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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취업한 기혼여성의 증가로 가족이 수행해왔던 자녀의 돌 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재 한국 사회에서는 3명 1명의 아동이 방과후 보호

자의 돌 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맞벌이 부부,한부모 가족의

증가와 함께 자기보호아동의 수는 더 증가될 것으로 측된다.자

기보호아동이 사회 문제로 두되면서 자기보호아동에 한 심이 증

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자기보호아동의 경험을 충분히 규명

하지 못하 고,아동의 자기보호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상임

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 이상의 가구소득을 지닌 자기보호아동에 한

심은 부족한 편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기보호아동이 방과후 생활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가구소득에 따라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 사용 양상

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연구문제를 규명하기 하여 본 연구

에서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기

보호아동의 시간일지를 분석하 다.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등학

교 고학년(만10세-12세)자녀가 있는 어머니 데이터 방과후 시간인

15시 이후 직장에 3시간 이상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추출하여 이들의

자녀(만10세-12세)를 자기보호아동으로 선정하 다.본 분석에서는 토요

일과 일요일 자료를 제외한 평일데이터만을 선택하 고 최종 으로 선정

된 자기보호아동의 시간일지 301개를 분석에서 사용하 다.자료의 기술

통계분석,독립표본 t검정,일원분산분석(ANOVA)은 통계분석 로그램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자기보호아동은 다수가 19시 이 까지 외부에서 활동하 고

학습활동과 여가활동에 부분의 방과후 시간을 할애하 다.

둘째,자기보호아동은 성인보호아동보다 개인유지활동의 참여와 활동

시간은 었으며,학습활동의 참여와 활동시간은 많았다.아동의 발달과

정에서 일정 수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휴식활동이 자기보호아동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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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충족되지 않다는 을 보여주는 결과 다.

셋째,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아동은 여가 심형 방과후 생활패턴이,

가구소득이 높은 자기보호아동은 학습 심형 방과후 생활패턴이 나타났

다.가구소득이 간인 자기보호아동의 경우 교제·여가시간과 학습시간

은 비슷한 수 이었다.동일하게 자기보호를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가구

소득에 따라 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 사용양상이 달라진다는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보호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서비스의 내

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 교과활동 외에도 휴식 재충 활동을 포함하는

종합 돌 서비스가 되도록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

소득 가정을 상으로 방과후 돌 서비스에 한 지원 액 지원범

를 차 으로 확 하고, ·고소득 가정의 자기보호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상을 확 하는 동시에 양질의 로그램을 마련하여

공 돌 서비스의 외형과 내실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 다.

이 연구는 가사도우미 등 아동의 돌 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았고, 한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비율과 시간량 만으

로는 그들의 생활이 정 /부정 인지 단할 수 없다는 제한 이 있

다.하지만 ‘시간’이라는 객 이고 직 인 도구로 아동의 자기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가구소득에 따라 자기보호의 방식이

달라지는지 보여 본 연구는 자기보호아동에 한 개입 정책수립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가구소득,돌 ,방과후,생활시간,자기보호아동

학 번 :2013-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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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문제제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 되면서 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50.2%,맞벌이 가정이 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9%에 이르

는 것으로 보고된다(통계청,여성가족부,2014).취업한 기혼여성의 증가

는 핵가족의 보편화와 맞물려 개별 가정의 돌 기능을 약화시켰으며 이

에 기존에 가족이 수행해왔던 자녀돌 역할을 분담하고자 정부의 주도

하에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특히 최근 확 시행되고 있는 시간

제 돌 서비스를 비롯하여,야간 24시간 돌 등의 시간 연장형 돌

서비스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양육부담을 덜어 뿐만 아니라 아동방

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 으로 평가되고 있다(박희숙,

윤수정,2014).그런데 기존의 아동돌 지원 정책들은 주로 만 6세 미만

의 미취학 아동 주로 추진되어 왔기에 등학생에 한 돌 지원은

상 으로 부족하다(송혜림,이완정,박정윤,진미정,서지원,2007).

오늘날 아동 돌 은 가족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수행

해야 할 사회 의무가 되었다.아동 돌 에 한 공동체 응이 요구

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최근 돌 지원 상의 연령범 를 확 하 고

이에 재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표 인 서비스인 방과후 학교,

등돌 교실,지역아동센터 등이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방과후 공 돌

서비스의 실태를 악하고 분석한 조 희(2012)의 연구에 따르면 등

학생 아동을 상으로 하는 돌 서비스의 공 은 여 히 부족한 실정이

다.서비스의 공 여력은 제한되어 있고,일정 기 이상의 서비스 수

을 유지하기 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이에 등돌 교실을 비롯한 서비스들이 등학교 학년을

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그 에서도 소득층 아동을 우선 으로 선

발하다보니 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이 이용할만한 서비

스는 하게 은 것으로 나타난다. 등학생 고학년 아동의 학교 일

과가 부모들의 근로시간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이 이용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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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를 찾는 것이 어렵기에 일하는 여성들은 이 시기의 자녀 돌

이 미취학기보다 어렵다고 말한다.지 껏 간과되어 온 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돌 에 보다 많은 심과 개입이 필요한 시 이다.

등학생은 하루 일정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어느 정도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 간주되어 이들의 자기보호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하지만 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

는 과도기로 다양한 형태의 응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특히 최근

가정의 돌 교육기능이 약화되어 정서 교류의 경험과 기회가 어지

면서 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폭력이나 우울 등을 경험하는 아동이 증가

하고 있다(정연옥,2010). 등학교 고학년의 아동에게도 방과후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의 한 돌 은 여 히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오늘날 방과후 성인의 보호 없이 홀로 혹은 래와 시간을 보내는 자

기보호아동은 97만 명( 체 아동의 2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여

성가족부,2011).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하

여 여성 고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정책 우선순 에 있는 상황과 맞물려,

지난해 30 와 40 여성의 고용률이 각각 56.3%와 65.1%로 1999년 이

후 역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성가족부,2014)을 고려한다면 자기

보호아동의 수는 더 증가될 것으로 추측된다.

자기보호아동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

타났다.첫 번째,방과후 성인의 보호나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한 발달을 해하는 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에(Casper &

Smith,2004;이태수,2005)자기보호아동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기보호아동의 발달상 특징을 살펴보고 있었다.연구결과들을 종합 으

로 살펴본 결과,상반된 주장이 립하고 있었는데 자기보호가 아동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Achenbach,McConaughy,&

Howell,1987;Lord& Mahoney,2007;Pettit,Bates,Dodge,& Meece,

1999;Richardson,Radziszewska,Dent,& Flay,1993;Steinberg,1986;

공유경,김희화,2006;김세원,손주 ,2011;옥경희,김미해,천희 ,

2001;이 주,조미라,2011)와 동시에 자기보호가 아동에게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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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Marshall,Coll,Marx,McCartney,

Keefe,& Ruh,,1997;Richardson etal.,1993;Rodman,Pratto,&

Nelson,1985;Shumow,Smith,& Smith,2009;Woods,1972;Vandell

& Corasaniti,1988;서은주,2006;천희 ,2014)가 함께 보고되고 있었

다.동일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동이 어떤 활동을 하 는가는 아

동의 성장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발달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동 인 상(Bronfenbrenner&

Bronfenbrenner,2009)이다.이에 자기보호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해

서는 자기보호아동이 보호자 없이 활동하는 시간동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하지만 기존 자기보호아동 연구

자기보호아동의 활동시간에 한 맥락 정보를 구체 으로 제시하거나

이를 고려한 연구는 제한 이었다.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자

기보호여부(옥경희 외,2001)나 자기보호시간량(공유경,김희화,2006;이

주,조미라,2011)만을 기 으로 살펴보고 있었기에 자기보호의 상황과

경험에 한 통찰을 얻기 어려웠다.

두 번째,아동의 자기보호가 가구소득에 상 없이 모든 계층에서 나

타나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은 소득 자기보호아

동을 상으로 하는 연구(김세원,손주 ,2011;옥경희 외,2001;이 주,

조미라,2011)가 다수 으며 일정 수 이상 가구소득을 지닌 자기보

호아동에 한 심은 부족한 편이었다.앞서 언 하 듯이 자기보호는

아동이 경험하는 활동,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등 아동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킴으로써 아동에게 향을 미칠 수 있다.만약 자기보호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아동에게 향을 다면 그러한 향은 소득 자기

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정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정의 자기보호아

동에게도 나타날 것이다.이에 연구가 집 되어 있는 소득층에서 모든

소득계층의 자기보호아동으로 연구의 범 를 확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자기보호아동의 경험이 충분히 규

명되지 못하 다는 제한 을 보완하고자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을 보다 면

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재 시행되고 있는 돌 서비스로부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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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어 있기에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비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학교 고학년(김지경,김균회,2013)을 상으로 이들이 자기보호시간

을 ‘얼마나’보내고 있는지,‘어떻게’보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이

를 하여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활동과 장소를 폭넓게 살펴보고 성인

보호아동의 생활과 비교해볼 것이다.아동의 자기보호가 소득계층을

월하여 보편 으로 나타나는 상이라는 을 고려하여 소득이 낮은 가

정 뿐 만 아니라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기보호아동도 분석의 범 에 포

함시켰으며,아동의 자기보호의 양태가 가구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하루의 생활이 어떤 활동으로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이루어

