 현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보

호 실천가들의 의견이 법과 제도에 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인 협상과 참여에 한 아동보호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경

청하기 위하여 초점집단토론을 실시하 다. 또한 상반된 입장인 아동과 학 자를 공정하게 참여하도

록 하기 위한 립적 사법제도를 아동보호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 기 때문에 아동보호 실천가들의 의견은 중요하다(Hallett, et. al., 2011). 

따라서 아동보호를 직접 실시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로서 아동보호전문상담원과 사례판정위원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련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단토론(focus group study)을 실시하 다. 경

상남․북도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하 으며, 3회의 토론이 실시되었다. 모

두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 으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명, 6명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평균 6.38년으로 나타났다. 

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이익 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가 되어야 하며, 둘째, 소
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받을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을 인정받아야 하며, 셋째, 당사자 적격
(standing) 등의 3가지 기본적인 전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Friedenthal et al., 2010). 이 중에서 특
히 소송능력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받을 능력으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
을 변할 수 있는 개인별 능력이다. 만약 아동이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소송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후견인 등에 의해 친권상실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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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별 소속/직무 경력 토론 참석회수(참석회기)

1 남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아동보호 8년 3(1, 2, 3)

2 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상담원
아동보호 6년 3(1, 2, 3)

3 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상담원
아동보호 6년 31, 2, 3)

4 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 전문상담원
아동보호 6년 2(2, 3)

5 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 전문상담원
아동보호 7년 3(1, 2, 3)

6 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 전문상담원
아동보호 5년 3(1, 2, 3)

7 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 전문상담원
아동보호 6년 3(1, 2, 3)

8 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 전문상담원
(2011. 4. 퇴직)

아동보호 7년 3(1, 2, 3)

9 남 
I 학교/ 

아동학  사례판정위원
조교수 4년 3(1, 2, 3)

10 남 
J 학교/ 

아동학 사례판정위원
조교수 3년 2(1, 3)

11 여
K 학교/ 

아동학 사례판정위원
부교수 4년 2(1, 3)

<표 3>  문가집단 토론 참여자의 일반  특성

토론은 2011년 총 3회 이루어졌다. 토론의 중심 내용은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 2에 한 검토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이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법적·제도적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3회차 전 별도의 간담회를 통하여 본 연구에 소개된 외국의 내용을 

발표한 후 자료를 검토하여 3회차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 다. Morgan과 Krueger가 지적한 전문가 집

단 토론의 회차 별 후속자료의 일부로서 정보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

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받아들 다

(신경림 외 역, 2004). 외국의 법적 조항 중심으로 소개하고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배부하는 데 중심

을 두었으며, 연구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암시적으로 언급하거나 강요하지 않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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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토론일자 내용

1 2011. 4. 2 ⋅사회구성주의의 가치로서 참여와 협상에 한 평가와 검토

2 2011. 4. 23

⋅아동보호사업에서 아동학 자의 참여와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가?

⋅아동보호사업에서 학 피해아동의 참여와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2011. 6. 1
⋅외국과 비교하 을 때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아동과 가족이 

참여하고 협상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표 4>  문가집단 토론 경과

2) 분석 및 논의

(1) 사회구성주의의 가치; 참여와 협상을 통한 민주적 관계의 재구성

“가뜩이나 위압적인 학 자들이 자신들의 가부장적 요소에 해 별 문제의식이 없으니까..아이와 

말로 해서( 화를 통하여) 자기 뜻을 바꿔간다..이런 생각 절  안합니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재구성)..뭐 이런 생각은 전혀...(참여자 4)”

“사회복지사들도 아동이 순종적이지 않을 때는 당연히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지가 문제가 있으니

까 맞겠지. 이런 말을 자주합니다..근데 문제가 있으면 맞아야 합니까? 애니까 맞아야 하는 게 아니

고?(애니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놀랍죠. 또한, 부모니까 때린다 식으로 말할 때 보면 

실천가들도 학 자 같은 인간 많구나...(참여자 1)”

참여자들은 아동보호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는 아동과 가족의 민주

적 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참여와 협상이라 것에 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민주적 관계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아동과 양육자의 민주적 관계 구

