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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외연수 출장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영국의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프랑스의 사회부조(Social Assitance)차원에서 진

행되고 있는 아동복지 분야 공공부조 프로그램 및 아동복지 전달체계,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 민간자원 개발․연계 등 아동 복지프로그램의 운영 현장을 견학하여 국내 

아동 복지제도의 운영 및 발전 방안 모색

○ 영국 Sure Start 사업의 운영 현황, 추진체계 등을 견학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아동복

지 사업인 드림스타트의 전국 확대를 위한 효율적 제도 개선 및 발전방향 논의

○ 프랑스 민간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아동복지 사업의 운영 현황과 특징, 사례 

등을 살펴보고 드림스타트 사업의 장기적 발전 방안 논의에 활용

○ 미국의 다민족 융화 정책 및 이주민의 언어 문제 해결 정책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아동교육 프로그램 및 아동복지 전달체계, 민간자원 개발․연계 등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 현장을 견학하여 국내 아동 복지제도의 운영 및 발전 방안 모색

○ 특히, 미국 Head 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동 기관 견학을 통한 운영 현황, 추진

체계 등을 파악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사업인 드림스타트의 효율적 제도 개

선 및 발전방향 논의

○ 드림스타트 사업의 시행,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 전담인력(전담공

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 및 사기진작 도모

○ 따라서, 본 결과 보고에서는 2012드림스타트 국외연수 방문국가의 전반적인 아동복

지를 살펴보고, 직접 방문했던 기관들의 주요 사업내용 및 특징을 정리하여 드림스타

트 사업 및 아동복지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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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연수 개요

○ 방문국가(도시) 및 연수기간

<표 1> 방문국가 및 연수기간
구분 국가(도시) 연수기간 기관

1팀

영국 (런던)
2012. 6. 27(수)

～ 7. 4(수)

(6박8일)

2012. 6. 27(수)

～ 6. 30(토)

(4일)

The Learning Trust 등 5개 기관

프랑스 (파리)

2012. 7. 1(일)

～ 7. 4(수)

(4일)

Association La Luciole 등 3개 기관

2팀

미국(뉴욕)
2012. 7. 5(목)

～ 7. 12(목)

(6박8일)

2012. 7. 5(목)

～7. 8(일)

(4일)

Child Development Support Corp

(Head Start Up) 등 3개 기관

미국(워싱턴D.C..)

2012. 7. 9(월)

～7. 12(목)

(4일)

Peabody Early Childhood Center 등

4개 기관

○ 연수참가자

- (1팀) 총 22명 : 중앙(3명), 지방 공무원 및 드림스타트 센터 민간전문인력(19명)

- (2팀) 총 22명 : 중앙(4명), 지방 공무원 및 드림스타트 센터 민간전문인력(18명)

<표 2> 참가자 명단
   - 1팀

구분(참석인원) 소속 직위(급) 참가자 성명(성별)
복지부(1) 아동권리과 사업담당주무관 배석훈(남)

지원단(2)
지원단 사업지원단장 조용남(여)

지원단 사업지원단담당자 최선아(여)

서울(2)
은평구 지방행정주사 정인태(남)

중랑구 지방행정주사 최영희(여)

부산(3)

부산시 사회복지주사 공영숙(여)

금정구 지방사회복지주사 김경희(여)

부산진구 민간전문인력 송미연(여)

인천(1) 남구 지방기능7급 박인수(남)

광주(1) 서구 지방사회복지서기 윤미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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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팀

구분(참석인원) 소속 직위(급) 참가자 성명(성별)

경기(2)
경기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최수정(여)

파주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문수진(여)

강원(2)
강원도 지방행정주사 유현주(여)

동해시 지방사회복지서기 김미정(여)

충북(2)
충북도 지방행정주사보 홍성견(남)

청주시 민간전문인력 이미자(여)

충남(1) 서산시 민간전문인력 박윤용(여)

전북(1) 고창군 지방간호주사보 이은애(여)

전남(2)
전남도

여성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신현숙(여)

보성군
주민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송준석(남)

경남(1) 거제시 지방사회복지서기 김형식(남)

제주(1) 제주도 여성가족정책과장
(지방서기관) 고영실(여)

계 22명

구분(참석인원) 소속 직위(급) 참가자 성명(성별)

복지부(2)
아동권리과 사업담당주무관 최신혜(여)

아동복지정책과 사업담당주무관 김우석(남)

사업지원단(2)
지원단 사업지원단팀장 송정은(여)

지원단 사업지원단담당자 이종은(남)

대구(3)

달서구 지방사회복지서기 윤분옥(여)

남구 지방행정주사 오정석(남)

수성구 지방사회복지주사 박시하(남)

인천(2)
인천시

아동청소년권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원(남)

계양구 지방행정주사 권오현(남)

울산(1) 울주군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진희(여)

경기(1) 수원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최명희(여)

강원(2)
횡성군 지방보건주사보 원혜연(여)

영월군 드림스타트팀장 주순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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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 (방문시간) 기관별 2시간 

- (주요내용) 

  ▪해당 기관 담당자의 기관 소개, 기관 주요 아동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대상아동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설명 

  ▪방문자의 질문과 담당자의 답변

  ▪기관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견학

○ 연수 세부 일정표

- 1팀

일자 출발지 도착지 시간 방문기관

6.27(수) 인천 런던
13:30

17:15

▪인천 출발(국내 시간)

▪영국 런던 도착(현지 시간)

6.28(목) 영국 - 런던

10:00

▪The Learning Trust

: 아동 및 개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전문 비영리

교육 재단

14:00

▪Linden Children's Centre

: Sure Start 및 Learning Trust 제공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Hackney 지역의 대표 아동 센터

6.29(금) 영국 - 런던

10:00
▪Angel Raynham Children's Centre

: Sure Start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아동 센터

14:00
▪Old Church Nursery School

: 80년의 역사를 가진 런던의 대표적인 유아원

구분(참석인원) 소속 직위(급) 참가자 성명(성별)
충북(1) 청원군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석원(남)

충남(1) 보령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은성(여)

전남(2)
고흥군 민간전문인력 정미영(여)

순천시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이무연(여)

경북(3)

포항시
여성가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정숙(여)

영주시 지방간호주사보 이귀남(여)

경산시 지방행정주사보 정석호(남)

경남(1) 사천시 지방행정주사보 김연숙(여)

제주(1) 제주시 민간전문인력 김수연(여)

계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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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팀

일자 출발지 도착지 시간 방문기관

6.30(토) 영국 - 런던

10:00

▪The Malden Centre

: 다양한 Junior 프로그램 운영하는 Royal Kingston Council

주민 센터

오후 ▪방문기관별 자료 정리 및 방문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7. 1(일) 런던 파리

오전 ▪프랑스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 교육

15:30

18:47

▪영국 런던 출발

▪프랑스 파리 도착

7. 2(월) 프랑스 - 파리

10:00
▪Association La Luciole

: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요양 및 교육 운영 민간 기관

14:00
▪Mairie de Saint Mande

: 생 망데 시청

7. 3(화) 프랑스 - 파리

10:00
▪Mairie de Vincennes

: 뱅센느 시청

17:00 ▪파리 출발(현지시간)

7. 4(수) 인천 14:55 ▪인천 도착(국내시간)

일자 출발지 도착지 시간 방문기관

7. 5(목)

인천 뉴욕
10:20

11:35

▪인천 출발(국내 시간)

▪뉴욕 도착(현지 시간)

뉴욕 14:00

▪Child Development Support Corp.(Head Start Up)

: 정부 지원으로 운용되는 Non-Profit Organization 3-5세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6(금) 미국 - 뉴욕

10:00

▪Colin-Newell Head Start Center In Jamaica Queens

: 아동 및 가족에게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촉진, Head Start 프로그램 진행

오후 ▪방문기관별 자료 정리 및 방문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7. 7(토) 미국 - 뉴욕

오전 ▪뉴욕 문화 탐방

14:00
▪Dr. Charles R. Smith JR Early Childhood Center

: Palisades Park의 공립학교

7. 8(일) 뉴욕
워싱턴

D.C..

오전 ▪워싱턴DC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 교육

오후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동

7. 9(월)
미국 -

워싱턴D.C.
10:00

▪Peabody Early Childhood Center(Capitol Hill Cluster School)

: 행동 발당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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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출발지 도착지 시간 방문기관

14:00

▪UPO(Uniting People & Opportun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Rosemount Center Head Start Up)

: 영아에서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head start

up 영아 교육 센터 운영

7.10(화) 미국 - 워싱턴D.C..

10:00
▪GUM SPRINGS Children’s Center

: 버지니아 페어팩스 시에서 운영하는 Head Start Center

14:00
▪Academy of Christian Education

: 크리스찬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설 유아교육 기관

7.11(수) 미국 - 워싱턴D.C..

08:00 ▪공항으로 이동

13:35 ▪워싱턴D.C.. 출발(현지시간)

7.12(목) 인천 16:55 ▪인천 도착(국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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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외연수 방문 국가 아동복지 개요

1. 영국1) - Sure Start

Sure Start는 미국의 Head Start를 모델로 하여 모든 아동에게 가장 좋은 삶의 시작

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에 시작된 영국 정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사업

○ Sure Start 추진 배경 및 경과

- 신노동당 정부 출범 후,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으로 Sure Start 프로그램 

실시

 ▪3～4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보육, 사전 및 건강서비스, 부모상담, 취학 준비 지원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ure Start 프로그램 계획(‘98년)

 ▪Sure Start 지역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 : SSLP)으로 시작(‘99년). 이후 

SSLP는 Children's Centre로 변경(’05년)

- ‘00년도에 학대로 인한 여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반아동까지 확대된 아동복지 정

책 강화

 ▪‘Every Child Matters’(‘03년) Green Paper(의회 제출용 정부정책 시안 설명서)를 통

해 보육․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아동관련 서비스 계획을 수립, 이를 기

반으로 아동법(Children Act, '04년)을 개정하여 법적 기반 마련

 ▪아동 서비스 목표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Sure Start 정책 강화시작

 ▪포괄적․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Children‘s Centre 설치를 계획하고, 모든 아동

(0~18세)의 위험 최소화 및 기회제공 최대화를 위한 서비스 실시 법제화

○ Sure Start 개요

- (관련 근거) Every Child matters('03년) 및 아동법(Children Act, '04년), 10year 

Childcare Strategy('04년)

※ 빈곤지역ㆍ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한 Sure Start 지역프로그램을 모든 지역ㆍ모든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으로 확대

- (서비스 대상) 14세 이하 아동(특수 교육 및 장애아의 경우 16세까지)