지는지를 보여주는 생활시간 연구를 통해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의 실태를

악하고 분석하여 생활의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 개선방안을 찾는 요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방과후 아동이 홀로 있는 동안 어떤 활

동을 하는지,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하는지 등을 보여주는 생활

시간사용 연구는 자기보호아동의 삶을 보다 면 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 것이다.발달과정에서 마땅히 려야할 활동이 일정 수 을 충족시

키지 못한다면, 자기보호라는 환경으로 인해 방과후 생활시간 구조가

달라지고 불리를 경험한다면 이는 아동의 정 인 발달을 해하는 요

인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시간’이라는 객 이고 직 인 도구

로 가구소득에 따른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을 살펴본 본 연구

를 통해 자기보호아동에 한 개입과 정책수립을 한 토 가 형성되길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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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자기보호아동

(1)자기보호아동의 정의와 방과후 돌 황

자기보호아동(self-carechildren)은 방과후 성인 보호자의 돌 없이

혼자 있거나 자신보다 어린 동생과 함께 있는 아동으로(Rodmanetal.,

1985)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활동하거나 방과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성

인보호아동과 비되는 개념이다(이 주,조미라,2011).서구에서 자기보

호아동은 혼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여 ‘latchkey

children’이라고도 불리며 일 이 1980년 부터 연구되기 시작하 으며,

아동이 정기 으로(regularly)방과후 성인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

(unsupervised arrangement) 혹은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경우

(self-care,careforthemselves)를 자기보호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Casper& Smith,2004;Lord & Mahoney,2007;Steinberg,1986;

Vandivere,2003).반면 국내의 경우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한 2000년

이후에 이르러서 자기보호아동에 한 언론과 학계의 심이 증가하여

왔다. 재 자기보호아동과 련한 국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는

서구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자기보호아동의 연령이나

혼자 지내는 시간 일수를 설정하는 기 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이에 연구에 따라 각각의 기 을 용하여 자기보호아동의 개념

을 조작 으로 정의하고 있다.일례로 이 주,조미라(2011)는 평소 방과

후 혼자 있거나 18세 이하의 형제자매끼리 있는 모든 아동을 자기보호

아동으로 정의하고,김지경,김균희(2013)는 보다 명확한 일수를 기 으

로 일주일에 1일 이상 방과후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 있는 아동을 자

기보호아동으로 정의한다. 련 기 의 경우 구체 인 시간을 기 으로

자기보호아동을 정의하고 있으며 ‘평일 방과후 3시간 이상( 앙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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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 ,2010)’‘일주일에 1일 이상,평일 방과후 1시간 이상(여성가족

부,2011)’등을 자기보호의 기 으로 삼고 있다.이 외 방과후 3시간 이

상 혼자 있는 경우를 장시간 자기보호아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여성가

족부,2011).

자기보호아동은 일반 으로 학령기인 아동을 지칭하는데 자기보호아

동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만을 상으로 조사하거

나(이정숙,김은경,2008) 등학생과 학생을 모두 상으로 포함시킨

연구(Steinberg,1986;김지경,김균희,2013;옥경희 외,2001)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들은 자기보호 상황에 있을 때 상 으로 험성이 높은

등학생을 상으로 하고 있다(Casper& Smith,2004;Lord& Mahoney,

2007;Posner& Vandell,1994;Vandivere,2003;공유경,김희화,2006;

서은주,2006;이 주,조미라,2011).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지 한

바와 같이 자기보호 상황에 상 으로 취약하며, 재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 돌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등학교 고학년 아동으로 자

기보호아동 연령범 를 설정할 것이다.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하

는 경우 자기보호를 단하는데 있어 보다 엄격한 기 이 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에 ‘3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홀로 활동하는 경우’를 본

연구의 자기보호 기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자기보호를 경험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는지는 자기보호아동을 구체 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수치가 조 씩 다르게 나타난다.2011년 여성가족부가 국 16개 시군구

지역의 체 등학교 학생 2만여 명과 학부모 교사를 상으로 조사

한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안 황 조사’에 따르면 자기보호아

동은 체 등학생의 29.6%로 추정되며 이 하루에 3시간 이상 보호

자 없이 지내는 경우는 47.7%에 달해 반가량의 자기보호아동이 장시

간 동안 보호자 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한편,아동의

자기보호는 가구소득을 비롯한 사회경제 지 와 상 없이 모든 계층에

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2011)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수 ‘상’,

‘’,‘하’가구의 자기보호아동 비율은 27.1%,30.9%,39.7% 이다.가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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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맞벌이 여부,부모의 교육수 등에 따른 자기보호아동 비율을 밝힌

김지경,김균희(2013)의 연구에서도 월 200만 원 이하의 소득 가구 뿐

만 아니라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고소득 가구에서도

30.1%의 아동이 거의 매일 자기보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보호아동의 증가와 맞물려 취업한 어머니들이 가장 필요로 하거

나 향후 확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가 ‘자녀의 양육지원과 돌

서비스’로 손꼽히면서(여성가족부,2014)정부는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

의 양립이 가능하고,안심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 · ·고 아동을 한 방과후 돌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

운 인 · ·고 아동을 한 표 인 방과후 돌 서비스로는 방과

후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방과후학교, 등돌 교실 등이 있다.각각의

서비스는 시행부처,운 형태 운 상 등에서 특징이 구분된다.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교과학습지도,체험활동,생활 리 식사 등

의 종합 인 교육 돌 을 제공한다는 공통 이 있다.서비스별로 살

펴보면 방과후아카데미는 등학교 4학년부터 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

을 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재 국 236개소에서 운 되고 있다(통

계청,2015).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며,2014년 기 국 4,061개소에서 109천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는 소득

가정,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장애가정의 아동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우선보호아동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우선보호 이외의 아동은

로그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로그램 참

여의 우선권이 있기에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지역아동센터

앙지원단,2015).

등돌 교실은 방과후학교 로그램 내에서 운 되는 제도이나 방과

후학교와는 달리 돌 기능이 강화된 서비스이며 로그램의 상,내용

운 시간 등에서 방과후학교와는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방과후

학교는 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와 고등학교 모든 학교 에서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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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 에 운 된다.방과후학교는 수익

자가 로그램 활동비를 부담하는 로그램이지만 등돌 교실은 간식

비 등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아침,오후, 녁

으로 시간 를 구분하여 돌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돌 교실은 2014

년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에 상 없이 모든 등학교 1학년,2학년의 학

생을 상으로 무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 으며 이에 서비스 이용 아동

수가 2014년 기 22만 1,310명으로 년 비 약 1.4배가 격하게 증가

하 다. 등돌 교실 이용 아동수의 증으로 무상 서비스 시행 1년 만

에 돌 교실은 운 에 어려움이 발생하 고,돌 교육 로그램이 부실

해졌다는 지 과 함께 일부 학교에선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득

가정과 맞벌이가정 자녀들이 돌 교실에서 려나는 등 크고 작은 부작

용이 발생하 다.이에 2015년부터는 돌 교실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을 다시 소득층,한부모가정,맞벌이가정 자녀로 제한하여 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교육부,2015).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학교 과 고등학교 모두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등학생의 참여율은 꾸 히 증가하고 있

다는 통계(교육부,2015)는 재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

돌 서비스가 등학교 에서 보다 극 으로 이용되고 있고, 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공 돌 에 한 수요가 상당한 수 임을 보여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 시행되고 있는 돌

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을 제한하는 경우가 다수 으

며 특히 일반 맞벌이 가정의 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

서비스는 확연히 었다.이 듯 자기보호아동 본 연구에서 주목

하고자 한 등학교 고학년의 자기보호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돌 서비

스가 모든 소득계층을 아우르며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기에 일부 자

기보호아동의 경우 상당한 시간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홀로 있

거나 사 돌 서비스에 의존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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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기보호아동의 경험과 발달

자기보호아동에 한 사회 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자기

보호아동의 규모가 상당한 수 이라는 뿐 만 아니라 방과후 아동이

성인의 보호나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동의 한 발달을 해하는

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Casper& Smith,2004;이태수,

2005).자기보호는 보호자가 고의 으로 자녀의 양육을 소홀하게 하는

방임과는 다르지만 자기보호 역시 방임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부정 인 시각이 일반 인 편이다(이 주,조미라,2011).

자기보호아동과 련한 부분의 선행연구는 자기보호가 아동의 발달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아동발달 역에 따라 자기

보호가 아동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Shumow et

al.,2009; Lord& Mahoney,2007;Richardsonetal.,1993;Vandell&

Corasaniti,1988;Wood,1972),자기보호가 아동의 사회 발달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본 연구(Lord & Mahoney,2007;Pettitetal.,1999;

Steinberg,1986),자기보호가 아동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연구(Rodmanetal.,1985;Vandell& Corasaniti,1988)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발달 역을 함께 살펴

보는 경우가 다수인데 학업,정서 사회성 발달을 모두 분석하거나

(옥경희 외,2001;이 주,조미라,2011),정서 사회성 발달을 함께

조사한 경우(공유경,김희화,2006;김세원,손주 ,2011;천희 ,2014)

정서 역만을 살펴본 연구(서은주,2006)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보호아동을 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 으로 살펴

보면 자기보호가 아동의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는다.자기보호가 아동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통

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지 않지만(Achenbachetal.,1987;Lord&

Mahoney,2007;Pettitetal.,1999;Richardsonetal.,1993;Steinberg,

1986;공유경,김희화,2006;김세원,손주 ,2011;옥경희 외,2001;이

주,조미라,2011)몇몇 연구들은 자기보호가 아동의 발달에 항상 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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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한다(Marshalletal.,

1997;Richardsonetal.,1993;Rodmanetal.,1985;Shumow etal.,

2009;Vandell& Corasaniti,1988; Woods,1972;서은주,2006;천희 ,

2014).어떤 청소년은 스스로를 돌보는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스

스로를 돌보기를 즐긴다(Shumow etal.,2009).자기보호아동의 성 이

성인보호아동보다 높은 경우(Richardsonetal.,1993)도 존재하며,성인

보호아동보다 더 높은 자부심을 보이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

(Rodmanetal.,1985).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가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

호아동 사이에 유의미한 발달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자기보호가 아동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

한다.

