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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보육을 제공할 때 영유아가 원하는 것, 즉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아동의 견해 반

영과 관련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을 보육현장 영유아에게 구

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세 가지 연구문제

가 제기되었다. 첫째, ‘참여권’으로 부르는 협약 제12조 제1항을, 재해석

을 통해 동 조항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하는 ‘청문권’으로 개념화한다. 둘

째, 보육현장에 적합한 아동청문권 내용 구성의 기초 작업으로 아동청문

권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한다. 셋째, 보육현장에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을 제시한

다.

각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협약 제12조 제1항의 재해석을 위하여 법철학자 드워킨(Dworkin)의

가치기반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조항의 실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탐색하고 그 목적을 더 잘 실현하는 해석을 하였다. 둘째,

보육현장에서의 영유아 청문권 실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질적

연구들을 종합하는 메타-에스노그래피(meta-ethnography)를 사용하였다.

메타-에스노그래피의 대상 자료로서 국내외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과 연구보고서 15개가 최종 선정되고 분석되었다. 셋

째, 아동청문권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내용을 분석한

후 그 체계와 내용을 영유아 청문권의 최종 내용 구성에 반영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참여권이라고 부르는 유엔아

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과 우리나라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이 서로 조응

함을 확인함으로써 협약 제12조의 목적은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임을

밝혔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하여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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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 청문권이 참여권보다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이라는 협약 제12조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하는 해석임을 밝혔다.

둘째, 아동청문권의 핵심 내용으로 성인의 ‘듣기’ 역할, 권리로서의

‘규범성’의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청문권의 ‘듣기’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

유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는 성인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영유아

의 견해와 감정은 정서적, 비언어적 특성이 강하여 파악이 어려우며, 영

유아의 능력이 급속히 변화 발달하여 적절한 ‘듣기’ 방법도 변화해야 하

기 때문이다. ‘듣기’를 강조한 청문권은 참여권에 비해 기본적 권리이며

특히 온정주의 문화가 강하고 시민적 자유도가 낮은 우리 나라 현실에서

‘듣기’를 강조한 청문권이 참여권보다 적합한 개념임을 규명하였다. 청문

권은 ‘권리’이며 권리는 으뜸패에 해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청문권은

또한 ‘인권’이며 인권은 양도할 수 없다.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청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 외에 영유아를 마주하고 있고 공적지원을 받는 보육

기관과 영유아교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어도 효율성과 상응성에 부합한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의 현실 모습은 다음과 같다. 보육현장에

서 영유아와 관련된 사안에는 개별적 사안도 있고 집단적 사안도 있다.

영유아들은 각 사안에 대해 교사를 향해, 서로를 향해 자신의 견해를 표

현하기도 하고 표현하지 못하기도 한다. 교사를 향해서는 묻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몰입되어 있음은 현 상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의 표현의

한 형태이다. 영유아의 견해는 교사에 의해 들어지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한다. 듣기는 교사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잘 듣기는 교사의 적절한

태도와 기술을 요구한다. 교사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영유아에

대한 사생활 정보는 영유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 교사의 태도

변화는 교사의 갈등과 성찰의 결과이다. 교사의 청문권 실현 노력은 여

러 가지 불리한 환경 요인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

사는 갈등과 성찰을 통해 삶의 성장을 느낀다.

넷째, 보육현장에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은 영유아 견해를 중심

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제시되었다. ‘영유아 견해의 형성과 표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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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영유아 견해 수용과 적절한 개입’, ‘영유아의 사안에 영유아의 견

해 고려하기’,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과정 적용’,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환경 조성’, ‘규범으로서 성인과 국가의 의무 인식’이다. ‘영유

아의 견해’는 정서적이고 유동적 특성이 강하며 주로 교사와의 상호작용

에 의해 형성된다. 영유아의 견해는 급속히 발달하며 몰입과 침묵 등 다

양한 표현 양식이 있고, 영유아의 견해를 판단할 때 개인의 성숙도가 중

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영유아의 견해는 ‘교사의 영유아 견

해 수용과 적절한 개입’에 의해 청취되고 반영된다. 교사는 영유아에 대

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며, 다양한 교육적 지원 및 적절한 개입

을 통해 청문권을 실현한다. 영유아 청문권의 실현은 교사 자신의 삶에

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보육기관의 주요일과가 대부분 집단적으로 결

정되고 운영되나 영유아 개별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영유

아의 사안에 영유아의 견해 고려하기’에서 제시하였다.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하여 보육과정을 운영하려면, 보육과정이 일방적으로 현장에 부과되

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응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

한 보육과정 적용’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듣기’를 잘하는 보육과정 사례

로 레지오 에밀리아 보육과정의 ‘기록’을 주목하였다.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환경 조성’에서는 기관 환경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

적 환경에서 청문권과 관련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규범으로서 성인과

국가의 의무 인식’에서는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혹은 다른 법규

에서, 이념이나 보육과정 혹은 보육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아동청문권이

규정되고, 아동청문권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의 의무가 명기되어야 하며,

영유아보육 기관과 교사는 자신의 청문권 보장 의무와 그 의무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청문권’의 목적 실현에 부합하는 해석을 제공하여 아동

권리 연구, 특히 아동의 참여 관련 권리 연구에 이론적, 실천적으로 기여

하였다. 아동청문권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실행하게 하는 개념임을 논

증하였고, 성인의 듣기 역할과 성인에게 청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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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어짐을 강조하였다. 보육을 제공할 때 일상 활동과 교육적 활동 모

두에서 성인과 영유아의 관계를 ‘청문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논리와 방법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아동권리, 아동청문권, 영유아교육보육(ECEC),

참여, 메타-에스노그래피

학 번 : 2005-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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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유아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은 이 유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과 다르다. 의료지원과 건강관리,1) 의복 및 주거,2) 교육,3) 휴식

과 여가, 놀이와 오락활동,4)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5)

등은 유아에게 필요한 것의 목록이다. 보육기관은 현장에서 이 목록의

각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공한다. 유아에게 필요한 것이 구체화되는 과정

에서 유아가 원하는 것도 같이 구체화된다. 놀이가 필요하여 어떤 놀이

를 할지를 정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놀이가 유아에게 떠오르는 것이 그

예이다. 유아의 이 심상은 유아에게 제공할 것이 결정되는데 고려되기도

하고 고려되지 않기도 한다.

이 유아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일까? 이

문제를 어떤 성인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일까”로 바꾸어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하고 답을 할 것

이고 나머지의 다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은 나에게는 매

우 중요한 질문이다”하고 답을 할 것이다. 유아에 관한 질문을 자신에

관한 질문으로 치환해 보는 성인이라면 “이 유아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

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다”하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유아에 관한 질

문을 자신에 관한 질문으로 치환해 보지 않는 성인들은 “이 유아가 무엇

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일까”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위에서 유아의 심상이 유아에게 제공할 것이 결정되는데 고려되기도

하고 고려되지 않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아의 심상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대신에 반영되는 것은 제공자의 사정일 수밖에 없다. 제공

1) 아동권리협약 제24조 2항 나호

2) 아동권리협약 제27조 3항

3) 아동권리협약 제28조

4) 아동권리협약 제31조

5) 아동권리협약 제2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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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유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유아

가 원하는 것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갈등상황에서 유아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뿐이지 자신의 취향이나 편리 같은 것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마음도 반영되지 않고 제공자의 사정도 반

영되지 않은, ‘순수하게 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

는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 교육일반과 같은 교육이나 놀이일반과 같은

놀이는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유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함에 있어서 경

합하는 것들은 유아가 원하는 것과 유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아가

원하는 것과 제공자의 사정이다. 유아가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데 유아의

의사, 견해, 마음은 무시되고 제공자의 사정만이 고려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의 의사가 유아에게 제공할 것이 결정되는

데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유아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라는 판단에 도달하게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이러한 판단을 공유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6)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

와 성숙도에 따라 그 견해에 합당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판단은 보편적이지 않다. 보육관련 행정

가나 부모들과 유아교사들, 심지어 대부분의 보육관련 연구자들조차도

영유아에게 자신의 견해에 합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음을 모르

며 영유아의 권리에 대해서는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

을 뿐이다(유해미·김은설·황옥경·김재원, 2011). 그래서 아동권리협약이행

감독기관인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하여 우려를 표명한

다.”7)

6) 영어 원문은 2장 2) 참여권 개념과 6장에 제시한다. 내용의 자세한 분석은 6장에

제시한다. 본문의 번역은 외교부의 공식 번역본을 연구자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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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 영유아에 대한 협약 제12조 제1항 적용 연구가 필요한 이유

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유아에게 협

약 제12조 제1항의 권리가 갖는 의미는 아동·청소년과 차이가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영유아의 대다수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

니므로 보육현장이 권리실현에 중요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서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보육현장 실현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보육현장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아동권

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를 다룬

일반논평8)5호에서 협약 제12조를 아동권리협약의 다른 권리 조항들을

해석하고 실행하는데 바탕이 되는 일반원칙9) 중의 하나로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

반논평에서 동 조항을 협약에서 주요한 원칙 조항인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제3조 1항)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며, ‘아동을 차별로부터

보호’(제2조)하고 ‘최대한의 발달’(제6조)을 이루어 내는 데 있어서도 근

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협약 제12조는 협약의 일반

원칙이기도 하면서, 나머지 세 개의 일반원칙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이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에게도 과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물을 수 있고 또 물어야만 하

는가에 대해 분명한 답으로서, 영유아들에게도 견해를 묻고 고려하는 것

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 12

7) 아동권리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를 심의하고, 권고사항 문단34에서 기술한 내용이다(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

니터링센터, 2011).

8) 일반논평은 조약감시기구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 해석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구속력있는 국제인권법이 아니나 협약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

한 자료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아동권리협약의 조약감시기구는 아동권리위

원회(CRC)이다.

9)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일반논평 5호 문단12에서 협약 전체의 실효적 이

행을 위해 일반원칙으로서 다음의 4개 조항을 확인하였다. 제2조(비차별의 원칙),

제3조 제1항(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고려 원칙), 제6조(생명생존발달의 원칙), 제

12조(아동견해의 존중원칙)이다. 이 조항들은 자체가 하나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권리들의 해석과 실행에 있어 고려되어지는 것이다. 일반논평 5호

(UNCRC, 2003)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란 부제로,

협약 제4조, 제42조, 제44조 제6항에 대해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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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영유아는 비록 언어가 미숙하더라도 비언어적인 몸짓, 표정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Lansdown, 2005).

협약 제12조의 권리는 보육현장 연구에서 주로 ‘참여권’으로 불러왔다

(Bae, 2009; Kanyal, 2014). 그런데 협약 제12조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 등 아동의 시민적 자유권 조항들을 일부 또는 모두 묶어서 ‘참

여권’으로 부르기도 한다(곽정인, 2014; 서혜정·서영숙·김진숙, 2012). 한

편 ‘참여’는 ‘활동에 의무로서 개입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유해

미 외, 2011; Hudson, 2012),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참여한

다’(김윤나, 2011; 서문희·안현애·이삼식, 2003; Thomas, 2007)는 용례로

사용된다. 이처럼 참여권 혹은 참여는 다의적이고 의미들이 상충되기까

지 한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도 ‘참여권’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

호하다(곽정인, 2014; 권혜진, 2014; 안소영, 2008; Hammarberg, 1990).

‘참여권’의 다의성과 모호한 사용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참여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1;

Hudson, 2012).

협약 제12조를 보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과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드워킨

(Dworkin, 2015)의 법해석의 일반이론을 따라 협약 제12조 제1항을 해석

대상으로 정하고 해석대상의 목적한 바를 탐색하고, 그 목적을 더 잘 실

현하기 위한 해석을 하고자 한다.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보다 잘

실현하는 해석으로서, ‘참여권’ 개념 대신 ‘청문권’10)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권’ 대신 재해석한 ‘청문권’ 개념을 바탕으로 보육현장 영유아

의 구체적인 청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보육현장 영유

아에게 적합한 청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협약 제12조 제1항과 연관지을 수 있는 다양한 현실에 대한 연구를 종

합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영유아 청문권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10) 이 연구에서는 협약 제12조의 권리를 ‘아동청문권’으로 개념화하고자 하며 그 논

거는 연구를 통해 4장에 제시한다.



- 5 -

있다.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에 대한 총체적 현실에 기반하여야 그로

부터 나아갈 방향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보육현장에서 협약 제12조 제

1항의 실현11)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떠한지를 밝힌 현장 연구

는 드물다. 최근에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참여권’ 또는 ‘권리존중보육’의

이름으로 보육현장에서의 실행이 연구되었다. 이 연구들이 드러낸 현실

과 현실 해석에 대한 종합을 통해 보다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기초로 삼을 수 있다.

협약 제12조에 대한 해설인 일반논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

영유아에 적합한 청문권의 내용 구성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일반

논평은 그 대상이 아동 일반이며 보육현장 영유아로 특정되지 않았고,

둘째, 일반논평은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교사나 성인의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협약 제12조는 아동 일

반에 대한 규정이므로 보육현장 영유아에 적용하고자 할 때 그 포괄성으

로 인해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영유아로 인적 대상이 특정되고 보육현

장으로 환경적 대상이 특정된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협약 제12조

는 국제인권법의 조항으로서 국가가 의무 당사자이다. 그런데 국가가 보

육현장 영유아의 청문권 실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협약 제12조의 실현을 위해 보육현장에서 교사나 성인이 어떤 의무를 갖

는지는 별도의 규명이 필요하다.

보육현장 영유아에 적합한 청문권의 내용 구성을 위한 작업의 하나로

기존의 아동청소년과 영유아 참여권 지표를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용

참여권 지표(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2014; 김윤나, 2011; 서문희

외, 2003; 임희진·김현신·안지선, 2012)는 영유아에 적용되기 어렵다.12) 영

유아보육기관용 참여권 지표(김진숙·서영숙, 2012; 유해미 외, 2011)는 보

11) 국가인권위원회(2008: 13-15)의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존중·보호·실현

의 ‘실현’을 참고하였다.

12) 김윤나(2011)는 참여권을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사회참여 및 참정권, 참여인식의 여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이중 자

기결정권이 협약 제12조에 조응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종교, 가정사, 교육 및 진

로, 문화 및 여가,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의 4가지로 보았다. 자세한 지표의 내용

은 <부록 3>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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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현장의 영유아 참여권을 상황에 따른 교사의 대응방식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각 상황에서 영유아의 참여권

을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13) 영유아 참여권 관련 상황은 매

우 다양하며 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는 없다. 또한 상황은 단속적인 시공간으로 기술되는데 비해

참여권은 정서 요소를 포함한 교사와 영유아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작동

되거나 부인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이 연구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견해나 감정을

더 반영하는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제기

한다. 첫째, ‘참여권’이라 부르는 협약 제12조 제1항을 재해석을 통해 동

조항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하는 해석인 ‘청문권’으로 개념화한다. 동 조항

을 ‘참여권’으로 인식하는 것이 연구와 실천에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한다

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청문권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어

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한다. 청문권과 연관지을

수 있는 다양한 현실에 대한 기술들을 종합하는 것은 청문권의 내용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앞의 두 연구문제

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현장에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을 제시한

다.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청문권이 포괄적으로 유효하게 실현되려면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이 구조화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연구인 재해석은 ‘가치기반 해석’의 방법을 사용한다. 협약 제

12조와 같은 법 개념은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가

치에 따른 해석적 입장의 차이 때문이라고 본다(김도균, 2015). 드워킨

(Dworkin, 2015)이 제시한 ‘가치기반 해석 이론’에 따라 우선 협약 제12

조 제1항의 해석이 속한 관행이나 전통을 준별한다. 그 다음으로, 동 조

항, 즉 ‘아동의 견해나 감정을 더 반영하는 실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탐색하여 목적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해석 대상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하는 해석을 한다. 이와 같이 동 조항의 목적을 탐색하고, 목

적실현을 더 잘하는 해석으로서 청문권 개념과 그것의 핵심내용을 강조

13) 자세한 지표의 내용은 <부록 3>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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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보육현장에서의 영유아 청문권에 대한 종합적 이

해를 위한 연구방법은 메타-에스노그래피를 적용하고자 한다. 보육현장

영유아의 청문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의 연구를 망라하여 보육

현장 영유아 청문권의 실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질적 연구를 선

정하여 메타-에스노그래피의 절차를 따라 해석하고 종합할 것이다. 메타

-에스노그래피의 방법은 중요해석을 추출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으로서,

텍스트를 비교하고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해석을 창조한다

(Noblit & Hare, 1988: 9). 이 연구방법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보육현장에

서 영유아의 청문권 현실에 대한 심층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이다. 메타-에스노그래피는 연구 참여자들인 영유아와 교사의 다

양하고 생생한 모습과 목소리를 잃지 않고, 그것에 대한 원 연구자의 해

석과 함께 종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선정된 원 연구들에는

다양한 일과와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낮잠, 식사시간, 자유놀이시간,

바깥놀이시간, 대집단 활동, 개별활동 등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그 뿐

만 아니라 원 자료들은 다양한 공간에서 관찰기록하거나 비디오 녹화,

면담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고 일부는 사례로 기술하여 제시되었다(곽

정인, 2014; 권혜진, 2014; 김진숙·서영숙, 2012; 김진숙·서혜정, 2011; 서

혜정·구민정, 2013; 서혜정 외, 2012, 안소영, 2008; 안소영·최윤정, 2009;

유해미 외, 2011; Bae, 2009; Emilson & Folkesson, 2006; Konstantoni,

2013; Mackey, 2012; One, 2011; Payler, 2007). 원 연구들은 문화기술적

연구(Bae, 2009; Konstantoni, 2013) 뿐 아니라 내러티브(서혜정 외,

2012)도 있으며, 주제분석 연구(곽정인, 2014)도 있다. 또한 양적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면담을 함께 사용한 연구(유해미 외, 2011)도 있다.

다양한 참여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연구들을 자료로 삼아, 이 원 연

구들을 개별 데이터처럼 보고 비교 해석하고 종합함으로써 원 연구가 담

고 있는 영유아 청문권 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메타-에스

노그래피적 방법은 개별 연구가 주지 못하는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해 줄

것이다. 메타-에스노그래피를 적용한 결과는 현실에서의 영유아 청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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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 구성을 위해서 아

동청문권을 다룬 일반논평을 활용한다.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을

분석한 후 메타-에스노그래피에 의한 현실의 종합 내용을 보완하는데

활용하여 최종 내용을 구성하도록 돕는다.

이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선행하는 중요 사항을 검토하고

정리한다. 참여권의 내용과 이를 영유아기에 적용하기, 참여권 관련 보육

현장 연구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고찰을 진행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에서는 가치

기반 해석과 메타-에스노그래피의 논리와 방법을 소개한 후, 자료수집과

분석에 적용한 과정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참여권으로 부르는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탐색한

후, 그 조항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하는 재해석을 시도한다. 또한 재해석의

핵심 내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아동참여권 쟁점을 다

시 논의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의 실행 실태를 메타-에스노그

래피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보육현장 영유아에게 적합한 청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설명한다.

제7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연

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과제를 제시한다.



- 9 -

II. 참여권과 영유아보육현장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참여권’이라고 부르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의 개념과 그 개념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영유아보육현장 선행 연구

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참여권’의 개념을 인권 맥락과 아동권리 속에서

계통적으로 살펴본 후, ‘참여권’이 영유아기에 실행되어야 할 근거와 ‘참

여권’과 영유아 발달 및 학습의 관계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참여권’의 실

행과 인식이 영유아보육현장에서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보육

정책, 영유아반의 일과 운영, ‘참여권’에 대한 교사 인식과 실행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1. 인권과 아동참여권의 개념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참여권’은 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 제1항을

가리킨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은 권리이며 인권이고 아동권리이

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참여권’이라 부르는 협약 제 12조 제1항의 개념

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참여권’이 아동권리협약 내에서 갖는 지위와

다른 권리 조항과 맺는 관계를 살펴본다.

1) 인권과 아동권리의 개념

(1) 인권과 인권협약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개인과 권력 구조 특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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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

분야(자유권 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야(사회권 규약)

집단적 권리 분야

-생명권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

벌의 금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이동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의견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부에 대한 참여의 권리

-노동권

-정당하고 쾌적한 조건

에서 노동할 권리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

할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가정의 보호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

한 권리

-건강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국민들의 권리

-자결

-개발

-재산과 천연자원

의 자유로운 이용

-평화

-건강한 환경

*기타 집단적 권리

-민족 , 인종 ,종교

및 언어적 소수집

단의 권리

-원주민의 권리

와의 관계를 규정한다. 즉 인권은 국가 권력의 한계를 정하며, 이와 동시

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적

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로

서,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가지

는 권리이다(Ishay, 2005: 36). 인권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준한 다양한

국제적, 지역별 조약 및 규범들로 성문화되었고, 오늘날 유일하게 전세계

적으로 인정된 가치 체계이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2015). 인권의 행사를 통해 모든 인간은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 존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결

정할 수 있다(세계인권선언). 오늘날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간주되는 세

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는 다음 <표 II-1>과 같이 분류된다.

<표 II-1> 인권의 분류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8)의 국회의원을 위한 핸드북, pp.2-3을 토대로 연구자

가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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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표 II-1>에서와 같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사회적·경제적·문

화적 권리 이외에 자결, 개발, 평화 및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집단

적 권리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의

세 건 인권문서들에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두 건을 더하여 일반적으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라고 부른다. 세계

인권선언에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 모두 명

시되어 있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아니지만, 인권에 대

한 유엔의 이해를 표출하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권위있는

규범의 지위에 있다. 아동권리협약에도 서문에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국제인권장전에 속한 두 개의 국제규약과 함께, 일반적으로 핵심인권

조약이라고 부르는 7개 중 하나가 아동권리협약이다.14) 7개의 유엔 핵심

인권조약에 의한 당사국의 의무 이행 여부는 7개의 전문가 기구들에 의

해 감시되며, 이 기구들을 가리켜 조약감시기구 또는 조약기구라고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조약감시기구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UNCRC)이며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

소(OHCHR)에 의해 관리된다.15)

(2) 아동권리와 아동권리협약

국가 차원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초기 인식은 고아원, 아동범죄자 분리

수용 등에서 시작되었으며, 산업혁명 전후에는 비참한 노동환경에서 아

14) 유엔 산하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은 모두 8개이며 우리나라는 그 중 7개에 가입하

였다.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

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

자권리협약은 가입하지 않았다.

15)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감시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가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당사국에 대한 우려 및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연간 3회 제네바에서 1주간의 회기전 실무회의 및 3주간의

정기 회기를 가지며, 국가보고서 심의 이외에 협약 내용에 관한 해석인 ‘일반논평

(general comments)’을 제시하기도 한다(외교부 인권자료, 2015). 외교부>이슈별

자료실>인권·사회>국제인권관련기구 및 인권·사회>인권자료>아동권리위원회

(CRC)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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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구제하는데 초점이 두어졌다. 19세기 초반 영국의 공장법은 9세 미

만 아동의 고용을 금하였고, 1842년 탄광내 아동노동을 제한하였으며,

1847년 자유시장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동노동시간을 하루 10시

간 이내로 제한하였다(이노홍, 2013: 20). 열악한 노동 이외에, 1, 2차 세

계 대전으로 인해 전쟁에 끌려가 사망하거나 고아로 떠도는 아동이 많아

지게 되자 아동보호에 관한 각종 협약 및 선언이 나타났다. 1924년 ‘아동

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의 내용에는 아동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구, 즉 권리보다는 보호에 대한 것으로 채워졌다. 1차 선언을 보다 구

체화한 내용을 담은 1959년 ‘유엔 아동권리선언’은 보호보다 권리 자체에

중심을 두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보호라는 등식이 자리잡고

있었고 법적 규제력을 갖지 않아서 구체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Stern, 2006).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이나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은 아동이란 특별한 집단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웠다. 아동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충실히 보장하는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점차 커져갔다. 1989년 유엔총회는 아동을 권리의 보유자

(right-bearer)로 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근대 이전까지 주로 통제의 대상이었다가, 근대에 이르러 보호의 대상

이 된 아동은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드디어 권리의 보유자로 자리매김되

었다. 초기에는 다소 혁명적 선언이었던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이라는 생

각은 찬반 양론을 거치면서 오늘날은 협약에 의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

게 되었다. 즉 누구나 가진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보장하지 못한 아동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문제

를 발전적으로 해결한 것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다(Freeman, 1987;

Stern, 2006).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

가 책임지고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국

제법과 마찬가지로 협약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갖는다.16)

16) 이것은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의거한다. 그러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김태천, 1996). 그 이유는 관련 국내

법들이 정비되지 못하여 그 보완이 필요하며, 구체적 절차 마련 등의 미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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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17)

아동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아동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협약당

사국이 되었다. 협약은 일부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영유아보육법이 그것을 반영하였다(강현구, 2014; 김영명, 2005).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이념 조항이 신설되었고, 아동권리협약

의 일반원칙인 ‘아동최선의 이익 우선’원칙, ‘비차별’원칙, 그리고 ‘생존·

보호·발달’원칙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

리나라의 아동권리 실천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국제법적 기관인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협약이행에

대한 정부보고서 검토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재차 한국정부에 경제규모

에 걸맞는 재정의 증대, 포괄적인 체벌금지, 아동이 받는 높은 학업스트

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3,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안, 2011).18)

협약은 서문과 3부 54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다. 아동권리협약 본문의

주요 내용체계는 다음 <표 II-2>와 같다. 제1부는 아동권리에 관한 실체

적 규정으로서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생명권, 국적권,

신분유지권, 의사표명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

활의 권리 같은 시민적 권리를 담고 있다. 또한 가족동거권, 양육받을 권

리, 건강 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 교육권, 장애아동의 보호, 휴식과

여가 및 문화활동 등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내용도 담고

려움이 따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를

우리나라는 아직 채택하지 않아서 개인의 청원과 구제절차에 대한 국제 기준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다.

17) 세이브더칠드런은 협약의 제6조부터 제40조까지의 아동의 실체적 권리를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협약의 내용을 설명

하였는데, 이 구분은 이론적 근거가 없으며(김경준 외, 2014), 일반인권론과의 연

결을 약화시킨다는 비판(Quennestedt, 2011)이 있다.

18) 이 최종권고안은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1)의 ‘유엔아동권리협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집에는 국

가보고서와 그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국문과 영문으로 수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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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1조～제41조) : 아동의 권리와 가입국의 아동보호 의무규정

제2부 (제42조～제45조) : 협약의 이행 조치규정

제3부 (제46조～제54조) : 부칙(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규정)

있으며, 학대, 마약, 인신매매,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도 규정하고 있

다. 제2부는 협약의 국제적 이행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

회에 관한 규정이며, 제3부는 부칙이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협약의 조항을 ①일반원칙, ②시민적 권리와 자유, ③가정환경 및 대안양

육, ④기초보건 및 복지, ⑤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⑥특별한 보호조

치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2> 아동권리협약 본문의 주요 내용 체계

취약함과 미성숙이라는 특징을 가지면서도 권리의 주체라는 요청으로

인해 아동권리의 내용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3P’s 원칙이다.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협약의 권리들을 아동 필요에 대한

provision(제공), protection(보호), 참여(participation)의 세 가지 유형으

로 나눈 것을 가리킨다.19) 랜스다운(Lansdown, 1994)은 이 ‘3P’s 원칙을

협약의 원칙규정으로 정의하고 협약을 세 개의 범주에 해당하는 규정으

로 소개하기도 한다. 제공규정은 건강, 교육, 사회보장, 가족생활, 놀이,

휴가 문화와 레저의 최저 수준 보장이라는 아동의 ‘사회권’으로 파악한

다. 보호규정은 차별, 육체적 성적 학대, 착취 및 갈등으로보터 ‘안전할

권리‘ 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참여규정은 아동의 성명 및 정체성에 관

한 권리를 비롯하여 정보 접근권, 언론의 자유 및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아동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로 분석하였다.

19)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쉽게 소개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Hammarberg(1990)

가 제시한 이 분석은 이후 협약의 주된 내용이면서 동시에 협약의 분석도구로 자

리잡게 되었다(이노홍, 2013; Quennested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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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참여권의 개념

아동참여권의 개념은 아동권리협약 관련 연구나 보고에서 다른 두 가

지 차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동참여권은 협약에서 하나의 조항을 가리

키기도 하고 여러 조항들을 묶어서 가리키기도 한다. 먼저 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참여권’이라고 부른다(Bae, 2009; Kanyal, 2014). 그리고 참여

권은 아동권리협약의 실체적 권리들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

로 구분한 후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권리들을 가리

키기도 한다(곽정인, 2014; 김윤나, 2011; 서문희 외, 2003; 유해미 외,

2011; 임희진 외, 2012). 아동청소년이 아닌 영유아 연구에서도 제12조와

표현의 자유권(제13조)를 묶어서 참여권으로 부르거나(곽정인, 2014 ; 서

혜정 외, 2012), 제12조를 중심으로 제13조, 정보제공권(제17조),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시설이용권(제18조)을 묶어서 보기도 하는(유해미 외,

2011) 등 다양하다. 참여권이 주제어에 들어가 있지만 명확히 협약의 어

느 조항에 근거하는지를 밝히지 않은 경우(안소영, 2008)도 있어 참여권

의 정의는 혼란스럽다.

‘참여권’이란 표현은 글자 그대로는 협약 제12조의 내용에 표현되어 있

지 않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이행 국가보고서에서는 다음 <표

II-3>과 같이 동 조항의 권리에 대해 ‘아동 의사 표현의 권리’로 명명하

고 있다. 이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아동 관련법들에서 동 조항을 어떻게

명명하며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다.20) 동 조항은 ‘기본적 인권 존중’, ‘자

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 ‘청소년의 대표

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보장’, ‘아동과 청소년의 정

책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20) 보고서 내용과 관련법 조문 속 볼드체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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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생략)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중략)...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중략)...자기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은..(중략)...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다....(중략)....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중략).... 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아동 의사표현의 권리(협약 제12조)

116. 정부는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

률을 제개정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

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법 제개정

117. 정부는 아동 관련법 제개정을 통하여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와 참여

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18.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

다....