 ▪사업초기 : 박탈지수2) 하위 30% 지역에 거주 아동을 보편적으로 지원

1)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료서비스, 개인사회서비스,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로 구성되어 있음. 아동복지 사업의 경우, 노인,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개인사회서비스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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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이후 : 하위 30% 이외 나머지 지역까지 확대

- (재정) 중앙정부의 일반과세로 운영

- (센터 수) 3,500개(‘10년)

- (Sure Start 서비스 지원 및 전달 체계)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방향 제시 및 관리의 

역할,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자발적 노력이 강조되는 ‘중앙-지방-지역사회’의 파

트너십 체계

<표 3> Sure Start 서비스 지원 및 전달 체계
구분 기관명 역할

중앙정부

아동학교가족부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예산지원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초기 : 아동과관련된부처들이합동으로하는 Sure Start Unit(위원

회)를설치하고, 보건부를주관부처로하고각부처소속공무원을파견

배치하는 역할 담당

지방정부
아동서비스국

(Children's Service Department)
전략수립, 자문, 재정배분,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및 Children's Centre 자발적 노력이 강조되는 중앙-지방의 파트너십 체계 구축

① 지역공동체
보건․고용기관, 지역 커뮤니티 등 지역사회 계획 수립에 참여 및

Children Centre 운영 등

② (Sure Start) Children's Centre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서비스 및 정보 제공

○ Sure Start Program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지역별 다양성 추구

 ▪지방정부 주도로 운영되며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지역주민 욕구를 반영한 차별  

 화된 프로그램 제공

 ▪단, 필수서비스 유형 명시

 ▪이외 부모포럼 개최, 부모의 취업 및 훈련지원 센터 연계 등

2) 잉글랜드ㆍ웨일즈 지역을 인구규모가 비슷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지역별 가구수입ㆍ취업률ㆍ

교육수준ㆍ건강수준 등을 활용하여 점수화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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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ure Start 필수서비스 
구분 내용

아웃리치와 가정방문 생후 2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해 정기적 방문이 원칙

가족과 부모지원 양육관련 정보 및 조언 제공 등

놀이, 학습활동, 탁아환경

제공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며, 탁아의 경우 full day care service

아동 및 가족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
산전산후관리, 모유수유, 위생, 영양, 안전등정보제공, 정신건강및생활습관등지원

특수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 지원
학습장애 및 장애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한부모 및 10대 부모 지원 프로그램 등

- (서비스 제공 방법) 한 공간 안에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

나, 기관 간 거리가 멀지 않을 경우 연계 진행 가능

 ▪Children's Centre에 근무하는 교사, 분야별 전문가가 센터를 기반으로 방과 후 교  

 실, 영유아 보육 등을 운영 

 ▪의료 등 전문서비스는 지역사회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초빙하여 지원

 ▪타 기관으로 연계 시 진행 과정

   
서비스 욕구 확인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서비스 대상 및 예산 등 계획 →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Sure Start Children's Centre 운영체계

- 기존 보육관련 시설에서 전환 또는 신규 기관 설립

 ▪기존 Sure Start 지역프로그램, Neighborhood Nurseries, Early Excellence Centres, 보  

 건소 및 자발적 지역 단체 등이 Sure Start Children's Centre로 전환

  

※ 기관별 역할

- Sure Start Local Programmes : 지역별 특화된 Sure Start 프로그램 운영

- Neighborhood Nurseries : 취약지역 5세미만아동을위해종일보육장소설치․운영

- Early Excellence Centres : 교육․보육․양육자 및 가족서비스 원스톱 제공

 ▪초기 아동센터는 Sure Start 재원으로 개발, ‘06년에는 지방정부(단독 또는 공동)  

 운영기관이 50%, 기타 비영리기관이 20%, 민간기관 17%가 전환

 ▪‘08년 이후 하위 30% 이외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10년 3,500개 센터에서 모든 아  

 동 및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

 ▪‘12년에는 빈곤아동 수를 절반으로 감소, ‘20년에는 빈곤아동 수를 0(Zero)로 만들

겠다는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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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운영기간) 연간 50주, 80% 이상이 50주 이상 운영

- (인력구성) 중앙정부에서 인력구성 가이드라인3) 제시. 단, 각 센터별 인력 및 예산

구성은 지방정부가 결정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 ‘10년까지 아동교사, 매니저, 아웃리치와 가정방문 담

당자별 관련 자격증 3급 이상 취득 권고

<표 5> 하위 30%지역 Sure Start Children's Centre의 인력 구성 현황

종류 Full-time 근무자
아동센터 매니저 1.0

부 매니저 1.0

부모교육/ 가족지원 슈퍼바이저 1.0

아웃리치 워커 3.0

가정 보육 제공자 네트워크 담당자 1.0

부모교육과 가족지원 워커 1.0

십대 임신 워커 0.3

아버지 대상 워커 0.2

아동/가족 프로그램 진행자 1.0

행정/ 안내 1.5

자격증 있는 유아보육 교사 1.0

총인원 12.0

○ Sure Start 국가 평가체계

- (필요성)

 ▪Sure Start 지역프로그램으로 시작(‘99년)되어 지방정부 및 지역공동체가 자율적으  

 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이에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재무부는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평가 필요성  

 제기

- (주요 평가)

①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모든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3)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 Phase 3 Planning and Delivery”, [Appendix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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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ational Evaluation of Sure Start(NESS) 기구 설치(‘01년)

 ▪역할 : Sure Start 지역프로그램 실행지역의 특성, 실행방식, 사업효과성 분석 등

 ▪주요 평가결과

  ․지역사회 변화 : ‘00년~’05년 간 Sure Start 지역프로그램 실시지역 및 미실시지역  

  비교

<표 6> NESS 평가 결과 지역사회 변화 비교
구분 변화 내용

가족

Sure Start 지역프로그램 실시지역 거주 아동 수 증가 및 정부보조

받는 가구 수 감소

*무직가구 4세 이하 아동수 45%→40% 감소,

소득보조 가구 4세 이하 아동수 39%→13% 감소

아동건강
상해와 호흡기 감염으로 입원하는 아동 수, 특수 서비스 필요

아동수, 장애 아동수 감소

아동 학업성취도 11세, 16세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16세 이후 재학생 비율이 상승

범죄 및 불법행위 초등학생, 중학생 주택침입 강도 및 퇴학, 무단결석 감소

  ․아동, 가족에 미친 영향 : 9개월/ 36개월 아동 연구

<표 7> 아동, 가족에 미친 영향 결과
구분 결과

‘05년 영향평가(횡단연구) 비행행동이 낮고, 사회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남

‘08년 영향평가(종단연구) 부정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③ EPPE(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연구 실시(‘03년~’13년)

 ▪3~7세 아동의 지적․사회적 발달수준 조사를 위한 종단연구

 ▪영유아 보육기관을 6개로 유형화하여, 아동발달 효과 비교 분석

※ 6개 기관 유형

- Sure Start Children's Centre

- 공립보육시설

- 놀이그룹

- 사립보육시설

- 공립학교 내의 유아학교

- 유아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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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아동이 다니는 기관의 특징 : 아동과 성인 간 활

발한 언어적 상호작용 지원, 아동 중심적 서비스 운영, 높은 수준의 교사 능력, 

활발한 부모 참여, 바람직한 훈육 등

  ▶ 결과적으로 1개 장소에서 모든 특징을 포함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Sure   

   Start Children's Centre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결과 반영 : 영유아기 보육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및 Sure Start Childrens' Centre 내  

  에 보육 시설 확대

○ Sure Start 와 Dream Start 사업 비교

<표 8> Dream Start와 Sure Start 사업 비교
구분 Dream Start(한국) Sure Start(영국)

시작시기 2007년(6년) 1999년(13년)

사업목표 빈곤의 대물림 차단
아동․부모․지역공동체에 개선된

삶의 여건 마련

주관부처

(기관)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아동학교가족부

(아동센터․Extended 서비스 담당과)

전달체계 지방정부 및 드림스타트 센터
지방정부 및 Sure Start Chidlren's

Centre

사업대상

▪저소득 아동, 임산부 및 가족

▪연령기준 : 만 12세 이하

▪소득기준 : 기초수급 및 차상위

▪모든 아동 지원

▪연령기준 : 만 14세 이하

(특수교육 및 장애아는 16세까지)

▪전체가구 지원

사업지역
기초수급 및 차상위 아동 3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군․구

박탈지수 하위 30% 지역 중심

(‘08년 이후 70% 지역까지 확대)

사업예산

▪예산규모 : 센터 당 3억 지원

▪예산구성 : 국비 100%(서울 67%)

▪예산내용 : 기본비, 사업비 등 내용별

로 사용범위 지정

▪예산규모 : 1,066백만 파운드

▪예산구성 : 중앙정부 및 기타

▪예산내용 : 인건비, 사업비 등의 내용

으로 구성. 단, 내용별 사용 범위 지정

없이자율적사용가능

운영지역

(개소)
176개(‘12년 현재 기준) 3,500개(‘10년 기준)

서비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저소득 영유아 중심 지원으로 시작,

센터 설치지역 내 모든 아동이 이용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서비스 기획

서비스 영역 구분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3개 영역)

- 중앙에서 지정한 필수서비스 영역 우선

제공

- 지역특성 및 대상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고려하여 센터에서 선택적으로 기획

및 운영

지역현황 및 대상아동 욕구를

고려하여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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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ream Start(한국) Sure Start(영국)

필수 서비스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산전산후관리

▪기초학습

▪사회정서

▪부모교육

▪아웃리치와 가정방문

▪가족과 부모지원

▪영유아 보육서비스

▪아동 및 가족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서비스

▪특수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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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4)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 

○ 추진배경 및 목적

- 결혼률 및 출산율 저하, 이혼율 및 한부모 가족 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 실업률 증가 등에 따라 빈곤 및 소외의 문제 발생

- 이에, 소득의 재분배 차원과 인구학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자녀 수에 따라 급여

액을 차등 지원하는 구조와 자산조사에 기반한 수당들을 배치

▶ 즉, 아동수가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급여가 관대, 국가가 아동기의 보호자 역할

을 철저하게 수행,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보장을 목적으로 복지 정책 운영

※ 가족정책 담당 정부기구의 역할

- 가족관련 부처 간 대표부서로의 역할

- 친권의 동등성

- 가족․일 양립을 위한 조화

- 가족과 학교 간의 관계 개선

- 빈곤가족의 문제 해결

- 가정폭력 및 학대와 애정결핍 문제에 대한 해결

- 가족관련 사회보장 제도 수혜의 단순화 및 용이화

○ 아동 및 가족 관련 주요 정책

4) 프랑스 복지 제도는　국가 보험, 연금 제도, 국가보조금 제도(알로까시옹)로 구성. 특히, 국가보조

금 제도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전국민의 최소 생계를 부양하고자 하는 복지 제도의 기본 개념