축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심지어 사회복지사일지라도 아동을 학 유발의 책임자로 여기는 시각

까지 있음을 진술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Giddens(김경호 외 역, 2012: 123-144)의 사회문제를 규정하는 권력의 속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그 자체의 심각성을 통하여 아동학 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기보다, 가부장적 문화와 가

부장적 권력구조의 향에 의해 아동학 의 심각성이 보다 축소되어 사회문제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 4번의 진술을 보면, 아동학 의 문제에 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차 피해자를 비난

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거나 가부장의 과잉권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 자랑 아동 모두와 꾸준히 의논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또 모니터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

다.(참여자 5)”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정말 나쁜 부모, 아동과 원히 분리되어야 하는 부모는 소수이고... 부분

은 아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모르고, 자기가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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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학 자들을 비난하기보다 아동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끌어들

여야 해요.(참여자 1)”

참여자 5번과 참여자 1번의 진술내용은 앞서 언급한 Munro(2011)와 Saltiel(2013)의 주장과 유사하

다. Munro(2011)는 가족의 변화된 정도가 아동보호현장에 반 되어야 하며, 아동이라는 존재가 성인

과 동일한 인권을 지닌 존재로 가족과 아동보호현장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우리나라

와 같이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지닌 국가에서 Munro(2011)의 주장과 참여자 5, 1의 진술은 아동보호

사업에서 지향해야 하는 가족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족의 소통을 강조한다. 또

한 가족의 개념은 더 이상 가부장이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아동보

호전문기관은 아동 및 가족을 파트너십의 상으로 여겨야 함을 나타낸다.

한편 민주적 관계 구축의 방법으로서 참여자 1은 Saltiel(2013)과 동일하게 참여를 언급하 다. 특

히 참여자 1의 진술은 아동의 협상지분을 인정하고, 참여자로 보는 기본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 학대자의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맞아서 피멍 든 모습으로 어린이집 오는 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신고를 하긴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뭐 할 수 있느냐고..학 자를 바꿀 수 있느냐고..말

문이 막히더라구요..신고를 하라고 하지만, 신고를 받았을 때 학 자의 변화를 기 하는 신고자들에게 

어떠한 확신을 줄 수 있는지 회의가 생기네요..(참여자 2)“ 

학 자가 참여를 거부하고 저항하면 문제해결은 큰 난항을 겪게 되고, 학 피해아동은 아동학  신

고 전 보다 더 큰 학 를 겪게 될 가능성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동보호 실천가들은 

학 자의 참여가 관건임을 알고 있었다. 참여자 2는 신고자가 학 자에 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하

지만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진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Swift(1995)는 공적개입을 통해서만 아동

보호현장이 보다 공정하게 아동과 학 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즉, 법과 

제도에 근거한 공적개입이 아동과의 협상 및 참여의 전제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Healy(1998)는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라는 것은 법에 명시된 책임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 다. 학 자의 참여는 법적인 의무이며, 이 맥락이 실정법에 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Healy, 1998). 절 로 회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책임 사항으로 참여를 언급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자 2의 진술 내용은 상당부분 Healy(1998)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참여자 2 역시 아동보호사업에 학 자가 반드시 관여되도록 해야 하는 법적인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있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강제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죠. (학 자를) 처벌하고 싶은 사회복지사가 어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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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까?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 같은 경우, 학 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결국 그 집단회

의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참여자 5)”

참여자 5는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의 법제화에 초점을 두어 진술을 진행하 다. 이 진술내용은 

앞서 언급한 정은주(2008)와 Ludbrook(1999)의 연구내용과 유사하다. 이들 모두 뉴질랜드의 가족집

단회의는 회의진행이나 구성내용 그 자체보다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공무원은 강제로 격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도 부모의 자발적 협조를 최 한 이끌어내고 싶죠.(참여자 4)”

“사실 현장조사 할 때만 해도, 우리가 거의 무단으로 들어가거든요. 부모들이 아직 그런 거까지 문

제삼지 않으니까 가능한거지..조사할 때마다 조사를 제 로 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있어야 되구요..강

제력이 없는 조사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구요..(참여자 3)”

아동보호사업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동학 자의 저항과 비자발성을 경험하 을 것이다. 참

여자 4와 3의 이러한 진술내용은 아동보호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학 자의 저항과 비자발성을 언

급한 Trotter(2006)의 보고와 유사하다. Trotter(2006)의 주장 로, 아동학 자가 전문가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전문가들의 면접 요청에 저항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통사항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

자들의 참여를 현실화하여 협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의 설정일 것이다(Ferguson, 2004). 