동일한 자기보호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아동의 자기보호경험은 매우 다

양할 수 있다.아동의 발달은 결국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 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Bronfenbrenner &

Bronfenbrenner,2009)자기보호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자기보호아동이 보호자 없이 홀로 활동하는 동안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 자기보호아동의 경험에 한 정보를 구체 으로 제시

한 연구는 제한 이다.자기보호아동과 련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연구가 자기보호아동의 경험을 명확하게 살펴보지 않았고,

자기보호 경험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자기보호아동을 단순히 자기보

호여부에 따라 이분법 으로 분류하여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발달상 차이를 비교하거나 자기보호의 시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살

펴보는 수 에 머물고 있다.옥경희 외(2001)에서는 아동이 학교수업이

나 학원 등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무도 없거나

동생만 있는 경우를 자기보호로,부모가 있는 경우를 부모보호로 분류하

여 집단 간 차이만을 살펴보았고,그 외의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이분법

분류는 벗어났다고 할지라도,자기보호시간을 기 으로 몇 개의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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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자기보호정도만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공유경,김희화,

2006;이 주,조미라,2011).

모든 자기보호상황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경

험되지 않는다.동일한 자기보호아동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방과후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와 함께 있는지,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아동의 발달

과 성장은 달라질 것이다.이를 고려한다면 자기보호아동의 삶을 보다

면 하게 탐색하기 해서는 자기보호시간을 ‘얼마나’보내고 있는지 뿐

만 아니라 ‘어떻게’보내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서구의 경우 몇몇

연구는 자기보호아동의 활동과 장소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이 구인지

를 살펴보고 있다.Steinberg(1986)에서는 장소에 따라 자기보호아동의

활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자기보호아동은 집에 있을 때

숙제를 하거나,TV시청을 하거나,동생을 돌보는 활동에 부분의 시간

을 할애하 으나 친구의 집이나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활동

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와 비슷하게 Lord& Mahoney(2007)에

서도 자기보호의 장소에 따라 집에서의 자기보호,외부에서의 자기보호

를 구분하고 있다.그들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자기보호활동과 친구집이

나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기보호활동은 그 특성이 다르기에 어떠한

형태의 자기보호를 경험했는지에 따라 아동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서구와는 달리 국내 연구들은 자기보호여부나 자기보

호시간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기보호아동의 활동,장소 등을 폭넓게 살

펴본 연구는 제한 인 실정이다.

국내 자기보호아동 연구가 보여주는 다른 제한 은 아동의 자기보

호가 가구소득을 비롯한 사회경제 지 와 상 없이 모든 계층에서 나

타나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자기보호아동을 상으로 하는 연구

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세원,손주 (2011)은 국민기

생활보장수 가구와 차상 가구의 자기보호아동을 조사하 으며,옥경희

외(2001)에서는 월평균 수입 150만원 미만인 소득층 가정의 자기보호

아동만을 상으로 하고 있다.이 주,조미라(2011)은 국 표성을 띤

아동·청소년 패 조사를 활용하 으나 본 패 의 경우 표본추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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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60% 미만의 소득층을 표본의 50%로 할당하기 때문에 모든 소득

계층을 아우르는 결과라고 단하기엔 제한 이 있다.

부모가 고의 으로 자녀의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이 일부 소득층

가족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었다면 아동의 자기보호는 사회

경제 계층을 월하여 나타난다. 소득가정에 비해 고소득가정의 자

기보호아동에 한 심은 상 으로 부족한 편이었다.일반 으로 고

소득 가정은 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 자원이 충분할 가능

성이 높기에 고소득 가정의 자기보호아동 비율이 낮을 것으로 상하기

쉽지만 고소득층의 고학력 여성의 경우,자아실 을 해 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한 고소득층 지역 환경을 안 하다고 인식하여 자녀의 자기보

호를 선택함으로써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에서도 자기보호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Vandivere,2003).

특히 과거 한국 사회의 가정은 남성이 일을 통해 가정을 부양하고 여

성은 가정에서 돌 노동을 담당하는 일인부양자 가정이 보편 이었다.

이에 과거에 맞벌이를 선택하는 경우는 남성의 소득만으로는 생활하기

충분치 않은 사회경제 지 가 낮은 가구에서 높았다.통계청이 1995년

발표한 가계조사자료에 따르면 학력이 낮을수록,남편의 직업이 기능·단

순노무직일수록,주거형태가 자가보다 월세일수록 맞벌이 비 은 상

으로 높았다.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진 으로 증가해오면서

맞벌이는 더 이상 사회경제 지 가 낮은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가구형태가 아니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분석한 김우

(2008)에 따르면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의 취업율은 1980

년 2.5%에서 2007년 30.7%로 약 12배 증가하 으며,상 배우자의 소

득이 높다고 할지라도 맞벌이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늘날 맞벌

이가구 비율은 사회경제 지 와 상 없이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는 일

반 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았으며(신 수,2014),이를 통해 아동의 자기

보호는 더 이상 소득층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이 아니라는

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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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아동의 생활시간

(1)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

생활시간 연구는 하루 동안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개인

들이 어떤 행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당하여 활용하는지에 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의 생활양식이나 삶의 질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손애리,2000).

그동안 아동의 생활시간은 단순한 리듬과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고 여겨졌기에 생활시간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와서 연

구의 상이 아동을 비롯하여 노인,독신인 등으로 확 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 아동을 상으로 한 생활시간 연구는 소수이며(진미정,

2008),보호자 없이 홀로 활동한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 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

홀벌이가정,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성 맞벌이가정에서 아동

의 자기보호 비 이 가장 높다는 (여성가족부,2011)은 어머니의 취업

이 아동의 자기보호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보여 다.본 연구자는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 연구가 제한 이라는 을 고려하여 연구 상

을 자기보호아동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자기보호의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추측되는 취업모 자녀의 생활시간연구를 함께 살펴보았다.

어머니와 자녀의 일상생활 패턴은 서로 긴 하게 향을 주고받기에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자녀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방식,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주로 하는 활동 등을 변화시킨다(진미정,이윤주,2010).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부분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아동의 학업시간은 감소하고,TV시청시간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한다고 밝힌다.강인자,김혜연(2005)은 제주도내

의 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 387명의 생활시간 자료를 수집하여 아

동의 생활을 살펴본다.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하루 평균 ‘학교활동’,

‘학원활동’,‘가정학습’을 모두 포함한 학업시간에 평균 7시간 38분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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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있었는데,이 학교활동은 5시간 23분,학원활동은 1시간 23분,

가정학습은 52분으로 학교 학원활동이 학업시간의 많은 비 을 차지

하고 있었다.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아동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

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의 학교활동시간,학원활동시간,가정학습시간은

모두 어머니가 일하지 않는 아동보다 었으며,수면시간과 TV시청시간

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 아동과 비취업모 아동의 학업 성

취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 다. 한 일하는 어머니를 둔 자

녀의 개인 생시간 식사시간이 상 으로 었다는 결과는 출근으로

인한 어머니의 생활패턴이 자녀의 생활에도 향을 미쳤음을 추측 해

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동의 생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다른 연구인 최남숙,유소이(2002)는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

는 ·고등학생과 그들의 학부모 282명을 상으로 생활시간 자료를 수

집하 다. ·고등학생의 가사노동참여시간,여가활동시간,과외수업시간

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여가활동시간과 과외수업시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주 과 주말

의 가사노동시간을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취업모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도움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자녀에

게 어린 동생이 있는 경우 평일에 소극 여가시간은 큰 폭으로 감소하

는데 이를 통해 본인보다 어린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여가

시간의 일부분이 어린 동생을 돌보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은 아동의 자기보호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지만 유

연근무,시간제 근무 재택근무와 같은 근로형태에서는 어머니가 취업

하 다고 할지라도 아동의 자기보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지만 방과후 혼자 활동하는 자기보호아동 한 있을 수 있

다.연구의 상을 자기보호아동으로 명시한 연구는 취업모 자녀의 생활

시간연구와는 달리 방과후 보호자의 실질 인 존재여부를 고려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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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 이루어진 자기보호아동의 생활 연구는 체로 자기보호아동

이 성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보다 지 자극이 풍부한 활동(enrichment

activities)에 더 게 참여한다고 보고한다. 소득 등학생 216명을

상으로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활동을 비교한 Posner &

Vandell(1994)은 자기보호아동은 성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보다 학업시간

은 었으며 여가활동 TV시청이나 실내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즉

흥 이며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가활동시간이 상 으로 많았

다고 설명한다.반면 간식을 섭취하는 시간이나 이동시간의 경우에는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자기보호아동을 부모의 감독수

에 따라 구분한 Steinberg(1986)는 자기보호아동 에서도 부모가 본

인의 행방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

나 외부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은 채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향

이 나타난다고 밝혔다.한편,방과후 부모나 성인의 보호를 받지 않는 아

동이 방과후 로그램이나 돌 시설에 있는 경우 성인보호아동보다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래와 상호작용한다고 밝힌 연구결과도 존재한

다.Marshalletal(1997)의 연구에서는 돌 시설에 있는 아동이 부모의

보호를 받거나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보다

TV시청을 더 게 하 고,미술이나 연극활동과 같은 체능활동에 참

여하는 기회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래와 함께 활동하는 돌

시설의 특성 상 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도 부모나 성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이제껏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 연구는 매우 제한 이

었으나 최근 몇몇의 연구에서 성인보호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보호아

동의 생활시간사용 양태를 살펴보고 있다.하지만 다수의 자기보호아

동의 생활시간 연구는 소득 가정의 자기보호아동만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소득층에 가 치를 두어 표집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기에

연구결과를 체 자기보호아동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 제약이 있다.