에 충실한 제도임. 프랑스의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의 일부는 이 국가보조금 제도에 포함됨

<표 9> 프랑스의 아동 및 가족 관련 주요 정책
구분 지급대상 및 조건 지급액

가족수당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제한

없이 자동 지급

▪2자녀 : 매달 108.86유로

▪3자녀 이상 : 139.47유로

가족소득보충급여
부양자녀가 3인 이상이면서, 모두 3

세 이상인 경우

소득액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141.68유로

주거수당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
소득액, 가족상황, 주거형태, 주거지, 자

녀, 부양자수에 따라 결정

이사보조금
3자녀 이상 가구 이사 시,

보조

이사비용 전액보조

3명 자녀 시 한도 820.49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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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지원정책)

 ▪가족수당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의 두 번째 아이부터 지급, 아동이 16세(의

무교육 기한)가 될 때까지 지급

  ․가족수당 재원은 사회보장기금의 가족분과에서 지급(고용주기여금 2/3, 일반조

세수입 1/3)

 ▪세제지원 : 비과세, 누진세제하에 재분배 문제 발생 → 가족친화적 세금제도인 

‘가족지수제’ 사용하여 고임금 계층이 유리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음

- (자녀양육지원정책)

 ▪영유아 수당 : 단기간(임신 4개월 ~ 생후 3개월), 장기간(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지원 - 한 자녀 당 156,31유로

 ▪신생아 환영수당 : 자녀출생 이후 3세가 될 때까지 지원(월 160유로)

 ▪출산보너스 : 자녀 1명당 800유로 지급

 ▪자녀입양수당

  ․자녀입양의 경우와 입양을 목적으로 위탁받은 경우 지급(자산조사형 수당)

  ․각 아동에 대해 21개월 동안 수당 지급(한 아동 당 154유로)

 ▪자녀간병수당

  ․자녀가 중증의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 경우 지급

  ․사고로 인해 배우자 중 하나가 직업을 잃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될 경우 지급

  ․전문휴직 부부의 경우, 796.10유로 지급

 ▪한부모수당 : 미혼모(부), 별거, 이혼, 사별로 인해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빈곤한  

  부모에게 502유로를 지급하고, 추가로 아동 1인당 167유로 지급

 ▪자녀교육수당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 지급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수당 : 20세 이하의 장애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 상황이  

  나 소득액과 무관하게 지급, 자녀 당 매달 109.40유로 추가 지급 가능

 ▪가족지원수당 : 아동을 키우고 있는 사별한 배우자나 한부모에게 지급, 이혼부모  

  가 양육 책임을 거절한 경우는 대상아동에게도 지급

- (보육정책) (지자체와 중앙이 각각 약 50%씩 부담)

 ▪개별가정보육지원책 : 유급육아휴직, 육아휴직 등

  ․육아휴직수당(APE) : 1985년 시행 초기, 셋 이상 자녀 가족 중 3세 미만 아이의 

경우는 대상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노동을 중단하거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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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감축하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지급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 보육인고용지원금, 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

 ▪집단보육정책 : 보육계약, 아동계약, 카드제, 응급보육 이외의 휴가제도(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아동간호휴가), 보육서비스(유아원,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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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 Head Start  

 사업 소개

○ 도입배경

- Head Start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이 가정(부모)과 국가의 희망이며 미래라는 관점에서

출발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고 보장해야 한

다는 원칙에서 접근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성장은 영유아기(0~6세)의 발달에 기반을 두고 있음 

▪아동의 두뇌 발달은 유전적 요인이 아닌 환경적 요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

▪국가의 조기 역할 개입을 통해 저소득계층 아동에게 두뇌(head) 개발의 출발선

(start)을 같게 해주려는 취지 

※ 아동에 대한 1달러의 투자는 교육성취, 취업, 소득 등 개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범

죄의 감소와 복지수요 축소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 3.78∼17.07달러의 효과(savings

of $3.78 to $17.07) 발생

※ Head Start는 부모의 소득 및 계층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학습능력이 달라진다는

전제에서 출발(Sure Start도 부모의 소득 및 계층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학습능력

이 달라진다는 전제에서 출발)

-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나 건강상태 등에서 뒤처지는 경향이 있으

며, 이는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도 부진과 직결되어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는 것

- 따라서 되도록 어렸을 때 일반 아동과 빈곤 아동간의 격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 빈곤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빈곤에 대한 ‘예방접종’의 성격을 띠고 있음

< Early Head Start > 개요

- ‘94년부터 조기 Head Start(EHS : Early Head Start) 제도를 새롭게 도입

․EHS는 아동의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빈부 계층 간 불균형(disparities)을

최소화하는 것이 취지

․EHS는 저소득계층의 영유아(0～3세의 Infants & Toddlers)와 임산부의 보건·영양과 교육

등에중점을두어종합적인 교육 지원

○ 추진경과

- 가난이 세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對) 빈곤 대책의 일환으로 ‘64년부터 도입

▪’60년대 초반, 민권 운동의 성장 등 미국 사회 내 빈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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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하자 존슨 대통령(‘64년)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

- 아동발달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적 위원회를 통해 1965년부터 미취학 아동을 위

한 통합적 아동발달 프로그램 제안, 저소득 가정의 0~5세 아동 대상 8주 프로그램 제

공을 기점으로 시작

- 1994년 0~3세 영아 대상 프로그램(Early Head Start) 확장

 프로그램의 개요

1) Head Start의 목적

○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아동과 그 부모의 긍

정적 변화 도모 

○ 아동의 건강 및 신체적 능력 증진과 자신감, 자발성, 호기심, 자율성을 북돋아줌으로

써 사회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며, 사고나 언어 능력을 함양하여 지적 과정과 기

술을 고취

⇒ 아동으로 하여금 현재-장래의 학습에 대한 노력과 전체적 발달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여 성공에 대한 기대감 조성

○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적극적인 관계를 갖는 능력을 기르고 동시에 아동 자신과 그

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려는 가족의 능력을 강화

○ 아동과 가족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하고, 그들의 사회문제를 해

결함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과 일하는 건설적인 기회 제공

○ 아동과 그의 가족에게 자기가치 및 인간존엄을 깨달을 수 있게 함

2) 사업 미션

○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partnership)하에 평생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3) 사업 대상 및 제반 사항

○ 빈곤선(FPL, '08년 4인 가족 기준 21,200불) 미만 저소득 가정의 0세부터 5세 미만의 

아동이 기본적인 적용 대상

-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받는 가정의 아동은 소득에 관계없이 등록 가

능하며, 빈곤선을 넘는 가정의 아동은 등록아동의 1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 관련법

- Head Start Act('07년 개정)

※ Improving Head Start for School Readiness Act of 2007(HR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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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현황

- 연방정부 : ‘08년 $6,877,975,000(등록아동 90만명, 아동 1인당 $7,600)

4) Head Start 사업내용 및 원칙

○ 일반원칙

-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안전, 영양과 교통, 교육, 장애, 정신건강, 부모의 참여를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보건(건강)원칙

- 건강에 초점을 두고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예방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가지도록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보건전문가들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갈 것을

로 권장함

○ 교육원칙

- 아동발달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각 아

동은 개인적인 장점과 잘하는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독특한 발달속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습 환경과 교과과정은 각 아동이 성장하고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기회 제공

○ 가족 참여의 원칙

- 부모는 아동의 첫 번째이자 중요한 교육자이며 아동의 모든 교육활동에 참여할 필

요가 있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

족과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시

 추진 체계

○ 미 연방정부 보건인적서비스부(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아동가족행정사무국(ACF, Administar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및 

10개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에서 관할

-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은 아동가족행정사무국(ACF) 소속 OHS(Office of Head

Start)에서 담당

- 저소득 계층 밀집지역 중심으로 Head Start 운영기관을 선정하며, 동 기관은 대부  

분 공공(public) 또는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됨

- Hear Start Center는 Head Start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을 지칭하며, 서비스 

단위지역을 지리적으로 County, Sub-county, Town, Census tract로 구분하여 제공

- OHS은 Head Start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

에게 운영예산을 기금형태로 지원하며, 운영예산의 일부를 주정부로부터 지원받기

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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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ead Start 추진 체계도

○ 특히, ‘95년부터는 Early Head Start 시행을 위해 EHS NRC(Early Head Start

National Resources Center)를 설치함

- EHS NRC는 교육/훈련, 간행물 발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영유아 전문가들에

게 최적의 지식과 훈련을 제공함

- “Zero to Three"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음

 Head Start 사업효과

○ Head Start 프로그램은 ‘초기교육 기회의 균등’을 목표로 빈곤층과 이혼가정의 3～

5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혜택으로 출발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

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원활한 초

등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아동의 전인적발달을 위해 가족을 제1보육자로 강조, 아동의 부모가 참여하는 프  

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아동에게 제공되는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부모의 의견 및 논의 반영, 부모의 관찰

기술 강화, 회합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직원과 함께 프로그램 정보 및 평가 정보 공유

    - 1960년대 후반 부모 활동과 부모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의 성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점점 더 명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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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d Start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아동들을 위한 가장 적당한 학습 자료를 고안

하는 방법의 혁신에 박차를 가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

과 무시되고 버림받는 아동들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함

     - 전문적인 직원뿐 아니라 부모와 같은 비전문인에게도 새로운 진로를 창출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 기관들의 인식들이 직접적으로 바뀌게 함

     - 저소득층과 소수 민족 중 9천명 이상이 Head Start의 결과로 대학 수준 정도의 훈  

 련을 받았으며, Head Start 프로그램 대상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범죄율  

 이 낮고, 진학률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남

   ○ Head Start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과의 비교 연구

에서 Head Start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지능 지수가 더 높았으며,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도 4년 동안 높은 지능지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Head Start에 대한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실

험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됨

○ 아동의 전인적발달을 위한 최우선 조력자로 가족을 지정, 프로그램 전반에 부모를 

참여시킴으로 아동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의 지원을 통해 변화 상태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성과를 보임

○ Head Start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주었고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통합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넓게는 공립 고등학교의 수준을 높이

는데도 기여

○ 더불어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이들 자녀에게 교

육의 기회를 줌으로써 미국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기회의 균등’이 실질적으로 반

영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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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문기관 결과보고

1. 방문기관 개요

○ 목표

- 방문기관별 운영(ex. 예산, 인력 등)현황 파악을 통해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진단

- 방문기관 우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

- 방문기관 시설 및 시스템 견학을 통해 드림스타트 센터 시설의 개선점 체득

○ 방문기관 명단

    - 1팀 : (총 8개 기관)

  ▪영국 : 총 5개 기관 방문(5개 민간기관)

  ▪프랑스 : 총 3개 기관(1개 민간기관, 2개 정부기관)

    - 2팀 : (총 7개 기관)