(이하생략)

<표 II-3> 아동참여권에 대한 명명과 이해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1)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국가보

고서, p.51.

주로 참여권이라고 부르는 협약 제12조 제1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

누면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부분과 아동의 견해에 대한 합당



- 17 -

한 비중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먼저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견해를 형

성할 수 있는 아동에게,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잘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합당한 비중을 부

여해야만 한다. 동 조항의 국문과 영문은 다음과 같다.2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연령

과 성숙도에 따라 그 견해에 합당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States Parties shall assure to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에서는 ‘참여’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참여에 대해 설명하지만(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문단

3), 논평 전체에 걸쳐 어디에서도 ‘참여’를 직접 권리라고 부르지는 않는

다.

3. .... 비록 제12조의 문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일반적으로

“참여”라는 말로 개념화된 관행(practice)이 광범위하게 등장했다. 이 용어는 계

속 발전해 와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processes)-즉, 정보공유, 상호존중에 입각

21) 이 번역은 연구자가 외교부 공식번역본과 한국 유니세프의 번역본을 검토한 후

수정하였다. 외교부와 한국유니세프의 번역본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

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

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유니세프 번역본에서 밑

줄친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이란 표현은 의견을 형성할 능력에 있어서 연령이

나 장애 등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과 상반되는 의미

를 제공하므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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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인과 아동의 대화-을 묘사하기 위해 폭녋게 사용되고 있으며...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에 따르면 ‘참여’는 ‘정보공유, 상호존중에

입각한 성인과 아동의 대화과정’을 의미한다. ‘참여’는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아동의 행위와, 아동의 의견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성인의 행

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Alderson, 2008), 아동권리 의제에서는 주로 과

정으로 이해되어진다. 동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에서는 이러한 참여 과정

에서 ‘아동청문권’(child’s right to be heard)이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보

았다.22)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에 따르면, ‘참여’ 개념은 의사결정 과정

에 아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동의 생활과 관련

된 모든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효과적이고 도덕적이며 의미있는 참여가 되려면 참여가 과정으로 이해되

어야지 일회적 행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아동이 청문되

고 참여하는 모든 과정은 투명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발적이어야

하며 존중받아야 하며 관련이 있어야 하며,23) 아동 친화적이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문단134).

‘참여’개념은 아동권리로서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이지만 보다 일반

적으로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가리키고, 과정뿐 아니라 결과를 가리키

기도 한다(Thomas, 2007). 일반적으로 ‘참여’는 ICF24)나 WHO의 정의를

따라서, ‘하나의 삶의 상황에서의 한 개인의 개입(involvement)’이라고 정

의된다.25)

22) 일반논평 12호 문단13에 명시되었으며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se

processes are usually called participation. The exercise of the child’s or

children’s right to be heard is a crucial element of such processes. (이하생략).

23)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일반논평 12호의 설명에 따르면, ‘아동이 자기 견해를 표현

하는 이슈들은 아동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연관된 것이어야 하며 아동의 지식, 기

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가 이러한 이슈들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례로는,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아동이 잘 아는 친숙한 주제를 아동 주도로, 또는 교사와의 상호

주도로 제기하지 교사가 미리 계획한 주제로 일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24)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I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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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identification) 출처 비고

참여

(partici

pation)

-일반적으로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가

하는 것. 과정이나 결과도 가리킴.

-아동권리 의제에서는 의사결정과

정에서의 참여에 초점.

Thomas

(2007) -‘참여’ 용어가

복합적이고 다

의적이며 모순

적인 측면도

포함

-WHO : ‘하나의 삶의 상황에서의

한 개인의 개입(involvement)’

WHO

홈페이지

-스웨덴 유아교사들 인터뷰 결과:

‘영향을 끼치는 능력, 소속감, 행

동의 수행’

Sandberg &

Eriksson

(2010)

참여권

(1개조항)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

고, 그 견해는 연령과 성숙도에

맞게 비중이 두어져야‘ 할 권리

-아동권리협

약 제12조

-Bae (2009)

-Kanyal(2014)

-Stern(2006)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

12호의 부제 :

‘아동청문권’

참여권 -생명, 국적, 신분유지, 의사표시, -세이브더칠 -아동권리협약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참여’ 개념은 아동권리와 관련되어, ‘아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참여권’은 협약 제12조를 가리

킬 때는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로 정의될 수 있으며, 보

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아동의 견

해가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보장하고, 그 견해가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할

권리’로 정의된다. ‘참여권’이 협약을 모두 4개의 권리영역으로 구분한 개

념일 때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된 행동의 권리’

로 볼 수 있다. ‘참여’관련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참여와 참여권 개념

25) WHO의 "사회 참여"(WHO 홈페이지 참조)

사회참여는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포함(including)을 실행할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균형잡힌, 객관적 정보를 알려주기;

-상담하고,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피드백 제공하기;

-관여하고(involving), 또는 공동체와 함께 직접 일하기;

·공동체와 파트너로 협력하기

·공동체가 복지에 영향끼치는 주요결정에 대한 궁극적 통제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임파워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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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표현자유, 사상양심종교자유, 집회

결사자유, 사생활, 정보접근

드런

-Quennerste

dt(2010)

- Lansdown

(1994)

의 시민적 정

치적 권리 영

역

-제12조는 의사

표시, 자기결

정권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체벌고민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

을 받지 않을 권리의 6개 영역으

로 이루어짐

김경준 외

(2014)

-제12조는 의견

표명권

아동청소년 연구에서는 참여권의 세부영역26)을 종교, 의사표현, 결사·

집회, 인도적 처우, 정보접근(서문희 외, 2003)의 다섯 가지 세부영역으로

나눈다. 또는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법,

사회참여 및 참정권에 참여인식을 보태어 여섯 가지로 설정(김윤나,

2011)하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 보고에서는 ‘참여권’ 영역 대신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으로 영역명을 바꾸고,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사

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체벌고민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등 6개 중분류의 29

개 지표로 설정하였다(김경준 외, 2014).

Samuelsson과 Sheridan(2003: Sandberg & Eriksson, 2010에서 재인용)

이 스웨덴의 보육기관에서 유아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

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이 성공적으로 유아의 관점을 포착하여 유아들이

개입했다는 느낌을 갖게 할 경우라야, 그때 유아들은 자신들이 가치있는

참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유아들은 성인들이 자신들의 이야

기를 듣고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유아들의 흥미와 욕구가

존중되며 고려되어짐을 알 때, 그때 유아들은 진짜 참여를 했다고 느끼

며 진짜 참여란 자신의 영향력을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다.

26) 협약의 조항들 중 참여권 영역으로 묶이는 조항은 제12조를 포함하여 제13조(표

현의 자유), 제14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15조(집회결사의 자유), 제16조

(사생활보호), 제17조(정보접근) 등이 있다(앞의 <표 II-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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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참여의 기회를 많이 주고 참여권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27) 첫째, 효과적인 참여는 권리협

약의 다른 권리들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둘째, 아동견해 존중은 항상 개

별아동에게 더 좋고 더 관련이 깊은 결정을 이끈다. 셋째, 의사결정 참여

과정은 지금 뿐 아니라 미래에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아동

의 자율성 행사 및 민주적 참여 능력을 구축한다. 넷째, 견해를 표현하고

심각하게 고려되어질 권리는 아동이 폭력, 학대, 위협 또는 부당함에 도

전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아동이 적극 개입

함으로써 법률, 정책, 예산 할당 및 서비스의 발달을 아동이 알 수 있도

록 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여섯째, 의미있는 아동참여는 성인 의사결정자

를 보다 책임있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며 더 좋고 더 투명한 정부운영

을 이끈다.

3) 아동참여권과 다른 아동권리의 관계

인권은 분할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 특성을 지닌다.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호는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28) 따라서 시민

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상호보완적이며, 모든 사

람의 존엄성과 신체적 보전에 동일하게 중요하다. 모든 권리에 대한 존

중은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협약 제12조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일종으로서 다른 권리들과 분할될 수 없고 의존되어 있다.

27) 유럽아동 연차회의 2013의 주제가 ‘아동권리와 참여’이다. ‘CHILDREN’S

RIGHTS AND PARTICIPATION‘ Background paper for Eurochild Annual

Conference, 2013을 참고하였다.

2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탸 센(Amartya Sen)은 모든 인권은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임을 입증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가령, 기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는 부유한 국가와 빈곤 국가 모두의 경우에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국

가에서는 미디어가 기근의 위험에 관심을 유도하고 정당과 국민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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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일반원칙과의 관계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여 잘 듣고 반영해야 하는 협약 제12조는 협약의

일반적 원칙 중 하나로서 다른 일반적 원칙인 제2조(비차별 권리), 제6조

(생명·생존·발달권)와 깊이 관련된다. 특히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

선고려) 원칙과는 매우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다.

① 참여권과 아동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제12조와 제3조)

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

로서 역할을 한다. 아동에게 청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적절히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일반논평 12

호 문단70-74). 일반논평 12호(문단74)에 따르면 협약 제3조와 협약 제12

조 사이에는 어떤 갈등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보충적인 관

계임을 알 수 있다. 한 원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다른 원칙은 아동최선의 이익우선 목적 달성을 위해 청문

이라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 협약 제12조의 내용이 존중되지

않으면 협약 제3조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협약 제3조는

아동에게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서의 아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촉진하면

서 협약 제12조의 기능을 강화해준다(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

문단74).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4호는 아동최선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

질 권리에 대한 논평으로서, 아래 인용에서와 같이 문단43, 44에서 협약

제12조를 ‘청문권’으로 지칭하며, 두 조항의 관계를 설명한다. 아동의 최

선의 이익을 사정할 때 반드시 아동에게 묻고 그것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아동이 성숙함에 따라 아동을 사정할 때 아동의 비중

이 더 증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 23 -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청문될 권리(The child’s best interests and the

right to be heard)

43. 아동 최선의 이익의 사정(assessment)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

제에 대해 아동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이 정당하게 고려될 권리에 대

한 존중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에 명확히 설정

되어 있으며, 또한 제3조 제1항과 제12조와의 불가분한 연계를 강조한다. 두 조항

은 상보적인 역할을 한다. 전자는 아동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사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아동의 의견을 청문하고, 아동이 참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제3조 제1항

은 제12조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1항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필수적인 역할을 촉진함으로써

제12조의 기능을 강화한다.

44.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제5조)은 아동최선의 이익과 청문권이 문제가 될 때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이 더 많이 알고 경험하고 이해할수록,

부모나 법적 후견인 또는 양육자는 지시나 지도를 상기시키기와 충고로 바꾸어야

만 하며 나중에는 아동을 대등한 관계로 대해야 함을 이미 정립하였다. 또한 아동

이 성숙함에 따라, 아동의 견해는 최선의 이익 사정시 비중이 증가되어야 한다.

아기와 영아들은 더 나이든 아동처럼 견해를 표현하거나 자신을 나타내지 못할지

라도, 다른 모든 아동이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 사정되도록 하는 것과 똑같이 사정

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사정하기 위해 적절할 때 표상을

포함하여 적절한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견해를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지 않으

려 하는 아동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하 생략)

자료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2013)의 General

Comment No. 14 ,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을 연구자가 번역함.

② 참여권과 비차별원칙 및 생존발달원칙(제12조, 제2조, 제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협약을 포함한 모든 인권법이 보장하는 내재적

권리이다. 협약 제2조에 따르면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포함해 아

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특

히 차별받기 쉬운 취약성이 있는 유아가 차별받지 않도록 당사국은 주의

하여야 한다. 또한 온정적(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한 사회에서 여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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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표현과 비중있게 고려되는 것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협약 제6조와 제29조의 교육목표에서 규정하는 바처럼 아동의 참여는

아동의 인성과 능력의 개발을 촉진하는 도구이므로 아동이 청문권을 행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진작하는 것이 중요하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2) 다른 권리들과의 관계

의사결정에서의 참여권은 협약의 제12조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른

조항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Vaghri et. al., 2010: 82). 아동의 발

달하는 능력을 존중하는 부모의 지도(제5조), 가족과 분리시에는 반드시

아동의 견해를 확인하기(제9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의 자유(제15조), 사생활(제16조), 정보(제17조), 인권

과 민주주의 존중을 촉진하는 교육(제29조)의 조항이 협약 내에 있는 참

여권 관련 조항들이다.

① 참여권과 표현의 자유권 및 정보권(제12조와 제13조, 제17조)

표현의 자유권인 제13조와 정보의 권리인 제17조는 청문권의 효과적인

행사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제13조 표현의 자유권은 제12조와 자주 혼

동된다. 둘은 분명히 다른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는 자기 생각이나 견해

를 갖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그러

므로 제13조의 권리가 당사국에 부여하는 의무는 아동의 견해 표출과 정

보 습득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자유로운 토론을 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제12조는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자기 견해를 밝히고 의

사결정에 관여할 권리이다. 또한 당사국에게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

극 관여하는데 필요한 법적 틀과 방법을 도입할 의무와 표출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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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존중할 의무를 지운다. 제13조 표현의 자유는 당사국에게 그런

의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동의 견해

표현을 존중하는 환경을 창출하는 것은 아동이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

는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제17조에 의거해서 아동의 정보권을 이행하는 것, 즉 적절한 정보제공

을 하는 것 등은 아동이 자기견해 표현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데 전제

조건이 된다.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에 대해 자신의 나이와

역량에 적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아동의

권리,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정 및 사법적 절차, 입법, 규정 및 정책, 지

역사회서비스, 항소 및 고소 절차가 포함된다. 또한 제17조와 제42조에

입각해 당사국은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② 참여권과 능력발달(제12조와 제5조)

부모는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아동이 행사하는데 있어

아동에게 방향과 지도를 제공할 책임,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사국은 존중해야 한다(제5조). 아동은 부모로부터 방향 제시와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에게는 지도할 의무가 있는데, 아동의 능력이 점

차 발달함에 따라 부모 등은 방향 제시와 지도를 자문과 조언으로 바꾸

어야 하며 나중에는 동등한 의견 교환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전환은 발

달의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이 자기 견해의 표현을 격

려받음에 따라 전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부모의 지도가 아동의

능력발달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는 제5조의 요구는 제12조에 의해 촉구

된다. 제12조는 아동이 견해를 형성할 수 있을 때는 언제나 그 견해가

연령과 성숙도에 합당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

의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의 규정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부여받아야 한다.29)

29)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의 일반논평 5호, ‘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의 일반적 수단

에 대하여’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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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2조와 총체적 아동권리들의 이행

협약의 대부분의 다른 조항들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아동

의 개입(involvement)을 요구하고 촉진한다. 이러한 다방면의 개입에는

‘참여’개념이 널리 이용된다. 이런 개입의 핵심은 제12조이지만 계획, 작

업, 개발에 아동의 의견을 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협약 전체에 걸쳐 존

재한다.

참여권(12조)과 다른 주요 권리조항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

음 <그림 II-1>과 같다. 권리들 간 위계는 없으나 각 권리 조항의 위치

를 위와 아래, 옆에 배치한 것은 권리들 간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와 정보제공은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전제적 권리라서

아래에 배치하면서도 의사결정 참여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양방

향 화살표로 나타내어 각 권리들이 상호의존되어 있음을 표시하였다.

<그림 II-1> 협약 제12조와 다른 권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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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기 특성에 근거한 참여권의 이해

협약 제12조는 영유아기에도 실행되어야 한다고 아동권리위원회는 강

조한다. 영유아기에도 성인 혹은 교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견해, 감정을

영유아가 가지고 있음을 동 위원회의 일반논평과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이론 및 실제에서 확인한다.

1) 참여권의 영유아기 실행 근거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7호(OHCHR, 2005)에서 협약 제12조가 나

이가 많건 적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반논평 7

호는 아동권리가 “영유아기의 아동권리 이행(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이란 부제를 달고, 유아를 인권의 보유자로 명시하고

그 기간을 8세까지로 정의한다. 일반논평 7호에 따르면, 유아기는 아동권

리실현의 결정적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 유아는 급속한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고 부모 등 양육자의 적절한 보살핌과 지도를 필요로 하며, 세계

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대해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

습하는 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일반논평 7호는 영유아의 연령과 미성숙

을 이유로 유아의 행위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서 지적하며, 아무

리 어린 아동이라도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은 말과

글자로 소통하기 이전에 이미 소통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다음의 인용

문은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7호에서 영유아의 참여에 대해 다룬 내

용이다.

14.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Respect for the views and feelings of

the young child)(협약 제12조)

제12조의 권리는 유아의 권리를 증진, 보호, 감독하는데 있어서 유아의 지위를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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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참여자로 강화시켜준다. 유아의 행위-가족, 공동체, 사회의 참여자로서의-에

대한 존중은 종종 간과되거나, 연령과 미성숙을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거부된다.

많은 국가와 지역의 전통적 신념들은 유아에게 훈련과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한다. 유아들은 미발달되고, 심지어 이해, 의사소통, 선택의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

하다고 간주되어 왔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내에서 무기력하며 종종 사회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회는 제12조가 아주 어리거나, 좀

더 나이가 많거나 불문하고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적용됨을 강조하고 싶다. 권리

의 보유자로서 가장 어린 아동일지라도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

견해는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합당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제12조 제1

항). 유아는 그들의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며, 그들 자신만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

과 함께 그들의 삶 속의 사람, 장소 및 일상에 대해 급속히 이해한다. 그들은 말

과 글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감정, 생

각과 희망을 선택하고 의사소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본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을 이행하도록 장려한다. 아동이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의논받을 권리를 가진 권리보유자란

개념이 아동의 능력, 최선의 이익에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초기단계에서부터 당

사국이 이행하도록 장려한다.

(b)견해와 감정을 표현할 권리는 아동의 가정과 공동체에서의 일상생활에 정착되

어야만 한다. ; 법적 절차 뿐 아니라 유아기 건강, 양육과 교육시설의 모든 범위내

에서 ; 연구와 협의를 통한 것을 포함한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에서.

(c)당사국은 유아가 모든 환경, 매일의 활동 속에서 권리를 점차 실행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부모, 전문

가 및 책임당국의 적극 개입을 증진할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참여권이 성

취되려면 성인이 아동중심적 태도를 취하고, 유아에게 귀기울이며, 그들의 존엄성

과 개별적 관점을 존중하여야만 한다. 또한 성인은 성인의 기대를 유아의 관심사,

이해수준, 선호하는 소통방식에 맞춤으로써 인내심과 창조성을 보여야만 한다.

자료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2007)의 A guide

to general comment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p. 40. 30)

30) 국가인권위원회(2006)의 일반논평 7호에 대한 번역본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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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7호에는 위에 제시된 문단14 말고도 제12

조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문단11의 b의 IV, 문단17, 문단27의 a

와 b, 문단40이 그것이다(Vaghri et. al., 2010: 82). 일반논평 7호에서 이

들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31) 문단11의 b의 IV는 유아에 대한 차

별이 유아의 감정이나 견해의 자유로운 표현의 금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차별은 아동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배제한

다고 명시하였다. 문단17은 협약 제5조 ‘권능을 부여하는 원칙으로서의

능력발달’ 에 대한 내용이다. 유아의 ‘능력발달’ 존중이 아동권리의 실현

에 결정적이며, 특히 영유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생애 초기부터

학교교육 시작기까지 동안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

이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협약 제5조는 부모가 아동에게 제공할 지

원과 지도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포함

한다. 이러한 부모의 조정은 아동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최선의

이익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아동의 흥미와 희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아동능력에 대한 고려 시에는 연령 뿐 아니라 개별 차이를 고려해

야 하며, 능력발달은 긍정적이고 가용한 과정으로 여겨야 함을 강조하였

다. 문단27의 a와 b는 보건의료의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습과 사회적 참

여가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아동 중심적인 보건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

록 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문단40은 영유아기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에

있어서 연구과정에서의 아동의 참여를 포함한 아동의 참여적 권리가 존

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일반논평 7호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영유아에게 협

약 제12조의 실행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정책 수준에서 뿐

아니라 가정, 영유아보육현장에 이르기까지 의문시되고 있다. 아동권리위

원회는 최근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개선을 권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사결과 및 권고사항(2011)

31) 이하 내용은 일반논평 7호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요약하였다. 일반논평 7호의

구성목차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부록 1>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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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견해의 존중

34.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

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35.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

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대한민국

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12조에 합치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제시

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

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

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

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d)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년)를 고려하라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1)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

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

사 결과 및 권고사항. pp.478-479.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조치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할 것

과 부모, 교육자, 공무원 및 일반사회에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과 프

로그램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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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 발달 및 학습의 관점에서 본 참여권

20세기 초까지 아동은 주로 미성숙한 존재로서 여겨졌고, 사회화과정

을 강조하였다. 사회화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으

로서, 아동이 사회의 예비구성원이라는 통념을 강화하였다. 아동을 미성

숙하게 보는 이런 원리들은 발달심리학의 중심에 자리잡았고(Kanyal,

2014), 주로 아동의 미성숙에 초점을 두어 성숙하고 이성적이며 유능한

성인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에 의하면 아동의 견해는 연령의

하한선이 없이 아주 어린 영유아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발달

및 학습론에서 영유아의 참여를 보는 관점과 영유아 참여에서의 성인 역

할에 대한 관점과 함께 참여권 실현 사례를 살펴본다.

(1) 참여권과 아동 발달론 관점

① 피아제의 ‘발달의 능동적 구성자’

피아제(Piaget)는 아동의 관점을 이해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여러 연령대의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독특한 특성들에 대해 기술

하였다. 사실 당시까지 아동을 자연상태 그대로에서 세밀하고 지속적으

로 관찰하고, 질문과 대화를 통해 아동의 관점, 사고특징을 파악하는 방

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피아제는 자신의 자녀를 관찰하였을 뿐 아

니라 루소부설 유치원에서 다른 유아들에 대해서도 관찰과 질문을 통해

아동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32) 오늘날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는 연

구에서는 아동의 관점을 강조하고, 정보제공자로서 아동을 적극적으로

32) 당시에는 임상에 의한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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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킨다. 이러한 접근법은 세계 각국의 아동발달 연구에서 영향력이

있으며, 영유아보육 과정에도 이러한 접근법이 포함되었다. 피아제는 아

동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 아동의 발달과 학습은 아동

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과

정이며, 그 과정에서 아동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아제가 관심을 보인 것은 영유아의 정신구조가 주로 물리적 과

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었으며 사회적 발달과 학습에 대한 내용은

중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달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거의 강조하지 않

았으며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인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주

장하였다. 그리고 교육은 단지 이미 출현한 아동의 인지기술을 다듬어

줄 뿐이라고 하여 성인의 교수를 중시하지 않았다. 피아제로 대표되는

발달심리학은 보편적 평균과 보편적 교육모델(예를 들어 ‘발달적으로 적

합한 실제’)을 발생시켰고, 그것의 원리는 규준으로 인식되어 전세계 모

든 아동의 목표가 되어버린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어린 아동은 그들이

살고 자라는 곳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발달하고 학습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② 비고츠키의 ‘문화적 산물’

인간 개개인의 발달과정을 그가 속한 문화의 산물33)로 보는 비고츠키

(Vygotsky)의 이론은 피아제의 보편적 발달론의 한계를 넘어선다. 비고

츠키의 이론에 의해 아동기 경험을 발달적으로 적합 대 비적합이라는 이

분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사회구조나 환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33) 문화 심리학은 문화와 정신 과정이 통합되어 있어 인간의 심리적 구성의 상당

부분에 문화적 영향력이 우선하며, 따라서 하나의 문화에 기초한 심리학 이론은

타 문화권에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금까지 과학적 심리학은 흔히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아주 동일한 심리 과정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왔다. 점점 더 이

러한 가정은 심리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및 기타 사회과학자들을 포함하는 하

나의 학제적 운동인 문화 심리학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문화 심리학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한국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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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문적으로 이론화되었다. 비고츠키는 부모나 성인이 문화를 전수하

는 존재이며 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언

어적 대화는 비고츠키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인과의 대화를

통해 유아는 지적 내면화를 이룰 수 있게 되므로 성인의 역할도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교사의 역할을 중요시하지 않

은 피아제와 입장이 다르다.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Vygotsky, 1978)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문

화적 지식이 아동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발달한다. 비고츠

키 이론에서 교사는 아동이 협동적인 방법들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이

끄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③ 로고프의 ‘참여하는 존재’

로고프(Rogoff)는 다양한 문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심리학과 인류학을

연결하고 비고츠키에 근거하여 인간발달의 문화-역사적 관점을 도입하

였다. 로고프에 따르면, 개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달한다. 즉 개인들은 이전세대의 문화적 실제에 기반하여 함께 참여하

고 함께 작업함으로써 발달한다. 로고프는 비고츠키와 듀이의 이론을 참

고하여 교육에 적용하였다. 즉, 아동은 사회적 실제 경험과 수단들을 통

해 다른 구성원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학습하게 된

다는 것이다. 학습과 발달이 가능하려면 아동은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자신을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공통의 가치를 공유할 필요

가 있다.

로고프는 참여를 통한 발달을 3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 ‘견습기간

(apprenticeship)’, ‘지도된 참여(guided participation)’ ‘참여 책정

(participatory appropriation)’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사회문화적

활동의 3가지 요소인 공동체/기관, 대인관계, 개인과 연결하여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첫째, ‘견습기간’의 은유는 공동체 차원에서 작용한다. 공동

체에서 개인들은 서로 문화적으로 조직된 활동에 참여하며 경험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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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숙련되도록 돕는다. 예로 스쿨링(schooling)이 있다. 둘째, ‘지도된

참여’ 개념은 대인간 차원에서 작용하며, 상호간에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

해 사용되어지는 참여의 다양한 과정과 체계를 말한다. 지도된 참여에서

의 참여는 활동에의 직접 개입 뿐 아니라 관찰도 포함된다. ‘지도된’이란

사회적 파트너에 의해 제공된 지도(direction)를 말한다. 우리가 일상생활

(사회적 경험, 문화적 가치, 전통에 의해 형성되고 지도됨)에서 하는 결

정들을 가리킨다. 셋째, 참여 책정은 ‘개인’수준에서 작용한다. 개인들은

활동에 개입함으로써 변화 발달한다. 이 개입은 문화역사적 틀에 의해

지도된다. 개인들은 이전 경험과 참여로부터 배움으로써 상황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참여 책정’도 다른 두 과정처럼 ‘획득’되기 보다는 ‘되어가

는’ 과정으로 본다.

로고프는 아동기를 사고에 있어서의 견습시기(apprenticeship in

thinking)로 보았다. 그리고 견습생이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 하는 발

달의 목표가 문화적으로 다르다(Rogoff, 1990: 114)고 보았다. 즉, 사회의

목표에 따라 유아에게 촉진하고자 하는 기술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글로벌화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며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문화

의 독특함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각 사회는 복지국가체제유형 뿐 아

니라 사회적 가치, 교육의 목표, 양육가치와 태도에서 여전히 많은 차이

를 보인다. 아동과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Roggof, 1990)

는 그 사회에서 아동참여의 구체적인 실현 수준과 방식의 차이를 가져온

다. 우리나라의 강한 온정주의(김정래, 1999) 문화는 의사소통에 많은 영

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보육현장 영유아의 참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

인다.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 실현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목적에 비추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관점이 영유아 청문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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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권 실현의 영유아보육현장 사례

참여권이 보육현장에서 실현된 가장 대표적 사례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이다(Lansdown, 2005: 20).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자들에 의하면, 아

동은 욕구를 가진 존재라기보다 권리를 가진 독특한 개체로서 경험한 것

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된다. 또한 아동은 규칙의 공동구성자이고

의미를 협상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말라구찌와 함께 오랫동

안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에 헌신한 리날디(Rinaldi, 2006)는 레지

오 에밀리아의 보육기관은 영유아의 복지와 가족의 사회적 욕구를 영유

아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결합시키려고 노력하는 공공체제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영유아에게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으려

는 욕구와 권리는 태어나면서 바로 나타나며, 이는 생존과 인간 동족과

의 동일시를 이루는데 필수 요소로 본다(Rinaldi, 1997: 159). 영유아에

대해 권리를 가진 독특한 개체로 보는 그들의 가치관과 철학은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 현장 곳곳에서 우러나온다.

레지오 에밀리아에 대해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은 두 가지 기본가정을

강조한다(Malaguzzi 1997; Rinald, 1997; 2006). 그것은 레지오 에밀리아

에는 계획된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과 아동의 참여이다. 아동은 교육과정

진행에 있어서 주인공이며 협력자이다. 그리고 유아교사들은 유아의 파

트너로서, 교사 자신의 교육적 실제를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환

경은 제3의 교사이고 부모는 교육의 파트너이며 기관은 ‘문화의 실험실’

이 된다. 문화의 실험실에서 아동의 상상력은 자유로움을 얻고 아동은

경험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된다. 이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개

별적 태도를 창조하게 하고 그 속에서 협력하도록 고무한다(Hocevar,

Sebart & Stefanc, 2013: 482). 이러한 면에서 프로젝트의 계획과 수행에

있어 아동의 참여는 중요하다. Katz(1997: 67)에 따르면 이것은 아동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레지오에서는 인지적 문제에 부닥

치면 공동 해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협상한다. 그 사회인지적 갈

등은 유아가 협력적으로 이해를 공동구성함에 따라 자주 목격된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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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합의를 구하려 시도하는 가운데 일종의 즐거움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아동은 규칙의 공동구성자이고 의미를 협상하는 과정에 적극적

으로 협력한다. 그런데 유아의 참여는 객관적인 제한이 있다.

Rinaldi(2006 : 93)는 아동교육은 허용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것은 제한의 문제, 규칙의 문제라고 하였다. 그녀는

또한 ‘규칙은 아동과 교육자 둘 다에게 어려운 문제이며 논의될 수 있으

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3. 보육현장 영유아의 참여권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참여권은 보육정책의 규제를 받으며 일상생활

과 교육경험 중에 실현된다. 이 절에서는 먼저 보육정책을 구현한 관련

법과 보육과정이 참여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보육현장의

구체적인 일상과 교육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참여 관련 현실을 선행연구

를 통해 파악한다. 또한 보육현장의 영유아 참여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행 조건, 참여권에 대한 보육현장 영유아 지표에 대해 살펴본다.