김세원,손주 (2011)에서는 소득 자기보호아동을 상으로 방과후

하루 평균 자기보호시간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동시에 방과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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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와 함께 있었는지 조사하 다.그 결과 자기보호아동은 녁식사

이 에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경우가 35.5%로 가장 높았고 형제자매와 같

이 있는 비율은 20.6%,혼자 있는 경우는 13.2%를 차지하 다. 녁식사

이후에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녁식사 이 (17.5%)과 비교하

을 때 다소 높아졌으나(33.8%)여 히 반 정도(48.2%)의 자기보호아

동이 혼자 있거나 친구 는 형제자매와 있다고 응답하 다.자기보호아

동의 방과후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자기보호아동은 성인보호아동보다

TV나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집에서 게임하기,그냥 쉬거나 잠을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업과 련된 활동인 학원이나 과외활동,집에

서 공부하기, 체능 활동을 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희

(2012)는 소득 60% 미만의 소득층에 가 치를 두어 표본을 선정

한 아동·청소년 패 의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등학교 1학년,4학년

과 학교 1학년 아동을 방과후 혼자 지내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자기보

호아동의 생활시간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하루 4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지내는 아동은 자기보호시간이 보다 은 아동보다 학습활동에 은 시

간을 할애하 고 컴퓨터나 게임기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하루 많은 시간을 학교활동에 투입하고 방과후 ‘나머지’시

간을 개인마다 다른 활동에 배분하여 사용하기에 이 ‘나머지’시간동안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활동내용과 활동량을 분석하는 것은 아동의

생활시간에서 나타나는 집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나 주,

황진숙,이은희,고선주,박숙희,2005).특히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사

용을 악하는 데에 있어 방과후 시간 를 심으로 보는 것은 성인보호

아동과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해주어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을 면 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근법이 될 것이다.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사용을 살펴본 국내연구는 주로 통계청의 생

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거나 아동·청소년 패 을 사용하고 있다.아

동·청소년 패 의 경우 하루 특정 활동에 할애한 시간의 총합만을 제

공하고 있지만,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경우 하루 활동별 시간의

총합 뿐 만 아니라 24시간을 시간 별로 구분하여 특정 시간 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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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구와 함께,얼마나 하 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자

기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면,특히 성인보호아

동과 구별되는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면 앞서 설명하 듯이 방과후 시

간을 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서는 시간 자료를 활용

해야 한다.하지만 시간 자료는 하루 활동별 시간의 총합 자료보다 분

석 과정이 복잡하기에 다수의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사용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하루 활동별 시간 총합만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외

으로 최정미,오선 (2003)과 김세원,손주 (2011)이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방과후 시간을 심으로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사용 양태를 보

고하고 있다.최정미,오선 (2003)은 일하는 어머니를 둔 등학교 학

년 아동 437명을 상으로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아동의 생활실태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 으며,‘학교가 끝나고 방과후에 하는 일이 무엇인

지’에 한 질문으로 방과후 생활시간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김세원,

손주 (2011) 한 녁식사 이 과 이후로 시간 를 구분하여 자기보호

아동의 생활시간을 조사하 으나 두 연구 모두 응답의 수가 연구자가 제

시한 응답범주로 제한되었다. 한 국 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기에 연구 상을 표한

다고 볼 수 없으며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을 지닌다.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시간 자료를 활용하는 분석

모델이 요구된다.

(2)가구소득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가구소득은 아동을 한 투자와 한 련이 있다.가구소득이 아동

에게 미치는 향은 그들의 시간사용에 향을 미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Wight,Price,Bianchi,& Hunt,2009)이에 가구소득에 따라 아

동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 경험 연구들에서 지속 으로

검증되어 왔다.가구소득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을 살펴본 선행연구들

은 가구의 소득이 특히 아동의 학업시간과 여가시간에 향을 미치고 있



-18-

음을 보여주는데, 다수의 연구가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

련시간은 증가하고 여가 시간은 감소한다고 설명한다(Wightetal,

2009;박민자,손문 ,2007;정은주,2014).

만 15세에서 17세 아동의 생활시간을 살펴본 Wightetal.(2009)의 연

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경우 아동이 읽을 책을 구입하거나,

방과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로그램과 같이 부모의 양육을 체할 수

있는 활동에 등록할 물질 자원이 충분하기에 아동에게 보다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학습 련 활동 도구에 보다 많이 투자

한다고 설명한다.실제로 가구소득이 7만 5천 불 이상인 가정의 아동은

가구소득이 3만 불 이하인 아동보다 하루 공부시간이 16분이 더 긴 것으

로 나타났다.반면 이와는 반 로 Hofferth& Sandberg(2001)의 연구에

서는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 련시간은 련이 없다고 지 한다.이 연

구에서는 아동의 학업 련시간을 학교에서의 시간,독서시간,공부시간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세 개의 모든 역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교육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는 국내의 경우 아동의 학업 련

시간의 상당 비 을 학원에서의 시간이 차지하고 있으며,가구소득이 증

가할수록 아동의 학습시간이 증가하는 상을 비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가구소득이 아동의 생활시간사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에 주목한 박민자,손문 (2007)은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10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교육성취와 련된 활동인 ‘학

교에서의 정규수업시간’,‘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이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

지는지 살펴본다.연구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정규수업 외 학

습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 는데,부모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아동과 비교하 을 때 부모의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아동의 경우 하루

평균 43분의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주

(2014)에서는 등학교 아동의 학업 련시간을 학원/과외,숙제,기타공

부,독서로 구분하여 세부 으로 분석한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등학생

은 학업 련시간 에서 주 에는 학원/과외시간,주말에는 기타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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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학교 6학년의 경우 하루에 115

분 정도를 학원/과외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생활시간의 상당 비 을 차지하는 다른 활동 역인 여가시

간은 주로 TV시청과 컴퓨터 활동 주로 분석되고 있다.TV시청의 경

우 국외/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다수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아

동의 TV시청시간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Gorely,

Marshall& Biddle,2004;Hofferth& Sandberg,2001;김우찬,이윤석,

2009;박민자,손문 ,2007;정은주,2014),컴퓨터활동시간의 경우 가구

소득에 따른 시간량의 차이가 일 되게 제시되지는 않는 편이다.

가구소득이 아동의 TV시청 패턴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아동의

성별에 따라,TV 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부 으로 살펴본

Chowhan& Stewart(2007)은 가구소득이 아동의 TV시청에 미치는 향

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밝힌다.남아의 경우 가구소득에 따른 TV시청

시간이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던 반면 여아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

우 TV를 보다 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본 연구는 아동이 어떤

로그램을 시청하는지도 함께 조사하 는데 일반 인 TV 로그램과는

다르게 아동이 폭력 인 TV 로그램을 시청하는 빈도는 가구소득이 높

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득이 높은 가정의 경우 보

다 폭력 인 상을 방 하는 유료채 ( 화 드라마 채 )에 가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가구소득이 아닌 부의 월

평균 소득과 모의 월평균 소득이 아동의 TV시청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김우찬,이윤석(2009)에서는 어머니의 소득은 자녀의 TV시청 시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소득은 평일과 토요일에 자

녀가 TV를 보는 시간에 향을 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성별

뿐 만 아니라 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구체 으로 아버지의 소득이 50만 원 늘어나는 경우 자녀의

TV시청 시간은 평일에는 약 1.5분,토요일에는 약 5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컴퓨터 활동시간의 경우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의 활동시간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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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Wightetal.(2009)에서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7만 5천 불 이상인 경우 아동의 하루 컴퓨터 시간은 월 평균 가

구소득이 3만 불 미만인 가정의 아동보다 17분이 길었으며 가구소득이 3

만-5만 불 가구 한 3만 불 미만 가정의 아동보다 컴퓨터 시간이 9분

더 길었다.하지만 이와는 반 로 가구소득과 아동의 컴퓨터시간이 유의

미한 상 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다고 밝힌 연구 한 존재한다.Lee,

Bartolic,& Vanderwater(2009)에서 아동을 연령 로 구분하여 컴퓨터

사용시간을 살펴본 결과 5세에서 12세 아동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가구소

득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고 지 한다.