  ▪뉴욕 : 총 3개 기관 방문

  ▪워싱턴 D.C. : 총 4개 기관

<표 10> 방문기관 명단 및 주요 개요
   -1팀

국가 방문일시 기관명 비고

영국

2012. 6. 28(목) 10:00 The Learning Trust 민간

2012. 6. 28(목) 14:00 Linden Children's Centre 민간

2012. 6. 29(금) 10:00 Angel Raynham Children's Centre 민간

2012. 6. 29(금) 14:00 Old Church Nursery School 민간

2012. 6. 30(토) 10:00 The Malden Centre 민간

프랑스

2012. 7. 2(월) 10:00 Association La Luciole 민간

2012. 7. 2(월) 14:00 Mairie de Saint Mande 정부

2012. 7. 3(화) 10:00 Mairie de Vincennes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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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팀

    

도시 방문일시 기관명

뉴욕

2012. 7. 5(목) 14:00 Child Development Support Corp(Head Start Up)

2012. 7. 6(금) 10:00 Colin-Newell Head Start Center In Jamaica Queens

2012. 7. 7(토) 14:00 Dr. Charles R. Smith JR Early Childhood Center

워싱턴DC

2012. 7. 9(월) 10:00 Peabody Early Childhood Center(Capitol Hill Cluster
School)

2012. 7. 9(월) 14:00 UPO(Uniting People & Opportun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Rosemount Center Head Start Up)

2012. 7. 10(화) 10:00 GUM SPRINGS Children’s Center

2012. 7. 10(월) 14:00 Academy of Christi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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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방문기관

1) The Learning Trust

The Learning Trust는 Hackney 지역의 모든 기관 및 개인의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개발하는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Sure Start의 프로그램 또한 개발하여 Children's Centre

에 보급

○ 방문일시 : 2012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12시

○ 담당자 : Colleen Sterling(Sure Start 담당), Deirdre Mac Ginley(가족서비스 지원 담당)

○ 방문기관 소개

- 소재지 : FranceTechnology & Learning Centre(TLC), 1 Reading Lane London E8 1GQ

- 연락처 : 44 208 820 7030

- 메일주소 : info@learningtrust.co.uk 

- 홈페이지 : http://www.learningtrust.co.uk/

- 기관 특징 

 ▪Hackney 지역의 Sure Start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중앙 기관

 ▪영국 전역 150개 지역 중 Sure Start와 관련하여 The Learning Trust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는 지역은 Hackney가 유일함 

 ▪민간 법인 기관이지만 정부에서도 The Learning Trust의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있으며, 추후 효과성에 대해 기대가 큼

○ 방문내용

   Hackney 지역 현황5)

   -  Hackney는 다양한 이민족의 집결지이며, 100개의 외국어가 사용됨

   -  6개 가정 중 1개 가정이 빈곤 가정이며, 빈곤 아동 수는 19,610명으로 영국 내 지

역 중 두 번째로 빈곤아동이 많은 지역임

   -  Hackney 지역의 가정소득은 월 15,000파운드로, 영국 내 대학 졸업자 초봉이 월 

18,000파운드인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편임

   -  Hackney는 런던 내 도시 중 아동 체중 과다가 심각한 도시 6위에 위치하고 있음

   Sure Start 

   - 역사적 배경 및 현황

5)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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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운동은 아동에 대한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그 모태는 미국의 Head Start임

 ▪Sure Start는 아동 빈곤 해결 및 조기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Sure Start는 초기 15개 센터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전국에 3,500개의 센터가 운영  

 되고 있음

※ 미국의 Head Start는 1964년에 시작되어 2006년까지 1,954개 센터 운영

   
   - Sure Start는 아동에게 맞는 실제적 프로그램(EYDCPs : Early Years Development and 

Childcare Partnerships)과 지역사회에 맞는 프로그램(SSLPs : Sure Start Local 

Programmes)을 개발하여 운영

    ▪더불어 현장에서 아동을 관찰하고,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맞  

   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교통부, 경찰 등 복지나 교육만이 아니라 전 지  

   역의 모든 자원이 연계되어 진행  

   - Hackney 지역에서의 Sure Start

    ▪주요 문제 : 비만으로 인한 아동의 건강, 소외 문제, 경제 및 문화 차이로 인한 마

약 사용, 부부 간 폭력, 모성이 없는 부모에 의한 아동 방치, 10대 미혼모, 경제적 문

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프로그램 방향 : 영국 복지 및 교육의 기본 목적과 예산, Hackney 구청의 지원 수

준과 역할을 바탕으로 해당 가족 및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대표적 프로그램 : “비만 아동 문제 해결”      

      

․임산부의 흡연, 체중으로 인해 아동에게 비만이 유전되므로 임산부부터 관리

지원

․비만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비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으

로 부모에게 비만을 인식 및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아동 비만의 주요 원인이 분유 섭취에 있어 부모에게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 지원

․모유 수유 시, 여성의 활동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 활동 지원 프로

그램 지원

․부모 및 아동에게 비만을 치유할 수 있는 섭생 및 요리 프로그램

지원(ex.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Hackney 구

청이 5파운드씩 지원)

▶ 이후, 지속적으로 영국 보건사회부가 결정한 바디인덱스(BMI : Body Mass

Index)에 따라 지속적으로 아동 비만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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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arning Trust의 가족 지원 서비스 

   - 지역 내 37%의 가정만이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주민일 정도로 다민족 가정

이 많음. 따라서 이 지역에는 1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각 가정의 경제, 인

종, 문화를 이해해야만 서비스 지원 가능

   - 지원 서비스 

    ▪각 교육구청 및 민간기관에서 각 가정에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문자로 안내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이 자주 가는 장소에 프로그램 자료를 게재하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특히, 센터 내에 인터넷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

록 공간 마련

    ▪영어를 사용하는 주민의 경우,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도록 안내

    ▪무직인 가정의 부모에게 강제적으로 노동부에서 직업소개소 연계

    ▪아이의 탄생에서부터 5세까지는 가정 방문 간호사(Health Visitor) 시스템 가동

    - 사례 관리 

    ▪영국의 경우, 가정 방문 간호사, 가정 전담 주치의, 가정에 폭력 등의 문제 발생 

시 경찰과 함께 방문하는 사회서비스지원사(Social Servicer) 등이 아동이 있는 가

정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의 중요성과 해당 가족을 이해하는 방법을 지

속적으로 안내하고 보고하도록 훈련

   

○ 질의응답 

Q. 인터넷 사용 방법조차도 모르는 청소년에게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홍보하는가?

A. 월별, 연도별 페이퍼 자료를 가정 전담 주치의를 통해 전달하고, 가정 방문 간호사에

게 사례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을 훈련시켜 자연스럽게 페이퍼를 전달받고 있는지와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Q. 직원 1인당 프로그램 진행 수와 사례 관리 가정 수는?

A. The Learning Trust 내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 관리 관련 훈련을 담당하는 직원이

총 6명이며, 이들이 Keyworker에게 일을 진행시키도록 안내하고 있음. Keyworker의 경

우도 정해진 인원이 없으므로 1인당 프로그램 진행 수 등을 정확하게는 통계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영국은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사(가정 전담 주치의, 가정 방문 간호사 등)들이

있어 그들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사례의 현황을 파악하므로 1인당 사례관리의 수치

화는 큰 의미가 없다.

Q. 사례관리를 하는 온라인 통합시스템이 있는지?

A. 처음 Sure Start 사업을 실시할 때,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논의 및 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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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소감 

    - 드림스타트 뿐만 아니라 국내 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체계 및 활용에 대한 자부심 

고취

    -  Learning Trust와 같이 국내에도 프로그램 전문 기관의 적극적인 활동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신뢰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장 사진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한국처럼 주민등록증이 따로 없고, 개인 정보에 대한 취합이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례관리 온라인 통합시스템이 없으며,

Hackney의 경우 아동들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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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den Children's Centre

Linden Children's Centre는 Sure Start 프로그램 및 The Learning Trust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들을 실행하는 Hackney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 센터

○ 방문일시 : 2012년 6월 28일(목) 오후 2시~4시

○ 담당자 : Jeannie Terry(센터장)

○ 방문기관 소개

- 소재지 : 86-92 Rectory Road Hackney, N16 7SH

- 연락처 : 02 07 254 9939

- 메일주소 : jeannie.terry@learningtrust.co.uk

- 홈페이지 : http://www.learningtrust.co.uk/childrenscentres

○ 방문내용

   - Linden Children's Centre는 영유아 보육, 부모 교육, 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 총 148명의 아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가족은 총 120가족임

   - 센터 이용 대상은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

   - 2주마다 센터 이용 가족의 변화, 아동의 현재 상황 등을 살펴보는 사례회의 진행

   - 효과성 조사 결과, Linden Children's Centre 출신 아이들은 다른 아동에 비해 10~20%  

 정도 학업 성적이 높게 나타남

   - 만족도 및 센터 평가는 정부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 했는지에 따라 결정됨. 평가가  

 좋을 경우 운영 예산이 추가되고, 낮은 평가가 나오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센터 인력이 모두 재배치됨

   - The Learning Centre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 1회 The Learning Centre에  

  서 결과 발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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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inden Children's Centre Service

○ 질의응답

○ 방문 소감 

    - Hackney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 센터인 만큼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이 인상

적임. 특히, 의료실의 구비와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 전문가가 필요 시 방문하는 것

은 다양한 사고가 많은 센터 현장에 매우 적절한 시스템이라고 간주됨

    - 센터 직원들의 낮은 이직율은 센터 운영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Q. 대상 아동 선정 시, 우선적으로 선정해야할 아동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A. 148명 중 12명은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을 받는 아동이어야 하며, 형제가 센터에 다니

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우선 선정은 없다.

(현재까지 센터 이용 신청 대기자 : 180명)

Q. 센터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A. 센터 간 비교는 하지 않으며, 평가의 기준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따로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가가

선정한 연구 또는 조사기관에 의해 실시된다.

Q. 센터 직원들의 이직율은?

A. 영국은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 관련 직종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처우가 열악하지 않

으며, 사회 복지 종사자들도 자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직율이 높지 않다.