또한 참여자 4와 3은 상반된 욕구를 지닌 아동과 가족을 동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아동보호사업

의 협상적 본질을 지적한 Magnuson 외(2012)의 주장과 동일하다. 학 자가 참여하고 협상해아만 아

동보호의 문제는 해결되며, 결과적으로 학 자의 참여와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요구된

다는 것이다.  

(3) 아동의 협상; 아동은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함

“아동은 부모를 의식해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경청이 참 중요한데..사실 아동을 사례회의에 앉

힌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담당 사회복지사가 먼저 아동을 만난 후 그 내용을 사례판정회의에 들려주는 

정도..(참여자 6)”

“생각보다 아이들이 예민하고 생각이 복잡해서..단순히 사회복지사의 마인드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참여와 협상을 법제화해야 해요.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청취제도의 경우, 법제화되어 있는 것

도 의의가 있지만, 아동을 경청해야만 문제해가 해결된다는 철학이 전제된 거 아닌가요..(참여자 2)”

참여자 6은 아동보호사업에서 아동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가를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 6의 문제의식은 앞서 언급한 Ferguson(2003)과 Easter 외(1994)의 주장과 유사하다. 

Ferguson(2003)과 Easter 외(1994)는 아동은 성인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 때문에, 자신

의 삶이 결정될 수 있는 학 문제에 하여 협상지분을 갖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 다고 본다. 

또한, 참여자 2의 진술은 Bilson과 White(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성숙과 

발달의 정도는 참작되어야 하되, 기본적으로 아동의 견해는 경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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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아동 견해에 한 경청을 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편으로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청취제도를 언

급하면서, 이 제도가 아동의 참여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참고할만하다고 하 다. 사실,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청취제도는 아동을 경청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는 법제

화되어있기 때문에 아동문제에 해 전문가들이 경청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Littlechild, 2000; Bilson 

and White, 2005; Vincent et al., 2010). 이 점에 하여, Cashmore(2002)와 Ferguson(2003), 

Archard와 Skivenes(2009) 등도 아동에 한 경청과 아동 참여는 아동보호 실천가 개인의 성실함만

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Vincent 외(2010)는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청취제도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지키기 

위하여 법제화한 것이라고 하 다. Vincent 외(2010)의 보고와 참여자 2의 진술을 토 로, 우리나라에

서도 아동의 견해를 경청하기 위해 가장 우선 요구되는 것은 법제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다음의 진술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참여의 법제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법임을 

알 수 있다. 

“친권상실 재판과정에서 아동의 협상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동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학

피해아동이 학 자를 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아동보호 전문가라고 불리는 

우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학 자인 부모 혹은 검사가 아동의 법정 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

어요. 생존문제인데 아동의 협상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참여자 7)”

참여자 7의 진술 내용은 우리나라의 아동학  문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김

유미, 1996; 이현재, 2009; 문 희 2010; 이은정, 2010). 이는 아동관련 소송이라는 동일현상에 하여 

아동복지법과 민법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그 발달적 한계로 소송능력

이 제한될 경우 적절한 리인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상 그 소송 

리인이 지자체의 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장은 아동학 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 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적을 수 밖에 없다(이현재, 2009; 문 희, 2010). 문 희(2010)는 우리나

라의 아동은 아동학 라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한 문제에 한 참여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하 다. 이

은정(2010) 역시 우리나라의 아동은 민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친권에 한 심판정구를 할 수 있

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 다.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 실정법에서 아동의 인권과 협상자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협약 비준의 진정성은 의

심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아동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지만, 국내 실정법상으로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흠결을 지니고 있는 불일치의 면

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법에서 아동은 권리적 존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동