아동의 컴퓨터 활동의 상당한 비 을 컴퓨터 게임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교육 인 내용을 다루는 자 학습활동이나 검색 등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매체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이에 컴퓨터 활동을 게임과

그 외의 컴퓨터사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계

가 나타났는데,컴퓨터시간을 세부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정재기

(2007)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컴퓨터시간은 감소하며 특히 이

와 같은 감소는 게임시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이 연구

에서는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컴퓨

터를 활용하여 검색을 하는 시간은 증가하 는데 이 같은 연구결과는 가

구소득에 따라 컴퓨터 활용형태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자기보호,가구소득의 맥락에서 고찰한 아동의 생활시간 연구들

을 종합하면 부모의 존재여부는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방식을 변화시키

며,특히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기보호아동과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기

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양상이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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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문제 연구방법

제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살펴보고 성인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 사용

양태와 비교하고자 한다. 한 동일한 자기보호아동이라고 할지라도 가

구소득에 따라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이상의 목 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사용 양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사용은 성인보호아동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사용은 아동이 속한 가

구의 소득수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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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상 분석자료

본 연구는 연구문제 분석을 하여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 다.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매 5

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개인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

내고 있는지 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 자료

로 활용되고 있다.생활시간조사는 조사 상자가 일기를 쓰듯이 하루 24

시간의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설계되어 있는 시간일지에 직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생활시간조사는 조사 상자에게 10분 단

의 ‘주행동’ ‘동시행동’에 한 정보 뿐 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과 ‘행

장소/이동수단’에 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한다. 한 개인의 시간활용

이 요일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을 고려하여 평일,토요일,일요

일을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최종 자료는 코딩방법에 따라 시간량 데이터,시간 데이터,함께 한

사람 데이터로 구분되어 제공되는데 시간량 데이터는 총 138개의 활동별

시간량 정보를,시간 데이터는 하루 24시간을 10분 단 로 구분하여

총 144개의 시간 별 활동과 활동장소/이동수단,함께한 사람에 한 정

보를 제공한다.함께 한 사람 데이터는 활동을 함께한 사람에 따른 활동

별 시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본 연구의 경우 방과후 시간 를

심으로 생활시간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 기에 특정 시간 를 선

택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간 데이터를 활용하 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는 국 12,0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27,716명을 상으로 하 으며,최종 응답가구는 11,986가구의 26,988명이

다.생활시간조사의 참여자는 개인당 이틀 동안의 생활시간을 기록하고

있기에 최종 으로 53,976개의 시간일지가 제공된다. 체 시간일지 에

서 만 10세에서 12세 아동이 작성한 시간일지는 2,164개 다.

만 10세에서 12세 아동의 시간일지 본 연구의 상인 자기보호아

동의 시간일지를 추출하기 해서 우선 으로 자기보호 기 을 개념 으

로 정의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국내에서 이루어진 자기보호아동 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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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사를 살펴보면 자기보호의 기 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되고 있다.

몇몇의 연구에서는 보다 포 으로 방과후 보호자의 보호 없이 혼자 있

었다고 응답한 모든 아동을 자기보호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며(김지

경,김균희,2013;이 주,조미라,2011;한국복지패 아동부가조사,

2012),다른 한 편에서는 이보다 엄격한 기 을 용하여 하루 3시간 이

상 보호자 없이 있는 아동을 자기보호아동으로 정의하거나( 앙아동보호

문기 )장시간 자기보호아동으로 분류하고(여성가족부,2011)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의 연령이 만10세에서 12세인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한다는 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 을 용하 으며,이에

본 연구의 자기보호 기 은 ‘3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홀로 활동하는 경

우’로 정의하고자 한다.

방과후 3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홀로 활동하는 아동인 자기보호아동

의 시간일지를 추출하기 하여 본 연구자는 생활시간조사 자료 만

10세에서 12세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데이터를 활용하 다.구체 으로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만 10세에서 12세 아동의 어머니 데이터

방과후 시간인 15시 이후 직장에 3시간 이상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추

출하여 이들의 자녀(만10세-12세)를 자기보호아동으로 선정하 다. 어

머니가 방과후 직장에 있었다고 응답하여도 보호자 역할을 신 할 수

있는 조부모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경우 성인으로부터의 보호가 가능

할 수 있다.이를 고려하여 자기보호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집단의 가구구

성을 확인하여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 다.주말의 경우 어머니가 출근하는 경우

가 제한 이고,아동의 평일 생활시간 양상과 주말의 생활시간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기에 본 분석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자료를 제외한 평

일 데이터만을 선택하 고 최종 으로 선정된 자기보호아동의 시간일지

301개를 분석에서 사용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양상이 자기보호

에 따른 특성인지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해서 자기보호아동의 자료를

방과후 성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하 다.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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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4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의 만 10세에서 12세 아동의 어머니 데

이터 방과후 시간인 15시 이후 직장에 있지 않았다고 응답한 어머니

들의 자녀(만10세-12세)를 성인보호아동으로 선정하 다.성인보호아동

의 자료 한 자기보호아동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평일 데이터만을 선택

하 으며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한 성인보호아동의 시간일지는 938개이

다.



-25-

제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1)생활시간 분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개인의 모든 활동을 9개 분류와 42개

의 분류,138개의 소분류 코드를 활용하여 구분하고 있다.9개의 분

류는 (1)개인유지,(2)일,(3)학습,(4)가정 리,(5)가족 가구원

돌보기,(6)참여 사활동,(7)교제 여가활동,(8)이동,(9)기타

로 구성되어 있다.본 연구에서는 9개의 역 아동의 활동참여가

조한 역을 제외하 으며 최종 으로 (1)개인유지(수면,식사 간

식,개인 건강 리,기타 개인유지),(3)학습(학교활동,학교활동 외 학

습),(7)교제 여가활동(교제활동,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종교활

동,문화 활동,스포츠 포츠,의례활동,기타 여가활동),(8)

이동(개인유지 련 이동,학습 련 이동,가정 리 련 이동,가족

가구원 돌보기 련 이동,참여 사활동 련 이동,교제 여가활

동 련 이동,기타 이동 련 활동)의 시간 별 참여율 시간량을 분

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개의 활동 역 학습 역의 경우 행 자비율

역 그래 의 분석을 하여 세부 활동을 재분류하여 사용하 다.2014

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학습 역을 구성하는 활동은 학교활동과 학교활

동 외 학습으로 구분되는데 학교활동 외 학습은 다시 학원수강활동과 방

송·인터넷 수강,스스로 학습 기타 학교활동 외 학습으로 나 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역의 세부 활동을 ‘학습기 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기 으로 기 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학교활동,학원수강 활동)과 기 외

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방송·인터넷 수강활동,스스로 학습활동,기타 학

교활동 외 학습활동)으로 재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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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과후 시간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의 정규수업 일과 자기보호아동 어머니의

평균 퇴근시각을 고려하여 조사시간 를 설정하 다.2012년 3월부터

국의 등학교가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면서 요일별 수업 시수가 늘어

났고,이에 재 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5교시 는 6교시 수업이 주를

이룬다.정규수업의 시간 구성을 살펴보면 한 과목당 수업 시간은 40분,

쉬는 시간은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학생의 하루 수업일과는 9

시에 1교시가 시작되어 6교시를 하는 경우 14시 30분 종료된다. 본 연

구에서는 등학교의 정규수업 종료 하교시간을 고려하여 15시를 방

과후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한편 본 연구의 상

으로 선정된 자기보호아동 어머니의 퇴근 시각은 평균 19시 12분이었다

는 을 고려하여 조사 시간 인 방과후 시간 를 15시부터 19시까지로

설정하 다.

(3)가구소득

2014생활시간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월평균 총 가구소득(세 공제

)’을 ‘100만 원 미만’,‘100-200만 원 미만’,‘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400-500만 원 미만’,‘500-600만 원 미만,’‘600-700

만 원 미만’,‘700만 원 이상’의 8개 범주로 제공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는 소득(2015년 4인 가구 기 422만원)의 약 50%-150%까지를

산층으로 설정하여 ‘300만원 미만’의 등 을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

‘300-600만원 미만’의 등 을 가구소득이 간인 집단,‘600만 원 이상’의

등 을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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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분석방법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사용 패턴을 살펴보기 해 시간 에 따른

장소 활동 역별 행 자 비율의 증감정도를 비교하 으며,통계분석

로그램을 사용하여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사용 패턴이 성인보호아동

과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그리고 자기보호

집단 내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생활시간사용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해서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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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자기보호를 경험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는지 추정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등학교 고학

년 아동의 시간일지 2,164개 방과후 보호자 없이 홀로 지내는 아동의

시간일지는 635개로 체 시간일지의 29.4%를 차지하 다.이 본 연

구의 자기보호아동 기 에 부합하는 3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홀로 지내

는 아동의 시간일지는 301개 으며 최종 으로 이 301개의 시간일지를

통해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분석하 다.자기보

호아동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는지 추정하기 하여 어머

니가 직장에 있는 시간을 기 으로 자기보호정도를 구분한 결과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시간에서 4시간 동안 보호자 없이 홀로 있

다고 응답한 아동은 체 자기보호아동의 60.1%로 가장 큰 비 을 차지

하 으며,4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39.9%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추정치는 자기보호아동이 체 아동의

29.6%이며,이 하루에 3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는 47.7%

에 달한다는 선행 조사와 부합하는 결과이다(여성가족부,2011)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기보호아동의 성별,학년 자기보호아동이 속