Q. 의료팀, 자원봉사자에 의해 일어난 사고는 누가 책임지는가?

A. 복지 시스템 전체가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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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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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gel Raynham Children's Centre

Angel Raynham Children's Centre는 Sure Start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아동 센터

○ 방문일시 : 2012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12시

○ 담당자 : Marva Rollins(Angel Raynham 초등학교 교장)

Robert Rollins(센터장), Sarah Helm(교사)

○ 방문기관 소개

- 소재지 : Raynham Avenue, Edmonton N18 2JQ, UK 

- 연락처 : 020 8807 8013

- 메일주소 : info@raynham.enfield.sch.uk

- 홈페이지 : www.raynhamprimaryschool.co.uk

○ 방문내용

   - Angel Raynham은 빈곤 가정 및 다민족이 밀집된 지역임

   - Angel Raynham Children's Centre는 도서관, 의료실, 위생관리실(기저귀 교환실), 욕

실, 주방, 정원(농작물 정원, 가축사육장), 연령대별 놀이시설, 모래놀이실 등의 시설

을 갖추고 있음

    ▪특히, 도서관의 경우 영국 내 아동 센터 중 Angel Raynham Children's Centre만이 

유일

    ▪Angel Raynham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되며, Angel Raynham Children's Centre 아동

들이 대체로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함. 이럴 경우,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성적이 높게 나타남

   - Angel Raynham Children's Centre는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다민족 가정이 많아 센터 

교사가 제3세계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각 나라의 센터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서로 방문하는 시스템을 통해 아동 간 서

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Angel Raynham Children's Centre 프로그램은 가족 중심 지원 프로그램이 특징

    ▪미혼모와 아동 간 놀이 및 학습 프로그램 지원

    ▪Angel Raynham 초등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

     ․초등학교 상급학생들이 아동 센터 내 가축사육장 청소 지원

     ․초등학교 내 소외 아동이 센터 내 아동을 돌보면서 정서적 치유 및 안정감 회복 

    ▪Angel Raynham 가축사육장에서 나온 달걀을 지역 내 판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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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gel Raynham 초등학교 

    ▪지역 특성 상 초등학생임도 불구하고 영어 사용이 미숙한 학생이 많음. 따라서 교

육과정 많은 부분은 언어 구사력에 초점을 두고 진행

    ▪다민족 및 타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국가의 역사 과목을 선택

하는 형태의 수업 진행

○ 질의응답

○ 방문 소감

   - 도서관, 가축 사육장 등을 단순히 아동 교육용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  

 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매우 돋보임

  - 예산 사용의 자율성, 센터 직원의 정확한 업무분장(ex. 청소 전문가 고용)은  드림스  

 타트 사업 발전을 위해 추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장 사진

Q. 예산 사용 시 인건비, 사업비 등의 비율은?

A. 예산 사용의 세부 내용은 각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해진

예산 항목 비율은 없다.

Q. 센터 공간이 매우 넓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실이 구비되어 있는데 센터 정리

를 누가, 어떻게 정리하는가?

A. 청소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사용하며, 이 비용은 센터 내 인건비에서 지급한다. 교사들

은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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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ld Church Nursery School

Old Church Nursery School은 1930년대 개설된 80년의 역사를 가진 런던의 대표적인

유아원

○ 방문일시 : 2012년 6월 29일(금) 오후 2시~3시

○ 담당자 : Sarah Helm(센터장)

○ 방문기관 소개

- 소재지 : Walter Terrace Off Bromley Street, London E1 0RJ 

- 연락처 : 020 7790 2824

- 메일주소 : admin@oldchurch.towerhamlets.sch.uk

- 홈페이지 : http://www.oldchurch.towerhamlets.sch.uk/

○ 방문기관 운영 개요

   - 기관연혁 : 1930년에 개설, 82년간 해당지역의 대표적인 유아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조직구성 : 스테프 총 34명(대표자 3명, 교사 20명, 서포터 4명, 행정 7명), 운영위원회  

            총 13명

   - 대상 : 2~5세의 아동(연령별로 총 4개의 반으로 구성) 

   - 운영시간 : 2~4세의 경우, 아침반 9:15~12:00/ 종일반 9:15~15:15

               5세반, 9:00~12:00

   - 프로그램 기본 방향 : 모든 아동은 특별하고, 긍정적인 사회성을 기르도록 하며, 합  

 법적인 환경 조건을 구성해주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방문내용(시설 견학)

   - 야외 시설 : 2개의 야외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래놀이, 나무 공구 장난감, 진흙  

  놀이, 거품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가능하도록 구성

   - 식당 

    ▪종일반의 경우, 주당 9.50파운드에 홈메이드용 식사 제공

    ▪2세반의 경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동을 위한 아침식사 제공 프로그램 운영

   - 실내 시설 및 교육

    ▪영국의 경우, 아동을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여 기저귀 교환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

    ▪아이가 개별적으로 놀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교사를 중심으로 아이

들이 모이는 형태가 아닌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사가 이동하는 형식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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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 방문 소감

   - 오랜 역사를 지닌 기관인데 비해 시설이 매우 깨끗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었음. 더 

나아가 아이들의 장난감 중 일부는 50년 이상된 장난감으로,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친환경적 장난감을 잘 보존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역사는 역사대로 지켜가면서 아이

들에게 최적의 공간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현장 사진

Q.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유아원인 만큼 특별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A. 먼저, 인력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교사로 일하는 선생님이 이 유아원 출신이며, 현재

그 선생님의 손녀가 이 유아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3대가 모두 한 유아원을 다닌다는

점은 Old Church Nursery School의 긴 역사 덕분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 아동의 식당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습 대피소로 사용되

었던 곳이다. 역사가 남아 있는 공간인 만큼 잘 보존하여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

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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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Malden Centre

The Malden Centre는 Royal Kingston Council의 주민센터로, 다양한 Junior 프로그램 운영

○ 방문일시 : 2012년 6월 30일(토) 오전 10시~11시

○ 담당자 : Sue Wilson

○ 방문기관 소개

- 소재지 : Blagd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4TA

- 연락처 : 020 7790 2824

- 메일주소 : enquiries@themaldencentre.co.uk

- 홈페이지 : www.themaldencentre.co.uk

○ 방문내용 - 아동 프로그램 

   - 대상 : 18개월 ~ 5세 아동

   - 프로그램 내용

     유아 - 기본 신체 발달

    ▪18개월 ~ 3세 아동(부모 동반) :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 및 교육, 뮤지컬을 통한 

리듬 학습 및 체조, 기본 신체 발달을 위한 체조

    ▪2 ~ 4세 아동 : 아이들 전용 체조 교실, 기초 트램펄린 체조 교실

    ▪2세반 ~ 4세 아동 : 발레교실

    ▪3 ~ 5세 아동 : 디스코 교실

     ※ 기본 프로그램으로 baby massage 운영

     아동(취학전) - 스포츠

    ▪4세 ~ 7세 : 축구, 중급 트램펄린

    ▪7세 : 배드민턴, 쿵푸, 태권도 등

     영유아, 아동 - 언어

    ▪2세 ~ 10세 : 불어, 스페인어, 시 작문

   - 놀이방(Creche) 운영

    ▪대상 : 생후 6개월 유아

    ▪운영시간 : 9:20~15:00

    ▪프로그램 : 수영, 체조 등

    ▪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지정된 사람만이 사전 예약하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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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소감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아동의 신체 발달 및 놀이와 관련한 교육으로 운영된다는 점

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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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방문기관

1) Association La Luciole

Association La Luciole은 약물중독 예방을 위해 일하는 민간 기관으로, 16세 이상 청소년 및

약물중독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하는 치료 및 요양 시설을 갖춘 기관

○ 방문일시 : 2012년 7월 2일(월) 오전 10시~12시

○ 담당자 : Mr. Pierre de Parcevaux(협회장)

○ 방문기관 소개

- 소재지 : 5 rue Edouard Pailleron 75019 paris, France

- 연락처 : 01 40 34 17 66

- 메일주소 : accueilluciole@hotmail.com

- 홈페이지 : www.laluciole.info

○ 방문기관 운영 개요

   - 기관연혁 : 1995년, 약물중독자들의 가족들이 모여 설립              

   - 조직구성 : 협회장 1명, 프로그램 기획자 2명, 위원역할 및 자원봉사를 실행하는 순  

            수 민간 자원봉사자 4명(총 7명)

※ 자원봉사자 조건 : 건강한 신체 및 건강, 희생, 재능나눔

   - 기관시설 및 자원현황

 ▪부지 : 3ha(9,075평) - 은퇴한 간호사가 기증

 ▪시설 : 건물(거실, 식당, 부엌, 침실, 샤워실, 카페, 스포츠 놀이실 등), 정원(농장,  

 가축사육장 등)

   - 재정구조

 ▪일반 모금 : 재정의 80% 이상은 일반 모금으로 운영

 ▪입소자 입소비 : 1인 1일 30유로

 ▪정부 지원 : 수상 직속 민간협회로서 일부 기금 지원 받음(연 8,000유로)

▶ 지출(월 1,200유로) : 강사 인건비, 건물 및 정원 유지 보수비(전기세, 수도세 등) 등 

   - 기관 주요임무

 ▪약물 중독 청소년들과의 만남

 ▪약물 중독 자녀를 둔 부모와의 만남

 ▪약물 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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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중독 교육

   - 사업대상 : 약물중독 16세 이상의 청소년(성인의 경우, 40세까지)

   - 대상선별 : 법원 및 사회복지기관 추천, 협회 인터넷 등을 통해 자발적 신청

   - 참여인원 : 1일 평균 1~3명 신청 및 프로그램 참여

     ※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 및 물리적 거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소 및 퇴소는 최대 15일
로 제한

   

○ 주요 프로그램 

   - 대상자의 육체 및 정신적 건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 기본 프로그램으로 작물 관리, 가축 사육, 민속놀이 등을 운영하며 자율적으로 책임  

  감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

   - 3~5명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고, 가족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신적 평안을 주는 프로  

  그램 지원

   - 약물중독자들 간 그룹 토론 및 고민 나눔 프로그램

   - 약물중독 및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월 2회)

   - 최근 학교 방문을 통해 약물중독 예방 교육 운영

※ <Association La Luciole 하루 일과>

- 08:30 기상

- 09:00 활동

- 10:00 정원 및 동물 관리

- 12:00 중식

- 15:00 활동

- 19:00 석식

- 20:00 휴식

<생활규칙>

- 정원 손질 등 일과 참가

- 식사준비 및 설거지 함께 참가

- 음주, 약물사용 금지

- 담배는 정원에서 피기

- 강사를 존중하고 따르기

- 매일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기

- 다른 사람의 방 출입금지

- 규칙 위반 시, 즉시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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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효과

  - 외부평가 및 점검 : 해당 시의 의회에서 위생, 안전, 소방 등 시설 제반사항 점검 및 평가

  - 내부평가 :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실시. 평가 결과 6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

로 확인

○ 질의응답

 

Q. 퇴소자들을 관리하는 사후 시스템이 있는가?

A. Luciole은 자발성과 개인의 동의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Luciole의 프로그램은 항상 스

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퇴소 후, 그들은 그들

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믿기 때문에 사후 시스템이나 관리는 없다.

퇴소자가 다시 약물중독에 빠진 후,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몇 번이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이 Luciole이다.