1) 참여권과 영유아보육정책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책에서 전세계적으로 아동권리관점은 우세한 프

레임이 아니며 더구나 참여권 실현에 대한 중요도 부여는 권리 영역 안

에서도 낮은 편이다. 한정된 예산, 정책의 우선순위,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성 등에 의거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시한 정책프레임이 전세계적

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다. 생애발달의 그 어떤 단계보다 초기 유아기의

투자가 가치가 높다는 헤크먼(Hackerman)의 경제학적 설명이 전세계적

으로 유아기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도 경제 중시 프레임이다

(OECD, 2006; White, 2011).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인적자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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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초기투자 관점이 아동권리에 대한 고려보다 훨씬 컸음(강현구,

2014)도 사회경제적 요인 중시의 맥락에 있다. 아동권리 보장에서 선진

적이라고 여겨지는 유럽연합도 영유아보육교육(ECEC)에 대해서 인구문

제해결과, 노동시장의 필요를 위해 아동권리 접근이 필요하다는

(Herczog, 2012) 기조를 가지고 있다. ‘아동권리를 위한 EU 의제에 대한

소통, 2011’에서 ‘모든 아동에게 ECEC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성공적인 평

생학습, 사회적 통합과 이후 고용의 기초’라고(Herczog, 2012) 하였기 때

문이다. 보육정책에서 아동권리 관점을 취한다 해도 아동빈곤이나 복지

향상을 우선시하며 아동의 참여는 우선성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아동빈

곤 해결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EU보고서에서도 아동빈곤에 대한 권고

를 채택하고 부모에 대한 지원은 비전에 포함되었지만 아동참여는 언급

되지 않았다(Herczog, 2012).

그런데 사실상 유아기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전통

적 도구적 접근과 절연하는 것이다(Woodhead, 2006). 권리관점에서 바라

본 아동은 더 이상 서비스의 수용자, 보호의 수혜자, 사회적 실험의 대상

이 아니며, 더 이상 인적 자본의 투자 기회도 아니며, 그 자체가 목적으

로서 가치가 매겨진다고 본다. 아동은 앞으로 성인이 될 불완전한 존재

가 아니라 그들만의 지위, 요구, 권리를 지닌 전인격적 존재이자 완전한

인격체로 본다(Broström, 2011). 또한 아동을 현재의 시민이고 현재의 민

주주의자로 본다. 아동권리협약의 채택은 아동관련 모든 사안에 있어서

아동권리 관점을 취하는 것이므로, 아동복지는 주어지는 자선(charity)이

아닌 타고난 권리(entitlement)로 새롭게 자리매김된다(Doek, 2014). 이러

한 아동권리를 총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수단으로 고려

되는 원칙이 협약 제12조의 참여 원칙이다.

(1) 영유아보육 관련 국제인권협약과 국내법의 반영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고 가입한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교육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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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도의 토대로서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의무를 다룬

조문은 다음과 같다(Herczog, 2012). 먼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 고려할 것(제3조), 국가는 모든 법적,

행정적, 기타 수단을 취하여 아동의 권리를 실행할 것(제4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할 것(제12조)

이 있다. 이어서 제18조와 제27조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부

모가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돕는 국가의 지원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또

한 제18조에는 취업부모를 위한 아동보육 기관을 제공하되, 아동의 이익

이 우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29조에서는 아동교육의 목표가

제시되었다.34) 제31조에서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

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제

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외의 여러 국제인권협약의 조문들에서도 보육이 언급되

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7대 국제인권협약 중 하나인 ‘여성에 대한

차별철페 협약’은 여성의 양육권을 모성휴가, 노동권과 함께 다룬다.35)

또한 아동보육은 인권으로 간주되며,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아동의 인권

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보며, 빈곤감소와 아동보육에 더 많은 자원을 쏟

아야 한다(2차 유럽아동인권포럼)고 주장한다(Herczog, 2012).

34)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외교부 공식 번역본)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명에 대한 존중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

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35) 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의하면 여성노동자는 어머니 역할로 비롯된

잠재적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당사국은 모든 차별관행을 금지해야 하며

유급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 일·가정 양립수단을 제공해야만 한다. 협약은 남성

과 여성이 가사 및 아동양육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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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0항은 ‘국가는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가족에게 보호와 조력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남녀고용차별금지에 대한 협약156

에서 부모의 고용종류가 무엇이든, 부모의 책임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한 바탕에서 부와 모가 둘 다 노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보육제공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책임을 인정한다.

유럽에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복지 및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의 굳건한

토대를 이루며, 그것은 공적 보육과 공적 책임이란 개념으로 구현되어져

국내법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명실공히 국가의 의무가 되고 있다(Herczog,

2012).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자녀양육에 대한 일

차적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된다.36) 영유아는 다른 발달 시기보다 부모

로부터 돌봄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전통적으로 어머니(여성)의 돌봄을

받았다. 그러나 협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출산 이후에도

고용노동을 지속하도록 출산전후와 출산후 일정기간 동안, 출산휴가와

부모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직접 돌보고, 직장에 복귀한 후에는 공적으

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며,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

의 도움으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

는 것을 명확히 한다. 이는 OECD(2006)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가족 안에서는 아버지(남성)가 어머니와 육아 및 가사를 공유하여야 한

다. 이또한 개인적 노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 본다.37) 아버지의 돌봄노동 참여는 부모권이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권리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므로 사회는 아버지가 고용노동을 벗어나

도(예로 아버지육아휴직) 생활이 보장되도록 급여를 적절히 지원해야 하

며,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가족 안에

36) 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1항은 ‘양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양육에 책임짐’을 강조한

다. 노동권은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서, 특히 여성의 일할 권리는 자녀 출산 및

양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장 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권리이다. 부

모권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권리로서, 부모권 실현의 스팩트럼은 매우 다

양하여 자녀의 연령별로 다르며 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양육될 아동권리와도 맞

닿아 있다.

37) 아버지의 육아에 대한 어머니와의 공동책임이 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1항에 명

시되어 있음을 다시 상기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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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성의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사회가 지원하지 않고, 노동시장 참여만

을 전제하고 있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돌봄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져야할 책임이지, 가족이 누려야 할 권리가 될 수 없다(김나연, 2010).

돌봄자로서의 가족 역할과 사회의 지원 측면도 중요하나 돌봄을 받는

영유아의 권리와 참여가 중요시된다. 스웨덴 기초교육법(1998: 16-17)에

따르면 보육기관에서는 유아들이 다음과 같은 능력들을 발달시킬 수 있

어야 한다(Di Santo & Kenneally, 2014에서 재인용).

1. 유아들의 생각과 견해를 표현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기회를 갖는다.

2. 유아들 자신의 행동과 유아 교육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다양한 형태의 협동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스웨덴에서는 위와 같이 보육기관에서 유아에게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

하도록 보장하며 유아의 견해를 비중있게 고려하여 유아 스스로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가지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유아를 적극적인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강조하고 있다. 노르웨이 의회는 유치원법38)을 2006년에 개정하

였는데, 참여권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였다

(Bae, 2010).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

고를 받아들여 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여 국내법의 일부로 만들

었다(Stern, 2006: 44).

북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참여권에 대해 국내법규에 명시

하였다. 이들 나라의 사회적 합의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소 뒤진 감이 있

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리 보장은 주로

38) 노르웨이는 유아기관의 명칭이 모두 유치원으로 불린다. 유치원, 시골지역의 가

정유치원, 개방유치원이 있다(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표 PF4.1.A: Typology of 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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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한다. 유아교육법은 교육에 초점을 맞추

었기 때문에 보다 이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비해 권리 보호의 측면

에서 포괄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보장 수준이 오히려 약하다(강현구,

2014). 한편 유아교육법에 비해 권리보장이 포괄적이고 수준이 높은 영

유아보육법도 안전기준, 급식과 청결 및 건강관리 기준 등 생존, 보호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아동참여의 원칙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

법 모두에서 아직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의 지속적인 권고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

고, 국내의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강현구,

2014; 김영명, 2005), 사실상 영유아의 발달, 참여권과 관련해서는 누리과

정 시행 외의 것은 법적 준수 차원은 아닌(유해미 외, 2011) 상태이다.

(2) 참여권과 영유아보육과정

지구 공동체를 만들고 ‘유아학습에 대한 권리통합접근’을 향한 노력에

서 아동권리관점으로 영유아보육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학

습 실제를 지도하는 교육과정 문서가 아동권리 담화를 도입하는 이상적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음이 연구결과로 보고된다(Di Santo &

Kenneally, 2014).

OECD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주제 검

토사업’을 하며 5가지 유아교육과정을 선정하였다(나정·임미령·박창현,

2011).39) 그 중 하나인 스웨덴 보육과정에서는 아동 관점을 중시함을 보

여준다. 아동의 활동 참가 뿐 아니라 의사결정에의 능동적 투입을 통해

아동관점을 중요시함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의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in Sweden)에서는 유아들이 교육적인 의사결정

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OECD, 2013). 스웨덴 내

39) 선정된 5가지 교육과정은 벨기에의 경험교육과정, 미국의 하이/스코프 교육과정,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뉴질랜드의 테 와리키 교육과정, 스웨덴의

유아학교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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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결과, 아동에게 의견을 묻고 들음으로써 아동의

자기존중감 증가, 사회적 능력 강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또한 아동 주도

가 높은 교육과정이 장기적 이득을 가져왔음을 제시하였다(OECD, 2013:

17).

레지오 에밀리아 보육과정 역시 OECD가 선정한 5가지 유아교육과정

에 포함되었는데, 자료집에 실린 부제가 ‘유아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기

울이기’(truly listening to young children)이다(나정 외, 2011). 레지오

에밀리아 보육과정은 유아를 권리의 주체이자 자신과 주변세계에 대한

이론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실험하는 유능하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본

다. 레지오 에밀리아 보육과정은 유아의 표현, 표현을 통한 지식과 경험

의 매개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이유에서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사는 먼

저 말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유아는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해 나가기 때문에 개별적 학습이 가능하다고 본다. 레지오 에밀리아

보육과정에는 계획된 목표나 기준이 없으며 ‘맥락적’인 교육과정이 있다.

즉, 유아, 교사, 환경 간의 대화를 통해 결정되는 교육과정이 있다. 활동

주제도 유아가 익히 알고 있는 관심사와 지역사회나 가족행사에 관한 유

아의 이야기를 기록한 문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에서 현장에서의

유아의 참여를 실제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과정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이나 관련지침,

유아교육법이나 지침에서 유아의 참여권이나 개별권리를 고려할 것을 명

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누리과정의 교수학습방법에서 아동중심성, 경험

중심, 놀이 중심 등의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보육

과정을 참여권과 관련시킨 연구는 드물며 권리와 관련시켜 이루어진 연

구는 주로 유아권리교육의 내용이 보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피거나(김안나, 2014; 조주랑, 2011), 교사가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어떻

게 권리교육이 이루어지는가를 다루고 있다(김숙자·박현진, 2008).



- 43 -

2) 참여권과 영유아반의 일과 운영

아동권리가 발달한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들 또한 매일의

보육교육 일과에서 아동의 참여권리가 이해되고 실현되어지는 방식에 대

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Bae, 2010)고 보고된다. 국제법의 국내 법제

화도 의미가 크고 중요하나, 그것과 현장 일상에서의 실천은 다른 문제

이며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함을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보육현장 일과 운영에 드러난 청문권의 현실은 최

근 이루어진 몇몇 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영유아와 교실 상황에 대한 관찰, 유아와 교사에 대한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곽정인, 2014; 권혜진, 2014; 서혜정·구민정, 2013; 서혜

정 외, 2012; 안소영, 2008; 이순희·서영숙, 2013). ‘영유아권리 존중 보육’

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보육일과 관찰과 교사 면담을 분석한 연구들(김경

희·안소영·한지숙, 2013; 김진숙·서영숙, 2012; 서혜정 외, 2012)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들은 청문권을 일상 생활과 놀이활동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분석하기도 하고 교사나 유아

면담을 통해 파악하기도 한다.

영유아의 참여 관련 연구는 최근 들어 비교적 활발해졌으나 여전히 소

수의 연구자들만이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은화, 2013; 김지선,

2007; 이진화, 2014; 최윤지, 2009).

(1) 참여권과 영유아의 일상생활

성인들에게는 일상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식사와 잠자기가 기관에서 생

활하는 대부분의 영유아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음을 선행연구들

은 보여준다. 영유아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즐거움을 찾아주고자 하는

노력이 드러난 연구들(권혜진, 2014; 서혜정·구민정, 2013; 이순희·서영숙,

2013)은 영유아의 보육현장 일상 생활 속 청문권 현실과 함께 실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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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들이 현장 관찰 및 면접을 통해 파악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은 영유아의 일상활동 전반(김진숙·서영숙, 2012; 서혜정

외, 2012)을 다루거나 낮잠(권혜진, 2014; 이순희·서영숙, 2013), 자율배식

(서혜정·구민정, 2013) 등 한 가지를 집중하여 다루는 방식 등이 고루 포

함되어 있다. 낮잠과 휴식에 대해 유아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거나

(이순희·서영숙, 2013), 현실 관찰 뿐 아니라 유아의 자율적 결정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서혜정 외,

2012)도 있다.

일과의 고정성과 공간의 제한이 영아의 일상과 움직임을 통제하여 참

여가 저해된다는 뉴질랜드 영아반 연구(One, 2011)가 있다. 그 기관의

한 교사는 면담에서 ‘일과가 마치 시계태엽처럼 흘러가므로 영유아는 선

택권이 없으며 집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기관을 관찰한 연구

자는 공간이 작은 것, 바깥놀이터로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것 등 공간

문제가 영아의 움직임을 더 많이 통제하게 된다고 보았다. 공간이 작아

서 영아의 움직임으로 급속히 혼란스러워지게 되며 이러한 모습은 일부

부모가 싫어하는 모습이라 영아를 통제한다고 보았다. 또한 바깥놀이터

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것도 신체 움직임이 활발한 영아의 소

망과 지향에 반하는 통제로 참여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핀

란드의 어린이집 유아는 보육기관을 또래와 함께 다양한 어른들도 만나

는 곳으로 인식하였다(Kyrönlampi-Kylmänen & Määttä, 2012). 이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우정, 또래관계와 성인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청문 또는 참여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2) 참여권과 영유아의 놀이 및 교육 활동

유아기 권리실행의 전제조건으로서 참여가 중요하며 그것을 구체화하

는 것은 유아가 능동적 놀이를 하는 것(IPPA, 2005)이라는 주장이 있다.

참여권과 관련하여 보육현장 일상에서는 어떤 이슈가 문제인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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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살펴본다. 노르웨이 등 노르딕 국가들의 유아 기관에서의 참

여권 실현을 살핀 연구는 놀이 역할의 저평가 또는 놀이와 참여를 분리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놀이 또는 놀이성으로 가득한(playfulness)

상호작용은 참여권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살피고 있다(Bae, 2009; 2010).

또한 핀란드의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 인식 연구결과

(Kyrönlampi-Kylmänen & Määttä, 2012), 만 5-7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대해 떠올린 가장 주된 이미지가 놀이를 위한 장소라는 것이었다. 그 연

구에서 유아들은 또래와 놀이함으로써 어떻게 즐거운 순간이 생겨나는지

정확히 지적하였다. “옷장을 엿보면 바로 앞에 엄마가 있었어. 우린 전등

을 가지고 옷장 속에 들어갔지. ...그때 누가 내 어깨를 잡았고 난 도망갔

어” 이러한 유아의 인터뷰는 또래와 함께 한 상상놀이를 묘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놀이 및 교육활동 속에서 유아의 참여를 권리 측

면에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실외놀이터 경험 연구(곽정인, 2014), 프로

젝트 소집단 활동(안소영, 2008), 참여 관련 유아의 자기 인식(김경희 외,

2013), 전체 일과의 놀이중심 재구성(안소영·최윤정, 2009) 등의 연구가

있다. 김경희 외(2013)의 참여권에 대한 아동인식 연구는 만4, 5세 유아

516명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전라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전국적 조

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반구조 질문지를 가지고 1대1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참여권 문항의 예는 다음

과 같다. 규칙이 뭐가 있니? 하고 주관식으로 경험을 묻고, 너도 참여했

니?에 대한 답변으로 예/아니오/모름 중에 답변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유아는 충분히 보호받는다고는 인식하나 발달과 참여에 대한 권리는 덜

보장받는다고 인식하였으며, 발달권 및 참여권에 대해 학습적 부분에서

힘들어하였다. 또한 유아는 다양한 규칙으로 인해 자유롭게 놀이를 선택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규칙은 대부분 교사에 의해 정해진다고 응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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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속 참여권

보육현장의 일과 속에서 영유아의 권리 실행이 어떠한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주로 교사에게 설문지로 묻거나(김정화, 2014; 양순

경, 2012; 유해미 외, 2011), 유아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한다(김경희 외,

2013). 이러한 연구들은 의미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아동참여권에 대한 교사의 생각, 태도, 의지 등은 구체적으로

현장 실천에서 확인될 수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사들의 아동참여권에 대

한 인식과 행동을 일상의 상호작용과 교육적 상호작용 속에서 살펴본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참여관찰, 심층면담을 사용한 연구들(김진

숙·서혜정, 2011; 이순희·서영숙, 2013)에서는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 속

참여권의 실행 실태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들은 전반적인 일과나 낮잠,

식사시간, 자유놀이, 바깥놀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

용 속 참여권을 다루고 있다.

개방적이고 솔직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좋은 보육의 필수 조건이 된

다(Kyrönlampi-Kylmänen & Määttä, 2012)고 한다. 성인과 아동 간에는 힘

의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성인 교육자는 불가피하게 자신이 가진 우월한

힘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참여권에 대한 영유아교사의 인식 및 실행 조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권리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영유아권리에

대한 보장 실태, 교사의 인식, 원장의 인식을 조사하고 교사의 신념, 교

사의 전문성에 따라 권리 인식 또는 권리보장 실행 수준이 달리 나타나

는지를 연구하였다(구미향·황소영, 2014; 김정화, 2014; 류수정, 2012; 박

정은, 2014; 배송희, 2010; 서영숙, 2010; 서유임, 2007; 양순경, 2012). 이

연구들은 교사의 자기성찰,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연구를 통해

교사교육의 강화와 지속적인 실천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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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다른 한 축은 주로 ‘권리존중 보육’의 이름으로, 참여권을 포함

한 전반적인 권리 혹은 아동참여권을 교사나 아동인터뷰와 관찰 등의 방

법을 통하여 연구한다(김진숙·서영숙, 2012; 김진숙·서혜정, 2011; 이순

희·서영숙, 2013; 최윤지, 2009). 이 연구들은 참여권의 실제를 관찰하고

해석하거나, 참여권이 실행되는 조건을 파악하고 해석하였다.

(1) 교사의 참여권 인식과 실행

  

유아의 참여가 영향을 끼치는 능력, 소속감, 행동의 수행이라는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스웨덴 유아교사들은 개념화하였다(Sandberg &

Eriksson, 2010). 스웨덴 유아교사들은 ‘영향을 끼치는 능력’은 참여가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소속감’은

유대감, 일체감, 우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행동의 수행’은 개

인이 여러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이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

는 것이 참여의 속성이라고 보았다.

유아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호주 유아교사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

(Hudson, 2012), 유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매우 다양한 인식이 존재

하였다. 유아는 이미 개별성을 갖추었으므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는가 하면 유아가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두려워하므로 연령에 적

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한편 유아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유아는 너무 많은 자유로 인해 선택 및 결정할 수 없거나, 또

는 의존성 때문에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

아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해 보육기관의 목표가 불분명하며 아동권리보장

보다는 교육, 아동발달, 사회화, 독립성, 행동관리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

긴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교사가 교육과 사회화의 측면에서의 의사결정

에 대해 말하였고, 유아들이 협상과 대처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

을 교사의 역할로 인식하였다. 호주의 유아교사는 대체로 사회교육적 차

원에서 유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하며 유아가 올바른 결정

을 하도록 만드는 훈육을 더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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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반적 권리에 대한 인식조사의 한 부분으로 참여권에 대

한 인식 수준을 파악한 것이 대부분이다. 교사 설문의 방식으로 전반적

인 아동권리 실태와 실행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구미향·황

소영, 2014; 김정화, 2014; 서영숙·서혜정, 2009; 양순경, 2012; 유해미 외,

2011)를 통해 참여권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접할 수 있다. 이 연구들

은 영유아의 권리를 주로 생존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누어 교사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유아교사들은 생존·보호·발달권

을 보장하는 것에 비해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다. 우리나라 교사는 면담에서(유해미 외, 2011), 지식을 전달하고 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것 같다고 답하였다. 아동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앞의 유아 교사와 같

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Quennerstedt, 2011)는 다음과 같이 쓰

고 있다. 교육이란 잘 아는 전문가인 교사가 잘 모르는 학생을 가르치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렇게 때문에 교사가 미리 생각해서 전달하고

자 하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든 고집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진정한

흥미나 관심사로 교과의 관점을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2) 참여권의 실행 조건

스웨덴의 유아교사들은 아동 참여의 실행 조건 중 교사의 전문적 역할

로서 아동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을 중시하며, 아동중심적 접근, 아동 관

점을 취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Sandberg & Eriksson, 2010). 참여 촉진

을 위해 교사가 많은 노력을 해도 아동 입장에서는 아동 자신들의 활동

과 무슨 놀이를 할 지를 결정하는 것만 허용될 뿐이라고 교사들은 인식

하였다.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교사가 결정한다고 교사들은 인식하였

다.

한편 부모의 요구가 영유아의 권리와 충돌한다고 느껴질 때 교사는 갈

등을 하게 된다(유해미 외, 2011). 낮잠 시간에 재우고 싶어하지 않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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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의견은 유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이때는 부모가 영

유아의 참여권 실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스웨덴(Sandberg & Eriksson,

2010)과 핀란드(Venninen, Leinonen, Lipponen & Ojala, 2014)의 유아교

사들도 유아의 참여를 촉진하는 조건으로서 교사의 부모관련 전문성을

들고 있다. 부모와 함께 유아의 참여권 실현에 대해 의견 조율하기가 필

수적임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스웨덴 유아교사들이 거론한 다른 실행 조건들은 교사 팀제의 팀웍,

교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가치부여, 참여개념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자각, 참여 촉진 또는 방해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있다(Sandberg &

Eriksson, 2010). 같은 연구에서 스웨덴 교사들이 교사 관련 요인 외 참

여 방해 요소로 주요하게 거론한 것은 시간의 부족이었다. 호주 유아교

사 108명도 교사의 시간과 자원의 부족을 유아 참여의 저해 요인으로 보

았다(Hudson, 2012). 호주교사들이 답한 다른 저해요인들로는 아동의 역

량한계, 교사아동관계, 훈육과 행동통제 한도, 교육과정 요구가 있다. 또

한 이 연구에서는 기관에서의 혼합된 목적도 아동참여를 어렵게 한다고

보았는데, 아동행동의 관리를 중시하며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였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외의 연구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참여권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들 중에서도 교사가 참여권의 중

요성을 알고, 직접 영유아에게 적절한 교육적 전문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다고 인식한다(유해미 외, 2011; Hudson, 2012; Sandberg &

Eriksson, 2010; Venninen et. al., 2014).

한편 교사에게 유아 참여를 실제에서 실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포

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Kanyal & Gibbs, 2014). 첫

째, 유아에게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과 정신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둘째, 유아의 주도(agency)를 시간에 따라 발달시켜야 한

다. 셋째, 유아의 견해를 발달시키고 명확화하도록 유아를 지원하여야 한

다. 넷째, 유아가 선택지에 대해 토론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

째, 일관되게 들어야 한다. 여섯째, 행동은 유아를 포함할 때 취해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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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해 의사결정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일곱째, 만연한 온정주

의(paternalism)를 넘어서야 한다. 여덟째, 정책수준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론적 개념이 실제에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참여권에 대한 보육현장 영유아 지표

유아의 참여는 보다 나이든 아동의 참여보다 더 큰 도전과제인데, 그

이유는 유아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성인이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다. 유아권리의 실행을 강조하기 위한 일반논평 7

호가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는 일반논평 7호의 실행을 위한 지

표이다. 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Herczog, 2012; Vaghri et. al., 2011). 매일의 일상에서 유아의 참여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기준을 제시한 연구

를 살펴본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지표연구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다수 있었으나(김윤나, 2011; 서문희 외, 2003; 임희진 외, 2012;

Carvalho, 2008; Quennerstedt, 2011), 영유아의 참여권 지표 연구는 매우

적었고, 그것도 최근에야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 내용도

모두 차이가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유아 참여권 관련 연구는 지표

보다는 주로 낮잠이나 식사시간, 놀이 중 참여를 관찰하거나 면접하여

해석한 결과를 제시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들 중에

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한 것도 있으나 당연히 질문지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영유아 참여권 관련 연구에서 질문지를 사용한 경우도 존재하며,

그 경우 주로 교사에게 참여권의 실태나 인식에 대해 물었다. 주로 전반

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과 보장 연구 중 한 부분으로서 참여권이 연구되

다보니, 참여권에 해당하는 항목이 2개(김경희 외, 2013)에서 많아야 10

개(유해미 외, 2011)정도에 불과하여 참여권의 구체적 현실을 제대로 파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영유아 참여권에 대해 조사하는 반구조, 구조

설문지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설문 내용과 그 차이가 확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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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참여권 영역(김윤나, 2011; 서문희 외, 2003; 임희진 외,

2012)에서 설문 내용40)은 기본 체계가 유사하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지표

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인권상황의 개선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

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김경준 외, 2014)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문희 외(2003)는 아동참여권 영역의 세부영역을

5개로 나누고 16개의 객관적 지표 및 1개의 주관적 지표, 총 17개의 지

표로 구성하였다. 1개의 주관적 지표는 ‘선생님 앞에서 학생의 의견 표명

정도’이고 전화로 물었다. 나머지 지표는 통계자료나 연구자료 탐색과 검

토를 통해 작성하였다. 김윤나(2011)는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

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사회참여 및 참정권, 참여인식의 여

섯 가지로 설정하였고 통계자료 등 검토를 통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중 자기결정권이 협약 제12조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종교, 가

정사, 교육 및 진로, 문화 및 여가,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의 4가지로 보

았다. 제12조와 종종 혼동되는 협약 제13조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관

련 하위영역은 사적취향의 표현,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 매체를 통한 표

현활동, 청소년 발언권 존중 정도로 보았다. ‘사적취향의 표현’의 경우 개

별지표는 ‘두발 및 복장에 대한 학교 및 부모의 규제의 정도’가 제시되었

다. 이 연구(김윤나, 2011)에서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과 관련하여, 아

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참여정책에 대하여 잘 모르는 아동·청소년이 대

부분이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

타났다.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인 보고서(임희진 외, 2012)에 따르면, 아

동·청소년의 참여율 저조는 참여와 관련된 정보 부족, 아동·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만연 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지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 제출

시 포함되고 있는데 반해 영유아 참여권에 대한 지표는 그렇지 않다. 여

기서 살펴볼 영유아 참여권 지표의 조사문항은 유해미 외(2011)의 교사

40) 설문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부록 3>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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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0항목, 김진숙 ·서영숙(2012)의 교사 포커스집단 면접질문지 5항

목, 김진숙·서영숙(2012)의 권리존중보육 12개 하위영역과 40개 항목, 김

경희 외(2013)의 유아 1대1면접 4항목, 권혜진(2014)의 교사 개별면접 질

문지 5항목이다. 이 설문내용을 검토한 결과,41) 유해미 외(2011)의 10항

목과 김진숙·서영숙(2012)의 40개 항목은 영유아보육현장의 일과를 중심

으로 한 상황에 따라,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묻는다. 그러나 이러한 설

문 방식은 영유아보육현장의 청문권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상황별로 구체적인 문항을 구성하여 묻는 방식은 답하기에

쉽고 간단한 장점이 있으나 협약 제12조가 가진 권리를 구조적으로 담아

내지 못한다. 즉 상황과 관계없이 원리적으로 영유아보육현장에 적용가

능한 청문권의 내용 구성과 제시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영유아보육현장의 참여권에 대한 기본적 개념 이해와 선행연

구 고찰을 통해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가 구체화됨을 확인하

였다. 보통 참여권이라고 부르는 협약 제12조 제1항이 아동권리에서 일

반원칙의 성격을 갖는 주요한 권리로서, 총체적인 아동권리 실현에서 근

본 수단으로 작용하며, 영유아기에도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하며 영유아

의 발달을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영유아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참여권을 다룬 연구는 생존, 보호, 발달권리를 모두 포함한 전

반적인 아동권리를 연구할 때 함께 연구되는 경우가 많고 독자적으로는

다루는 경우가 적으며, 영유아 참여권의 경우 법적 제도적 보장이기보다

는 교사의 각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유해미 외, 2011) 파악

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선행 개념과 연구 고찰 결과, 이 연구가 제기한 ‘참여권’의 개념 재해

석과 개별 질적 연구의 종합적 해석의 필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청문

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개념 구성의 연구문제가 제기될 필요를 구체화하

였다.

41) 지표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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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견해나 감정을 더 반영하는 실천

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방법

을 기술한다.

1. 연구문제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견해나 감정을 더 반영하는 실천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을 재해석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

하며, 둘째,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 현실을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파악

한 후, 셋째, 보육현장에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을 제시하는 연구

문제를 제기한다.

〔연구문제1〕 아동 ‘참여권’의 재해석

1-1. 아동 ‘참여권’이라고 부르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

항의 목적은 무엇인가?

1-2.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하는 재해석의 내용

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청문권 실행 실태의 종합적 이해

2-1.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청문권의 실행 실태는 어떠한가?