한 가정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성별의 경우 남아가 53.5%,여아가

46.5%로 남아가 여아보다 조 많았으며 학년별로 구분하면 4학년이

26.2%,5학년이 37.9%,6학년이 35.9%로 5학년과 6학년의 비 이 상

으로 높았다.자기보호아동을 가구소득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소득이 높은 가구에 속하는 경우가 16.9%,낮은 가구에 속하는 경우가

20.6% 으며, 간 가구에 속하는 경우는 62.5%로 가장 큰 비 을 차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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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호아동이 속한 가정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양부모가정의 자녀

가 87.3%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정인 경우는 6.0%를 차지하 다.한편

부모가 모두 존재하지만 부 는 모가 재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

한 아동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아동 어머니의 취업형태를 살펴본 결과 일제 근로를 하고

있는 어머니를 둔 자기보호아동이 74.4%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

었으며,어머니가 자 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13.6%로 뒤를 이었다.어머

니가 무 가족종사자인 자기보호아동은 6.7% 으며,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어머니를 둔 자기보호아동은 5.3%로 가장 은 비 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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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164)
변수 구분 빈도(명) (%)

방과후 보호자 존재 여부
있음 1,529 (70.6)
없음 635 (29,4)

보호자 없이 보낸 시간
3시간 미만 334 (52.6)

3시간 이상 301 (47.4)

[표 1]자기보호아동의 비율과 자기보호 시간

[표 2]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n=301)
변수 구분 빈도(명) (%)

성별
남자 155 (53.5)
여자 146 (46.5)

학년

4학년 79 (26.2)

5학년 114 (37.9)
6학년 108 (35.9)

자기보호정도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181 (60.1)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48 (15.9)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31 (10.3)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20 (6.6)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9 (3.0)

8시간 이상-9시간 미만 5 (1.7)
9시간 이상 7 (2.3)

가구의 소득수 *

상 51 (16.9)
188 (62.5)

하 62 (20.6)

가구형태
양부모 263 (87.3)
한부모 18 (6.0)

부/모 비동거 20 (6.7)

모의 취업형태

일제 근로 224 (74.4)

시간제 근로 16 (5.3)

자 업자 41 (13.6)
무 가족종사자 20 (6.7)

주: 소득(2015년 4인 가구 기 422만원)의 약 50%-150%까지를 산층

으로 설정하여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하’,300-600만원 미만인

경우를 ‘’,6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으로 재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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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 사용 양태

(1)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활동 장소 유형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장소와 활동으로 구분하여 자기보호아

동이 방과후 어떤 곳에서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활동하는지,어떤 유형의

활동에 참여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먼 장소를 기 으로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 패턴을 살펴보면,

방과후 집에 들 다 학원을 비롯한 외부 장소로 다시 이동하는 자기보호

아동의 비율은 5% 이내로 제한 이었으며 다수의 자기보호아동이 하

교 이후 집에 들르지 않은 채 외부에서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외부에 있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 진 으로 감

소하 지만 18시 이 까지는 집에 있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보다 높

은 수 으로 유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자기보호아동의 생활이 이루어

지는 주요 장소는 18시에 이르러서야 외부에서 집으로 환되기 시작한

다.18시 20분을 기 으로 반 이상의 아동(54.5%)이 집에 있었다고 응

답하며 외부에 있거나 이동 이라고 응답한 아동보다 많아졌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자기보호아동이 방과후 부분의 오후 시간을 집이 아닌 외

부에서 보내고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을 기 으로 살펴보면,자기보호아동은 방과후 다수의 시간을

학습 역과 교제 여가 역에 할애하고 있었다.방과후 가장 높은 참

여율을 보이는 활동은 학습 역이었다.구체 으로 학습 역의 경우 방

과후 40%이상의 높은 참여율이 지속되다 18시를 후로 참여율이 격

하게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동시간 교제 여가 역의 경우 학

습 역의 참여율 보다는 다소 낮은 30% 의 참여율을 보 으나 18시 이

후 격하게 참여율이 상승하여 학습 역에 참여하는 아동 비율을 과

하는 패턴이 나타났다.자기보호아동의 개인유지 역 참여는 반 으로

부분의 시간 에서 10% 로 다소 낮았으며 18시 30분 자기보호아동의

귀가 녁식사 시간 에 맞추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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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활동

[그림 1]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활동장소와 유형

(2)자기보호여부에 따른 방과후 생활시간 사용 비교

부모의 존재나 모니터링에 따라 아동이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

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하여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비교하 다.각각의 활동 역에 참여한 행 자 비율과 소요된 평

균 시간을 통해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개인유지 역과 학습 역에

서 참여율과 평균 시간량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교제 여가

역과 이동 역에 할애한 평균 시간량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으며

참여율 패턴 한 두드러지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유지 역에 참여한 행 자 비율은 시간 에서 자기보호아동이

성인보호아동보다 낮았으며,시간량을 기 으로 보았을 경우도 자기보호

아동이 더 은 시간을 개인유지 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생활

시간조사의 개인유지 역은 ‘수면(수면,잠 못 이룸)’,‘식사 간식(식

사,간식과 음료)’,‘개인건강 리(자가치료,아 서 쉼,의료서비스 받

기)’,‘기타(개인 생,외모 리,이미용 련 서비스 받기,기타)’와 같이

네 가지 세부 역으로 구성되는데,이 식사활동,간식과 음료활동,개

인 생활동의 세 가지 활동에의 참여가 체 개인유지 역활동참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의 세 가지 세부 활동이 발생하는 주요 시간

는 조 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5시부터 18시 이 까지는 간

식과 음료활동이,18시 이후에는 식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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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은 개인 생활동이나 방과후 간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이 성인보호아동보다 낮았으며 성인보호아동의 간식이나 음료 섭취

개인 생활동 참여가 자기보호아동보다 부분의 시간 에서 약 1.5

배에서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사활동 한 이와 비슷한 경향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기보호아동은 성인보호아동보다 녁식사를 시

작하는 평균 시각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역의 경우 참여한 행 자 비율을 기 으로 살펴보았을 때

시간 에서 자기보호아동의 참여율이 성인보호아동의 참여율보다 높았으

며,시간량을 기 으로 살펴보아도 자기보호아동의 평균 학습시간이 성

인보호아동보다 많았다.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학습 역을 구성하는 활동

을 기 에서의 학습활동과 기 이 아닌 곳에서의 학습 활동으로 구분하

여 각각의 비 이 시간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는 [그

림 4]에 제시되어 있다.총 학습 역 학교나 학원과 같은 기 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의 비 은 자기보호아동에서 보다 높은 특징을 보

다. 한 성인보호아동의 경우 18시 이후 기 에서의 학습비 은 감소하

고 기 이 아닌 곳에서 스스로 학습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통한 학습활동

의 비 이 증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기보호아동의 경우 기 에서의 학

습활동의 비 이 6시 이후까지 이 과 비슷한 수 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성인보호아동보다 늦은 시간까지 학원 활동과 같은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자기보호아동의 생활패턴을 추측할 수 있었다.

[표 3]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방과후 활동 역별 시간량

평균(표 편차)
(단 :분)

자기보호아동 성인보호아동
t-value

(n=301) (n=938)

개인유지 27.3 (23.8) 40.1 (32.0) -7.37***

학습 92.0 (62.8) 76.7 (60.1) 3.81***

교제 여가 80.6 (62.6) 81.6 (59.2) -0.28***

이동 33.2 (23.6) 35.5 (25.8) -1.37***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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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지 역( 체) 학습 역( 체)

[그림 2]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개인유지 역 학습 역

참여율

간식 음료섭취 식사활동

[그림 3]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개인유지 역의 세부활동

참여율

기 에서의 학습 기 외에서의 학습

[그림 4]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기 /기 외에서의 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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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가 역( 체) 이동 역( 체)

[그림 5]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교제 여가 역 이동 역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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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가구소득에 따른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

시간 사용 양태

동일한 자기보호아동이라고 할지라도 가구소득에 따라 자기보호아동

의 방과후 생활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평균 시간량을 기 으

로 반 인 방과후 생활패턴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기

보호아동의 경우 방과후 생활시간의 부분을 교제나 여가활동 역에 할

애하는 여가 심형 생활패턴이 나타났다.구체 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아동은 15시부터 19시 이 까지 68분을 학습활동에 할애하 고

교제 여가 역에는 이의 약 1.6배인 107분을 사용하 다.반면 이와

는 다르게 가구소득이 높은 자기보호아동의 경우 방과후 생활시간의

부분을 학습 역에 사용하는 학습 심형 생활패턴이 나타났다.구체 으

로 가구소득이 높은 자기보호아동은 학습 역에 약 109분을 사용하 으

며 이는 교제 여가 역에서 할애한 58분보다 약 2배 더 많은 수치

다.가구소득이 간인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 을 때 상 으로 학습 역과 교제 여가 역에 할애하는 시

간이 비슷하 으나 학습 역에 사용한 시간(93분)이 교제 여가 역에

할애한 시간(82분)보다 더 많았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아동보다

는 가구소득이 높은 자기보호아동과 보다 유사한 방과후 생활패턴이 나

타났다.