○ 방문 소감 

  - 자율성, 책임감을 기본으로 프로그램 및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 기관, 개인 간 

탄탄한 신뢰로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이제 4년의 역사를 가진 민간기관이 이러

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음

  - 또한 기관에 장기 체류를 제한하여 사회 적응에 초점을 두는 점 또한 입소자를 환자

가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신선했음

  - 다만, 퇴소 후 사후관리나 외부적인 평가의 객관적 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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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irie de Saint Mande

Mairie de Saint Mande는 젊은 시의회 및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양구군과 8번째로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과 인연이 깊은 지역임

○ 방문일시 : 2012년 7월 2일(월) 오후 2시~4시

○ 담당자 : Ms. Sandra ALVAREZ(시의원, 학교교육 담당)

○ 방문기관 소개

- 소재지 : 10 place Charles Digion, 94165 Saint Mande, France

- 연락처 : 01 49 57 78 00

- 홈페이지 : www.mairie-saint-mande.fr

○ 생 망데 시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

   - 8~14살의 젊은 시의원 선출 및 젊은 시의회 운영             

 ▪지역 내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해 시의회 대표 선출

 ▪실제 시의회 회의와 같은 형태로 시장도 참여하여 회의 진행

 ▪논의 주제는 학교 또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로서 생 망데 시에 살면서  

 조정되어야 하거나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임

 ▪논의하여 최종 결정된 사안은 실제로 실행

   - 생 망데 시의 청소년 문제는 주로 약물과 관계되어 있으며, 청소년 폭력은 자주 발  

 생하지 않음. 이는 생 망데 시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전체적으로도 비슷함

   - 생 망데 시의 아동복지 담당자 : 총 4명

 ▪프랑스의 아동복지 편제는 건강, 위생, 폭력, 약물중독, 빈곤가정 지원 등으로 다  

 양하고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음

   - 생 망데 시의 저소득층 아동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정부에서 그리고 시에서 동시에 수당을 지원함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생 망데 시  

 의 경우, 해당 저소득층 아동에게 100%의 지원은 하지 않음

 
○ 질의응답

Q. 생 망데의 젊은 시의회는 어떤 법령을 근거로 구성, 운영되는 것인가?

A. 이 시의회는 법령에 의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인 프로

그램으로 자체적으로 운영 및 논의사안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다. 생 망데 시 뿐

만이 아니라 근처 몇 개의 시에서도 젊은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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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소감 

   - 젊은 시의회 회의에 시장이 직접 참여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 직접 시정에  

 반영된다는 점이 매우 신선했음 

○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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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irie de Vincennes

Mairie de Vincennes는 시의 인구조사, 시민 편의를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 1회 시민위원회 진행

○ 방문일시 : 2012년 7월 3일(화) 오전 10시~12시

○ 담당자 : Ms. Audrey CERCOT-HAJI(아동복지 담당)

○ 방문기관 소개

- 소재지 : BP 123 - 94304 Vincennes CEDEX, France

- 연락처 : 01 43 98 65 89

- 홈페이지 : www.vincennes.fr

○ 프랑스의 주요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설명 

   - 가족 지원

 ▪0~18세까지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가족 수당 지원(주거, 학교 등)

 ▪2명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 수당 및 이사비 등 추가 지원

 ▪1명의 아이가 있는 경우도 가족 수입에 따라 차등 지원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보육 지원 : 프랑스도 산업화 이후, 여성들도 사회 활동에 참여  

 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했고, 최근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율 상승

 ▪프랑스의 경우, 3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부터 정규교육 과정으로 인정하여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해 0~3세까지의 아동을 관리하는 유아관리기관이  프랑스 전역

에 있으며, 뱅센느 시에도 16개의 유아관리기관이 있음(유아관리기관이 프랑스 전

체 아동 수 대비 충분한 것은 아님)

 ▪프랑스의 경우, 3세 아이들이 받는 유치원부터 정규교육 과정으로 인정  

 ▪대학까지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부담 감소

   - 저출산 해결을 위한 결혼 관련

 ▪프랑스의 경우, 개개인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사회보장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

 ▪따라서,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부부 및 아동)에 대해서도 집세 등 지원 가능

 ▪동거 가족 중 헤어지는 경우,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며, 

대체로 아이를 서로 양육하려는 상황이 주로 발생. 간혹, 양육권을 부모가 포기할 

경우나 부모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시 국가의 아동복지관

련 기관(한국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지원 

   - 미혼모 지원 정책

 ▪프랑스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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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미혼모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임

 ▪미혼모가 출산을 할 경우, 아기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시스템에 등록시

키고 입양시킬 때까지 병원에서 양육함

○ 뱅센느 시의 복지정책

   - 주민위원회 실시(주 1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심사 진행

 ▪심사 후, 전기세 및 음식 구매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실시

○ 질의응답

 

○ 방문 소감 

   -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위원회를 통해 시 자체적으로 빈곤가정 지원에 대해 조

사 및 심사를 하는 민주적인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임

○ 현장 사진

Q.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부모를 잃은 아이를 돌보는 고아원이라는 아동보호 기관이 있

다. 프랑스도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나라인 만큼 한국과 같은 아동 보호 기관이 있는가?

A. 2차 세계대전 이후, 고아원과 같은 아동 보호 그룹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고아원’이

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아이를 임시적으로 돌보는 기관의 역

할을 한다. 대신, 아이의 사회적응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 기관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체로 국내 입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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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방문기관 - 뉴욕

1) Child Development Support Corp(Head Start Up)

○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12년 7월 5일 목요일 14시

- 기관주소 : 802 kent Ave Brooklyn NY 11205

- 연락처 : 718-222-8203

- 홈페이지 : http://cdscnyc.publishpath.com/headstart

- 담당자 : Ms. Selena lubell Morris

○ 기관안내

- 설립목적 : 1969년 중앙 브루클린 커뮤니티 6명의 싱글 엄마들은 서로에게 안전하고 

저렴하고 품질 보육 서비스와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학부모 지원 그룹을 

구성. 학부모 지원 그룹은 자녀의 교육 및 활동, 생활습관 등에 필요한 중요한 가치

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기복적인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됨

- 재정 : 연간 한화 7억원(전액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교육기관)

- 정원 : 53명(4~5세 기준 1교실 당 아동 18명, 교사 2명으로 학급운영)

○ 기관 특징 

- 한 학급당 정교사와 보조교사가 담당 운영

▪정교사는 대학원 졸업자, 보조교사는 대학 졸업자로 교사들도 자격이 갖추어진 전

문인으로 양질의 교사를 배치

- 아동 인원 : 53명

-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며 기초생활권 이하 대상자의 경우 모든 비용 무료

○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① 학습교육 프로그램

- 언어(알파벳 등 기초교육), 사회, 수학, 과학 등 학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오전에 영역별로 수업을 진행, 추가 지도 필요 아동 발생 시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소그룹 개인지도 시행

- 연령별 교습법 : 단순주입이 아닌 스스로 인지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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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스스로 놀이활동을 선택

4세 응용력을 키우는 교육

5세 아동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인지하는 학습 환경 제공

②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 가족이 먼저 인지하고 안정되어야 아동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가족들로 하여금 

“social worker” 로 아동을 위한 도서지도,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

- 유치원 진학 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day care center로 소득 차별적 수업료를 정부

가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이 위치한 뉴욕 할렘가 내 이와 같은 정부지원 학교가 20

개, 이와 유사한 센터는 4개 정도 있는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각 학급마다 사회복지

사가 함께 하여 아동뿐 아닌 가족에게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

③ 특별 프로그램

- 평가는 정부가 아닌 법인 자문단에서 정부의 매뉴얼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

으며, 언어장애아동은 언제든지 언어치료사, 소아과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가정을 방문하여 1:1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자원봉사자(주로 교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학생) 검증제도 또한 엄격하며,

부모역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려면 건강체크 및 범죄경력조회 등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에 이상이 없다는 보건국의 허가 및 의사의 진단이 확인된 후 봉사활동 

자격이 부여됨

④ 각 프로그램의 이용시간 및 내용

- 운영시간 : 오전8시 ~ 오후4시(총 8시간)

- 언어, 읽기, 쓰기, 교육, 수학 등 영유아 프로그램

-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만반의 준비를 갖춘 교육 지원

- Head Start를 통한 부모교육을 위주(특히 아버지 교육 유도)

- 방문견학(연4회 박물관, 오페라감상, 식물원, 농장방문 등)

-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아동의 영양을 통한 건강 중시)

⑤ 프로그램의 특징

- 아이 및 부모들에게 배우고 성장하며 성취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

- 아동프로그램은 놀이를 위주로 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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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참여가 없으면 아동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음

- 학부모지원 그룹을 결성하여 자녀의 교육, 자조, 상호 지원 및 공동책임 

- 센터 운영 및 각 가정방문 교육을 병행하고 있음

○ 질의응답

○ 방문 소감

-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수시로 피드백하고 있음

- 정부가 제시한 매뉴얼에 의거, 위탁 법인에서 까다로운 평가를 통해 아동을 선별하고,

아동교육과 부모지원서비스를 함께 병행할 때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우선 국내의 드림스타트와 미국 견학시설과 시설적인 면에서 비교할 때 시설의 규모는 

유사하나, 지역적 여건 및 시설의 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비교적 열악한 편임

- 그러나 특별한 법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의 대상자에게까지 정부가 함께 하려

는 노력은 인상적임

○ 현장 사진

Q. 아동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 무엇인가?

A. 아동은 학습보다 활동적으로 만지며 체험하는 활동들을 더 좋아한다.

Q. 센터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있는가?

A. 아니다. 만약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Q.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A. 교사가 학습일지 등을 기록하며 게임을 통해 학습력을 체크하고, 활동단계를 단계적으

로 체크하여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평가하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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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lin-Newell Head Start Center In Jamaica Queens

○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12년 7월 6일 금요일 10시

- 기관주소 : Queens at 161-06 89th Ave In Jamaica

- 연락처 : 718-523 1888

- 홈페이지 : http://www.ccbq.org/what-we-do/early-childhood-services

○ 기관안내

- 설립목적 : 1899년 가톨릭재단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구제 사업을 하던 중 콜린과, 뉴웰

이라는 수녀님 2분이 함께 공동으로 아동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학교가 설립되었

으며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22개의 센터 중 가장 큼.(현재는 연방정부의 예산삭감으

로 인해 22개중 12개 기관만이 존치)

- 재정

▪연 예산 한화로 약 5억 정도의 규모

(가족지원예산은 별도 편성되어 가족 특히 부모들의 취업 등 자활 프로그램 지원)

▪아동 1명 기준, 연방정부 1,500불, 주정부에서 800불을 지원하며, 주정부는 기관 당  

15만불의 운영비 지원

- 아동 정원

▪정원 168명 중 현재 168명 이용(160명 이상 대기 중)