2-2.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 실행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과

환경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 구성

3-1. 보육현장에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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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연구문제 1과 2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가치기반 해석’, ‘메타-에스노그

래피’를 사용한다. ‘가치기반 해석’은 드워킨(Dworkin, 2015)의 법 해석의

일반이론을 따른 것이며, 메타-에스노그래피는 개별 질적 연구들을 종합

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가 질적 해석을 하기 위해 이 방법들을 사용하는

이유를 기술하였다.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메타-에스노그래피 결

과에 ‘아동청문권 일반논평’의 내용체계를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이

유를 설명한다.

1) 연구의 체계와 방법

<그림 III-1> 연구의 체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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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 가치기반 해석

인간 존엄성, 정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 평등, 권리, 법 등과 같

은 개념과 이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불일치

를 보인다. 드워킨(Dworkin, 2015)은 이러한 현상이 ‘해석적 개념’의 속

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실천에서 얻어진

경험, 직관이나 상식, 종교·윤리·정치적 가치관, 미리 획득한 여러 가치들

이 투입되기 마련이며 이것들 없이는 개념들은 풀이되지 않는다(김도균,

2015.4.16). 동일한 해석대상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

석적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입장 차이는 명백한 사실의 문

제도 아니고 의미론적 문제도 아닌 해석의 문제이다. 해석의 문제는 경

험적 요소로 환원할 수 없는 규범적, 가치적 성격을 갖는다(장영민,

2004). 드워킨의 가치기반 해석은 연구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명시하는

해석이다. 규범에 대한 논의는 정당화의 부담을 수반하며 정당화는 가치

에 대한 논변이 그 뼈대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드워킨의 가치기반 해석

은 아동참여권과 같은 규범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드워킨에 의하면 정합성은 어떤 해석이 참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

런 사고에 의하면 헌법과 같은 규범체계와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규범체

계에 대한 해석이 참이라는 것은 두 규범체계에 대한 해석이 서로 충돌

하지 않고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해석이 서로 충돌하는가 아니

면 지지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도 ‘가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두 해석이 하나의 가치를 잘 실현해 낸다면 그 두

해석은 정합적인 것이다. 우리는 해석 안의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세

가지 요소들을 구별함으로써 하나의 해석을 재구성할 수 있다(Dworkin,

2015; 223). 첫째는 해석이 속한 관행이나 전통을 준별하는 것, 둘째는

관행의 목적에 관한 일련의 가정들, 셋째는 특정 해석이 그런 목적적 가

정들을 어떠한 대안보다도 더 잘 실현하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 연구는 참여권의 재해석을 위하여 드워킨의 가치기반 해석이론을

사용한다. 연구문제 1로 설정하고 1단계에서 연구할 것이다. 이 1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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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드워킨 해석이론 적용에 따라 다시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계는 해석 대상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연구문제 1의 해석대상은 ‘협약

제12조와 관련 실천(아동의 견해나 감정을 더 반영하거나 아동의 발화나

행동을 더 유도하는 실천)’을 가리킨다. 협약 제12조와 관련 실천은 ‘참

여’라고 불러왔다. ‘참여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협약 제12조 제1항과 관련 실천을 해석대상으로 설정한다. 왜 무엇에 대

한 해석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해석대상의 목적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협약 제12조 및

관련 실천의 요구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 도대체 이런 권리조항과 실천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탐구하게 되는 단계가 진행된다.

‘협약 제12조’, 즉 ‘아동의 견해를 더 반영하려는 실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 즉 ‘협약 제12조’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을 통

해 가장 적절한 목적을 찾아낸다. 이 단계에서 경합하는 목적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의 견해를 더 반영하려는 실천’의 타당한

목적을 찾아낸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

하는 특정한 해석을 제시한다. 즉 찾아낸 존재 이유, 즉 목적에 비추어

그 관행의 요구를 재검토하고 보다 더 목적을 잘 실현하는 해석을 할 것

이다. 목적을 더 잘 실현하는 해석은 개념화로 나타난다. 개념이란 무엇

인가? 그것은 한정된 자원(교사의 관심과 주의, 집중)이 주어진 상황에

서 어떤 대상이 가진 여러 측면 중 핵심적 요소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견해나 감정의 반영을 높이려는 노력’에 대해 ‘참여’라

는 개념은 해석 대상의 핵심적 요소를 담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이

론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다.

(2) 2단계 : 메타-에스노그래피

메타-에스노그래피는 개별의 질적 연구를 종합하는 연구방법(Nob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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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e)으로 1988년에 제안되었다. 분리된 부분들이 합쳐져서 ‘전체

(whole)’를 형성하는 행위로서 ‘종합’을 정의하였으며, 이 ‘전체’의 구성은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고 보았다. 또한 이 방법은 터너(Turner, 1980)의

사회 설명이론에서 개념을 빌려와서 ‘비교하는 이해’(comparative

understanding)로 구축되었다.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사람’(ethno)을 ‘기

술’(graphy)하는 에스노그래피를 많이 사용하였고, 개별 질적 연구의 성

과를 딛고 연구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별연구를 ‘종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42) 메타-에스노그래피의 방법은 중요해석을 추출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으로서, 텍스트를 비교하고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

운 해석을 창조한다(Noblit & Hare, 1988: 9). 메타-에스노그래피는 텍스

트를 비교 분석하는 절차에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Noblit &

Hare, 1988). 첫째, 에스노그래피들은 한 연구가 다른 연구의 용어로 표

현되도록 조합이 가능하다. 이 과정을 상호적 번역 분석(reciprocal

translation analysis; RTA)이라 부른다. 둘째, 에스노그래피들은 한 연구

의 다른 연구에 대한 비판의 토대가 보여지도록 서로 대조적으로 조합될

수 있다. 이 과정은 반박적 종합(refutational synthesis)이다. 셋째, 한 연

구가 어떻게 정보를 주고 다른 연구를 넘어서는지를 주목하여 서로 묶여

질 수 있다. 이 과정을 논의체계(lines-of-argument; LOA) 종합

(synthesis)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은 전체 그림(즉 문화, 조직 등)을 구

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질적 연구를 종합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왜 질적연구인가의 질문과 왜 종합하는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현장에 대한 연구를 직접 하지 않고 2차

적으로 종합하려는 이유는 영유아 청문권의 현실을 총체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영유아의 청문권이 연관되는 활동을 현장관

찰하거나 교사의 인식을 심층면담하고, 그 자료를 참여자의 체험과 관점

에 입각하여 기술하고 해석한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

연구의 결과를 청문권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메타

42) 조용환(1999)은 이러한 연구방법을 ‘이차적 문화기술(에스노그래피)’로 명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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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노그래피는 제공한다. 개별의 질적 연구들이 저마다 담고 있는 에

믹하며 총체적이고, 비교적인 해석의 특성을 잃지 않고도 종합할 수 있

는 방법이다. 질적 종합화를 하게 되면, 연구 참여자의 수가 늘어나고 연

구의 환경(셋팅)이 다양하게 포괄되며 각 연구자의 해석이 상호 번역되

고 반박된다. 개별 연구들이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 서로를 딛고 보다 넓

게 볼 수 있게 하여, 종합하는 차원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질적 종합화의

방법은 보다 많은 교사와 영유아가 보다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청문권

을 어떻게 체험하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비교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

법이다.

왜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는가는 다음 네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43)

첫번째 이유는 이 연구의 목적이 현장 상황에서 특수하게 드러나는 청문

권 관련 범주(categories)와 구인(constructs)들을 찾아 정리하려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실이나 실험실과 같은 현장 밖에서 설

정된 가설을 현장 상황에서 검증하는 양적 접근과 대비되는 질적인 과정

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 역시 연구 주제인 영유아 청문권 내용의 ‘구

성’이 낯선 상황에서 새로운 분석범주 또는 분석 단위를 발견하고자 하

는 질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계량’이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된 분석

단위의 양적 특성을 조사하는 과정인 것과 대비되는 질적인 과정이다.

세번째 이유는 영유아 청문권을 둘러싼 행위자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의

세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의 객관적 개념과 분석틀을 적용

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양적 접근과 대비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연

구과정 중에 만나는 새로운 변수 또는 뜻밖의 변수를 수용하여 연구를

재조정하는 열린 체제를 지향하는 질적 접근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에 대한 메타-에스노그래피 접근은 특정 청문

권 지식을 종합하는 귀납적이고 해석적 형태를 개발하려는 시도이다. 여

기서 ‘종합’은 근본적으로 해석적이고 귀납적이다. 그러므로 이 접근에서

는 ‘해석적 설명’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해석적 설명의 속성(spicer,

1976: 341)은 첫째, 에믹(emic)44)한 접근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총체적

43)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접근상 차이점에 대해 조용환(1999: 122)을 참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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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 셋째, 역사적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인식가능한 대

안을 고려해야 하고, 비교적인 이해가 되어야 한다.

드워킨(Dworkin, 2006)은 해석의 형태로서 대화적 해석, 과학적 해석,

창조적 해석을 제시하고 창조적 해석의 형태로서 예술의 해석과 사회적

실천의 해석을 든다. 드워킨에 의하면 창조적 해석은 구성적인 것이다.

즉 드워킨은 창조적 해석은 대화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목적에 관한 것인

데 그 목적은 작가의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드워킨

에 의하면 구성적 해석은 대상이나 관행을 그것이 속하는 형식이나 장르

에서 가능한 최선의 예로 만들기 위해 목적을 부여하는 해석이다.

어떤 사회적 관행 내지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여 해석하는 사람은 그 실천이 기여

하거나 표현하거나 그 실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이익이나 목적 또는 원리의 체

계를 기술함으로써, 그 실천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한다. 그 실천의 행태를 기록한

원자료들-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은 그 실천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결정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오히려 결정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즉 그 자료들은 경합하는 상이한 의미부여에 부

합할 수 있다. [...] 원자료들이 이러한 경합하는 해석들 중 어느 것이 맞는가를 판

정해 주지 못한다면, 각 해석자의 선택은 어떤 해석이 그 관행에 대하여 최선의

가치를 제안하는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여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

다(Dworkin, 2006: 84).

메타-에스노그래피는 모두 7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단계들은 중첩되

고 병행되어 진행된다(Noblit & Hare, 1988). 1～3단계는 자료수집과 선

정의 단계이며 4단계부터가 분석단계, 즉 질적 종합화가 이루어지는 단

44) ‘에믹(emic)’은 ‘에틱(etic)’과 대조되어 사용되는 용어로서, 애초에 언어학에서 자

료 분석의 두가지 대조적인 방식을 일컫는 것이었다. ‘음운학적(phonemic)’방식

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범주화하는 음운현상을 그 세계 내부에서

주목하는 방식이며, ‘음성학적(phonetic)’방식은 언어학자가 학문적 표준과 도구에

의거 음성 현상을 외부에서 관찰하고 범주화하는 방식이다. 이 ‘에믹’과 ‘에틱’ 구

분법은 언어 뿐 아니라 인간 행동의 구조를 연구하는 모든 학문에 일반화되어

‘에믹’은 참여자 내부의 관점을, ‘에틱’은 전문가 연구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

로 사용된다(조용환, 1999: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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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다. 메타-에스노그래피의 7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 및 연

구문제 설정: 실제 삶의 맥락에서 현재의 현상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왜’의 문제를 제기한다. ② 관련연구물 탐색: 포함되어질 연구의 전체 목

록 작성 노력.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연구물 읽기: 주제와 관련되는지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해석적 메타포를 알아챈다. 자료의 세부사항

에 대한 확대된 관심이 필요하다. ④ 자료들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결정

하기: 종합될 자료들간의 관계를 정해야 한다. 중심메타포, 단계, 아이디

어, 개념과 그들의 관계를 표로 정리한다. 4단계 끝 무렵 자료들의 관계

에 대한 초기가정이 만들어져, 상호적 번역종합, 반박적 종합, 논의체계

적 종합을 한다. ⑤ 자료들을 상호간에 번역하기: 번역은 비유(analogies)

가 기본이며 특유함, 전체성을 보존하며 비교한다. 각 자료의 메타포 또

는 개념이 중심메타포와 관계될 때 소실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다. ⑥ 번역을 종합하기: 종합은 부분의 합 이상의 것을 만드는

것. 묶음으로서 번역들은 메타-에스노 종합의 1수준이다. 번역들이 많으

면 번역들의 유형이 있는지 혹은 포함관계가 되는지를 비교하며 결정한

다. 이것이 2수준 종합이다. ⑦ 종합을 표현하기: 쓰기 작업을 한다.

메타-에스노그래피로 구성한 청문권은 보다 현실에 근접하고, 보다 구

체성이 강하며, 추상성이 더 낮다. 원연구가 질적이고 문화적이며 연구

참여자 관점이 구체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3) 3단계 :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의 분석 결과 반영

‘아동청문권에 대한 일반논평’의 내용을 분석한 후 그 체계를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 구성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아동청문권에 대한 일

반논평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동청문권’을 네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

핌으로써 청문권 내용 구성의 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45) 인권이

45) 이 부분은 6장 전반부에 자세한 결과를 제시한다. 아동청문권에 대한 일반논평

12호의 내용체계는 <부록 2>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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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려면 인권불가분성이 견지되어야 하는 것처럼 아동청문권이 실현

되려면 아동청문권의 여러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아

동청문권의 여러 요소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체계적 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청문권이 실현되고 잠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청문권이 실현되지 않고 바깥놀이할 때는 또 아동청문권이 실현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상황에 따라 아동청문권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동청문권의 실현은 예컨대 교사와 유아, 한 유아와 다른 유아와의 지

속적인 관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유아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규정하

는 제반 요소들을 하나의 체계화된 틀로서 포착해 내고 그 틀의 이상적

인 형태를 규정해 낸 후 그 이상적인 틀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것이 체계적 파악을 하려는 이유이다.

일반논평은 인권이론에 바탕하므로 메타-에스노그래피한 결과에서 미

처 못본 것을 찾게 해주고, 현실 내용체계를 변형하게 하며, 없는 것을

만들 수 있게 한다. ‘당사국은～해야 하다’는 ‘의무’요소는 협약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었고 일반논평에서 해설되었으나, 메타-에스노그래피에서

는 그것이 명시된 연구가 없다. 그러므로 일반논평의 해설을 참고하여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을 구성할 때, 교사의 의무를 추가로 만들어 낸

다. 메타문화기술에 의한 현실의 내용을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의

인권적 논의와 연구자의 (경험) 해석과 기존 이론적 논의들과의 조합으

로 채운다.

2) 자료 수집

영유아보육현장 연구에서 드러난 청문권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종합적

으로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보육현장에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

을 구성하기 위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연구문제1〕아동참여권의 재해석을 위해 다양한 문헌 자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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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였다. 둘째,〔연구문제2〕질적 종합화 작업의 대상이 될 국내외 자료

를 검색하고 선정하였다.

〔연구문제1〕을 위한 자료는 주요 분석 자료와 참고자료로 구분된다.

주요 분석 자료는 협약 제12조 제1항의 이해를 위한 해설과 연구 자료로

서, 유엔아동권리협약, 협약의 영유아기 실행에 대한 해설인 일반논평 7

호, 협약 제12조인 아동청문권에 대한 해설인 일반논평 12호, 협약 제12

조 관련 논문과 자료들이 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적 자유권, 자기결정

권 관련 문헌들과 헌법학 교과서, 헌법재판소 판결도 주요 분석 자료로

포함되었다. 그 외 참고자료로서 아동참여권(또는 ‘참여’)의 이론적 논의

를 다룬 자료, 아동참여권 지표의 구성을 다룬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

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지표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인권의 자

료를 두루 포함하였다. 그 외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관련 일반논평들

(특히 협약 제3조 아동최선의 이익우선원칙에 대한 일반논평 14호와 협

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5호)과 관련 논문들, 아동권리에 대한 우리

나라와 UN 주요국의 국가보고서와 아동권리위원회의 검토의견, 기타 조

사보고서,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하였다. 아동청문권을 중심으로

하되 아동권리 및 일반 인권자료들까지 폭넓게 수집하여 영유아 또는 아

동권리가 일반 인권과 맺는 관계를 파악하고 인권 관점을 견지하고자 하

였다. 주요 검색어는 ‘참여권’과 ‘보육’, ‘참여권’과 ‘유아교육’이었다.〔연

구문제3〕의 연구에는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협약 제12조의 영유아보육

현장에서의 실현과 관련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보육학계의 아동중심 실

천 및 영유아 발달과 학습 이론과 실천 자료들을 아동권리관점과의 연결

을 고려하며 수집하였다. 즉, 아동기와 관련된 아동발달론, 문화심리학,

사회학, 교육학의 여러 논문들 속에서 청문권 관련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보육현장에서의 청문권 실천 사례로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 관

련 자료와 보육과정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 자료들은 <표 III-1>에 제

시되었다.

〔연구문제2〕의 자료는 국내와 국외의 저널에 발표된, 영유아보육현

장에서의 협약 제12조 제1항 관련 실천을 다룬 질적 논문들과 보고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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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및

조약
공식 문헌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검색어

아동권리/

영유아/

참여(권)/

일반인권/

·유엔아동

권리협약

·협약 제12

조 제1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의 ‘유아기권리지표

를 위한 매뉴얼(일

반논평7호 지표 매

·2003년 ‘아동권리지

표’ 개발연구(보건

사회연구원)

·2011년 ‘육아지원기

·아동 권리 ,

유 아 권 리 ,

아 동 참 여 ,

유 아 참 여 ,

이다. 논문의 발표시기는 2005년～2014년까지의 10년간으로 정하였다. 기

간을 정한 이유는 첫째는 영유아의 청문권을 다룬 우리나라 연구는 2005

년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시기 동안의 비교를 위해 국외 연

구도 같은 제한을 하였다.47) 둘째는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청문

권도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은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이므로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기간이 다름에 따라 받을 영

향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외국논문은 영어로 발표된 논문이며 검색

어와 검색방법은 <표 III-2>에 제시된 것과 같다. 청문권 실제를 파악하

기 위해 분석자료로 최종 선정된 연구는 <표 III-3>에 제시되었다. 분석

자료를 검색하고 최종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연구체계와 방법에서 메타

에스노그래피 연구의 1～3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선정된 자료는 국내외에서 영유아 참여권만을 다루거나 또는 참여권을

일부 포함한 연구들48)로서 권리의 실행과 인식에 대해, 주로 관찰 및 면

담 등 질적 연구방법으로 작성된 논문과 보고서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

에서의 분석결과로 국내와 국외 각국의 영유아 청문권의 일반적 실태가

그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표 III-1> 자료의 종류와 출처

46) 면접, 심층면접, 관찰 등의 연구방법을 포함한 연구로서, 통계적 결과가 아닌 면

접을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현상과 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기술하고 분석

해석한 연구들이다. <표 III-2>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47) 이용교(2004)의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참여권의 신장방

안’연구가 있었으나, 현장을 관찰하거나 현장 참여자를 면담하고 해석한 연구는

아니라서 고려하지 않았다.

48) 주제어를 ‘유아의 참여’, ‘상호작용’, ‘권리’로 다양하게 검색하였다. 이들과 AND

검색어는 ‘보육’ 또는 ‘유아’이다.



- 64 -

자기결정권

·유엔아동

권리위원

회의 일반

논평 7호

·동위원회

의 일반논

평 12호

·동위원회

의 일반논

평 14호

·동위원회

의 일반논

평 5호

·시민적·정

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외교부사

이트

·유엔사이

트

·헌법

·헌법 제10

조 자기결

정권

뉴얼)’

·한국정부의 유엔아

동권리협약이행 국

가보고서(2011)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의 심의결과 및 권

고의견(2011)

·스웨덴아동인권국가

보고서(2013)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보건복지가

족부·한국보건사회

연구원아동권리모니

터링센터. (원문 :

유니세프 (2007)

Im p l e m e t a t i o 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개정3판)).

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육아정책연구

소)

·2012년 ‘아동청소년

권리지표’개발연구

(한국아동청소년정

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인권관련 일반

논평의 국문번역

·Benard van Leer

Foundation의 ‘유아

의 참여(권)’ 관련

보고서들

참여권, 유

아참여권

( c h i l d ,

ch i l d r en ) ‘s

right(s),

participation

(rights)

·자기결정권

(self-determi

nation)

영유아

보육

·영유아보

육법

·유아교육

법

·아동복지

법

·유럽 각국

의 보육관

련 법

·보육사업

안내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스웨덴보육과정

·레지오 에밀리아접

근

·유럽연합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

·보육,

보육교육,

유아교육

early years

(childhood)

e d u c a t i o n

(and care)

·레지오 에밀

리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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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료 선정>

1. 참여권&아동으로 검색(총 154건): 학위논문(51), 국내학술지논

문(45), 단행본(57), 연구보고서 등(1)

-국내학술지(45건): 이론적 논의포함(8), 육아기관경험적연구(2),

유아교사인식(2) ->국내학술지에서 총12개 1차선정

-학위논문에서 3개 1차선정

-->국내학술지(12), 학위논문(3) 총15개 1차선정

--->연구방법과 내용확인후 8개 선정

2. 참여권&유아로 검색(총 39건): 학위논문(13), 국내학술지논문

(12), 단행본(14)

-국내학술지에서 6개 1차선정

-학위논문에서 1개 1차선정

-->국내학술지(6), 학위논문(1) 총7개 1차선정

--->내용확인후 2개 선정

RISS에서

국내자료

검색.

유아,

기관(유

치원,

어린이집)

은 통과,

부모,

교육프로

그램개발

등은

기각

3. 검색범위를 가장 넓혀 ‘아동권리’ ‘유아권리’ 로 각각 1000여

건 검색, 제목 보며 가능성 있는 것만 초록 확인후 20개 선

정

-> 방법론 및 내용 확인후 2개 추가선정(곽정인 실외놀이, 안소

영 프로젝트)

4. 제외할 자료 선정

관찰기록이나 면담 원자료가 없는 자료 2개 제외, 아동 면담

연구 1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국내 총 9개 연구 확정

5. ‘유아교육’분야의 ‘참여’ 자료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AND ‘유아참여’ AND ‘권리’ 검색 결과 추가자

료 없음

제목보며

추가자료

검색하여

확인함

<국외자료 선정>

1. (child, children)‘s right(s), participation (rights) ) & ( early years(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표 III-2>메타-에스노그래피를 위한 자료 선정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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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키워드와 조응하는 영어 키워드 조합 검색으로 나온 논문의 방법론이

질적인가를 확인후 구글 스콜라 검색과 서울대 Darabase 검색, e-journal검

색을 복합적으로 순환적으로 사용하여 수집

-> 7개 선정

2. 찾은 논문의 참고문헌에서 제목을 본 후 방법론 확인

-> 추가 2개 선정

3. 제외할 자료 선정

아동면담 자료 2개, 구체적인 면담자료 없는 자료 2개, 총 4개 제외하여

-> 최종 5개 선정

국내연구 중 이용교(2004), 김경희 외(2013), 이순희·서영숙(2013)의 연

구를 제외하여 최종 9개로 확정하였다. 앞의 두 연구를 제외한 이유는

각각 면담자료가 없고, 연구참여 아동의 개별적 답변이 아니기 때문이었

다. 이순희·서영숙(2013) 연구는 ‘아동 면담’ 자료로서 교사의 목소리가

아닌 아동의 목소리를 담고자 포함하였으나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고 반

박할 내용이 거의 없어서 최종 배제하였다. 국외 연구 중

Kyrönlampi-Kylmänen와 Määttä(2012)도 ‘아동면담’ 자료로서, 다른 자

료와의 비교 및 반박 내용 부족이라는 비슷한 이유로 배제되었다. 국외

연구 중 추가로 배제된 두 개의 연구는 Sandberg와 Emilsson(2010)과

Hudson(2012)의 것으로서, 둘 다 질적 면담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면담자

료는 없이 결과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국외 연구는 최종 6개로 확정하

였다. 다음 <표 III-3>은 최종적으로 분석할 국내외자료 15개에 대한 상

세정보이다. 자료 제시는 연도 순으로 연구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도 순으로 정리하였다. 상세정보와 함께 자료의 속성을 분류

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선정된 개별 질적 연구들의 연구 참여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교사 수는 59명+(72명중 일부로 추정)이므로 100명 내외

로 추정할 수 있다. 영아 28명, 유아는 142명이다(<표 III-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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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연구문제2〕를 위하여 선정된 자료는 메타-에스노그래피 연구방법

과 절차에 따라 해석할 것이다.49) 구체적으로 상호적 번역(reciprocal

translation analysis; RTA)과 반박적 종합(refutational synthesis), 논의

체계(Lines-of-argument; LOA) 종합(synthesis)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중층적으로 순환적으로 시행되었다.

‘논의체계종합’(A lines-of-argument synthesis)은 근본적으로 추론에

대한 것이다. 즉 선택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전체(조직, 문화, 등)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논의체계종합’은 선택한 연구들

로부터 ‘중요성의 구조’를 찾아낸다. 논의체계종합의 목표는 ‘전체

(whole)’를 발견하는 것이다. 에스노그래피 연구에서의 표현으로 하면 그

‘전체’는 ‘에믹’한 것이다. 에믹하다 함은 역사적이고 비교적이며 총체적

인 것을 의미한다(Noblit & Hare, 1988: 63). 한편 논의체계종합은 반복

되는 비교에 의해 획득된다. 종합할 연구들 간에 유사성과 차이를 발견

하는 것을 통해, 통합도식이 구성되어진다. 또한 이 통합도식은 유사하지

않지만 관계있는 연구들을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체계종합은 두 단

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는 연구들을 상호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연구들간 유사성과 차이를 해석하는 근거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다. 작업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III-4>와 같다. 이 작업의 결과는

5장에 제시한다.

49) 앞의 1) 연구의 체계와 방법에서 메타-에스노그래피의 4단계부터가 분석 또는

해석의 단계임을 밝히고 해석 단계에서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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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연도/
국가

교사참여자 유아참여자
기관
구분

교사
면담

유아
면담

참여
관찰 연구설계/

자료수집방법 분석방법
연구목적
·문제 주요결과

명 구분 명 구분

1
안소영
(2008)

-
연구
자가
진행
( 경
력10
년이
상)

- 7 5세
( 4 세
8 개
월
~ 5세
8 개
월)

어린
이집
1곳

○ ○ ○ 4개월간 오후1시30~
3시까지 주3회
프로젝트수업진행.
수업장면관찰일지,
반성저널, 자유놀이
및 특별활동장면, 교
사면담, 유아면담,
연구협력자와의 대
화, 문서 및 작품

유아별 특성
들 중 가장
많이 보이는
특성을 중심
으로 분류하
고 정리

소집단프
로젝트에
서드러나
는개별유
아의참여
과정과교
사의지원

의견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장, 의견에 무
조건 동의하는 동조자, 소극적
참여자, 소외자의 역할이 관찰됨.
그 역할에 따라 사고를 확장시키
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유지하
는 전략이 서로 다름. 유아를 집
단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활동을
지원할 것

2
안소영
최윤정
(2009)

72명
중
일부

만3~
5세
반

총
72
학
급
중
일
부

3~5
세반

유치
원
10곳
4~10
학급
씩

○ ○ ○ 총5인의연구관찰자.
1인이 하루 1~2학급
의 10시부터 13시반
까지 반일제 일과
관찰. 참여교사와 관
찰후 회의 2시간씩.
일과관찰 총 54회
교사회의 총 69회
수업 중 교사 및 유
아 면담자료

놀이에 몰입
하는데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일과전체를
놀이의 관점
에서 놀이지
원방안 분석

놀이중심
의 유아
교육:유치
원 에 서
하루 종
일 놀이
에 몰입
하 도 록
지원하기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놀이에 몰
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
간, 공간, 인간에 공통적으로 포
함된 사이 간(間)의 의미를 탐색
하여야 함. 사이 간의 두 의미
중, '일정한 범위'를 나타내는 '
인트라'에 집중하는 것에서, 이
제 '관계, 상호성'을 나타내는 '

인터'에 초점을 두어야 함

3
김진숙
서혜정
(2011)
　
　

1 (연
구자
1 인
40일
임 시
담 임
역

할)

4 , 5
세
( 혼
합
반)

10 4,5세
( 혼
합반)

어린
이집
1곳

☓ ○ ○ 참여관찰 (비디오촬
영, 녹음)
유아면담
문서수집(저널 ,연구
록 ,부모상담자료,유
아작품사진)

실행-관찰 -
반성-재실행
순서로 분석.
협력자와 함
께 내러티브
탐구 및 동
료 검증

유아교실
에서 유
아 권 리
존 중 을
위한 실
행연구

유아는 의견표현을 넘어 의사결
정에 적극 참여. 자신의권리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 존중하는 태
도가지게 됨.
아동주체, 교사의 역할 개선과
반성적실천 나타남

4 12 24~3 - - 어린 ○ ☓ ☓ 원장교사포커스집단 육아지원 권리보육실행시 애로와 주요효

<표 III-3> 메타-에스노그래피에 포함된 자료의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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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미
외
(2011)
　
　
　

1세 ,
2년9
월
~ 1 2
년 5
월경
력

이집
5곳 ,
유치
원 3
곳

인터뷰,
　
　
　

기관에서
의 아동
권리 실
태와 증
진 방 안
연구

과, 제도적 보완사항, 교직원대상
권리교육효과, 교육방법 및 내용
에 대한 요구
*영유아 권리 보장시 애로사항은
프로그램부족을 지적, 권리증진
을위한 개선요구로는 교사대영유
아비율 축소임.