개인유지 역,학습 역,교제 여가 역,이동 역에서 소요된 시간

이 가구소득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 학습 역,교제 여가 역,이동 역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개인유지 역에 할애한 시간량은 가구소득에 따라 유

의미하게 다르지 않았고,참여패턴 한 명확한 집단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방과후 가구소득에 따라서 유의미한 시간량 차이가 나타난 자기

보호아동의 학습,교제 여가 이동 역의 차이를 세부활동별 참여

율 그래 를 통해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역의 경우 시간량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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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 역 참여율은 시간 에서 가구소득이 간이거나 높은 집단

보다 낮았으며,주로 참여하는 활동 한 다른 두 집단과 다른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시간 별 학습 역의 참여율 변화를 학교에서의 학습,

학원에서의 학습,스스로 학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아동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스스로 하는 학습이나,학원수업에

는 더 게 참여하 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습활동 한 가

구소득이 간인 자기보호아동의 참여율보다 낮았다.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아동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 으로 학원 수업의 참여율이

보다 고 체 학습활동 정규수업 종료 직후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학습이 차지하는 비 이 컸기에 반 인 학습활동이 15시 에 가장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이와는 다르게 가구소득이 간 이거나 높은

자기보호아동은 학원수업의 참여율이 높았다.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은 정

규수업 종료 직후 시작되어 16시를 후로 종료되기에 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아동의 학습 참여는 16시를 기 으로 감소하 다.하지만 가구

소득이 간이거나 높은 자기보호아동은 학교에서의 학습활동보다 학원

에서의 학습활동 참여도가 높았기에 이들의 학습참여율은 방과후부터 18

시까지 50% 수 으로 유지되었으며 18시 이후 격하게 감소하는 양상

이 나타났다.한편,스스로 하는 학습활동의 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서로

반 되는 그래 양상이 나타났다.가구소득이 간이거나 높은 자기보

호아동의 경우 18시 이후에 스스로 학습하는 비율이 격하게 감소하

지만 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아동은 이와는 반 로 이른 오후시간보다

늦은 오후 녁 시간 에 스스로 학습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이동 역에서 나타나는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시간량 차이는 앞

서 살펴본 자기보호아동의 학습활동 양상과 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이동 역을 구성하는 세부 역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시간 에

는 ‘학습 련 이동’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가구소득에 따른

이동 역의 시간량 차이는 16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16시부터 17

시까지 가구소득이 간이거나 높은 집단의 학원 참여율이 높다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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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면 학원으로의 이동시간량의 차이로 인하여 가구소득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제 여가 역의 경우 시간 에서 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

아동의 참여율이 가구소득이 간이거나 높은 자기보호아동의 참여율보

다 높았으며,특히 교제 여가 역 참여율의 집단간 차이는 학습 역

과 이동 역에서 확인된 차이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다.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아동은 시간 에 따라 다른 종류의 교제 여가활동에 참여하

고 있었는데 16시 에는 친구들과의 교제나 운동과 같이 래와 함께하

는 여가활동의 참여가 타 시간 비 두드러지게 높았고,17시 에는

컴퓨터 모바일게임을,18시 는 TV를 시청하고 있었다.가구소득이 낮

은 자기보호아동은 16시 이후부터 약 50%의 아동이 교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가구소득이 간이거나 높은 자기보호아

동의 교제 여가 참여는 18시 이후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특히

가구소득이 간이거나 높은 자기보호아동의 교제 여가활동 참여는

TV시청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아동과

비교하 을 때,보다 단조로운 형태의 여가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가구소득에 따른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활동 역별 시간량

평균(표 편차)
(단 :분)

하 상
F Scheffe

(n=51) (n=188) (n=62)

개인

유지
32.0 (23.4) 25.0 (23.7) 30.8 (24.0) 2.59***

학습 68.0 (59.0) 92.8 (64.6) 109.2 (54.5) 6.26***
a<b,

a<c

교제

여가
106.5 (65.7) 81.8 (64.6) 55.7 (41.7) 9.88*** a>b>c

이동 25.8 (23.7) 32.6 (22.9) 40.7 (23.6) 5.78*** a<c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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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역( 체) 학교에서의 학습활동

학원수업 스스로 학습

[그림 6]가구소득에 따른 학습 역의 세부활동 참여율

이동 역( 체) 학습 련이동 비

[그림 7]가구소득에 따른 이동 역의 세부활동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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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가 역( 체) 컴퓨터·모바일게임

TV시청 TV를 제외한 미디어이용

교제 운동

[그림 8]가구소득에 따른 교제 여가 역의 세부활동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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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지 역( 체)

[그림 9]가구소득에 따른 개인유지 역의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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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논의

본 연구는 방과후 성인의 보호 없이 홀로 혹은 래와 시간을 보내는

자기보호아동에 주목하 다. 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돌 정책으로부

터 자기보호아동은 비교 소외된 측면이 있다.특히 아동의 자기보호가

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보편 인 사회 상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이 일정 수 이상인 자기보호아동에 한 심은 조한 편이었다.

아동의 자기보호는 한 발달을 해하는 험요인으로 여겨지지만

(Casper& Smith,2004;이태수,2005)자기보호아동은 보호자가 고의

으로 자녀의 양육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임아동과는 다르고,기존 자기

보호아동과 련한 연구 한 부정 인 결과와 부정 이지 않다는 결과

가 립하고 있었다.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 통념에 따라 자기보호가

아동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단하기에 앞서 보다 객 으로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보호

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 사용양태를 성인보호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았

다. 한 자기보호아동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간과되어온 ·고소득 가구의 자기보호

아동에 한 정보를 제공하 다.본 연구의 상자인 자기보호아동은 방

과후 3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홀로 활동한 등학교 고학년(만10세-12

세)아동으로 정의하 으며,이들의 시간일지 301개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자기보호를 경험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는지 추정한 결과, 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29.4%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홀로 활동하 고,이 47.4%는 3시간 이상 보호자 없

이 활동한 자기보호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가구소득에 따라 자기보호

아동을 구분한 결과 가구소득이 간에 속하는 자기보호아동의 수가 가

장 많았으며,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아동은 가구소득이 높은 자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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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자기보호아동의 황을 추정한 결과는 여성가족부의 조사(2011)와 일

치하는 결과 다.

둘째,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살펴본 결과,

다수의 자기보호아동이 하교 이후 집에 들르지 않은 채 19시 이 까지

외부에서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보호아동은 방과후

다수의 시간을 학습 역과 교제 여가 역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4개의 역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역은

학습 역이었는데 이 같은 양상은 18시 이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교제 여가활동의 경우 오후 동안 30% 의 참여율이 지속되다

가 18시 이후 격하게 증가하여 학습 역 참여율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보호아동의 개인유지 역 참여는 부분의 방과후 시간

에서 10% 내외의 수 으로 다소 낮았으며 자기보호아동의 귀가가 이루

어지는 것으로 추정된 18시 이후 진 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셋째,자기보호아동이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성인보호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자기보호아동은 성인보호아동보다 개인유지 역

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방과후 시간 에서 낮았고 성인보호아동

보다 더 은 시간을 사용하 다.세부활동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

기보호아동은 18시 이 에는 성인보호아동보다 간식과 음료섭취 개인

생활동은 게 하고 있었고,식사활동의 경우 녁식사를 시작하는 평

균 시각이 성인보호아동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즉,자기보호아동은

방과후 보호자의 부재로 녁 이 까지 집이 아닌 외부의 공간에서 활동

하고 있었다.자의든 타의든 자기보호아동은 부분의 오후 시간을 기

에서의 학습활동에 할애하며,바쁜 하루의 일과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해 필수 인 활동인 씻거나 먹는 기회는 상

으로 제한되거나 지연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개인유지

역과는 다르게 학습 역의 경우 자기보호아동의 참여율과 활동 시간량

모두 성인보호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자기보호아동은 성

인보호아동과 비교하 을 때 학원이나 과외하는 비율과 시간이 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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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세원,손주 ,2011)와는 조되는 결과로 본 연구

가 소득계층을 확 하여 자기보호아동을 선정한데서 온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특히 자기보호아동은 학교나 학원과 같이 기 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비 이 방과후 모든 시간 에서 성인보호아동보다

높았고,특히 성인보호아동의 기 에서의 학습참여가 감소하기 시작한

18시 이후에도 자기보호아동은 이 시간 와 비슷한 수 으로 참여율이

유지되고 있었다.우리나라의 경우 등학생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돌

인 라의 부족이라는 문제 과 높은 교육열이 맞물려 사설기 이 부

모의 아동보호 돌 의 역할을 신 수행하고 있음을 추측 한다.