▪아동 입소 기준에 재산 기준은 없으며, 가구당 소득만 고려하여 5인 가족 기준 연 

23,000불 이하의 아동만 입소의 자격이 주어짐(가족 소득 산정 시 개인 총 소득과 국

가에서 지급되는 가족 공적 수당 등을 산입하여 대상자로 산정)

○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① 가족지원 프로그램

- 가톨릭재단의 교구지원을 통한 서비스들을 진행

- 행동장애 관련 서비스, 가족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시행

- 또한, 가족의 건강, 사회적응력, 영주권취득은 물론 가족별 사례관리를 통한 지원이 

실시



52

② 특별 프로그램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학급 운영 

▪주로 이민자 가구의 아동이 많아 아동의 식사가 주로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

큼 아동의 영양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주(州) 사회복지사가 아동의 학대 및 방임예방은 물론 교육과 서비스의 효과를 위해 

논리모델을 제시하여 조기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단편적인 프로그

램 보다는 종합적인 문제 접근과 해결을 위하여 기관에 찾아오는 서비스 외에 필요

한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프로그램(가정방문)을 운영하고 있음

③ 각 프로그램의 이용시간 및 내용

- 운영시간 : 오전 8:30 ~ 오후 15:30(총 7시간)

- 각 가정에서의 영양공급이 어려워 아동들이 센터에 와서 하루 영양의 대부분을 섭취

하는 경우가 많아 제 1차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임을 강조(아침 08:45~09:15, 점심 11:30~12:00, 오후 간식

13:30~13:45 등 제공)

- 유치원 입학 전 높은 학습 수준 추구를 위한 교육 방법으로 몬테소리 프로그램을 적

극 활용(몬테소리 : 아동의 오감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

-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Head Start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

○ 주요 질의응답

Q. 교육시설 내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

은 무엇인가?

A. 우리 학교가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모두 특별하다. 기관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가

정이상의 환경을 제공하며, 학습의 증진, 자녀 발달, 적절한 사회적 인지, 정서와 신체

의 고른 발달 지원은 물론이고 사회 적응이 어려운 난민 아동의 부모들에게 각 학급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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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소감

- 가톨릭재단의 민간 운영학교였지만, 까다로운 연방 정부 및 뉴욕시가 기준하고 있는 

Head Start 성능 규격을 준수하며, 종교법인인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 가정을 동시

에 중요시 함(가톨릭 재단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또한 아동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강조하기 위한 벽돌, 화장실, 계단, 창문 등 아동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마치 작은 갤러리에 온 듯한 인상이었으며, 학교 시설 규모가 크지만 

매우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와 아동 교사 간의 협조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  

습이 매우 인상 깊었음

- 자원봉사자 선별 절차 및 기준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선별 대상은 

특정 연령에 국한하지 않음(자원봉사를 원하는 경우, 선별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학생

부모 지역사회 주민 등 이용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에 제한을 두

지 않음)

○ 현장 사진

당의 사회복지사와의 협력 사업을 통한 가족의 자립지원이 큰 특징이다.

Q. 교육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우리는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의 보호 및 건강한 아이 출산, 임산부 보호를 하고 있으며,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한 아동발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

취득 및 일반 생활불편사항 적극수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의 안전한 교

육환경 조성을 통해 발달장애를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교육과 복지의 적절한 조합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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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r. Charles R. Smith Jr. Early Childhood Center

○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12년 7월 7일 토요일 14시

- 기관주소 : 271 2nd St. Palisades Park, NJ 07650

- 연락처 : 201-947-2761

○ 기관안내

- 설립목적 : 2005년 지역의 아동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

○ 기관 특징 

-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공립학교로 교육과정을 장애인,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으로 구분

하여 운영(2012년 8월 까지 2,024명의 졸업생 배출)

- 기본 교육은 물론 심리치료, 작업요법, 영양관리,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풀타임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근무)

○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① 학습교육 프로그램

-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언어, 사회, 수학, 과학 등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의 교육과정 구분하여 진행

② 특별 프로그램

-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작업요법, 음성치료 등 운영

- 영양관리를 위한 월별 제공 식단표 각 가정에 제공, 식단표 내 부모가 식사의 종류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풀타임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를 통한 상시 건강 복지 서비스 제공

○ 주요 질의응답

Q. Head 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가?

A. 현재 Head Start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신

청할 수 있다.

Q. 교육 프로그램 외 학교 외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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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소감

- 공립학교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크게 부각되거나 

특화된 인상은 받지 못함

- 역시 이중언어(스페인어 또는 이탈리아어)가 가능한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공립

학교로써 국가의 표준 교육과정을 잘 따르고 있음

○ 현장 사진

A. 필요 시 부모와의 면담 등을 가정방문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정규적으로 편성된 프로그

램은 없고, 기관이 공립학교라 사립학교에 비해 교육 외 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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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방문기관 - 워싱턴 D.C.

1) Peabody Early Childhood Center (Capitol Hill Cluster School)

○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12년 7월 9일 금요일 10시

- 기관주소 : 425 C St. NE Washington DC 200002

- 연락처 : 201-671-6010

- 홈페이지 : http://www.capitolhillclusterschool.org/our-schools/peabody-early-childhood-center

○ 기관안내

- 설립목적 : 지역 주민들의 후원 및 모금액(100만달러 이상)으로 1982년도 건축하였으며,

“Peabody“는 공립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부와 후원을 한 명문 가문의 이름을  

따옴

- 재정 : 정부에서 약 3백만 달러 정도의 지원, 지역사회에서 연 1만 달러 후원

- 정원 : 현재 234명의 아동이 재원 중(유치원~중학생까지 총 12개 학급으로 운영)

○ 기관 특징 

- 워싱턴 DC 에 위치한 84개의 공립학교중 하나로 Pre-K 와 Kindergarten 운용하고 

있으며, 행동발달장애아를 위한 Special Program 운영

- Peabody 유아 센터는 3살 이전의 및 유치원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은 어린 아이의 첫 집단 활동이 긍정적인 환경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설계

- 조직현황

구 분
계 교 장 정규직 행정

사 회

복지사

경 비

관 리
보 조

42명 1 20 3 1 3 14

○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① 지원 프로그램

- 아동들의 능력별 교육으로 필요시 1:1 또는 소수(3~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

그램 운영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읽기. 쓰기 교육, 미술놀이, 견학 프로그램, 음식재료를 이용

한 학습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방문 기관은 공립학교로 교육비가 100%감면, 일부감면, 전액지불 등 기준이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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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 프로그램

- 행동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1:1 특수 프로그램 진행

-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저 연령층 아동은 미술놀이 등을 통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 등을 파

악할 수 있어 적정한 대응과 맞춤형 교육이 가능

- 음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및 영양 프로그램으로 조리방법과 섭취에 관한 교육을 통

해 비만과 건강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현

- 프로그램별 유능한 외부강사 섭외로 아동과 부모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향상

- 아동별 특성에 따른 견학프로그램을 병행, 사업의 효과성 상승 도모

③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활용

- 신원 조회 없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활동 지정(아동과 직접적으로 만남이 없는 

외부청소, 건물 페인팅 등)

- 부모가 자원봉사를 자청한다 해도 처음 6주 동안은 부모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음(부모-아동의 분리 교육의 필요성 강조)

-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과 신원 조사 등 까다로운 심

사를 거쳐 참여할 수 있음

○ 주요 질의응답

○ 방문 소감

- 방문 기간이 학교 공사 기간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 현장의 관찰이 어려움

-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드림스타트센터의 운영 등 몇  

가지 비교해볼 수 있음

Q. 지역민들이 이 학교를 얼마나 선호하고 있으며, 아동의 입학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A. 근처에 사립학교 및 어린 아동 보육시설과, 직장인 어린이집 등 각종 시설과 학교가 있

으나, 이곳은 공립학교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무료다. 또한, 학교 내 모든 자료가 영어

와 스페인어의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고, 선생님 15명중 4명이 스페인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입학은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형제가 재원하고 있을 시 가산점을 주어

함께 다닐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있다.

Q.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전교육을 통해 알고 왔는데 현

재 기관의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다. 이유가 있는가?

A.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공립학교로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 시설비

예산지원이 되어 여름방학을 맞아 장애인편의시설을 교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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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사진

▶ 방문 기관과 국내 드림스타트 사업과의 비교

- 연간 예산액 : 방문기관은 드림스타트센터에 비해 연간예산이 15.3배가 많음

- 주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아동 인원 : 드림스타트센터는 1인당 100명을 사례관리하는

반면, 방문기관은 1인당 5.6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음(드림스타트 실무자가 약 19배

많은 아동을 담당)

구 분 연간예산 대상아동수 교사인원 프로그램 운영방법 학생 1인당지원액

방문기관

(공립학교)
36억 234명 42명

직접수행, 전문강사 활용,

후원 및 모금
15,384천원

드림스타트

(이용시설)
3억 300명 3명

직접수행, 연계프로그램,

자원봉사후원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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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PO(Uniting People & Opportun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

(Rosemount Center Head Start Up)

○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12년 7월 9일 월요일 14시

- 기관주소 : 2000 Rosemount Ave NW Washington DC 20010

- 연락처 : 202 265 9885

- 홈페이지 : http://www.upo.org/Early-Education/Early-Child -Development-Centers

- 담당자 : Ms. Loudell

○ 기관안내

- 설립목적 : 아동과 가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복지 서비스 운영

- 재정 : 정부지원금으로 운영, 5세 이상 아동은 1년에 1,200불이 지원되고, 3~4세 아동  

은 900불 지원되며, 나머지는 여러 후원활동을 통해 후원된 자금으로 운영됨

- 정원

▪현재 309명 재원 중

▪선발 조건 : 건강검진 여부를 매년마다 확인하는 등 의료적 혜택을 받고 있어야 하

며, 아동의 지식수준을 평가하여 수준에 맞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평가 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교사, 부모, 의사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함께 이

루어짐

○ 기관 특징 

- 학부모 참여를 강조하며, 자녀의 교육 및 개발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를 보장

- 센터 내 모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자원 봉사, 육아 참여 등 관련된 모

든 사항에 대해서 연방정부(OHS: Office of Head Start)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

- 학부모 참여 모임을 통한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부모 교육 사업, 가족 문맹 퇴치 

사업 등을 진행

- 계획을 조정하는 정책협의회(우리나라의 운영위원회 정도의 개념)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는 등 기관과 가족이 파트너쉽을 이룰 수 있

는 가족 서비스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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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조직구성

구 분 인 원 비 고

교 사 47

social worker를 포함한 직원 25

아 동(6주～5세, 장애아동 포함) 309(장애아동 : 31명) 17 class

○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① 학습교육 프로그램

-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언어, 사회, 수학, 과학 등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Head Start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② 홈베이스 프로그램