5
김진숙
서영숙
(2012)
　

6 3 ~ 5
년경
력

- - 어린
이집

○ ☓ ☓ 교사6명이 한 그룹,
원장6명이 또 한그
룹.
포커스집단인터뷰

녹음자료 전
사본과 현장
노트기록을
개방코딩후
범주화

영유아권
리 존 중
보 육 의
실행내용
항목

등원시간, 정리시간, 기본욕구,
소집단활동, 자유선택활동, 점심
시간, 낮잠시간,특별활동, 자율성
존중,의 사존중, 개별성존중, 정
보제공의 총12개영역 40개항목

추출

6
서혜정
서영숙
김진숙
(2012)

2 6 개
월경
력
(만3
세반
)

- - 유치
원
1곳

○ ☓ ☓ 심층면담 7개월간
12회, 438분, 204페
이지

면담전사본을
해석한 내러
티브 연구
주제어 93개
추출후 유목
화, 연구축
형성하고 해
석

유아에게
참여 기
회를 주
려는 교
사의 노
력과 그
경 험 의
의미

유아의 행복과 연결되는 교사의
실행 첫시작의 가치, 교사의 교
육적 행위가 유아에게이로운것인
지 갈등하며 계속적으로 좋은 수
업 지향 고민, 익숙한 교사주도
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유아중
심수업 생각하며 깨어있기, 교사
와 유아가 함께 성장하는 유아권

리 존중 실천 의미 깨달음

7
서혜정
구민정
(2013)
　

1 6 년
경
력 ,
유아
존중
교육
이수

20 3세 어린
이집
1곳

○ ☓ ○ 참여관찰, 동영상,
사진. 심층면담,
면담녹음자료수집.
　

심층면담 자
료 전사후,
주제어, 유목
화 거쳐 대주
제어 구성

만3세 유
아 들 의
자율배식
경 험 에
대한사례
연구

스스로 음식양을 조절하며 배식
체험. 달라진 유아모습, 달라진
교사의 교육행위.
음식거부감줄어들고, 더 많이 먹
고, 스트레스 줄고, 선택한 음식

양에 책임지는 아이들

8
곽정인
(2014)

1 8 년
경
력 .

25 5 세
1 ~ 5
년 재

어린
이집
1곳

○ ○ ○ 참여관찰기간 약6개
월, 총26회(동영상자
료, 면담, 관찰일지,

250장의 전
사본 작성.
순환적 분석

참여권을
존 중 한
유 아 의

유아가 자신의 교육에 관한 결정
에 적극참여하는 경험이 교실문
화의 근간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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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
과졸
후여
기서
계속
교사
생활

원 직장 일일교육계획안, 사
진자료).
1~2주에 1회씩 관찰.
실외놀이 전후 연결
된 실내자유놀이 함
께 집중 관찰. 면담
병행

과정 거쳐 범
주를 통합하
고 의미 생
성. 질적연구
주제분석 범
주화

실외놀이
경험
　

자유로운 의사소통, 선택과주도,

몰입, 창의적 문제해결 생성.

참여권 존중은 유아의견 자유롭
게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들으며
실현되는 효과적지원 방안이 됨

을 밝힘　

9
권혜진
(2014)
　
　

5
( 어
린이
집
반별
각1 ,
유치
원
2)

어린
이집
각
4,5,6
년 /
유치
원
둘다
3 년
경력

- 2세.3
세 , 4
세 반
/3,4,5
세 혼
합반

어린
이집
3명,
유치
원 2
명

○ ☓ ☓ 1차면담과 추후면담
실시.
유해미외(2011)등의
참여권범주 중 4개
항목 추출하여 자료
수집의 기준으로 함.
반구조적 개별면담,
개인당 3~4회 총 18
회. 회당30~1시간30
분. 추가면담 총3회

면담 녹음 전
사. 잠정적
범주로 하위
범주화 작업.
속성과 차원
에 따라 재범
주화 과정 반
복 실시. 전
문가 2인, 구
성원 검토 거
침

낮잠시간
영 유 아
참여권에
대한 유
아교사의
인 식 과
실행수준
　
　

영유아 자발참여와 개별요구 존

중과 수용. 그러나 일률적 지도

로 그다지 즐겁지 못한 일과 내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식.

자기 원치않는 경우나 일찍 깨는

경우 수용하나 더 자는 것은 수

용 못함.

낮잠시간 동안 영유아에게 지속

적 관심 보이나 교사의 휴식과

업무를 위한 시간이기도 함

10
Emilso
n A.
&
Folkes
s o n ,
A.M
(2006)
스웨덴

2 5 2세 프리
스쿨
( 동
일집
단)1
곳

☓ ☓ ○ 13개월간 영아와
교사간 상호작용.
자료는 24시간
분량의 비디오녹화.
이중 2개상황 선택
(교사통제에근거).
상황1은 교사1인과
영아2인. 상황2는
교사1인과 영아5인

2개 상황 각
20분씩 .언어
와 비언어
모두 전사

교 육 적
실제에서
어떤 참
여가 있
을 수 있
는지, 두
가지 상
황 에 서
참 여 가
어 떻 게
이해되는
지 연구

강한 범주와 프레이밍 상황은 강
한 통제, 약한 범주와 프레이밍
상황은 약한 통제로 봄. 강한 통
제는 아동의 참여를 제한하고 약
한 통제는 참여 가능성을 증진
함. 아동참여의 중요 이슈는 의
미있는 맥락을 창조하는 참여하
는 교사임

2 10 4세 놀이 ☓ ☓ ○ 2단계, 2장소 문화기 다이어그램, 개방적및 두 개의 유아기관이 같은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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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ayler,

J.

(2007)

잉글랜

드

( 각
5명
씩)

그룹
1 ,
초등
유치
반1

술적 사례연구. 에피

소드2개. 두소년.

1단계는 목적과 신

념탐색(관찰과 비디

오사용), 2단계는 1

년간 아동추적(원거

리비디오와 오디오

기록, 아동관점 확인

(대화통해)

비디오스틸

개요도,

상세전사.

분석은

문화기술지

3단계

폐쇄적 상

호작용 : 2

개시설 4

세아동의

상호작용

적 학습

경험조성

에 개입된

요소 탐색

커리큘럼을 가졌지만 각 하위문

화는 각각 커리큘럼이 다르게 실

행되도록 했다. 아동에게 매우

다른 상호작용기회(다른 방식으

로 학습이 매개되는)를 제공함.

가장어리거나 나이들거나 또 성

인의 그들 능력에 대한 지각에

따른 아동의 위치에 따라 다른

학습결과를 낳음

12
Bae,
B.
(2009)
노르웨
이
　
　

2 14
( 표
적
아
동)

3 ~ 6
세

프리
스쿨
2곳

☓ ☓ ○ 교사아동간 상호작
용을 1년간 비디오
녹화. 식사시간, 써
클타임, 자유놀이시.
아동은 인터뷰하지
않고 연구자와 자발
적 대화.
참여관찰 (아동의자
기표현권이 어떻게
매일의 실제에서 인
정되는지 묘사하기
위함)

미시적문화
기술연구.
교사아동관
계과정에초
점.

아 동 의
참여권이
일 상 의
상호작용
에서 도
전적 문
제.
교사와친
구도우려
는 남아/
식사시간
놀이시도
여아

개별적 선택 일과 이상의 의미가
있는 아동참여에 대한 이해를
주장하기 위해 사례 제시함.
연구자들에게 비판적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봄. 민주주의 형식적
측면강조는 위험하다고 보며
2사례에서처럼 교사의
자기성찰과 폭넓은 상호작용
패턴으로 개방성과 수용성을
가져야 함

13
O n e ,
S. T.
(2011)
뉴질랜
드

11 파트
직
포함

23 1 세
미 만
8명,2
세 미
만15
명

시간
제직
장센
터 1
곳 .
개인
소유
기관

○ ○ ○ 포커스그룹 인터뷰,
교사인터뷰 (개별) ,
대화인터뷰 (유아) ,
관 찰 현 장 노 트 ,
사진과 연구자의
저널

다양한 자료
의 자료는
삼 각화 검
증기회를 주
고 편향을
통제하게 해
줌

유아교육
에 서
아동권리
의 이행

권리인식은 물리적 조건(장소와
공간), 규칙, 일과와 규정의
영향을 받음. 아동 경험의 질이
조직적,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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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
저가
운영

14
Macke
y, G.
(2012)
뉴질랜
드
　
　
　
　

3 30 3 ~ 5
세

유치
원

○ ○ ○ 아침세션 관찰
　아동과 부모에게
편지 및 동의서.
2주간 친숙기.
3주간 관찰자료 및
대화수집(녹음기).
4주차 3인의 교사,
3인의 부모포커스
그룹 인터뷰

알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
유아의
환경보호
실천
참여
권리.
환경프로
그램참여
시유치원
사례연구

아동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교사와 부모는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 유아를 자신있는
참여자로 만드는 교사 아동관계
발견. 아동학습에 필수적인 4가지
주제 규명. 유아가 알권리, 유아의
기여가 가치롭게 여겨질 권리,
해결책을 찾을 권리, 행동할 권리
가짐. 참여권은 아동에게 성인이
우세한 사회 속에서 의사결정
권력을 공유하게 하는 맥락을
제공하며 그때,아동은 가치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15
Konsta
ntoni,
K.
(2013)
스코틀
랜드
　
　

9 26 2 0명
은
백 인
스 코
틀 랜
드인,
6 명
은 소
수 인
종

유아
기관
2곳

○ ○ ○ 9개월간
관찰
교 사 9 명 , 부 모 등
양육자 20명은
반구조화된
인터뷰함
　

문화기술지
및참여관찰
(자연관찰)
및 비공식적
대화,
필드노트,
반성적일지
(사고,감정,이
론적 개념
등 기록)

아동권리
기반접근:
금기/차별
문제경청
과
아동참여
의 도전
　
권력관계
풍부

권리는 상호연관되어 있고 모든 아
동의 인권이 존중, 증진, 실행되도
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권리관
점 접근과 능동적 참여가 가치 있
지만 교사가 실제에서 너무 선택적
으로 해석해서 문제임. 아동참여,
아동중심 접근으로 인해 아동간에
벌어지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 '상
황을 앞서 주도하는' 교육적 접근
을 꺼리는 상황 개선 필요

○ : 연구에서 면담, 관찰하였다고 기술된 것에 근거함.

☓ : 연구에서 면담, 관찰하였다고 기술되지 않은 것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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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연도

영유아 견해의 수용과 비중
부여

영유아와 관련된 사안의 통제 교사의 영유아 청문권 실현 노력
영유아 청문권
실현의 저해
환경

영유아 견해의
수용과 무시

영유아 견해의
비중 부여

개별적 사안 집단적 사안 교사의 적적한
개입
/아동주도교육
접근법 확대

교사변화
쳬계적 노력
/ 교사의
태도와 기술
변화

정보 제공의
풍부화
/영유아
사생활 정보
공유의 제한

교사의 영유아
청문권 실현
노력의 의미

1
안 소 영
(2008)

대장, 동조자,
소극적참여자,
소외자로 다양
한 역할과 전
략을 사용하는
유아들과 그
견해들

연령과 성숙도
고려 외에
비 중 부 여 의
복 잡 한
구 조 에 서
섬세한 논의
필 요 .
집 단 역 학 에
대한 도덕적
한계지움 필요

영유아의 견해
존중과 아동간
문 제 행 동 에
개입의 필요성

아동의 관점
파악
(민감한 관찰)
아동의 세계에
대한 개입 필
요(화내는 리
더와 소외자)/
교실을 유머스
럽게, 유아끼
리 모방을 즐
기도록, 창조
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조
성. 집단구성
달리 해줄것

/긍정성
유아의
참여역할과
전략에 대해,
모방즐기는 것
긍정적으로
바라봄

2

안소영·
최 윤 정
(2009)

몰입은 의견의
형성, 표현, 의
사결정과 실행
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유아의 비중을
높이고 연결
시도하는 교사
의 노력으로
서,
통합적 보육과
정 운영 필요
(프로젝트접근
법, 레지오접
근법)

교사가 아동주
도활동에 개입
꺼려함.

<표 III-4> 메타-에스노그래피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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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진숙·
서 혜 정
(2011)　

매사에 교사의
허락을 구하는
상황은 유아
의견형성이 어
려움

교사에게 허락
을 구하는 대
신 스스로 하
기로 함-> 유
아 스스로 하
도록 하기 위
해 섬세한 개
입 필요

매사에 허락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하기로
집단적 결정

허락구하기에
서 스스로 하
기 위한 구체
적 지원 필요

반성적 사고,
실천적 지식/
기다림

4
유 해 미
외
(2011)

자기주장을 못
하는 유아의
견해를 어떻게
포착하고 반영
할 것인가?
자율배식으로
의견반영됨과
존중
느낌

자율배식으로
기호에 따라
식사하자 편식
습관 개선, 소
근육 발달

유아가 좋아하
는 게임때 좋
아하는 투표같
은 방법사용.
자율간식과 자
율배식으로시
작과마무리 및
책임성 높임

아동의 관점에
서
자율간식과 배
식 가능

교사의 의식
변화 중요. 참
여권실행어려
움/교사언어및
행동전반에서
유아참여 침해

교사의 의식변
화와 성찰이
중요한데 유아
참여를 시키는
것은 어렵다.
성찰하고 인식
하기 위한 근
거가
필요함

유아 숫자 많
음, 교사의 업
무 많고 일과
빠듯,
교사의 권리도
중요. 권리보장
받는 교사가
유아권리 보장,
부모의 요구가
아동권리와 상
충됨

5
김진숙·
서 영 숙
(2012)

자 율성존중 ,
의사존중, 개
별성존중, 정
보제공으로 권
리존중

/순종하는
아이 선호
문제시함

사안에 대한
사고와 표현이
가능해짐/무분
별한 유아사생
활정보공유가
편견 강화

6
서혜정·
서영숙·
김 진 숙
(2012)

교실의 주인,
교실운영에 의
견 반영

유아에게 귀기
울이기, 교사
주도로 돌아가
지 않으려 깨

교실운영에유
아 의견 담기,
교실의 주인을
유아로 전환하
기

여백있는
시간
(교사의 덜 채
우기->불확실
성 수용)

갈등필요, 다
른 반 참관 필
요.
/ 기다림, 민
감성

교사의 역할로
서 수업을 주
도해야 한다는
강박과 유아의
주도성을 존중
해야 한다는
당위 사이에서
갈등 . 교 사가

시간에 쫒겨
수업(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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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기, 함께
만들어 가는
수업

정체성의 혼돈
과 갈등을 겪
음

7

서 혜 정

·구민정

(2013)

만3세아의 자
율배식에 반영
된 연령과 성
숙

보호권과 유아
의 음식취향의
충돌

자율배식으로
유아는 더 다
양하게, 더 많
이 먹고 먹는
것에 대한 스
트레스가 줄어
듦

/기다림,
집게질 의미
파악에 민감성
필요

자율배식으로
주도성을 유아
에게 돌려줌.
교사에게 갖는
의미로서 불필
요한 힘겨루기
제거. 개별 유
아 접촉 및 이
해 증가

8
곽 정 언
(2014)

자유로운 의사
소통, 선택과
주도, 몰입, 창
의적 문제해결
적극적 기여

관계
아동이 교사에
게 영향끼지고
협상가능(아동
의 통제 귀인)

어려움, 문제
에 봉착시 해
결하려는 적극
적 의지보임
소속감

9
권 혜 진
(2014)

유아의 의견은
교사노력에 의
해 즐거운 경
험 으로 제공
하여 형성될
수 있음

자고 싶지 않
을 때 쉬도록
유도. 그러나
어떻게든 재우
려는 시도도
함

영유아의 개별
컨디션 존중,
자고싶어하지
않으면 대신
휴식으로 함

잠자는 영유아
와 깨어 대체
활동하는 영유
아가 한 공간
에 있음

동일한 공간에
서 자거나 놀
거나가 다 이
루어지는 문제

10
Emilson
&Folke
sson(20
06)스웨
덴

자신의 의도,
지 향 을
표 현 하 며 ,
교사의 의도를
이 해 하 고
실 행 하 려 는
의사표현

교사의 의도를
이해하고 교사
를 만족시키려
는 영아의 노
력,
교사의 높은
통제(고정성)
는 관계 단절

유아의 개별
특성에 대한
고려

교사의 개방
성, 수용성에
의해 통제공유
와 의미공유발
생. 수업고정
이 영아를 좌
절시킴. 강한
분류와 틀을
약화시켜야 함

의미의 공동구
성이 강한 참
여 이끔. 교사
의 적극 개입
과 노력 필요

교사의 분류와
틀지움을 약하
게 할것

분류와틀지움
이 강하면 고
정성, 규칙, 엄
격함, 비융통
성 문제 생김.
분류와 통제
약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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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ayler
(2007)
영국

개방적 수용적
상황에서는 유
아의 몰입이
이루어지나 ,
페쇄적상황에
서 유아는 순
응하며 교사의
교수내용을 이
해하려 노력

교사가 유아를
차별함. 차별
하는 교사는
학습목표에 대
한 강한 초점
두기, 유아의
행동과 말 강
하게 통제, 특
정 유아 덜 지
지. 유아에게
순종 요구함

유아에게는 교
사의 설명이
어려움. 폴
(유아)은 특히
더 직접 만지
고 탐색하여야
이해함.
개별성고려가
꼭 필요함

교사의 개방
성, 수용성이
학습기회 확장
하고 유아를
몰두시킴. 폐
쇄적 방식은
유아를 좌절시
킴

의미의 공동구
성이 강한 참
여 이끔. 교사
의 적극 개입
과 노력 필요.
원리적 이해가
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참여할
상호작용공간
조성

교사의 지지와
일치, 아동과
의 통제공유,
상호작용에서
의 협력, 지지
와 도전의 혼
합
교사의 분류와
틀지움을 약하
게 할것

분류와
틀지움이
강할 때.
의례적가르침
과 배움 발생.
교사의 차별적
지지

12
Bae
(2009)
노르

웨이

유아의견이 규
칙, 규범과의
충돌가능성 있
음

유아의 식사시
간에 놀이하기
시도(의견)이
교사에 의해
받아들여짐.

식사시간놀이
시도(청문권과
보호권의 갈
등)

식사시간에 과
일껍질로 놀이
시도하는 4세
수줍고 말늦은

유아의 시도.
개별성고려가
꼭 필요

교사의 개방
적, 수용적 상
호작용 패턴.
교사의 민감성
모든 유아에게
중요

친구와 교사를
도우려한 유아
의 의도 알아
차림(아동관점
취하기)

아동에 대한
동정심 .긍정

성, 민감성
교사의 분류와
틀지움을 약하
게 할 것.
폭넓은 상호작
용패턴

분류와
틀지움이
강할 때

13
One
(2011)
뉴 질 랜

드

여유있는
공간 필요,
일과의
선택제한,
물리적 공간의
침묵의 소리(적
절한 아동수
중요), 바깥놀
이터접근성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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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ackey
(2012)
뉴질랜

드

유아의 가치있
는 기여로 여
겨지고 피드백
됨

개별 유아의
나비(자연)에
대한
공감이 다른
유아와 기관의
공감받음을 비
언 어 적 으 로
이루어짐

아동청문권은
성인이 우세한
사회 속에서
의사결정 권력
을 공유하게
하는 맥락을
제공

참여방법, 참
여하는 교사-
아동관계. 유
아의 알권리,
유아의 기여가
가치롭게 여겨
질 권리, 해결
책을 찾을 권
리, 행동할 권
리

성인권력과 아
동권력간 관계
인정과 권력
공유 /공감(동
정심)

정보제공으로
알 권리 충족.
식사시간에 대
화를 통해. 대
집단수업에서

정보제공하고
격려하고 지지
하는 교사가
아동청문권실
현.
아동청문권은
성인이 우세한
사회 속에서
의사결정 권력
을 공유하게
하는 맥락

15
Konsta
ntoni
(2013)
스코틀

랜드

유아간 차별이
전이학습되고
확산됨. 유아
집단 역학에
대한 섬세하지
못한 접근. 교
사는 아동간
차별문제를 도
외시한 결과보
임

부적절한 교육
적 대처

아동내
차별행동이
개별적으로
나타남.
또래간
전이학습으로
확산됨

교사가 아동의
셰계에 적극
개입 꺼려함

유아간 권력관
계 파악과 개
입
(역할)은 1안
소영과 비교

유아 행동의
도덕적 한계지
움에 대한 판
단과 적극 개
입하지 않는다
면 권리실현
의무 다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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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아동참여권의 재해석

이 장에서는 ‘참여권’으로 부르는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탐색하

며 탐색과정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동 조항을 개념화한다.

1.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 탐색

‘참여권’으로 부르는 협약 제12조 제1항이 존재하는 이유, 즉 목적을

탐색하기 위해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을 비교하고 동 조항의 목적이 아동

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임을 밝힌다.

1)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의 비교

아동권리협약은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

려하고”로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궁극적 목적이 인권을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자신이 실현할 인권의 목록을 제1부

(제1조～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부의 인권 목록과

‘일반 인권’(아동의 권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문서의 인권 목록을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이 인권의 실현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즉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일반 인권’ 문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권은 법질서의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정치공동체의 권력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이 정치공동체의 권력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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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헌법이나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은 인권이 실정법으로

규정된 ‘일반 인권’ 문서이다. 이와 같이 실정법으로 규정된 인권을 기본

권이라고 한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경우 제1장～제6장에서 각 장별로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시민권, 정의(justice)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은 대체로 인간존엄성(제10조 전문 전단), 자유권(제10조

전문 후단의 일반적 자유권, 제12조～제23조의 개별자유권), 일반적 평등

권(제11조 제1항 전문), 참정권(제24조～제25조), 청구권적 기본권(제26

조～제30조), 사회적 기본권(제31조～제36조, 이 중 제34조 제1항은 일반

적 사회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본적 일반 인권 문서인 대한민국헌법을

택해 헌법상 권리를 아동에게 보장하고자 할 때 헌법 규정이 어떻게 적

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보완 규정이 필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아동권리협

약을 해석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해 그 권리 각각과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각각을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겠지만 헌법의 이념

및 일반적 권리에 대응하는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의 인간존엄성, 일반적 평등권, 일반적 사회권에

각각 대응하는 아동권리협약 조항은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제1항), 차

별 금지(제2조 제1항), 생존과 발달(제6조 제2항)이다. 이 대응의 성격은

일률적이지 않다. 일반적 평등권과 차별 금지는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일반적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과 생존과 발달의 관계

는 전자가 아동이라는 권리주체에 적용된 것이 후자라고 볼 수 있다. 인

간존엄성과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의 관계는 후자가 전자를 보완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존엄성은 인간의 동등한 존엄인데 그러한 동등

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기이익의 관철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

을 국가라는 제3자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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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인간존엄성

일반적 자유권 일반적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아동권리협약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제12조 제1항 차별금지 생존발달권

<그림 IV-1>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의 비교

2) 헌법의 자기결정권의 의미

대한민국헌법의 일반적 자유권에 해당하는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은 무

엇인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먼저 자유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은 사상사에는 2백 여 가지의 자유가 나

타나며 자신은 그 중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대해 논한다고 하

였다(Berlin, 1969). 그는 소극적 자유에 대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

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그는 적극적

자유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된다고 한

다. 그에 의하면 적극적 자유는 사람들 내부에 치유되어야 할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지배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이

지배하는 자기는 이성, 장기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일지 추정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자기, ‘자율적인’ 자기이고, 치유되어야 할 어떤 것은 비

합리적 충동, 즉각적 즐거움의 추구, 강렬하게 치솟는 온갖 욕구와 열정

에 휩쓸리는 ‘경험적’인 또는 ‘타율적인’ 자기이다. 벌린은 자신의 일부가

열등하고 지배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자유라는 개념과 맞지 않다고 보았

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 ‘자기의 주인임’이 자신의 일부가 열등하고 지배

되어야 한다는 관념과 결부될 필연성은 없다. 대신 적극적 자유라는 개

념은 실질적 자유의 조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적극적 자유라는 사유

에 의해 우리는 사회권, ‘역량’ 등에 대해 접근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자기의 주인임’이라는 내용이 결여된 자유라는 개념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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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기 힘들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만으로 자기

의 주인임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전자의

경우 ‘자기의 주인임’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음’이

라는 개념의 배후에 있다. ‘자기의 주인임’은 자유의 목적이자 실체이다.

벌린의 말처럼 단지 ‘방해받지 않음’이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것으로 인

정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헌법해석에서도 자유는 ‘방해받지 않고 행

동할 수 있음’이라는 개념과 ‘자기의 주인임’ 즉 자기결정이라는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양자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헌법해석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50) 이는 일반적(포괄적) 자유권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행복추구권으로51) 기본권화되어 있다.52) ‘일반적 자유

권’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자유인 ‘일반적 행

동자유권’과 개인이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를 보장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한수웅, 2015:

538).

일반적 자유권이라고 할 때 자유는 자기결정과 같은 말이다. 자유란

개인의 행위와 사고에 있어서 ‘타인에 의한 결정으로부터의 자유’, 즉 자

기결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과 양심실현에 관

한 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목적·방법에 관한 자기

결정권, 주거의 자유는 주거의 불가침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의미한다.

(한수웅, 2015: 603-604).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

50)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5헌마268.

51)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

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1. 3. 31. 2009헌마617); “행복추구권은 국

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6헌바35)

5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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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 있는 행

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

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53)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내용에는 ‘사생활의 보호’ 및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한수웅, 2015: 548).

일반적 자유의 권리는 각자의 개성과 인생관에 따른 자유롭고 독자적

인 인격발현의 권리이고 자기운명결정의 권리이다. 이는 일단, 국민이 행

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

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

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54) 사실 개인은 국가의 개입 없이는 자신의

자유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실업상태에 있는 개인은 그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활영역이 현저히 축소될 것이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없는 시장경제는 심각한 실업사태에 필연적으로 직면할 것이다. 대한민

국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55) 자유의 실현은 이처럼 국가의 도움을 절

실히 필요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실현은 무엇보다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함을 전제로 한다.

3)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전제로 국가의 부당한 침해가 없다면

자유는 실현되는가? 성인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는 국가의 부당한 침해가 배제되었다고 해도 자유가

53)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54) 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마610.

55)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1헌바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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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다고 할 수 없다. 자유는 그 적극적 의미에서는 무엇인가를 성취

할 수 있는 역량인데(Sen, 1987: 36). 아동은 역량, 특히 자기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하여 견해에 합치되는 유효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너스봄(Nussbaum, 1997)은 자기환경에 대한 통제를 인권을 구성하는

열 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역량 접근법’은 ‘그(그녀)가 무

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다룬다. 이 질문을 역

량접근법에서는 ‘그(그녀)는 어떤 역량이 있는가’로 표현한다. 역량 접근

법은 특히 존엄한 삶을 구성하는 역량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질

문을 다룬다. 너스봄은 광범위한 문화간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경험적 발

견을 요약하여(Nussbaum, 1997: 285),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열 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생명, 신체의 건강, 신체의 온전, 지각과

상상력 및 사고의 개발과 표현, 정서의 건강, 실천이성, 결속, 다른 종과

자연세계와의 관계, 놀이, 자기환경에 대한 통제이다(Nussbaum, 2007:

21). 각 핵심 역량은 행위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준비와 그 기능

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스봄이

자기환경에 대한 통제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다

(Nussbaum, 2007: 24).

A. 정치적.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정치적 선택에 유효하게 참여할 수

있음; 정치적 참여의 권리와 자유로운 발언과 결사를 보호받을 권

리가 있음

B. 물질적. 재산(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타인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재산권을 가짐; 타인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구직을 할 권리

를 가짐; 영장없는 수색과 압류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 근로

를 함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일할 수 있기, 실천 이성을 발휘하고

동료들과 상호인정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아동의 경우 이와 같은 자기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하므로 자기운

명결정권은 부작위청구권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어떤 보조적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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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게 된다. 그 원리는 이 통제력의 취약을 보완하는 내용을 가져

야 한다. 그리고 그 보완은 단속적으로 작동되어서는 안 되고 상시적으

로 작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보완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

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은 이러

한 조건을 갖춤으로써 아동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실현시킬 수 있다.

문화권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율(autonomy), 역량(competence), 관계

(relatedness)에 대한 심리적 요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Deci &

Ryan, 1985). 이 이론에 의하면 자신의 행위가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 행

해지는 것으로 체험되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그 행동이 표현하는 가치

를 스스로가 충분히 지지할 때 그 사람은 자율적이다. 자율의 반대는 타

율로서 자신에게 매우 이질적이거나, 자신의 가치 또는 이익과 관계없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강요하는 힘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통제되는

것으로 체험되는 상태이다. 한편 의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내

(guidance), 지지(support), 또는 필요한 물품(needed supplies)을 받는 상

태이다. 의존에 반대되는 개념은 자율이 아니라 독립이다. 인간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배려에 기댐으로써 자율적으로 타인에 의존할 수 있다. 특

히 그 다른 사람이 지지적이고 반응적일 때 그러하다. 연구에 의하면 자

율을 지지하는 부모의 10대 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의존적이고 부모의 규

범을 더 내면화한다(Chirkov, Ryan, Kim & Kaplan, 2003).

영유아도 자신이 어떤 행위를 기꺼이 하고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므로

자율에 대한 심리적 요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요구는 기본적 요

구로서 영유아와 함께 한다. 그리고 영유아는 성인에게 의존적이다. 영유

아는 독립적으로 생존, 보호, 발달할 수 없다. 생존, 보호, 발달은 보육현

장의 시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과제이다. 이는 영유아의 자율에

대한 심리적 요구가 보육현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영유아의 교사

에 대한 의존구조 속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영유아의 자기결정권

실현은 이 의존구조의 작동원리와 방식에 달려 있다.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자유권과의 관계에서 일반·특별관계에 있는 일

반적 자유권이자, 다른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자유영역을 그

보호범위로 하는 보충적 자유권이다(한수웅, 2015: 537). 행복추구권이

헌법의 기본권체계에서 이러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것처럼 이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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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도 아동권리협약

의 권리체계에서 유사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

1항(다음 절에서 청문권으로 개념화한다)은 아동권리협약의 다른 개별

청문권(제9조 제2항과 제4항, 제12조 제2항)과의 관계에서 일반적 청문

권이며, 다른 개별 청문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상황을 대상으로 하

는 보충적 청문권이다. 인류 구성원의 권리로서 자유권이 실정권화된 역

사가 길고 따라서 개별자유권의 실정권화가 발달한 것에 비해 아동 권리

로서 청문권이 실정권화된 역사는 짧아 개별 청문권의 발달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이 더 빈번히 상기되는 것이 아

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2.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해석

헌법상 자기결정권이 아동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 취약이 보완되어야 하며 협약 제12조 제1항은 이를 위한 것이라

고 하였다.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이와 같이 파악할 때 동 조항을

아동청문권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동 조항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석이다.