을 권리적 존재, 협상 당사자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보호 실천가들에게 아동학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억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동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가들의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

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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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 관련 법 조항의 개정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자체의 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사법부에 학 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

실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어야죠.(참여자 9)”

“아동의 소송능력을 인정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측이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어야

죠. 부모가 학 자인데도 부모가 아동의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는 건 모순이죠.(참여자 10, 12)”

참여자 9는 친권제한이나 상실의 조치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 10,12는 민법에서 아동의 소송 후견인으로 아동보호 실천가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 와 관련한 친권소송에서 아동보호 실천가들이 법정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아동의 협상지분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관련 법조항은 아동과 학 자의 공정한 참여와 협상을 할 수 없도록 되

어있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이다. 따라서, 참여자 9, 10, 12의 진술 로 아동복지법과 민법이 개정되어

야 함은 논의의 여지없이 당연한 사실이다(이은정, 2010).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개정

을 미루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아동을 여전

히 성인 소유의 상으로만 보는 가부장적 성향과 사회적 인식의 결과일 가능성을 통찰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관련 법체계가 실질적인 내용보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방어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법조항을 특정해서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학 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면접하지 않을 때 법

적 불이익이 단계적으로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법 조항의 내용 그 자체보다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정이 이루어져야죠.(참여자 11)”

참여자 11의 진술내용은 법과 제도의 개정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법이 개정되는 것

으로 아동보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와 협상의 수단으로서 법과 제도를 학 자가 상

기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참여를 하지 않은 학 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법의 개정이 아니라, 참여와 협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일차적 전략으로서 법과 제도의 개정을 의미

한다. 아동보호사업에 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의 본질이 학 자를 처벌하고 아동을 부모와 격리하

여 보호하려는 극단적 이분법적 접근이 아님을 상기할 때(Lupton, 1998), 참여자 11의 진술은 사회구

성주의의 본질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학 자가 아동보호의 과정에 강제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극단적인 친권상실 조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여겨진다. 

또한 참여자 11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Forsberg(1999)나 Valman(1988)이 정리한 Cleveland 사건

에 한 국의 응과 맥락이 유사하다고 본다. 국은 Cleveland 사건을 해프닝이 아니라 법과 제도

의 개정을 이루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 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아동학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구성해서 법적 개정까지 이어졌다는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학 에 

한 당사자들의 입장이 공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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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업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 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사회구성주의는 현 사회의 민주적 관계를 제시하는데 적절한 이론적 관점이자 패러다임

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가부장적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아동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 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을 하면,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로서 참여와 협상을 도출하

다. 둘째, 참여와 협상의 가치가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 어떻게 적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법과 제도의 기반을 중심으로 평가하 다.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 청취제도와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

의, 국의 Cleveland 사건을 계기로 전환된 아동법을 고찰하 다. 또한, 초점집단토론(FGI)을 통하

여, 참여와 협상을 검토하고, 외국의 아동보호제도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

하여 함의를 도출하 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본문에서 언급한 외국 역시 아동의 권리를 처음부터 성인과 동일하게 간주하

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지금 우리사회는 법과 제도라는 공적 개입을 통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아동의 존재와 그들의 인권을 재구성해 온 다른 나라의 예를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

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법제 그 자체를 설명하려하기 보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과 아동의 참여를 어떻게 구현하 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하 다. 왜냐하면, 

아동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된 사회구성주의의 가치인 참여와 협상은 결과가 아닌 과정중심의 가치

이며, 사회적 재구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 듯이 외국의 법과 제도가 완벽하다

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아동학 라는 사회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Ludbrook, 1999). 우리사회는 아동중심의 법과 제도의 개설이 문제해결의 완료가 아

니라는 것과,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을 받아들여

야 한다. 즉, 아동학 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의 끊임없는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

한편, 아동보호에 효과적인 외국의 법과 제도 그 결과물만을 우리나라에 그 로 반 하려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국의 아동법에서 얻어야 하는 가치는 국가가 아동보호에 참여적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  사건을 소홀히 처리하지 않고, 사회변화의 계기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뉴질

랜드의 가족집단회의 역시 유사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이라는 체계를 존중하 기 때문에 협상