- 교사 1명당 14가구를 담당,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및 개입

-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주 1회 90분 각 가정을 방문

하여 아동교육 및 부모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요 질의응답

○ 현장 사진

Q. 워싱턴에서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몇 개나 되는가?

A. UPO를 포함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5개 정도이다.

Q. 이 기관에서 social worker는 몇 명이나 되며, 주업무는 무엇인가?

A. 저소득층이 많은 학급의 경우, 1학급 당 1명을 배치하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전체 2명

만 채용되어 있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관찰하고 관리하며,

주로 가족에 개입하여 진행되는 업무들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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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UM SPRINGS Children’s Center

○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10시

- 기관주소 : 8100 Fordson Road 8100 Fordson Road Alexandria

- 연락처 : 718-523 1888

- 홈페이지 : http://www.ccbq.org/what-we-do/early-childhood-services

○ 기관안내

- 설립목적 : 1975년 페어팩스카운티위원회에서 어린이의 치료, 교육 및 건강한 발달

을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포함한 초등학교 설립

- 재정 : 2011년 기준 266만불(한화 약 32억원)

- 정원 : 192명 재원 중

○ 기관 특징 

- 소득이 낮은 가정에 가정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

- 보육 관련 기관을 연결해 주며 양질의 보육을 위한 팁 및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주민들에게 가족의 보육 허가 및 각종 법적 요건 등을 제공하며, 또한 아동과 성인 

대상의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 가정에서의 임산부부터 최대 5세 아동에게 출산부터 케어까지 다양한 지원

을 제공

-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페어팩스카운티후생육아

센터를 통해 6주간 고품질의 의료 제공

○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① 가족지원프로그램

- 미국은 다문화 이주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국가로 워싱턴만 해도 약 15개국의 인종들

이 살고 있어, 각 나라의 언어와 습관,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영어를 모국어로 삼지 않은 국가에 살고 있었던 이민 가정에게 암기식 교육이 아닌 

체험식 대화기법을 활용한 논술형, 참여형의 교육내용을 아동과 각 가정에 배포

- 아동과 가족 및 형제는 물론 가정 그 자체를 지지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교장이 사회복지사를 소개할 때 “Family Service wor'ker”라고 소개)

- 아동의 영양을 위한 영양사, 가정간호 의사 등 지역 내 인적 인프라를 연결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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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음

② 특별 프로그램

- 부모와 떨어져 있는 영유아의 교육을 위한 첫 번째 사명으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 

조성에 노력, 처음 맡았던 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3년간 그대로 관리

- 연령별 반배정을 받더라도 계속 담임 교사를 통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과거-현재-

미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공유될 수 있도록 별도의 "Child plus system"을 통해 

관리

- 아동의 입장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1:1 교육을 진행하며,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

③ 프로그램의 특징

- 07:30~17:30까지 각 교실별, 요일별 각 주간학습 계획이 꼼꼼히 명시

- 아동유괴 및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마련되

어 있음(스쿨버스 탑승 명단,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동 귀가를 맡기지 않는 등)

- 아동 발달과정에 맞춘 별도 전산시스템으로 아동 및 가족을 관리하고 있으며, 드림

스타트의 전산시스템과 동일하게 담당자별 권한부여가 별도로 지정되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잘 관리되고 있음

○ 주요 질의응답

○ 방문 소감

- 미국의 Head Start는 어떤 일정한 시설이나 센터가 아닌 지원시스템 및 복지정책의 

일환이며, 교육기관이나 사업에 임한 모든 직원들이 본 사업을 잘 이해하고 아동과 

가족을 지지하기 위한 제도, 정책, 시스템에 앞서 문화 자체가 아동 사업의 기본 바

탕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이는 앞서 방문한 학교와 시설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함

Q. 유난히 학교에서 아동의 영양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A. 우리 학교는 각 아동별 45일안에 검사를 통한 아동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별도 계

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를 위한 영양

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의사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하고 있다.

부모의 이해와 참여를 통한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는 조기 영유아기의 영양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Q. 아동의 영양은 가정에서 부모가 더 챙겨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A. 우리 기관의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무지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에서 먹는

식사와 간식이 유일한 영양섭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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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역시 부모의 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가 Head Start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우리 전산 시스템과 

구조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한 화면에 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어 복잡하다는 인상

을 받았으며, 보안에 취약하여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사례 관리에 있어 전산 기술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음

- 졸업생도 별도 문제가 있을시 해당 아동을 대상 외로 관리하고 있음

○ 현장 사진



66

4) Academy of Christian Education

○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14시

- 기관주소 : 1808 Michael Faraday Court Reston Virginia 20190

- 연락처 : 703 763 0250

- 홈페이지 : http://aceacademy.reachlocal.net/ace/About_Us_Landing_Page.html

- 담당자 : MS. Rogers

○ 기관안내

- 설립목적 : 재능있는 아동을 위한 고품질, 고품격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스홉

킨스대학과 연계, 전문화된 교육 커리큘럼 운영

- 재정 : 사립기관의 아동 교육기관으로 등록금만으로 운영, 정부지원을 받지 않음

구 분 등 록 금 비 고

유 아 (3～5세) 1,550만불
연간 한화 약 1,600만원

초 등 (6～9세) 1,500만불

- 정원 : 아동 200명 재원 중

○ 기관 특징 

- 사립교육기관으로 조직구성은 교사들로만 구성(교장, 교감 각 1명, 정교사, 보조교

사 포함 총 32명)

- 이용아동에게 iPad를 개별 지급하여 교재로 활용하는 등 교육의 효율화 도모

-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보조금은 일체 받고 있지 않음

○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① 학습 프로그램

- 각 아동별 학년보다 1년 앞선 수준의 교육 및 체험교육 제공

- 4세 아동 대상 읽고 쓰는 교육 프로그램 

-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며 부모님께 등록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방침 하에 운영

② 기관의 특화된 프로그램

- 크리스찬 아동교육기관으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매일 30분씩 성경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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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기별 테마 프로그램 제공

- 방문 시기에는 여름방학 테마로 “세계 여행”을 설정,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

한다는 주제로 시설 및 프로그램을 테마에 맞춰 구성

○ 주요 질의응답

○ 현장 사진

Q. 입학 대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A. 법적으로 정해진 정원은 215명이며, 입학에 대한 규정이 까다롭지는 않다(등록금이 비

싼데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많다).

Q. 교육 서비스 외에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는가?

A. 명문 사립학교의 이름에 걸맞게 고품질 고수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영양 및 건강

관리는 학교가 아닌 가정 내에서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68

Ⅳ. 시사점
□ 지역 센터별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차등지원방안 고려

□ 사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슈퍼바이저가 각 사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슈퍼바이저

가 슈퍼바이저의 역할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팅, 드림스타트도 이러한 실무

자 역량강화 효율화 및 Bun-out 방지를 위한 수퍼비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 아동 보육 및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적극적으로 부모가 참

여하도록 유도,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 소득차에 따라 학급 및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않으며 교육비에만 차등을 두고 부여

하여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현장 및 지역의 보육, 간호, 복지 등 분야별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체계적으

로 수행될 때,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 증대 가능

□ 실무자가 시대변화에 따라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때,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의 변화와 발전 기대 가능.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실무자에게 전문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

□ 아동, 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

도록 드림스타트 센터가 구심점 역할 실행

□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를 유도하여 자생적인 사업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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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총평
미국의 Head Start는 그 발생배경이 이민족의 언어 습득 지연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음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이 급증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

환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초기의 프로그램은 언어교육에 집중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인

지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시대적 상황 및 요구의 변화에 맞춰 

신체, 건강, 정서, 가족기능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저소득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복지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의 Sure Start는 미국의 Head Start를 모태로 하여 1999년에 시작되었으나, 미국의 

Head Start가 언어교육에 집중된 서비스로 시작된 것과 달리 빈곤아동의 교육 기회의 평

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영국의 복지시스템과 결합하

여 통합적 아동서비스 지원으로, 더 나아가 빈곤아동 뿐만 아니라 영국 내 모든 아동이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 시스템을 체계화하였다.

현재의 Head Start는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아동 교육 보육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 보급

하고, 각 지역의 Head Start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평가하여 예산을 배분하며,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Head Start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통해 배정받은 예산과 지역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기관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교육 및 보육 서비스와 함께 부모와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Sure Start의 경우, 10년이 넘게 운영되어온 사업의 효과성을 대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

을 진행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의 특징은 예산 항목을 센터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이

후 평가에 따라 인력 전체가 재배치되는 시스템으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방문기관들의 공통점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익히도록 하는 교육과정 등의 기본적인 체계, 아동 중심의 

시스템 운영, 또한 기관운영 및 커리큘럼에 대한 부모의 참여를 중요시 하는 것이다.

한국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정부 주도의 저소득층 아동복지사업으로 언어 교육의 필요성

으로 시작된 미국의 Head Start와 그 태생과 추진 방향이 서로 다르며, 오히려 영국의 

Sure Start와 그 맥락이 가깝다.

미국의 Head Start는 한국의 드림스타트가 지역 기반의 아동복지사업으로 추진하던 방

향과는 달리 아동의 인지 언어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매개로 가정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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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다. 추진방향은 다르지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이나 아동 관리 방안,

기관운영 노하우 등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도 참조할만한 정보들이 많았다.

영국의 Sure Start는 국가의 복지 시스템과 결합하여 통합 및 맞춤형 사례관리 및 서비

스 운영이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내의 타부처 및 기관 연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방문국가 모두 특히 기관에서 아동이 혼자 다니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부모에게 연계

하는 시스템이나 자원봉사나 프로그램 운영의 부모의 참여도 자격기준을 두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제도 등은 환경적 위기에 취약한 우리나라 아동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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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영국의 Hackney 지역 관련 Children‘s Centre

1. Hackney 지역 현황

2. Hackney FIS 체계도

3. Hackney 지역 내 Children‘s Centre 가족 및 아동실태조사 양식 

4. Hackney 지역 내 Children's Centre의 가족 지원 서비스 평가 양식

□ 미국 방문기관 자료

5. Child Development Support Corp 제공 자료

6. Gum Springs Children's Center 제공 자료

7. Peabody Early Childhood Center 제공 자료

8. UPO(Uniting People & Opportun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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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Hackney 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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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Hackney FIS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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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Hackney 지역 내 Children‘s Centre 가족 및 아동실태조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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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4] Hackney 지역 내 Children's Centre의 가족 지원 서비스 평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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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Child Development Support Corp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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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Gum Springs Children's Center 제공 자료



88

[부록7] Peabody Early Childhood Center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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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UPO(Uniting People & Opportun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 제공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