1) 아동청문권, ‘듣기’의 강조

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이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실천의

개념화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자기결정은 ‘결정 과정에의 참여’ 또는 ‘결

정과정에서 청문되어질 권리’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방식을 떠올리게 하지 못한다. 그에 반해 결

정과정에서 청문되어질 권리는 ‘아동의 견해를 귀담아 듣고 고려해야만

하는’ 성인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성인의 아동 견해 ‘듣기’는 문자 그대로 ‘듣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UNCRC, 2009)을 보면 제12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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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듣기’원칙은 제12조 2항에 제시된 법원이나 행정 절차에서의 ‘청

문권’처럼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인이 아동에

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하며 아동을 전

폭적으로 지지하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듣기’ 과정에 포함된

다. 또한 표현된 아동의 견해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합당

하게 결정에 반영하며, 그 반영되어질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까지도

‘듣기’과정의 요소이다. 이처럼 듣기는 단속적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작동

되는 과정이다.

영유아보육현장에서 청문권, 성인의 듣기는 더욱 중요하다. 우선 영유

아의 성인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의존성으로 인해 영유아의 감정과 견해

가 더욱 무시되기 쉽기 때문이다. 보육현장은 교사를 포함한 성인들이

영유아가 관계된 대부분의 일들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곳이며, 모든 결정

의 책임이 성인인 원장과 교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교사나 성인들은 달

리 의식하지 못한다면, 성인의 편의와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영유아가 관

계된 일들을 결정하기 쉽다(최윤지, 2009; Freeman, 2007). 영유아보육현

장에서 청문권, 성인의 듣기가 더욱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영유아의 견

해와 감정의 형성 및 표현에서 비언어적 특성이 강하여 그 파악을 위해

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청문권에 관한 일반논평에

서는 아동이 나이제한 없이 견해형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

동은 비록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일찍부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아동이 자신의 이해, 선택, 선호를 드러내는데 사용하

는 놀이, 몸짓, 표정, 낙서 및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 견해소통방법을 인

식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은 비언어적

일 뿐 아니라 다양하고 불명료하며 유동적이다. 몰입된 형태, 복합적 행

동, 미묘한 표정, 동작, 그림이나 목소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인지적, 정서적, 생명적 지향이 망라되어 있다.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을

잘 듣기 위해서는 인내와 함께 기술도 요구된다. 영유아보육현장에서 청

문권, 성인의 듣기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영유아의 능력이 급속하게

발달하며 개별차가 크므로 ‘듣기’의 방법도 그에 조응하여 시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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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영유아별로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영유아기에는 영유아의 놀이,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소통방법이 급속도로 변화 발달하며 언어발달

등 모든 발달이 전생애 중 가장 급격하게 일어난다. 급격한 발달에 더하

여 개별 영유아는 발달 영역에 따라 개인 내적으로 개인 간에도 차이가

커서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육현장에서 통상적 용인 수준을 넘어서는 아이들에 대한 무시는 학

대나 방임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아가 통상적으로 배

가 고프거나 졸리는 수준에서는 좀 참고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고 정

해진 시간에 낮잠을 자는 것이 가능하며 적절하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

안 참거나 기다려야 하는 등 통상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

다. 예를 들어 아침을 못 먹고 간식 시간도 못 맞춘 유아가 점심 때까지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수준에서 용인되기 어렵

다. 이러한 비인도적 상황의 토대를 허물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청문권,

듣기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견해에 대한 성인의 ‘듣기’는 기본적으로 청구권이지만 ‘아동이 자

기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권 요소를 가진다. 이는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이 기본적으로

는 청구권이지만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견이나 희망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유권 요소

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56)

아동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듣기’를 강조한 청문권은

참여권에 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주

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에 비해 기본적

으로 요구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함에 있어 국민에 의해 직접·간접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

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국민이 투표 등의 방식으로 국가의사를

56) 하나의 권리 주장으로 볼 수 있는 아동의 청문권리는 자세히 보면 호펠드가 말

한 것처럼 여러 권리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김도균, 2002; 김현철, 2000: 65).

즉 아동청문권 안에 여러 권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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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미하고 있다(권영성, 2010: 134).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원칙이 되는 근거 중 하나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수많은 국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체 국민이

그때그때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기술적

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의 국가사무가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 훈련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국민이 모든 국가사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것이다(신규

하, 2014: 27-28).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제도가 가미된 상태를 참여민주주의라고

정의한다면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반

위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서 참여민주주의보다 대의민주주의가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참여권보다 청문권이 더 근본적

인 의미를 가진다. 물론 청문권이 잘 실현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한 환

경에서는 참여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더 고도로 실현

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평가

처럼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로서 ‘듣기’라는 것이 여전히 주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참여권이 강조된다면 그것은 참여 과정이 관련자들의

만족감을 향상시켜 줄 뿐 현실개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에게 청문권이라는, ‘듣기’를 강조하는 해석이 유용한 기간은 앞으

로도 상당히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의 취약성이 더

넓은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온정주

의(위계적) 문화가 강한 편이고(김정래, 1999), 시민적 자유도도 높지 않

다(Freedom House, 2015). 온정주의 문화는 필요하면 상급자가 위에서

알아서 해주므로 수혜자는 그것에 감사해야지 성급하게 권리를 먼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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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거나 제공된 것에 토를 달지 않아야 한다고 장려되는 문화이다.

온정주의 문화에서는 아동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성인이 추정하는 것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음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적 자유도는 세계 50위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매스컴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성소수자차별금

지 논란으로 폐기되고, 여성노동자는 남성 임금의 44%만을 받을 뿐이다

(Freedom House, 2015). 시민적 권리의 이러한 취약성이 가장 약한 인

간인 아동의 자기결정권 침해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아동청문권, ‘규범성’의 강조

인권은 권리이다. 드워킨(Dworkin, 2004)은 권리를 으뜸패(trumps)에

비유하였다. 권리자는 권리에 의해 특정한 대우를 받게 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사회적 목표

에 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밀(Mill)은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가

가지는 으뜸패로서의 힘에 대해 “한 사람을 제외한 온 인류가 같은 의

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

하지 않은 것은, 그 한 사람이 온 인류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썼다.57) 권리로서의 규범력 외에 인권은 독자

적 규범력을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 구성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 나라 헌법도 모든 국민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진다고 하였다.

인권은 권리보장의무의 주체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실현된다.

여기서 권리보장의무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의무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

는 문제가 제기된다. 인권은 처음에는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방어한다는 관점에서 인정된 것이었으며 나중에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

57) Wenar, Leif, "Right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11

Edition), Edward N. Zalta (ed.), 스탠포드철학사전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1/entries/rights/>.



- 90 -

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관념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인권은 일반적으로 보장의무의 주체가 국가인 권리로 정립

되었다. 국제사회가 인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1993년 비엔나선언 및 행

동계획에서도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

의 의무라고 하고 있고(외교부, 2015), 우리나라 헌법도 제10조 후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

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인권보장이란 인권존중(국가의

인권침해 금지), 인권보호(국가에 의한 사인간의 인권침해 방지), 인권실현

(국가에 의한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의미한다.

사인(私人)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사인에게는 도덕적

혹은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사인(私人)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지만 갑이라는 사인이 을이라는 사람을 감금한 경우 갑에

게 인권침해 운운하지는 않는다. 그냥 감금죄로서 처벌받는다. 그리고 인

간으로서의 이익을 침해한 사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향해 인권

보장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인권보장의

무를 이행하는 노력 중 하나가 형법에 감금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

는 것인데 감금죄를 저지른 사인한테는 인권침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인권과 행위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구성해 본다면 그 통설은 ‘국가는 입법·집행·사법 작용에 있

어서 인간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게 하되 국가작용

의 이 목표에는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이익을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

호하는 것이 포함되며, 각 사인은 도덕체계와 법체계에서 자신에게 직접

해당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대목은 인권규범을 실현하

기 위한 국가작용의 제3자와 관련된 목표는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

호’에 한정되고 국가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사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

현하는 의무를 제3자에게 지우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아동청문권과 관련한 보육기관의 의무를 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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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보육기관의 활동을 국가작용의 일부로 볼 때 보육기관은 아동

청문권 실현의 법적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 대해 기본적 인권

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

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제1항)는 헌법 규정

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는 헌법 규정에 의해

아동청문권은 기본적 인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기관의 활동이

국가작용의 일부라면 보육기관은 아동청문권 실현의 법적 의무를 부담한

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육기관이 아동청문권 실현의 법적 의무를 지

기 위해서 보육기관의 할동을 국가작용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

는 아동청문권은 청구권적 권리이므로 아동청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의무의 수취자가 아동청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의무는 사인이 부담하지 않고 사법부나 행정부 같은 국가기관이 부담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육기관의 활동을 국가작용으로 볼 수 있는가 하

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국공립 기관의 행위는 국가권력

인 행정권의 구현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일부(정종섭, 2015: 340)이

므로 국공립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외

의 경우는 법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행위의 주체는 사인이지만 그 행위

의 실질이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정종섭, 2015:

339). 민간 기관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강력한 규율을 받

고 있다. 어린이집의 예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 책

임을 명기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도 인가사

항이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강제사항이며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령 및 행정청 지도 감독 등의 방법으로 행정권의 기속을 강하

게 받고 있다. 그리고 전면적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국가의 공적 지원이

민간 기관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은 국공립기관 외의 기관도 그

행위의 실질이 행정행위라는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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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의 행위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주장도 예상된다.

아동청문권 실현의 법적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유엔아동권

리위원회는 제3,4차 정기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논평에서 “아동이 자신

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를 포함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학교 및 교육체계에서의 징계과

정을 포함한 행정기구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 청문권이 촉진되도록, 입법을 포함한 실

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자신의 견해가 고려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청문될 아동의 권리에 대해 부모, 교육자, 정부

의 행정직 공무원, 법관, 그리고 전체 사회에 교육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면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일반논평 제12호를 참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논평 제12호 문단67은 아동청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행정절

차의 예로 학교에서의 징계(정학이나 퇴학), 졸업자격부여 거부와 성적처

리, 소년원에서의 규율과 권리 불인정,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의 망

명, 운전면허 신청을 들고 있다. 이러한 예는 영유아보육현장에서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아동청문권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연구자는 법은 다른 형태의 규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만들

어질 수 있으며 입법에서 이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혹은 다른 법규에서, 이념이나 보육과정

혹은 보육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아동청문권이 규정되고, 아동청문권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의 의무가 명기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조치는 행

정에서의 변화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아니나 영유아 청문권의 실현을 위

해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 보육기관은 이를 통해 자

신의 의무와 그 의무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아동청문권 실현의 법적 의무 외에 도덕적 의무도 검토될 필요가 있

다. 드워킨은 도덕적 의무의 강도를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로 ‘마주하기’

를 든다(Dworkin, 2015: 437). 나의 개입이 없을 경우 누군가 해를 입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현장에 얼마나 근접한가 하는 것이 ‘마주하기’의 내

용이다. 맹자도 이와 유사하게 만남이 ‘인’(仁)을 강력하게 규정함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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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있다. 어떤 이가 소를 끌고 지나가는데 왕이 어디로 가는지 물었

고, 그 소의 피로 종의 틈에 바르기 위해 데려간다는 말에 왕이 “놓아주

어라. 내가 그 두려워 벌벌 떨며 죄없이 사지로 나아감을 차마 볼 수 없

다”고 말하였다. 그 마음이 왕노릇을 하게 하는 자격이라고 맹자는 왕에

게 말해 주었다. 그런데 왕은 자신의 마음이 소를 측은히 여긴 것은 알

겠는데 왜 양으로 바꾸라 했는지는 자신도 잘 몰랐다. 이에 맹자는 “이

것이 바로 인(仁)을 하는 방법이니, 소는 보았고 양은 보지 못하였기 때

문입니다”라고 왕의 마음을 해석해 주었다(성백요, 1996: 31-34). 드워킨

의 ‘마주하기’에서의 도덕이나 맹자가 여기서 해석하는 ‘인’도덕(혹은 윤

리)은 대상이 해를 입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유

아가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데 유아의 감정과 견해는 무시되고 제공자의

사정만이 고려되는 부당한 상황이 이에 해당할 것인가? 이는 도덕해석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이상의 추론에 의하면 보육현장 및 영유아교사의 영유아 청문권 관련

의무 유무 혹은 강도는 법해석과 도덕해석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그

런데 접근법을 바꾸어 한 사회 혹은 인류공동체가 영유아의 보육현장 청

문권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면 그 답은 분명하다. 영유아를 마주하고 있고 공적

지원을 받는 보육기관과 영유아교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어도

효율성과 상응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에는 당사국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

영유아보육현장에서의 의무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이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에서도 영유아보육현장에서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어렵

다. ‘유아기권리지표 매뉴얼’(Vaghri et. al., 2010: 82-93)58)에서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 역시 매일의 교육과 활동에 적용할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청문권을 실

58) Vaghri 등은 ‘Manual for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Manual of the

indicators of General Comment 7): A guide for state parties reporting to the

CRC’란 제목의 보고서 형태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책자의 저자들로서

유아권리지표그룹의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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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의무자로 국공립 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관도 포함됨을 명시하였

다. 이 자료에서는 의사결정에서의 유아참여를 실현할 의무보유자를 크

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로 건

강, 교육, 사회복지부분이 있다. 둘째, 부모, 기타 양육자, 그리고 전문가

가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다. 셋째, 시민사회와 부모 및 양

육자와 영아를 위한 민간영역 서비스 공급자가 있다. 넷째, 양육자와 기

타 전문가를 훈련하는 학교와 대학이 있다. 국공립기관은 국가 및 지방

정부 관련부서로 교육, 사회복지부분에 해당되며, 민간기관의 경우 민간

영역 서비스 공급자에 해당되므로 의무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3) 아동청문권 개념의 적절성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의 부제는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권리는 청문되어질 권리, ‘청문권’이란 용어로 부르는 것이 적

절하다.

‘청문’이란, 국가기관이 당사자와 관련되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한수웅, 2015). 즉 청문

권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에서 다루어지는 절차적 권리

이다. 가령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 신문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피의자에 대하여.....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피의자의 청문권’이라고 부른다(정철,

2007). 청문권에 따르면,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서 사람들은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며, 법원이나 행정청은 이러한 표

명에 대해 숙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법원에 대한 청문권은 우선 정보제공청구권을 통해 실현되는데 자신의 소송절

차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요구한다. 다음 이런 정보를 기초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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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입장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은 후 법원에서 충분히 표명할 수 있는 표명권의

형태로 보장되어야 한다. 끝으로 법원은 관여인의 표명에 대해 인식하고 숙고한

후 이를 고려할 의무를 지고 이는 판결문의 이유제시로 나타나게 된다

자료 : 정철(2007)의 청문권의 헌법적 수용가능성-법원에 대한 청문권을 중심으

로.

위에서 인용한 ‘법원에 대한 청문권’의 내용은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권리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아동이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

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현)하면, 이에 대해 비중있

게 고려해야 할 의무를 성인(당사국)이 가지게 되는’ 권리인 제12조는 문

구의 표현 그대로 아동의 ‘청문권’인 것이다. 주로 입양이나 부모 이혼시

의 거취 결정 등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보장해

야 하는 법적 성격으로서의 권리로 널리 알려진 ‘아동청문권’이 일상 생

활에서부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

반논평의 부제가 된 것이다.

청문권이 문제가 되는 소송이 벌어진 상황이란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

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가 당사자 간의 대화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당사자 각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정당

한 주장이 즉각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하고 나아가 좌절될 수도 있는 상황

이다. 아동의 일상 생활은 자신의 정당한 주장이 즉각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나아가 좌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아동청문권은 아동

의 이러한 일상 생활 상황을 잘 드러내는 개념이다.

아동권리에서 ‘참여권’ 개념은 아동권리협약을 교육할 때, 협약의 내용

을 3개의 ‘P’로 설명한 Hammarberg(1990)와 Lansdown(1994)의 시도에

서 비롯되었다. 두 사람은 참여(Participation)로 권리 자체가 아니라 조

항들을 영역으로 구분한 것인데, 사람들이 권리 자체를 그렇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Quennerstedt,

2010). 참여는 일반 인권이론의 용어가 아니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일

반 인권의 무슨 조항과 짝을 이루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그래서 참

여가 지시하는 대상은 인권과의 연결이 약해진다. 결국 아동권리협약의

전체 내용을 잘 이해시키고자 일반 인권과 대비되는 특징에 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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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참여권’ 용어가 지금은 일반인권과의 연결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

래하여 인권 특성, 권리 특성이 약화될 뿐 아니라 내용도 모호하게 만들

었다(Quennerstedt, 2010).

한편 일상적 용례에서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이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명확히 구분

되며 심지어 대립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아동이 참여하기 싫은

어떤 활동에 억지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은 전자의 의미에서는 참여가 실

패한 상황이지만 후자의 의미에서는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권리는 ‘견해’에 관한 권리이므로 참여를 전자의

의미에서 사용하여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권리를 참여권이라고 표현한

다면 이는 논리적으로는 오류가 아니다. 그런데 보육현장에서 참여는 빈

번히 후자의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예를 들어 ‘만 5세 유아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실행연구’에서의 ‘참여’를

보라), 아동이 후자의 의미에서 참여하고 있으면 참여권이 실현되고 있

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권리가 실현되고 있는 것

처럼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아동참여권 쟁점의 재해석

참여권은 그 찬반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협약 제12

조를 참여권이 아닌 청문권으로 해석하고 성인의 ‘듣기’와 ‘인권 규범성’

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

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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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권리와의 긴장관계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다 보면 보호권이 침해된다고 보는 견해를

분석해 보자. 아동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따르다 보면 아동의 안전한

생존 보호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실례로 아동이 위험한 놀이기구에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아동의 안전한 보호가 어려워진다거나, 아동

이 먹고 싶어 하는 것만 먹도록 둔다면 영양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생

길 수 있다. 필요(보호)를 중시하는 접근은 성인이 충족시켜 줄 의무로서

성인이 아동의 의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보

호하고, 건강을 위하여 골고루 먹는 것에 힘을 쏟는다. 이와 같은 행동은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결정을 성인이 대신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성인들은 아동의 말을 듣는다. 즉 아동의 올라가려는 욕구나 소망

(wish)을 표현한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잘 들으려고 한다. 그래

서 성인은 아동의 욕구나 소망을 수용하여, 위험에 적절히 대비하며 유

아가 하려는 바대로 해주려고 노력한다. 혹은 아동에게 위험성을 알려주

고 비슷한 기능이 있는 안전한 놀이기구를 권하기도 한다. 편식의 경우

도 아동의 음식에 대한 기호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즉 어떤 성인들은 아동에게 제공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견해를 반영

한다. ‘청문권’을 실현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 최선의 보호를 하는 방법이

다. 위의 사례에서 성인이 일방적으로, 위험하니까 ‘무조건 안돼’하거나,

건강해야 하니까 ‘무조건 먹어’한다면 이때는 보호권과 청문권은 명백히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는 교사의 일방

적 결정과 아동의 자기결정의 반영의 대립이다. 교사의 결정과 아동의

결정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교사에게 남는 선택은 일방적으

로 결정할 것인가, 아동의 견해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인가이기도 하다.

청문권이 보호권과 긴장을 일으키는 많은 경우는 교사가 아동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발달과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아동에 대한 체벌 사례는 청문권과

발달권의 긴장과 대립이 아니라 성인의 결정과 아동의 결정의 대립 관계

를 첨예하게 보여준다. 성인 일방의 결정에 대한 철회로서,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체벌에 대한 찬반은 아



- 98 -

직도 분분하다. 그리고 아직 사적인 가정의 영역에서는 개별 부모의 양

육방식 선택으로 남아 있고 별 이슈가 되지 않는다. 부모 및 양육자가

훈육이란 이름으로 ‘맴매’라는 말을 입에 담고 있는 사례를 여전히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 의견이

분명하다. 청소년인권모임인 ‘아수나로’의 청소년들은 체벌에 대해 어른

들의 그 행위를 당하는 당사자 즉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 생

각보다 더 중요한게 있느냐고 반문한다(공현, 2015).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폭력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

거나 부족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통념과 상식 자체가 비청소년들 위주로 만들어

진단 걸 생각하면 이는 가해자 중심의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인가,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이나 모욕감을 느꼈는

가, 그런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자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홈페이지,

체벌이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 작성자 공현(2015.3.9.)

보육실에서 골고루 놀아야 한다는 성인의 교육적 의도나 집단 규율의

운영으로 인해 놀이시간에 뜻대로 놀지 못해 고통받는 유아들의 불편한

심정도 얼핏 보면 교육권과의 긴장관계로 보여진다. 유아들을 면접연구

한 결과(김경희 외, 2013), 영유아는 마음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지 못한

다고 답했다. 마음대로 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음대로 놀

고 싶은 유아의 자기결정과 교사의 자기결정의 갈등이다. 그런데 사실

보육현장에서 영유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에서 놀이마저 제외된

다면 유아가 할 수 있는 결정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Sandberg &

Eriksson, 2010). 무엇을 하며 어떻게 놀지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영유아

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 아닐까? 아동청문권을 이행하지 않고

생존권이나 보호권, 발달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생존이나 보호, 발달을 아

동 권리로서 아동의 관점으로 인식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인의 의무’로서

인식한 것(Freeman, 2007)이다. 그리고 아동청문권을 양육 또는 교수방

법의 하나로서 부모나 교사의 ‘선택’ 여부에 달린 것으로 인식한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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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김숙자·박현진, 2008; 김지은·엄정애, 2014). 이들은 모두 크게

보면 아동권리라는 것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기 어려운 관점이거나, 혹

은 아동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된 것이다(Freeman, 2007). 이러

한 현실이 토대가 되어 영유아는 보호권이나 발달권도 침해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는 것이다. 위의 체벌의 예에서 아동의 견해와 감정을 심각

하게 고려한다면, 또한 자유놀이 선택에 대해 유아의 견해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즉 아동청문권이 실현된다면 더 나은 보호권, 더 나은 발달

권이 실현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 미성숙과 청문범위

영유아의 견해를 듣고 고려하고 반영할 때 연령과 미성숙을 이유로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기 사고 특성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한다. 유아기

자기중심적 사고 특성을 밝히는 실험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물음을 똑같이 반복하면 유아는 성인이 다른 대답을 원한다

고 생각하여 그에 맞추어 다른 대답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답한 결과만 가지고 직관적 사고, 자기 중심적 관점의

한계를 가진다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Lansdown,

2005: 5). 같은 질문을 ‘테디곰’에게서 듣고 답할 때 유아들은 테디곰의

반복된 질문에 웃으며 원래 답변을 똑같이 반복하였다. 유아들은 테디곰

한테는 예의를 갖추거나 똑같은 질문에 대해 모르는 척 해 줄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무리 어린 영아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견해나 감정을 표현하거

나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존중과 이해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보육

기관 연구에서 유아들은 대부분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였다. 유아들은

능숙하게 화해하고 협상하였으며, 종종 도덕적 정당화도 하였다

(Lansdown,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유능한’ 아동의 유능함

이 과장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은 분명 성인에 비해 자신의 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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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찬성 참여 반대

기본적 인권

아동의 관점으로 문제 청취

아동의 자기존중 향상

협동 및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 배우기

아동의 요구에 더욱 반응적인 계획들

아동의 요구에 대한 공공 인식 향상

성인이 아동에게 권력남용하는 기회

최소화

부모 권리와 비기는 평형

공공정책에서 가치절하되는 아동의 이익

인식

신뢰성 문제

기술훈련요구가 먼저

단기 참여의 위험

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문제

정서적 위해를 일으킬 수 있음

참여할 능력이나 경험 부족

권리 대 책임 이슈

책임부과가 아동기를 앗아갈 수 있음

부모/성인 존중 부족을 야기할 수 있음

문화 이슈

보호를 위협

통제력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약함을 보완하고 아동의 자

기결정력을 높이기 위해 ‘청문권’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

므로 다음 표에서처럼 아동의 참여에 대해 아동의 미성숙을 이유로 반대

하는 의견들은 달리 표현되어야 한다. 아동의 미성숙한 측면 때문에 균

형을 맞추기 위해 최우선으로 주의 깊게 자세히 보고 들어야 한다. 아동

의 미성숙은 아동의 자기결정을 높이기 위해 아동의 ‘청문권’이 실현되어

야 할 이유이다.

<표 IV-1> 아동 참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

자료: Kanyal & Gibbs(2014)가 Lansdown(2001)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성

한 것, p.80.

이 장에서는 아동참여권이라고 부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과 우리나라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이 서로 조응함을 확인함으로써 협약

제12조의 목적은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임을 밝혔다. 아동은 성인과 달

리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하여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보완이 필요

하다. 청문권이 참여권보다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이라는 협약 제12조

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하는 해석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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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문권의 핵심 내용으로 성인의 ‘듣기’ 역할, 권리로서의 ‘규범성’

을 강조하였다. 특히 영유아에게 청문권의 ‘듣기’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

유는 영유아는 성인에 거의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영유아의 의사와

감정은 정서적, 비언어적 특성이 강하여 파악이 어려우며, 영유아의 능력

이 급속히 변화 발달하여 적절한 ‘듣기’ 방법도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듣기’를 강조한 청문권은 참여권에 비해 기본적 권리이며 특히 온정주의

문화가 강하고 시민적 자유도가 낮은 우리 나라 현실에서 ‘듣기’를 강조

한 청문권이 참여권보다 적합한 개념임을 규명하였다. 청문권은 ‘권리’이

며 권리는 으뜸패에 해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청문권은 또한 ‘인권’이

며 인권은 양도할 수 없다.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청문권을 보장할 의무

는 국가 외에 영유아를 마주하고 있고 공적지원을 받는 보육기관과 영유

아교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어도 효율성과 상응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

다.

아동청문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협약 제12조 제1항을 둘러싼 쟁점에 대

해 재해석한 결과, 청문권은 다른 권리와의 상호조화를 높이고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해석임을 확인하였고 아동의 미성숙함을 이유로 협약

제12조 제1항의 권리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현해야 함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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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영유아 청문권의 보육현장 실태

이 장에서는 보육현장에서의 영유아 청문권 실태를 메타-에스노그래

피를 통해 종합하고 해석한다. 국내외의 청문권 관련 연구를 비교하고

대조하여 종합한 결과를 제시한다.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견해가 교사

의 태도나 교수법에 따라 수용되거나 무시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후,

영유아와 관계된 대부분의 사안이 통제되는 가운데 교사가 영유아의 청

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본다.

1. 영유아 견해의 수용과 비중 부여

영유아의 견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나 무시되기도 한다. 교사는 유아의 견해 형성을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 또한 영유아의 견해나 감정에 대해 연령과 성숙

도에 따라 비중을 부여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집단역학이나 현재 영유아

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교사의 보다 섬세한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1) 영유아 견해의 수용과 무시

: 톰의 버스는 닿지 않았다, 이제는 묻기만 한다

유치원 교실에서 짧은 시간 이루어진 유아의 언어와 교사의 언어(안소

영·최윤정, 2009)를 보면, 유아의 견해는 주로 질문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아의 노력 때문으로 보인

다. 대화는 교사가 읽어 준 책에서 재미있거나 인상깊었던 것과 관련하

여 유아의 견해나 감정을 표현해보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이는 교사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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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언어 교사의 언어

글씨 쓰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왜'라고 시작해도 돼요?

글씨만 써도 돼요?

연필로 해도 돼요?

이름도 써요?

'락'자는 어떻게 써요?

싸인펜으로 해도 돼요?

저도 꾸며요?

(옆친구에게)선생님이 색칠하래.

악기도 그려도 돼요?

모양자 써도 돼요?

'먼'자 어떻게 써요?

글씨 안 써도 돼요?

선생님 다 했어요.

선생님, 얘 놀아요.

사인펜 쓰고 싶으면 써.

너희들 마음대로 해 주세요.

얼른 하자.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글씨만 쓸 거야? 색연필로 꾸며주자.

그림도 그려줘요. 예쁘게

그림도 꾸며 주세요.

아래 자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색칠은 색연필로 해줘야지.

종이는 물방울 떨어지듯이 놓고 하세

요.

얼만큼 했어? 보자.

네 마음이 바다 같으면 그려도 돼요.

그래, 그것도 그려도 되겠다.

그러면서 느낌도 그려보면 좋겠지.

(자동차를 집으려는 아이를 가리키며)

색칠도 해 줘야지.

다 한 것은 저쪽에 가져다 두자.

활동으로 보육현장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중 하나이다. 유아

의 질문에 대응하는 교사의 언어는 ‘교사의 목표’, 즉 유아가 현재 주어

진 과제를 형식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교사의 지

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유아들은 그림을 그릴지 글씨를 쓸지 연필로 할

지 싸인펜으로 할지 등 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려 하였다.

자유놀이 시간을 정리하고, 교사는 작은 종이를 나누어주면서 방금 읽어준 책에

서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것을 그려보라고 한다. 수업이 진행되는 20분 동

안 이루어진 유아의 언어와 교사의 언어는 다음과 같다.

자료: 안소영·최윤정(2009)의 수업장면 관찰, 07.1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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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강한 범주화와

프레이밍_영아 견해 무시

　

　
교사의 약한 범주화와

프레이밍_영아 견해 수용

과제를

이해

하기

위해

노력

하는

영아

마리아: 네가 뭔가 했으면

좋겠구나.

[공식적, 교수적음성]

[침묵]

마리아: 네게 한 장의 종이가 있어

[두장의 종이를 가리키며]

톰: 종이?

[그의 손을 마리아에게 뻗음]

마리아: 탐과 피터가 각각 버스를

그려볼래?

[종이 앞에 연필이 있음]

톰: 그림

[침묵]

아동과

교사의

자유

로운

대화

티나: 조심해 [조용히].

톰: 조심해 [확인하며].

피터: 조심해

[보통의 리드미칼하지 않

은 목소리].

티나: 조심해, 그래

[보통의 리드미컬하지 않

은 목소리].