넷째,가구소득에 따라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 사용을 비교

하여 분석한 결과,가구소득이 낮은 자기보호아동은 방과후 생활시간의

부분을 교제나 여가 역에 할애하는 여가 심형 생활패턴이,가구소득

이 높은 자기보호아동은 방과후 생활시간의 부분을 학습 역에 할애하

는 학습 심형 생활패턴이 나타났다.가구소득이 간인 자기보호아동은

학습 역의 시간량이 교제 여가 역에 할애한 시간량보다 조 많았

지만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 으로 학습 역과 교제 여가 역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 이 비슷하 다.활동 역별 시간량이 가구소득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가구소득이 낮

은 자기보호아동은 학습시간과 이동시간은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짧았고 교제 여가 시간은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

타났으며,자기보호의 양태가 가구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표 인 자원은 ‘시간’과 ‘돈’이며

부모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자원을 모두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상

일 것이다.하지만 두 가지 자원을 모두 증진시킬 수 없는 실 속에

선 부모는 종종 ‘시간’과 ‘돈’이라는 두 개의 자원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선택을 강요받기도 한다.자기보호아동의 경우 방과후 시간 동안

학교나 학원과 같은 기 에서의 활동 비 이 높고,성인보호아동과 비교

하 을 때 보다 늦은 시간까지 학원 수강활동을 지속한다는 연구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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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이 교육의 역할과 함께 아동보호 역할을 신하고 있는 실을

보여 다.동시에 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이용 가능한 돌 서비스가 제

한 이라는 한국 사회의 일면을 반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한편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가구소득이 일정 수 이상인 가구에서 나타나는 시간

자원과 물질자원의 체 상이 보이지 않는다. ·고소득 자기보호아동

의 경우 방과후 15시부터 어머니의 퇴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8시까

지 다수가 학원에서 시간을 보냈다.반면 이와는 다르게 가구소득이 낮

은 자기보호아동은 방치되어 외부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컴퓨터나 휴

폰 게임을 하는 등 ‘혼자 알아서’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의 귀가시간 즈

음 집을 찾는 패턴이 찰되었다.이 같은 연구결과는 소득층에서 나

타나는 아동의 자기보호가 보호 교육의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사회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방과후 아동돌 정책 황과

련하여 실천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자기보호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인 활동으로 구성된 방과

후 로그램 돌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의 결과 자기

보호아동은 하루의 일과에서 잠시 벗어나 간식이나 음료를 마시며 휴식

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방과후 부분의 시간을 사설학원에서의 학습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자기보호라는 환경으로 인하여

아동이 발달과정에서 마땅히 려야 하는 일정 수 의 휴식활동이 자기

보호아동의 삶에선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을 보여 다.이와 같은 일

상생활경험이 반복 으로 진행되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연시

키거나 해할 수 있다.자기보호아동을 상으로 하는 방과후 로그램

돌 서비스를 통해 학습활동 심으로 이루어진 로그램 외에도 휴

식활동과 간식 등을 섭취하며 재충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동시에 등학교 시기가 생활습 등이 형성되는 요한 시기라

는 을 고려하여 아동의 생활습 형성을 돕는 종합 인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방과후 방치되어 있는 소득 가정의 자기보호아동이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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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방과후 로그램 돌 서비스에 한 지원 액 지원범

를 확 할 필요가 있다.학교는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돌 서비스

장소로 손꼽히며 이에 정부는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등돌 교실과

같은 서비스를 진 으로 확 하여 왔다. 재 교육부의 방과후학교는

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수강을 지원하기 해 ‘방과후학교 자유수

강권 제도(차상 계층을 상으로 월 5만원 지 )’를 운 하고 있고,

등돌 교실의 경우 소득층에게 서비스 이용의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

다.하지만 본 연구결과 소득 자기보호아동의 15시 이후 학교활동 참

여는 소득수 이 간인 자기보호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즉,실

질 인 제도의 이용은 가구소득이 간인 가정에서 보다 활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재 방과후학교 로그램 비용 부담은 등학교 에서

가장 크다(교육부,2015).차상 계층으로 자유수강권 제도의 혜택을 받

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월 5만원의 지원 으로는 다양한 로그램 참여

가 어려울 수 있고,방과후 시간동안 학습 돌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유수강권 수혜 상 범 에 포함되지 않아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못

하는 소득층 자기보호아동 한 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사교육시

장에서의 높은 교육비 사설 돌 업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득

가정의 자기보호아동이 학습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기 한 개입이 요구되며, 재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 돌 서비스

에 한 지원 액과 지원범 를 차 으로 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득 가정의 자기보호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 소득 주로 시행되는 방과후 로그램 돌

서비스의 상을 확 해야 한다.아동의 방과후 자기보호는 더 이상

소득 가정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지 않는다.교육수 이 높을수록,노

동시장에서의 임 수 이 높을수록 경력단 기간이 짧다는 연구결과(민

주,2011)는 자기보호아동이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한국 사회의 보편

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최근 몇 년 간 방과

후 돌 서비스는 소득 가정 뿐 만 아니라 일반가정 맞벌이가정의

아동까지 서비스의 상을 확 하여 왔으나 2015년 소득층,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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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으로 상을 다시 제한한 것은 여 히 아동의 자기보호가 일부 계

층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라는 가정이 기 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다.이에 더하여 방과후 로그램 업무 담당교사가 자주 교체되는 등

양질의 서비스가 안정 으로 제공되지 못하다 보니 ·고소득 가정의 경

우 자녀를 효과 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학습을 지도하는 수단으로 사설

교육기 을 선택한다.이에 상당수의 자기보호아동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교육 기 에 의존하여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설 기 에 한

과도한 의존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경험의 차이로 인한 계층 간 격차가 확 될 문제 도 발생

시킨다.단기간에 방과후 돌 교육서비스를 사설 시장을 체할만한

수 으로 공 하는 데는 실 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장기 으로

소득층 뿐 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상의 자기보호아동들도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상을 확 하는 동시에 양질의 로그램을 마련하여 공

방과후 돌 서비스의 외형과 내실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본 연구는 자기보호아동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를 신

하여 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신할 수 있는 제 3의 보호자를 고려하지

않았다.어머니가 직장에서의 활동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하 다고 할지

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으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취업한 부인을

신하여 가정에서 자녀의 돌 을 담당하는 남편,양육 가사활동 도우

미 등으로부터 아동이 돌 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특히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최윤경,2015)는

통계를 통해 고소득층의 경우 가사도우미가 자녀의 돌 을 지원하는 주

요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상할 수 있다.비록 그 비 은 상

으로 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와 같은 보호자의 존재는 자기보호아

동의 생활방식을 직·간 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에 향후 연구는 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기보호아동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 연구는 자기보호가 아동의 삶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시간’이라는 객 이고 직 인 도구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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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 이 있으나,아동이 참여하는 활동 시간량 만으로는 생활

시간 양태에 한 가치 단이 어렵다는 제한 이 있다.자기보호아동의

높은 학습시간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 같은 생

활시간 양태를 정 이라 반 로 부정 이라 단할 수 없으며,

소득 자기보호아동이 여가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

는 자기보호아동이 방과후 시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해 기본 으로

필요한 활동이나 인 계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보다 개인 단 의 학

습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부분의 여가활동이 TV를 보거나 컴

퓨터 게임으로 구성되는 자기보호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방식은 아동의

신체 심리 발달에 부정 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셋째,아동의 자기보호는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 뿐 만 아니

라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본 연구는 연구

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로 연구 상의

범 가 제한되었다.그 결과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지만 방과후 보호자

없이 활동하는 자기보호아동은 연구의 범 에 포함되지 않았으며,맞벌

이 가정이 과다표집되어 가구소득이 일정수 이상인 자기보호아동이 다

소 높은 비 으로 선정되었다.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어머니가

취업한 가정의 자기보호아동과는 다른 방과후 생활시간 사용양태가

나타날 수 있다.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일하지 않는 가정의 자기보호

아동 한 조사 범 에 포함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와 같은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라는 객 이

고 직 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을 살펴보았고,자기보호의 양태가 가구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

다는 을 확인하 다.자기보호라는 환경으로 인해 방과후 생활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발달에 불리를 경험하지 않도록,

한 혼자 활동하는 시간이 다양한 경험으로 구성되어 더욱 정 인 발

달상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기보호아동에 한 양육 ,사회 ,

교육 노력이 필요함을 지 하 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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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SchoolTimeUseof

Self-CareChildren

byFamilyIncomeLevels

Chung,Haer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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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exploredafterschool(15:00-19:00)time-usepatternsof

self-care children and compared the patterns according to family

income.Using301timediariesofself-carechildrenbetweenage10

to12from theTimeUseDataof2014,thisstudyexamined(1)the

proportionandtheamountoftimeself-carechildrenspentoneach

activity(personalcare,studying,leisure,commuting)andtheplace

wheretheywere,(2)whetherthesepatterns weredifferentfrom the

time-useofnonself-carechildrenand(3)differenceswithinself-care

group by family incomelevels.Research methodssuch ast-test,

ANOVA,and Post-hoc test(Scheffe)were mainly use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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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ofafterschooltimepatternswereanalyzedbycomparingthe

time-basedagentrate.

Themajorfindingsofthisstudyareasfollows:

First,outofthewholepopulationofchildrenagebetween10to12,

about29.4% children spentafterschooltimewithoutadults.And,

47.4% ofthose children spentmore than 3 hours alone.Most

self-carechildrenstayoutsideuntil19:00attendingclassesordoing

someleisureactivities.

Second,self-carechildren spentlesstimeon personalcarelike

taking restoreating snacksand had alatedinnercompared to

non-self-carechildren.Onthecontrary,self-caregroupspentmore

timeonstudyingandstayedlaterineducationalinstitutionscompared

tononself-carechildren.

Third,afterschooltimeusepatternofself-carechildrendifferedby

familyincome.Self-carechildrenfrom low incomefamiliesshoweda

patternofleisureorientedtype,butself-carechildrenfrom higher

incomefamiliesshowedastudyorientedpattern.Theproportionand

theamountoftimethatself-carechildrenspentonleisureactivity

likeplayingwithfriends,orplayingcomputergameswashighest.On

theotherhand,proportionandtimeoneducationsuchasattending

classesordoinghomeworkwaslowestinthelowerincomegroup.

Theresultsindicatethat afterschoolcareservicesneed tobe

expandedconsideringthedistinctcharacteristicsofself-carechildren

byfamilyincome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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