할 수 있는 공적 장치를 만들고, 전문가가 아동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 다. 가족집단회의는 학 자를 

성급히 처벌하거나 아동을 분리하려는 시도보다, 아동에 한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아동과 가족

의 소통을 극 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외부 공적체계가 가족에 해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민주적 관계가 구축되도록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족을 인정하고 현 사회의 친 성을 제고하는 방법일 것이다. 법제화된 이 모든 방법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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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극단적인 소송이나 아동분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초점집단토론에서도 충분히 검

토된 결론이다. 참여자들은 학 자를 처벌하고 아동을 분리하기 위한 법제화가 아니라, 학 자를 참여

하도록 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초점집단토론의 참여자들은 아동보호 실천가로서 자신들의 권한이 강화되거나 좀 더 우월한 

직무여건을 바라는 진술보다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현실에 한 토론을 

진행하 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참여자들은 아동과 학 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제도적 한계가 아동보호 직무의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었다. 친권관련 소

송이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소송까지 진행되는 아동보호사건의 경

우, 아동은 이미 치명적인 신체적 상해와 심리적 손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이며, 사회적 방치라고 여겨진다. 친권

과 관련한 소송을 경험한 참여자들 역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있어야만, 극단적인 학 에서 아

동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친권에 항해야 하는 아

동보호사업을 민간위탁기관 중심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난감하다. 아동의 협상권력을 인정하고, 

아동과 학 자의 참여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개인의 실천기술이나 능력으로는 아동보호사

업에서 사회구성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상반된 입장의 당사자들 모두 공정하게 아동보

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제 규정에 관한 것

으로서 학 는 비복지의 정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책임과 공적 개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심

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은 소중한 존재이며 국가의 미래라는 다분히 구호적·낭

만적 개념이 아니라, 아동은 권리적 존재이며 협상과 참여의 주체라는 법적·현실적 개념이 만연되어

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주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시민권을 가진 개인으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시작

되는 패러다임이다. 

둘째, 아동학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의 소송자격이 상충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민법의 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친권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민법의 경우 아동학  관련한 소송에서는 아동의 발달 상태를 고려한 

아동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 자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아동

보호에서 관련인들의 참여는 사회적 미덕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

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이 개정된 아동법에 근거하여 학 자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단계별 

처벌조항인 사회복지사의 응급보호명령·아동조사명령․보호명령 또는 감독명령·을 개설하 음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제도의 개설을 통하여 학 자들의 협상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건복지부 등의 주무부서는 bottom-up 방식인 아동보호 실천가들로부터 아동과 학 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원인과 그 결과를 경청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과 학 자의 참여

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아동과 학 자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보호 실천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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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 현장에 적합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개발된 100시간의 교육과정에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거시적·미시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적 맥락이 한계와 모순이 있다는 것에 해

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아동보호 실천가들이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반박하거나 상반된 제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보호 실천가들이 혼란을 

극복하고 긴 안목으로 제도와 법의 수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 역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거시적인 법과 제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에 한 사

회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이므로 아동보호사업의 구체적인 단계에 한 사회구성주의를 적용

하지 못하 다. 또한 아동학  신고와 조사, 개입과 종료의 각 단계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아동보호사업 각 단계에 한 실천가들의 보다 다양한 토론과 현장중심의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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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structive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Korean Child 

Protect System

Kim, Hyunok

(Ky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social constructive implications for the 

child protect system(CPS) in Korea. As the value of social constructivism for child 

protect system, the participation and the negotiation were identified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And this paper examined how the participation and the 

negotiation were done in other government's child protect policies. In addition, 

the focus group members were interviewed. 11 child protect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were interviewed about the problems of child protect system, law and 

policies, and they discussed how the participation and the negotiation were done 

in Korean child protect system.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were as follows. The 

democratic relationship must be reconstruc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negotiation in CPS, Korea lacks of legal basis to force the abusers to participation. 

And in our country, negotiation parties for children cannot be recognized. Finally, 

the amendment of the law and regulations concerned with the child protect 

system were proposed based on the FGI's discussions. 

Key words: child protect system, social construct, participation, negotiation, 

focus group interview(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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