여기에 작은 뱀이 있어

[놀이하는 목소리].

교사를

기쁘게

하려고

톰: 보세요![연필을 집어, 뚜껑을

벗겨서 아랫쪽에 끼운다]

[긴 침묵. 유아들은 그들의 빈

아동

에게

지지를

피터: 뱀

티나: 그래, 한 마리 작은 뱀

[보통의 대화하는 목소리

위 예화에서는 활동 주제와 관련된 대화가 없다는 것이 먼저 눈에 띈

다. 재미있거나 인상깊게 생각하는 것과 그 이유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

을 지에 대한 대화는 없고 유아는 주로 교사의 허락을 구하고 있다. 가

령 “싸인펜으로 색칠하면 더 선명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라고 동

의를 구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대신 유아는 싸인펜을 써도 되는지, 무슨

색을 써야 하는지, 어떤 매체를 무슨 방식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허락

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다. 학년의 중반 이후인 10월의 기록이고, 이러한

활동은 매우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다.60)

버스를 그렸으면 좋겠다는 교사에게 걸음마기 영아는 자신의 견해를

전달한다(Emilson & Folkesson, 2006). 24개월 영아 ‘톰’은 교사 ‘마리아’

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녀가 준 백지에 선을 긁적여서 나름의 버스를 표

현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톰에게 ‘좀 더 제대로 된 버스를 그려볼 것’을

<표 V-1> 영아의 견해에 대한 교사의 무시와 수용

59) 이 장에서 제시될 원 연구의 관찰이나 면담자료의 제목과 일자 기입은 가급적

원자료에서 제시된 형태대로 제시한다. 년도가 없거나 일자가 아예 없거나 한 것

은 그 때문이다.

60) 이 예화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6장 2) 교사의 영유아 견해 수용과 적절한 개입

에서 자세히 다룬다.



- 105 -

노력

하는

영아

종이를 쳐다보고 있다. 결국

톰은 자기 종이에 선을 한 번

긋는다]

톰: 여기 버스!

[그가 그린 선을 행복하게

가리키며]

마리아: 이게 버스니?

[중립적, 무관한 목소리로]

톰: 여기 버스!

[과제를 마친 표시로 연필 뚜껑

을 닫음]

마리아: 버스가 뭐 같아? 어떻게

버스같아?

[이전과 같은 중립적, 비개입적

목소리]

톰: 여기 버스, 여기 버스 봐요

[그가 그은 선을 가리키며]

마리아: 그래

[중립적 목소리와 뭔가를 더 원

하는 것처럼 약간 의문스럽게]

보내는

교사

로 확인하며].

스티븐: 난 큰 뱀을 원해.

[단호한 목소리]

티나: 뭐, 그래 알았어.

교사

에게

자기의

관점을

알리

려고

노력

하는

영아

톰: 돌아, 돌아, 돌아.

[강하고 몰두한 목소리]

마리아: 돌아, 돌아, 돌아

[중립적 목소리]

톰: 그래요 버스!

[버스를 운전하는 것처럼 팔을

들고]

[침묵]

톰: 버스 운전!

[마리아의 눈을 살피며]

[침묵]

[톰은 반응과 확인을 구하는

듯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톰은 가만히 침묵하게 되고

결국은 연필을 들고 다시 여러

선들을 그리기 시작한다]

교사와

아동

들은

의미의

공동

구성에

참여

모르간: 조심해

[리드미칼하게, 노래를 암시하

며].

티나: 조심해.

피터: 조심해.

모르간: … 내가 널 물어.

[리드미컬하게, 뱀을 티나의

다리에 올리며, 뱀이 티나를

무는 것처럼 하며].

티나: 아악 [놀이_목소리].

[침묵].

톰: 봐 티나, 톰 뱀[놀이찰흙을

티나 앞에서 말며].

티나: 그래, 이제 톰이 뱀

만들면 보자 … 작은

뱀, 조심해... [노래하며].

톰: 여기 뱀.

티나: 그래.

톰: 뱀을 조심해 [말하며],

조심해, 조심해[노래하며].

티나: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널 물거야 [노래하며]

자료: Emilson & Folkesson(2006)의 관찰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암시한다. 그것을 받아들인 톰은 이번에는 그림 대신 좀 더 자신있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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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행동 교사의 발화
유아 폴의
행동

유아 폴의
발화

다른
유아(들)의
행동/발화

폴을 응시하며,

입은 다물었음.

폴에게 말하며

응시 거둠.

(모든 아동에

게) 좋아! 준비.

(폴 보며) 굿.

(모두 보며) 준

미소 지으며 교

사 응시함. 탁

자로 얼굴 향함

(교사에게)

난 안 놀거야.

아이들은 눈감

은 채 머리를

책상 위 하거나

얼굴을 손으로

현 방식인 노래와 율동으로 ‘버스’그림에서 못다한 자신의 견해 표현을

반복하여 표현한다. 그마저 끝내 마리아에게 수용되지 못하자 결국 톰은

마리아의 ‘지시’ 사항인 ‘버스 그리기’를 다시 시도하였다. 24개월 영아

톰이 긁적인 선들이 버스라는 톰의 ‘견해’는 교사 마리아와 공유되지 못

한 채 마무리되었다. ‘버스’를 그리라는 마리아의 지시를 따르려 애쓰고

자기 견해 표현을 열심히 한 톰이 얻은 것은 결국은 마리아의 ‘무시’이

다. 동일한 톰이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교사 티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견해를 적극 형성하는 사례가 대비된다. 교사는 찰흙놀이에서 영아들에

게 잘 알려진 뱀을 조심하라는 노래를 부르며 접근한다. 노래를 크게 또

는 작게 진지하게 또는 놀이스럽게 상호조응하여 부르며, 정말 조심하라

는 표현 등을 강조하며, 완전히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톰과 티나는 서로

표현하고 서로 수용하는 상호적인 과정 속에서 견해가 형성됨을 보여준

다. 마리아와 티나는 각각 그 시간 동안 활동을 진행하는 어린이집 교사

이며 톰과 피터 외에 24개월 영아가 3명 더 있는 교실 상황이다. 동일

한 5명 영아 집단에 대해 두 교사가 각각 정해진 시간 동안 활동을 진행

하는데 교사의 통제의 강도에 따라 영아의 견해형성과 표현, 즉 청문권

실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국의 초등학교 유치반(reception class)에서 전형적으로 진행되는 수

업에서도 유아의 견해가 무시되었다. 이런 수업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전형적이라고 판단된다. 교사는 학습목표에 대한 강한 초점을 가지

고 유아의 행동과 말에 대해 통제한다. 유아의 반응은 통제에 순응하며

통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예시에서 ‘클레어’는

영국 초등학교의 유치반 교사이고 교사로부터 청문권을 침해당하는 유아

의 이름은 ‘폴’이며 만 4세이다.

<표 V-2> 유아의 견해를 무시하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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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에서 도

형을 꺼냄

비, 모두 눈 감

아요.
가림

재빨리 테이블

중앙에 도형을

놓음. 반쯤 미

소지음 (폴을

보거나 언어적

반응 안함)

(모두에게)도형

을 보세요. (아

동3에게) 아니,

내말이 그거야.

그 이름이 맞

아.

얼굴을 위로,

눈은 꼭 감고

미소지음

삼각형 ! ( 다른

아이가 말한 것

을 함께 따라

함)

(아동2가 교사

를 보고) 삼각

형!

(아동3이 교사

를 보고) 3D도

형!

아동3을 응시

하고 고개 끄덕

임, 그러나 목

소리 톤은 그건

원하는 답이 아

니야를 표시함.

아래를 봄. 아

동을 응시하고

눈이 커지고 묻

는 표정으로 반

쯤 미소지음.

도형을 손에

듬.

(아동3보며)그

래. 3D도형이

야, 잘했어.

저 도형이 뭐

지?(아동2를 보

고)다시 말해볼

래?

큐브!(높고 놀

라운 목소리로)

잘했어!

코를 잡음. 화

장실 갔다 오는

아동6을 봄.

매트 위 아이들

을 정면으로 바

라봄

(폴이 아동7에

게)

아동 7 ! ( *이름

부른듯함)

(아동2가 교사

를 보며) 큐브,

큐브.

폴을 응시함.

눈을 크게 뜨지

만 눈썹을 올

림. 미소짓지

않은 채 입은

약간 벌림. 목

소리는 진지함.

침묵의 응시가

잠깐 지속됨

(폴에게)

폴!

여길 봐.

다시 교사를

봄, 팔을 책상

에 대고 교사

응시함

자료: Payler(2007)의 관찰사례, 에피소드2.

위 예화에서 클레어는 폴을 다른 유아보다 덜 지지하였다. 추후 관찰

보고에 의하면 과제 수행이 떨어진다고 클레어에 의해 판단된 폴은 혼자

따로 남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했다. 클레어의 반응이 폴의 입장을 타당

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폴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혹은 그것을 바

꾸려고만 하였다고 보고된다(Payler, 2007). 또한 클레어는 폴의 주의를

다시 끄는 방법으로 폴의 동기와 흥미에 어필하기보다 순종을 요구하였

다고 한다.

위의 초등학교 유치반, 리셉션 클래스에서 실행한 것과 같은 영국의

‘초등전 유치단계’ 수업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동일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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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인 ‘도형’수업을 ‘유아놀이집단(preschool play group)’에서는 매우 다

른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보고되었다(Payler, 2007). 리셉션 클래스와 달

리, 유아가 도형물들을 직접 탐색하고 그것으로 구조물을 만들며 교사와

적극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형의 형태 등 특징을 알

아가는 방식이었고 그 방식에서 관찰된 유아들은 활동에 몰입하고 있다

고 보고되었다.

2) 영유아 견해의 비중 부여

: 민준, 지환, 하산, 그리고 동, 그들간의 표현과 교사의 듣기

아동권리협약에서 적절한 비중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연령과 성숙

도이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령과 성숙도 외의 다른 요인이

비중을 결정하는데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안소

영(2008)에 의하면, 유아의 견해에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 연령과 성숙도

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제일 먼저

의견을 제안하고 다른 아이들의 아이디어도 받아주며 대장이라고 인정받

는 주영이, 대장과 경쟁하면서 다른 유아에게 지시적으로 역할을 정해주

고 뜻대로 되지 않았을 시 화를 내는 민준이, 혼자 자기 일에 열중하면

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수진이, 대장에게 조금 작은 목소리로 먼

저 제안하는 등의 전략으로 사실상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원식이, 다른

유아들에 대한 동조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안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중

요하게 여기지 않는 지은이가 섞여 있을 때 누구의 견해에 어느 정도의

비중이 부여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논의가 필

요하다. 청문권 보장이 어려운 하나의 이유로 유아들이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 하거나, 자기 주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유해미 외,

2011)가 있다. ‘대장’이나 ‘방향제시자’ 처럼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주장하지 않을 때,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소외자’의 경우 그 견해를 어떻게 포착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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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환이는 어린이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

지환:(고개을 좌우로 흔든다) 전부 다 내 팀 아니에요.

교사: 지환이는 아무 팀도 아니야?

지환: 난 혼자서도. 음. 둘이 덤벼도 내가 이겨요.

교사: 지환이가 꼭 한 팀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떤 팀에 들어가고 싶어?

지환: 아무 팀도 안 좋아요.

자료: 안소영(2008)의 유아(소외자 지환이) 인터뷰, 11월11일.

백인 스코틀랜드인이 대부분인 보육기관에 다니는 소수인종인 ‘하산’

(파키스탄계 영국인, 4.7세)과 ‘아메드’(아프리카 흑인계 영국인, 4.2세)와

‘동’(한국인, 3.11세)의 사례(Konstantoni, 2013)에서 인용된 현장노트 보

고 이전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산은 다른 유아들에게 특히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편이다. 그는 주류 백인 스코틀랜드인 소년 집단에

속하여 놀고 싶은 갈망이 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는 동을 포함한

다른 유아들과 놀곤 했다. 소수민족 아이들이 대체로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 서로 가까이 지냈다. 동은 최근 한국에서 왔고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아메드는 동이 영어를 못한다며 마치 중국인처럼 말한다고 부정

적으로 연구자에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중국인을 싫어하며 동이 영어

를 못하니 동과 말하거나 놀고 싶지 않으며, 동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으

면 좋겠다고 하였다. 하산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난후, 아메

드는 다시 ‘나는 중국 소년을 싫어해’라며, 이제는 눈 모양과 다르게 생

긴 것도 언급했다. 하산은 다시 듣고만 있었다. 바로 그날 하산이 좋아하

고 칭송하는 백인 주류인 소년 둘이 동을 놀리며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

냈다. 하산은 그들에 합류했다. 그들을 모방하여 동을 놀렸다. 이후로도

하산은 아메드 관점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08년 4월14일 하산은 동과

함께 있을 때 연구자에게 ‘동은 말할줄 몰라’, ‘동은 중국인 눈을 가졌으

니 난 그에게 말하지 않아’라고 하였고 동은 자기 눈을 가리고 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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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눈을 가지지 않았다고 슬프게 말했다. 그날 연구자의 현장노트

기록은 다음과 같다.

하산은 그 전에 동을 향해 부정적 관점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메드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있었던 사실이 그런 신념이 전달되고 재생산되도록 도왔다. 다음날

나(연구자)는 본 것을 교사 중 한 명에게 말했다. J(교사)는 즉각 말했다:

J(교사): 그러나 하산은 동과 놀이를 해왔는데요.

J는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문제상황이라고 보지 않았다. 나

는 아메드반 교사에게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J는 전에 그 아이들이 상호작용

하는 것을 본 것을 정당화의 근거로 삼아 문제와 자신을 분리하였고 그 문제는

아랫반의 이슈라고 여겼다. 어쨌든 J는 다른 교사인 P에게 말했는데 P는 하산에

게 늘 인상쓰는 주류 스코틀랜드인인 소녀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은 교사이다. 어

린 소녀에게 '인종차별적'이란 말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행

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아동들은 종종 성인에게 너무 '순진한' 존재거나, 아니

면 예를 들어 집 같은 데서 본 행동을 단순히 반복하고 흉내낸다고 여겨진다. 이

런 문제가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과 영향에 대한 자각과 이해도 중요하지만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교사들은 이것을 차별

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자료: Konstantoni(2013)의 현장노트, 08.4.14.

하산은 아메드가 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던 것을 주의깊게 지켜

보다가 동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아이들

간 차별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으며, 두 달이 지난 6월에도 아이들

의 부정적 관점은 유지되고 있음이 현장노트에서 확인되었다.

하산은 나에게 함께 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어린이집을 싫어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하산: 난 어린이집이 싫어, 나단(백인 스코틀랜드인 소년)이 있을때만 오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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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나단이 있을때 왜 오고 싶어?

하산: 걔가 나와 노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여기 없을 때는 난 그

와 놀 수 없고 아무도 나와 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에게 무작위로 아이들의 이름을 묻고 그가 그 아이들과 놀고 싶은지를 물

었다. 빌이 말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에 가까이 왔다.

크리스티나: 빌하고는 놀고 싶어?

하산: 아뇨, 걔가 나랑 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다가가면 걔는

내게 ‘저리가'하고 말해요. 나단 말고는 아무도 나와 놀지 않아요.

크리스티나: 동하고는 놀고 싶어?

하산: 아뇨.

크리스티나: 왜?

하산: 걔가 나를 짜증나게 해서 놀고 싶지 않아요.

크리스티나: 빌은 너를 짜증나게 해?

하산: 예. 걘 내가 다가가면 '가버려'하고 내게 말하니까 나를 짜증나게 하

죠.

크리스티나: 왜 동이 너를 짜증나게 하지?

하산: 왜냐하면 그는 중국인이니까, 그는 말할 줄 모르니까, 그는 단지 중국

인···

자료: Konstantoni(2013)의 현장노트, 08.6.17.

2. 영유아와 관련된 사안의 통제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아동에게 있음이 명시되었다. 보육현장에서 영유

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은 개별적 사안과 집단적 사안으로 구분

될 수 있다. 개별적 사안이란 영유아들의 개인별 특성과 견해가 직접적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집단적 사안이란 영유아의 집단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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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개별적 사안이든 집단적 사안이든 모두

영유아의 개인적 견해가 가능하거나 요구됨을 살펴본다.61)

1) 개별적 사안

잠자기 등 시간에 대한 일률적 통제, 음식에 대한 기호의 통제, 작품의

개별성의 억제 등은 개별적 사안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이다. 이

는 그 자체로 아동의 의견의 무시이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일률적 통제

의 경우 그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지루하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발생하

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식사와 낮잠에서 개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

자 유아와 교사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보고되었다(권혜진, 2014; 서혜

정·구민정, 2013; 유해미 외, 2011).

만 3세 유아들의 자율배식 사례(서혜정·구민정, 2013)에서는 아주 적은

양이라도 그날 제공된 음식은 모두 식판에 뜬다는 규칙이 있었다. 자율

배식의 부수적 효과로는 유아들의 경우, 이전보다 선호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시도가 많아졌고 먹는 양이 늘어났다. 교사의 경우, 아이들과 음식

등에 대해 대화하거나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아이들과 대화할 기

회가 생기게 되었고, 점심 시간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여유

있는 점심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교사의 보고가 있다. 또한 아래

면담에서 보이듯이 자신이 선택한 음식 양에 책임감을 갖는 모습을 유아

들이 보인다고 하였다.

내가 하는 거, 내가 가져가는 거,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 등 유아 스스로 한

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만약 아이들이 음식을 쏟을 때

교사가 다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치우게 하고 교사들이 도와주는 정도

61) 자기결정권의 대상은 결정의 주체에 관한 모든 ‘사적인 사안’, 즉 ‘개인의 결정이

가능하거나 요구되는 모든 사안’을 포함한다. 이 사적 사안은 사법적인 것 뿐 아

니라 공법적인 것도 포함된다. 즉 타인에게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

고 본다(한수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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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했거든요. 다섯 살은 더군다나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른들

이 많이 손길을 주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내(아이 자신이)가

책임지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자료: 서혜정·구민정(2013)의 교사 심층면담, 12.04.12.

자율배식을 통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되자 유아의 편식습

관이 개선되고 소근육 발달 효과도 있었다고 하였다(유해미 외, 2011).

이러한 참여로 인해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되고 존중받는

다는 것을 느끼면서 교실이나 어린이집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

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만 3세아의 경우 자율배식을 시

행하기가 쉽지 않으며, 여러 가지 여건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

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한계

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다. 만 3세아의 경우 자율배식이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 자율배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안 따

라준다는 것이 이유인지, 아니면 자율배식 자체가 3세아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이유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구분하여 논의하

지 않는다면, 실효성있게 청문권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낮잠자기를 꺼려하는 영유아들을 억지로 재우지 않고 개별

영유아별로 그 날의 컨디션을 존중하고 이불을 펴주어 낮잠 대신 휴식을

취하도록 돕고 있는 사례와 함께 영유아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 오

후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낮잠을 어떻게든 재우려는 사례가 함께

보고되고 있다(권혜진, 2014). 이 보고에서는 재우는 것은 억지로 안 재

우지만 깨우는 시간은 모두 정확한 시간에 함께 깨우는데 늦게 잠이 든

영유아들은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함을 보고한다. 한편 이 보고는 동일한

공간에서 낮잠과 낮잠 대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낮잠을 방해함을 지

적한다.

나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땅에 떨어져 날지 못하는 나비를 공감하며

바라보는 한 소년을 지켜보는 또래 유아들과 교사의 지지적인 모습을 보

고한 아래 사례는 개별적 사안이 어떻게 보육 현장에서 수용되고 지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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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동 하나가 자신의 손 위에 죽은 모나크 나비를 조심스레 만지며 자연을 돌보는

것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 아이는 종종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

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친구들이 그 아이의 관심과 감정을 공유하려고 모여 들었

다. 그의 담임은 그의 행동을 인정하고, 자연을 돌보는 것에서 그가 또래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구축할 것을 신뢰한다.

자료: Mackey(2012)의 ‘가치롭게 여겨지고 청취될 권리’ 의 관찰 사례

2) 집단적 사안

집단적 사안이란 아동의 집단적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시

간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교사의 일방적 결정, 특별활동 내용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규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자리를 일방적

으로 교사가 정하는 것은 아동의 집단적 의견을 무시하는 사례이다. 서

혜정 외(2012)는 진도, 순서, 규칙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곽정인(2014)은 참여권을 존중한 유아의 실외놀이가 참

여권의 실현(곽정인은 이를 선택과 주도라고 개념화하였다) 외에 자유로

운 의사소통, 몰입, 창의적 문제해결이라는 부수효과를 낳은 사례를 보고

하고 있다.

유해미 외(2011)는 집단적 사안에 유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게

임활동, 의사결정시 투표, 토의 진행등 다양한 방식 적용을 보고하고 있

다. 대집단으로 운영하던 간식시간을 자율간식으로 바꾸자 먹고 싶을 때

먹게 된 유아들은 스스로 놀이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주요 일과의 시간을 집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한가에 대한 재

고가 필요하다. 간식을 ‘자율간식’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은 집단적 사안

을 개별 사안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대집단으로 운영하던 미술 시간을

자유선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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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의 영유아 청문권 실현 노력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청문권이 실현되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교

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에스노그래피에 의해 현실을 종합한

결과, 교사의 역할을 모두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사의 적

절한 개입, 아동주도교육접근법의 확대: ‘하나의 표현, ‘불새’에 빠지다’,

교사의 변화를 위한 체계적 지속적 노력: ‘교사의 흔들림은 꼭 있어야 하

는 거 같아요’, 교사의 태도와 기술 변화, 정보 제공의 풍부화: ‘채식주의

자 지렁이의 똥’, 영유아 사생활 정보 공유의 제한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교사의 삶에서 갖는 의미도 함께 살펴본다.

1) 교사의 적절한 개입

성장 환경이 전혀 다른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모아 놓고 개별적, 집단

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다. 이런 상황

에서 아동청문권의 실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정확

하고 세련된 개입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특히 자유선택시간에 아동들은

방임되며 프로젝트 활동에서도 방임했다가 평가만 하는 상황이 흔히 목

격된다(안소영·최윤정, 2009). 자율배식의 경우에도 양 조절에 실패하는

아이들에게,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날, “어제 어땠니?”하고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였다(서혜정·구민정, 2013).

자유선택활동시 개별 견해를 존중할 경우에 놀이가 너무 편중된다면, 전

인적 발달을 위한 교사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유아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도 끌어내어, 유아 스스로 직접 준비하고 환경도 만

들고 역할도 정하거나 맡는 등의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노력

을 한다. 이와 같이 청문권이 실현되려면 영유아의 일상과 놀이 활동 전

반에 걸쳐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교사가 영유아와 연결되고 만나야 의미의 공동구성이 이루어진다. 교

사와 영유아가 의미의 공동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영유아의 강한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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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었다(Emilson & Folkesson, 2006; Payler, 2007). 그런데 교사와 유

아는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지만 그들의 경험 세계는 분리되어 있다

(안소영·최윤정, 2009). 교사주도 활동에서는 대개 유아가 소외되고, 유아

주도 활동에 대해 교사는 방해를 염려하여 개입을 꺼려서 결국 어떤 경

우에도 공동의 의미구성을 하지 못하게 됨을 보여준다. 의미의 공동구성

이 일어나려면 교사가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한다.

2) 아동주도교육접근법의 확대

: 하나의 표현, ‘불새’에 빠지다

안소영과 최윤정(2009)이 시간과 공간을 연결함으로써 놀이 몰입을 연

장하고 심화할 것을 제안한 것은 여러가지 단위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

램 형태의 교육과정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의례적 가르침과 배움이 아닌 원리적 이해를 가능

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 Payler(2007)의 생각도 프로

젝트접근법 확대와 같은 맥락이다. 의례적 가르침은 강력한 교사 통제를

일으키기 쉬우며, 그와 상반된 유아가 더 깊이 개입함이 원리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Payler, 2007). 더 깊은 개입의 기회란 유아가 완전히 참

여할 상호작용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교사에게 있어 유아

를 지지하면서 유아에게 도전하도록 하는 교수법을 요구한다.

의례적 가르침과 배움의 사례로는, 도형과 관련된 활동에서 도형이름

선택하기, 도형이름 기억하기, 도형을 정확한 그룹안에 놓기 등의 활동이

있다(Payler, 2007). 이 활동과정 중에 한 유아가 교사의 수업 방식을 이

해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좌절되며 학습에서 뒤쳐

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의례적 가르침과 배움의 사례와 달리 완전한 참

여의 상호작용적 공간은 원리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유아에게 도형을

직접 만지고 탐색하며 놀이할 충분한 기회를 줄 때 완전한 참여의 상호

작용적 공간, 즉 몰입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사례는 완전

히 몰입하여 학습하고 있는 유아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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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는 스트라빈스키의 '불새'음악에 스토리가 더해진 영상을 중심으로 놀이

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각자 영상에 등장하는 사슴, 물요정, 불새의

역할을 맡아 교실에 만들어진 동굴, 화산 등의 공간에서 놀이를 한다. 이어지는

체육 특별활동시간에는 '불새' 음악에 따라 사슴과 물 요정의 역할을 맡아 스토

리에 따라 운동기구(뜀틀, 평균대, 매트, 파라슈트 등)를 이용해 움직이며 표현한

다. 음악과 스토리에 익숙한 아이들은 교사의 설명에 바로 몰입하여 활동을 진행

한다

자료: 안소영·최윤정(2009)의 수업장면 관찰, 07.11.27.

Emilson과 Folkesson(2006), Payler(2007)는 모두 강한 분류

(classsification)와 틀지움(framing)이란 개념틀을 사용하여, 이 개념틀이

강할 때 의례적인(ritualized) 가르침과 배움이 주로 일어나면서, 유아들

은 원리적인 이해나 몰입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의례적인 가

르침 및 배움과 함께, 성인의 통제가 강하며 유아와 통제를 공유하지 않

을 때, 그리고 교사의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지지가 아동 주도접근을 방

해하는 조건이 됨을 앞의 ‘톰’과 ‘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3) 교사 변화를 위한 체계적 지속적 노력

: 교사의 흔들림은 꼭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청문권 실현을 위해 교사에게 반성적 사고와 실천적 지식의 필요성(김

진숙·서혜정, 2011)을 논하고 있다. 이것은 청문권 실현을 위해 교사의

변화가 필요하며, 교사의 변화를 위해서 교사 혼자만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현장의 교사들은 반성적 사

고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의 흔들림은 꼭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일

단 갈등을 겪게 되면 제가 일단은 한번쯤이라도, 문득이라도 생각하게

되잖아요”라고 말한다(서혜정 외, 2012). 또한 다른 반의 수업을 보면서

보는 시각이 넓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전반적인 영유아권리 향상을 위해 교사는 자신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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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보고하며, 현직의 교사는 양성과정에서의 교육의 필요를 제

기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1). 아래의 면담자료에서 경력 6개월의 신입

이자 만3세반 담임 교사인 ‘K’는 자신의 편의로 결정하던 많은 일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유아의 생각과 선택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

중이다.

<교사 편의로 결정하기>

항상 교사가 편리한 방법으로 '누구누구 와서 여기 앉아.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하자.'라고 했거든요(K교사, 08.10.02.)

<유아의 생각과 선택을 반영하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해서 하면 저는 편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

들이 고민한 것이 아니니까 아이들의 성장은 그냥 똑같겠죠? 아이들이 스

스로 생각해보고 선택하는데 꾸준하게 참여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

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길게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K교사, 08.09.19.)

자료: 서혜정 외(2012)의 교사 면담자료.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중 참여권이 가장 실행하기 어렵다는 권리실

태 조사 결과(유해미 외, 2011)를 고려하면, 권리교육에서 특히 참여권,

이 다른 권리들과 실제 현장 상황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실행되는

지 사례를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교사의 태도와 기술 변화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거나 청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 변화의 내

용으로 주로 태도와 기술의 변화가 제시되었다. 교사가 변화를 통해 갖

추어야 할 교수자로서의 태도는 긍정성, 기다림, 민감성, 그리고 동정심

의 네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긍정적 교사는 유아의 견해와 표현에 대해

유아에게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그들은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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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과정에서의 역할과 전략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며, 유아들끼리 서

로 모방을 즐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한다(안소영, 2008), 또한 교사의

일을 방해하는 듯한 유아의 행동이나 식사시간에 장난을 걸어오는 유아

의 행동도 긍정적으로 보고 우선 인정하는 태도(Bae, 2009)로 나타난다.

둘째,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필요한 교사의 덕성으로 기다림이

강조되었다(김진숙·서혜정, 2011). 자율배식의 경우에도 유아 스스로 음

식을 뜨면서 걸리는 시간에 적응하는 과정에 교사의 인내가 필요하였다

(서혜정·구민정, 2013). 표현이 미숙한 영유아가 표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태도는 교사에게 중요하다. 영유아는 언어로 명확하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므로 더욱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다림과 함께 영유아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서혜정 외,

2012). 민감성은 교사가 등원시간에 영유아의 감정과 기분을 살피는 것,

유아의 비언어적 표현에도 집중하여 알아차리는 것 등을 가리킨다. 자율

배식에서 집게질을 힘들어 하는 3세 유아의 견해를 파악하는 것도 교사

의 민감성이 필요했다(서혜정·구민정, 2013). 유아는 힘들어도 한번에 잘

안 집어져도 몇 번 시도하여 기어이 혼자 음식을 담으려고 한다. 힘드냐

고 물으면 고개만 젓는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좋

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교사의 민감성이 필요하다.

식사시간에 놀이 시도를 하는 수줍음 많은 여아의 ‘놀이에 대한 시도(견

해)’를 알아차리는 것도 교사의 민감성이 요구되었다(Bae, 2009).

넷째, 유아교사에게 꼭 필요한 덕성으로 동정심(compassion)을 강조한

자료(Bae, 2009)에 의하면, 자신에게 다가오며 말을 걸던 유아에게 부정

적이었던 교사가 유아의 급격한 움츠러듬을 알아채고, 태도를 바꾸어 유

아에게 말하도록 기회를 주게 된 전환의 출발점은 유아에 대한 교사의

동정심이었다고 보았다. 죽은 나비를 안타깝게 여기는 뉴질랜드 유치원

의 한 유아에게 보내는 또래와 교사의 동정심도 제시되었다(Mackey,

2012).

이론적 틀로 해석하자면, 교사는 자기 반성(성찰)을 연습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

사는 소년의 관점을 취하자 갑작스런 의사소통이 경험되는 방법을 알아차린 것

같은 의미에서 그렇다. 소년이 급히 물러날 때 동정심을 나타냄으로써 교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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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졌다. 교사 자신의 처음 반응에서 소년의 관점으

로 변환하는 교사의 능력은 새로운 관계적 가정(더 나이든 소년이 친구를 돕는)

을 창조한다.

자료 : Bae(2009)의 자신의 친구를 도우려 한 한 소년의 사례

이와 같이 아동의 청문권 실현을 위해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성도

중요하지만 영유아를 존중하고 청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방해되는 해악

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다. 적어도 해악은 반드시 피해야 할 문제이기 때

문이다. 먼저 아동의 개별성을 무시하며 순종하는 아이를 선호하는 교사

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임이 지적되었다(김진숙·서영숙, 2012). 이는 단지

아동관의 문제만은 아니고 인생관의 문제일 수도 있다. 교사의 언어 및

행동 전반에서 유아의 선택이나 참여를 침해하고 있어 전반적 변화가 요

구된다는 보고도 있다(유해미 외, 2011).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 실현에

있어 교사의 태도가 덕성을 추구하고 해악적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서 바

람직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어떠한 교수 기술이 영유아 청문권 실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국외

자료는 거의 공통적으로 ‘권력 또는 통제를 아동과 공유하거나 약화할

것’을 제시한다(Bae, 2009; Emilson & Folkesson, 2006; Konstantoni,

2013; Mackey, 2012; Payler, 2007). 성인이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 4

세 유아와 통제를 공유하게 되면 유아의 해석이 유효하게 수용되고 유아

는 인정하거나 거절할 자유, 대안을 제안하고 상호작용을 조종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Payler, 2007)고 보고되었다. 한편 2세 영아와 통제를

공유하게 되면 대화가 자유롭게 일어나고 교사는 영아를 지지하고 공동

으로 의미구성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Emilson & Folkesson, 2006).

성인의 통제가 약화되거나 낮은 것을 Bae(2009)는 폭넓은 상호작용 패턴

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성인과 유아의 관계적 공간에서 아동 주도를 넓힌

다고 하였다. 통제가 약한 사례로서, 2세 영아 ‘톰’과 교사 ‘티나’의 완전

한 의미의 공유가 나타났다(Emilson & Folkesson, 2006). 그리고 영국의

유아놀이집단에서는 ‘도형’놀이에 흠뻑 빠진 아이들이 있었고(Payler,

2007), 노르웨이의 유아원에서는 자기성찰하는 교사가 폭넓은 상호작용

패턴을 구사하며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유아의 놀이 시도를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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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반응의 타이밍
교사는 아동의 필요를 자세히 보며 그것에 반응할

타이밍을 맞춤

(Bae, 2009).

약한 통제가 폭넓은 상호작용 패턴과 아동표현성을 높이는 반면, 강한

통제는 좁은 상호작용 패턴으로 이어지며 아동표현을 어렵게 하였다. 현

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히 좁은 상호작용 패턴 사례(Payler, 2007)에

서 교사 클레어는 4세 유아 폴의 현재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폴의 말을

전혀 듣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폴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려고만 하

여 폴의 표현과 주도를 어렵게 하였다.

클레어 같은 교사는 자기성찰을 통해 애초에 가졌던 교사자신의 관점

에서 유아의 관점을 취하려는 변화를 보일 수 있고 상호작용 패턴이 넓

어질 수 있다. 노르웨이의 교사가 처음에는 자신에게 말을 하려던 아동

을 제지했다가, 아동의 움츠림을 보며 자기성찰을 한 후 아동에게 그의

생각을 말하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교사 관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폭넓은 상호작용으로 변화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다음 4가

지로 제시된다(Bae, 2009). 첫째, 교사가 아동의 시도를 따라가기, 둘째,

교사의 정서적 반응성과 표현성, 셋째, 교사의 놀이충만함의 태도, 넷째,

교사의 관점을 변화시켜 아동관점 취하는 능력이다.

권력 또는 통제를 약화하거나 아동과 공유하는 것 외에 영유아의 청문

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은 교사가 유아를 지지하기, 교사가 전달하는

여러 메시지가 서로 일치하기, 교사가 유아를 지지하면서도 도전하도록

하기(Payler, 2007)가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아동을 지지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반응의 타이밍을 적절히 맞추기, 말을 마치지 못한 유아의 발

화를 따라하거나 완성하기, 감탄사 등 적절한 말을 섞어 사용하기, 적절

한 신체의 사용하기의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교사가 일치를 사용한다는

것은 교사의 언어적 메시지와 목소리 톤, 시선, 신체의 위치, 얼굴 표정,

반응 속도에서 전달된 메시지들이 서로 일치하고 반응의 맥락과도 일치

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사가 유아를 지지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V-3> 교사가 유아를 지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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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을 마치지 못했을

때 아동의 발화를

따라하거나 완성하기

아동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해를 강조하며 의미를

보다 공동적으로 구성하도록 아동을 격려

3 말의 사용

“환상적이야; 멋져" 같은 감탄사를 진지하고 맞춰

진 피드백과 결합하여 사용하면 매우 확실한 지지

의 형태가 됨

4 신체의 사용

교사의 위치잡기, 시선의 방향과 길이, 손의 위치,

몸짓, 머리의 기울기와 근접 이 모두가 아동의 행

동과 의견에 대한 존중과 포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자료: Payler (2007)의 지지의 4가지 방법.

5) 정보 제공의 풍부화

: 채식주의자 지렁이의 똥

정보의 제공은 중요하다. 적절한 정보 제공이 있을 때, 사안에 대한 유

아의 사고와 표현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진숙과 서영숙(2012)은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 사례는 뉴질랜드의 어린이집에

서 유아들이 환경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

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일과 중 어느때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보

여준다.

<쓰레기분류방법의 이해를 위한 오전간식 시간의 대화>

연구자: 지렁이를 위해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아?

아동1: 이 그릇.

연구자: 오케이. 그러면 (지렁이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해?

아동1: 빵은 먹지만 고기는 아냐. 지렁이가 채식주의자인걸 알았어요?

연구자: 걔네가 그래?

아동1: 그래요 '그들이 먹는 걸 안 좋아해서…그들은 고기류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

연구자: 오케이. 그들은 왜 종이 먹는걸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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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1: 왜냐하면…그건 걔네한테 좋고 그것을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야.

자료: Mackey(2012)의 ‘알 권리’의 관찰 사례.

<적절한 정보 제공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

교사2: 벌레 사육장을 통채로 안에 가져오기, 그것은 시각적으로 전체를 보고 모

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동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토론과 피

드백을 일으켜요.

교사1: 우린 그에 대해 소집단에서 이야기해요. 또 개별적으로도, 그러나 매트타

임은 정말 그걸(벌레사육장을 통째로 안에 가져오기) 하기에 좋은 시간이

예요.

교사2: 어제 선생님이 퇴비를 만들고 벌레를 쏟았을 때 아이들이 정말 관심을 보

였어요…. ‘정말 냄새나', 여러 아이들이 그랬죠. ‘정원에 그걸 둘 수 있어’

‘응가가 뭐처럼 보여?', ‘검정. 작은 검정 점들', ‘이게 지렁이 똥이야?'로지

가 말했죠. ‘레몬들 위에 두어도 되나요? 레몬 나무가 있거든요'.

자료 : Mackey(2012)의 교사포커스 집단면담,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사례.

6) 영유아 사생활 정보 공유의 제한

교사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아동에 대한 사생활 정보가 아동

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는 지적(김진숙·서영숙, 2012)이 있다. 만

약 그러하다면, 유아교사가 아동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무슨

정보까지 공유해야 하는지, 어떤 범위까지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공유하지 말아야 할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명확해야 한다. 또한 사생활 비밀 보장에 대한 각성과 기준 정립도 필요

하다. 어슬프게 영유아에 대해 아는 것이 그 영유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

지게 하여 아동청문권 실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것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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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사의 영유아 청문권 실현 노력의 의미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청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교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 교사는 영유아의 청문권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필연

적으로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감이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다. 그것은 다시 이후에 좋은 교사가 되려는 노력을 자극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게 될 것이다. 연구들에서 청문권 실현과 관련하여 교사의 삶

과 관련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교사는 수업을 주도하느라 애를 쓰다가 유아의 주도성을 인정하게 된

후에 교사 편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던 상황을 벗어나 유아의 청문권을

실현하게 되었다. 교사는 그로 인해 교사로서의 자신의 삶이 성장하였음

을 표현한다(서혜정 외, 2012). 자율배식으로 주도성을 유아에게 돌려주

자 교사는 유아와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하지 않으면서 개별 유아와 접촉

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유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서혜정·구민정,

2013)고 하며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감이 향상됨을 보였다.

4. 영유아 청문권 실현의 저해 환경

영유아 청문권 실현을 저해하는 환경은 교사가 너무 바쁜 것, 공간의

크기와 배치 및 별도 공간 확보의 미비, 부모의 무리한 요구로 나타났다.

첫째, 교사들은 교사의 업무가 많으며 일과가 너무 바빠서 영유아의 이

야기를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다고 보고한다(유해미 외, 2011). 그와 비

슷한 맥락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수업이나 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서혜정 외, 2012).

<빠듯한 일과와 많은 업무에 바쁜 교사>

여덟시 반 출근하면 다섯시가 넘어서까지 교사가 아동을 모두 데리고 있어요. 퇴

근은 여섯시지만 오십 분 안에 교실 청소도 해야 하고 내일 수업 정리도 해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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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늘 했던 활동 평가도 해야 하고, 여섯 시 퇴근하기 어렵죠. 저도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만 장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존중해줘야 되는데, 교사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 '아, 내 권리는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료: 유해미 외(2011)의 면담자료, 보육교사1.

<계획한 시간 내에 수업 끝내기>

(생략). '애들이 계속 이야기하면 어쩌지? 옆반은 이 활동이 10분 안에 끝났다던

데, 이렇게 계속 30분 걸리면 어떻게 해?'. '아휴, 저 반은 수업 두 가지 활동하는

데,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랬거든요. (생략)

자료: 서혜정 외(2012)의 면담자료, J교사, 08.12.12.

둘째, 공간의 크기와 동선, 별도 공간의 확보 등이 영유아의 청문권 실

현과 연결된다는 보고 자료가 있다(권혜진, 2014; One, 2011). 뉴질랜드

의 영아보육기관 연구 자료(One, 2011)에서는 바깥놀이터가 법적 기준은

지킨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바깥놀이를 일정시간

이상 매일 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실내 공간의 크기가 영아의 수가 적정했을 때는 쾌적하였으나, 법

과 지침의 변경으로 수용해야 할 영아의 숫자가 많아지자 공간이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달리 혼잡하고 정돈이 힘들며

없던 문제가 새롭게 야기됨을 보고한다. 혼잡과 여유공간의 문제, 바깥놀

이터 이동 등의 문제는 영유아 1인당 면적기준 검토, 바깥놀이터의 출입

동선 관련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권혜진(2014)는 낮잠 시간

에 잠자는 영유아와 자지 않고 활동하는 영유아가 한 공간에 있어서 서

로를 방해하게 됨을 보고한다.

<공간의 제한성 때문에 금방 혼잡해져 통제하게 됨>

왜 모든 것을 치우는 큰 압력이 있는가?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급속히 혼란

스러워지기 때문이다. 한 교사가 말하길 혼돈은 몇몇 부모를 화나게 할 수 있다.

교사 관점에서도 유쾌한 일이 아니다. 교사가 작업조건에서 느끼는 제한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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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것은 아동권리에 대한 문제가 된다

자료: One(2011)의 연구자 저널, 2일차.

<바깥놀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영아들이 바깥에 나갈 수 있는지 궁금했다. 정말은 아니었다. 해리엇(교사)은 (교

사대 아동)비율과 이 낡은 집 구조가 어렵기 때문이라 했다. 규정의 위반과 제한,

그리고 아동권리 침해를 드러냈다. 성인은 휴식를 갖고 2층으로 가면 거기는 여

유공간이 있다. 그들은 잠깐이지만 (영아들을) 벗어나서 혼자만의 공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아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건 정말 어렵다고 한다. 정말 공

간이 없어서.

자료: One(2011)의 현장노트, 2일차.

<낮잠 자는 영유아와 깨어있는 영유아가 한 공간에 있음>

잠이 오지 않는 아이들은 조용한 실내놀이를 합니다. (중략) 아이들의 발달상 조

용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아무리 조심해도 잠자는 영유아들에게 어느 정도 방해

받을 수 밖에 없죠.

자료: 권혜진(2014)의 면담자료, E교사, 13.11.02.

셋째, 부모의 요구가 유아들의 요구와 상충되어 제기되면 교사들은 어

려움에 처한다.

학부모가 끊임없이 요구할때, 특기교육 더 많았으면 하고, 아이들이 미술활동하기

싫어해도 어머니는 결과물을 받아봐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하고, 아이들이 하

도록 교사가 유도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료: 유해미 외(2011)의 면담자료, 보육교사4.

메타-에스노그래피 결과를 논의체계(Lines-of-argument)로 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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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이것은 5장 전체 기술의 소결론이 되는 셈이다.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와 관련된 사안에는 개별적 사안도 있고 집단적

사안도 있다. 영유아들은 각 사안에 대해 교사를 향해, 서로를 향해 자신

의 견해를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지 못하기도 한다. 교사를 향해서는

묻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표현은 말로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몰입되어

있음은 현 상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의 표현의 한 형태이다.

영유아의 견해는 교사에 의해 들어지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한다. 듣기

는 교사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잘 듣기는 교사의 적절한 태도와 기

술을 요구한다. 교사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영유아에 대한 사생

활 정보는 영유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 교사의 태도 변화는 교

사의 갈등과 성찰의 결과이다. 교사의 청문권 실현 노력은 여러 가지 불

리한 환경 요인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사는 갈등과

성찰을 통해 삶의 성장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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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 구성

이 장에서는 보육현장에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메타-에스노그래피 작업 결과에 아동 일반의 청문권의 체계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문권에 대한 일반논평’을 반영한다.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의 구성을 위해서는 아동 일반의 청문권이라는 측면 외에

‘교육’과 ‘보육’, ‘영유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 측면에서 발달

이론과 레지오 에밀리아 사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1. 아동청문권의 반영

‘아동청문권에 대한 일반논평’을 분석하여 아동청문권의 체계와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메타-에스노그래피를 적용하여 파악한 청문권 실행 실태

에 반영한다.

1) ‘아동청문권에 대한 일반논평’의 분석

‘아동청문권에 대한 일반논평’은 문단 19～31에서 협약 제12조 제1항을

문구 분석하고 있고 문단 40～47에서는 아동청문권의 실행단계(준비, 청

문, 아동능력 사정, 비중부여에 대한 정보(피드백), 불만처리)를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 두 부분을 분석하여 재배열하였다.

작업결과 아동청문권의 내용은 ‘대상’ ‘절차’, ‘환경’, ‘의무’의 네 요소로

제시되었다. 대상은 ‘아동의 연령 범위’, ‘관계된 문제의 범위’로 구성된

다. 절차는 표현, 수용, 피드백으로 구조화되었다. 문단 40～47, 실행단계

의 준비는 제외되고 불만처리는 피드백에 포함되었다. 환경 요소는 아동

청문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유아의 견해형성 능력개발

을 위한 환경을 말한다. 의무 요소는 당사국의 의무이며 관련 성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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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포함된다.

(1) 아동청문권의 문구 분석

협약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의미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62)

당사국은 ①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 ②본인에게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③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의 ④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견해에 합당한 비중을 부여⑤해야 한다.

1. States Parties ⑤shall assure to the child who is ①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③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②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④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①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이는 아동청문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아니라 자율적인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 능력의 가능한 최대한까지를 감안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나타내는 문구이다. 국가는 아동이 자기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여야 하며, 아동이 이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동의 견해 형성 능력에 대한 입증책임이 아동에게 있는 것은 아

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제12조는 아동청문권에 대한 연령 제한을 부여하는

문구가 아니며 국가가 법이나 관행으로 아동청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

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 네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아동은 비록

62) 이 구분은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청문권에 대한 일반논평 12호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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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일찍부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 아동이 자신의 이해, 선택, 선호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놀이, 몸

짓, 표정, 낙서 및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을 인식하고 존중

해야 한다.

둘째, 아동이 자신에게 관련된 사안의 모든 양상에 대해 폭넓은 지식

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자기 견해를 적절히 형성할 수 있을 만큼만

알면 된다.

셋째, 자신의 견해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이 그러하다.

넷째, 국가는 이 권리가 무분별하게 실행될 경우에 부정적 결과가 있

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리거나, 아동이 범

죄, 성적 학대, 폭력, 기타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

며, 국가는 아동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동청문권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아동청문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목록에 담길 수 있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폭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제한은

어떤 일반적인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없음을 의도한 것

이지만 이 문구 역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아동 공동체나 사회 내부의

상호작용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③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자유롭게”는 외압없이 자기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며, 청문될지 말지

를 선택하는 것이고, 아동 “자신의” 관점, 즉 자기 견해를 표현한다는 의

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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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아동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조건과

그 표현 시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은 문제, 가능한 선택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

아야 한다. 또한 아동은 의견표명을 요청받는 상황에 대한 정보도 제공

받아야 한다.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에 대한 권리가 필수이다.

④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견해에 합당한 비중을 부여”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이 문구는 아동의 견해에 합당한 비중을 부여하기 위해, 또는 아동의

견해가 문제의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서 반드시

사정되어야 할 아동의 역량을 언급한 것이다. 제12조는 아동 견해를 단

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을 때 그 견

해는 진지하게 고려되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나이로만 아동 견해의 중요

성을 결정할 수 없으며 성숙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성숙도에는 정보, 경

험, 환경, 사회문화적 기대치 및 아동이 지지받는 수준이 모두 관여하므

로 아동 견해는 그때그때 검토되어 사정되어야 한다.

⑤ “(보장)해야 한다”

(Shall assure)

“해야 한다”는 특별한 힘을 가진 법률 용어로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당사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엄격한 의무를 진다는 의미이다.

이상 아동청문권의 문구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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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분석 요소

①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 가장 어린 나이까지 사정해야 할 의무

- 아동의 견해를 구성할 능력과 표현할 권리를 가정

- 아동이 능력을 증명할 필요 없음

- 나이제한 없음 강조--->

->어린 아동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해

->지식은 견해형성할 만큼 조금만 알아도 됨

->특히 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아동 등 보장

->특히 매우 어린 아동 안전한 보호에 유의

나이제한

없이

견해형성

②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

- 문제가 아동과 관련이 있다면 아동은 그 사안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

- 모든 문제를 목록으로 한정하지 않음

- 모든 문제에 대한 폭넓은 정의

알권리/

문제범위

넓음

③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 “자유롭게”는 외압없이 자기 견해를 표현

- “자유롭게”는 청문될지 말지를 아동이 선택

- “자유롭게”는 아동 “자신의” 관점, 즉 자기 견해를

표현

- 아동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조건 보장, 표현시 존중받고 안전하다는 느낄

수 있는 환경 보장

- 아동은 문제, 가능한 선택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아동은 견해 표현을

요구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함. 명확한 결정

을 내리기 위해 정보에 대한 권리가 필수

외압없이,

말하고

싶을 때,

자기견해

표현/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조성/

필요정보

제공받을

권리

④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견해에

합당한

비중을

부여

- 아동의 견해를 적절히 고려하고 아동의 의견이 문

제의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서 반드시 사정되어야 할 아동의 역량을 언급

- 제12조는 단순청취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견해

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진지하게 고려되어져야 함

- 나이로만 아동 견해의 중요성 결정 할 수 없으며

견해 형성 능력 개발에는 정보, 경험, 환경, 사회문

화적 기대치 및 아동이 지지받는 수준 모두 관여

- 성숙도는 아동이 이성적, 독립적으로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비중부여

위해

반드시

역량

사정/

진지하게

고려/

성숙도중시

⑤(보장)

해야

한다

- 특별한 힘을 가진 법률 용어

- 당사국에게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음

- 당사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엄격한 의무를 짐

당사국의

의무/

부모와

관련성인의

의무

<표 VI-1> 아동청문권의 문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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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요소 내용

대상
연령범위 ① 연령무제한

② 문제무제한문제범위

절차

표현
③ 자유롭게

④ 자기견해를

수용
⑤ 나이와 성숙도에 맞게 고려

⑥ 진지하게 고려

피드백
⑦ 아동의 견해에 주어진 비중에 대한 정보제공

(피드백)

환경

정보 ⑧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기대 ⑨ 적절한 기대

지지 ⑩ 적극 지지

존중 및 안전 ⑪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 제공

능력사정 ⑫ 아동능력 사정하는 환경

의무
(보장)해야만

한다
⑬ 국가와 성인의 의무

(2) 아동청문권의 요소와 내용

아동청문권의 네 차원이 인식되는 과정에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으므

로 중복되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정보 제공’과 ‘아동능력의 사정’이 그렇

다. 이 경우 절차 요소에서 삭제하고 환경 요소에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정리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VI-2>와 같다.

<표 VI-2> 아동청문권의 요소와 내용

이상의 분석 결과 아동청문권의 체계는 다음 <그림 VI-1>과 같다. 아

동청문권의 대상 차원은 아동의 연령과 아동이 관계된 문제의 범위이다.

대상 차원에 표현, 수용, 피드백의 절차 차원이 관계한다. 환경 차원은

대상 차원과 절차 차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의무

차원은 아동청문권의 다른 세 차원이 작동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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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 실태
아동청문권의

차원과 요소
아동청문권의 내용

① 개별적 사안 통제

② 집단적 사안 통제

대

상

연령범위

사안범위

① 연령무제한(견해형성)

② 사안무제한(관련된사안)

<그림 VI-1> 아동청문권의 체계

2) ‘아동청문권’ 내용의 반영

영유아 청문권의 실태를 종합한 결과를 보완하여 보육현장 영유아 청

문권의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해 아동청문권의 체계와 내용을 반영한다.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의 실태 종합 결과와 아동청문권의 체계와 내용

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 <표 VI-3>과 같다.

<표 VI-3>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 실태 종합과 아동청문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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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유아 견해의 수용과

무시

④ 영유아 견해의 비중 부여

⑤ 교사의 적절한 개입

⑥ 아동주도교육접근법의

확대

⑦ 교사 변화를 위한 체계적

지속적 노력

⑧ 교사의 태도와 기술 변화

⑨ 정보제공의 풍부화

⑩ 영유아 사생활 정보 공유

의 제한

⑪ 영유아 청문권 실현의 저

해 환경

절

차

표현
③ 자유롭게

④ 자기견해를

수용
⑤ 나이와 성숙도에 맞게 고려

⑥ 진지하게 고려

피드백
⑦ 아동의 견해에 주어진 비중

에 대한 정보제공(피드백)

환

경

정보
⑧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기대 ⑨ 적절한 기대

지지 ⑩ 적극 지지

존중 및

안전
⑪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 제공

능력사정 ⑫ 아동능력 사정하는 환경

⑫ 교사의 영유아 청문권 실

현 노력의 의미

의

무
국가의무 ⑬ 국가와 성인의 의무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을 종합

한 결과는 12개의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이 개념들은 보육현장에서의 영

유아 청문권 실태에 대한 질적 연구를 종합한 결과이다. 즉 개별연구자

들이 실태를 기술하고 해석한 개념들을 원자료(data)로 삼아 상호간에

비교하고 대조하며 계열성을 찾으려고 연구자가 2차 해석을 한 결과이

다.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일반논

평의 아동청문권을 체계화한 13개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특징

은 첫째, ‘영유아’라는 권리자의 특정성과, ‘교사’라는 성인의 특정성이다.

일반논평 아동청문권에서 영유아로 특정되지 않았던 해석들이 영유아에

게 적용되며, 아동청문권에서 주로 부모나 양육자로 다루어졌던 주요한

성인이 교사로 특정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념 및 요소를 비교해 보

면 두드러지는 특징이 더 보인다. 둘째, 아동청문권에서 강조한 청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환경 조성의 두 차원이 현실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채 ‘교사의 다양한 실현 노력’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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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실태 연구에서는 아동청문권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교사 삶에서의 의

미’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데 비해 청문권 실현의 의무자로서 교사의 자

리매김은 명확치 않다. 아동청문권에서 국가의 의무가 두드러졌던데 비

해서 그러한 의무를 교사에게 부과해야 할지는 현실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교사로서의 영유아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성격이

모호함을 보여준다.63)

2.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의 실현 내용

메타-에스노그래피 결과, 청문권 실태가 종합적으로 해석되었다. 여기

에 일반논평에 의한 아동청문권을 반영하여 보육현장에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 실현 내용은 여섯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영유아의 견해가 형성

되고 표현되며, 교사에 의해 수용되고 피드백되어 발달하는 측면에서 ‘영

유아 견해의 형성과 표현 특성’을 첫 번째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교사의

정서적 공감과 지지, 전문교육적 지원 및 적절한 개입, 교사 삶에서의 의

미 등을 포함하는 ‘교사의 영유아 견해 수용과 적절한 개입’을 두 번째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내용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와 관계되어

일어나는 개별적 사안과 집단적 사안에 대한 것으로, ‘영유아의 사안에

영유아의 견해 고려하기’로 제시되었다. 네 번째 내용은 ‘영유아의 견해

를 고려한 보육과정 적용’이다. 이는 현장연구들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지는 않았지만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인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영유

아의 보육현장 경험을 강하게 규정한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섯 번째 내용은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환경 조성’으로서, 현장

연구에서 파악한 영유아 청문권 실현의 저해 환경 부분을 논의하였다.

교사의 개인적 및 전문적 자질에 해당되는 부분과 교사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환경 차원을 분리하여 교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잘못을 피하고

63) 교사의 영유아 청문권 보장 의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장, 2절, 2) ‘청문권, 규

범성의 강조’에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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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그리하여 영유아 청문권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내용은 영

유아의 청문권이 갖는 권리로서의 규범성에 대한 것이다. 현장연구에서

는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성인 의무자로서의 교사에 대한 내용을 여

기에서 다룬다.

1) 영유아 견해의 형성과 표현 특성

보육현장 자료와 아동청문권에 대한 일반논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

과, 영유아의 견해(view)에 대해 다음의 다섯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언어보다는 표정과 몸짓(Emilson & Folkesson, 2006; Payler, 2007) 등

비언어적 또는 정서적 특성이 강하다. 특히 어린 영아의 견해는 울음과

몸짓 등의 비언어적 또는 정서적 특성이 더욱 강하다. 둘째, 영유아의 견

해는 고정되기 보다는 유동적 특성이 강하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견해를 형성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 12호). 셋째, 영유아

견해의 형성과 표현은 급속히 발달하는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연령 뿐

아니라 반드시 개별 영유아의 차이인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영

유아의 견해는 다양한 표현 양식이 포함된다. 몰입 뿐 아니라 침묵하거

나 혼자놀이도 영유아의 견해의 표현이다. 다섯째,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의 능력을 사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집단 상황 속에서 개별 유아의

견해를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별 유아의 능력에 대해 교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영유아 견해의 정서적 특성

견해는 이성적인 것 뿐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 있으며 영유아에게는

정서적인 견해가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이성적 견해와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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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다루거나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영유아의 내면을 의사능력,

의지 등 ‘사고’에 중점을 두기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영아기 정서의 주요 기능은 생존을 위한 방편이 되며 의사 전달의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조복희, 2006: 225; Santrock, 1995).

견해에 대한 일반적 생각은 인지적 견해를 중시한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칸트적 전통도 이성에 근거한 인지적 견해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

맥락에서라면 아동의 견해는 이성의 미성숙을 이유로 그 중요성이 가치

절하된다. 사실 성인 조차 늘상 인지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

다. 영유아기는 언어로 자신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영유아의 견

해는 성인과 비교하면 정서적 요소가 훨씬 강하다. 그래서 영유아기의

정서표현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황상민, 1995). 2세말경이 되면, 성인이

보이는 거의 모든 정서가 영아에게 나타난다. 영아가 쾌감을 느낄 때는

긴장을 풀고 잘 웃으며 환경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 정서적 표현을 나

타낸다. 그러나 불쾌감을 느낄 때는 근육에 긴장을 일으키고 울기 시작

한다. 생후 5~6개월에 불쾌감이 분노, 혐오, 공포로 분화되고, 생후 18개

월이 되면 불쾌감에서 질투의 정서가 분화된다(이순형 외, 2013).

예비 유아교사의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인지발달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보통이다. 정서의 분화가 영아기에 이루어지며 대체로 불쾌의 정서가 쾌

의 정서보다 빨리 분화된다고 배우지만 불쾌가 더 빨리 분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는 드물다. 연구의 어려움도 있지만 영

유아의 정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유아 견해의

정서적 특성’은 영유아의 울음에 대해 의사표현이라고 배웠으면서도 정

작 무엇을 표현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음을 돌아보는 것이

다. 새가 울 듯이 당연히 아이도 울어야 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지 성

찰하는 것이다. 영유아는 당연히 발달적으로 울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영유아는 고통, 아픔, 분노 등 다양한 불쾌감 때문에 운다. 그냥 이유없

이 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

한 것이다. 영유아는 결코 마냥 행복하지 않으며,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

는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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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 견해의 유동적 특성

영유아의 견해는 유동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확고한 것도 있다. 견해

는 선험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

성되므로 생애 초기단계에 있는 영유아에게는 유동적인 견해가 대부분이

다. 그러나 유동적 견해 외에 영유아도 확고한 견해룰 가지고 주장하기

도 한다. 교사는 발달적으로 적합하게 영유아가 견해를 형성하도록 지원

함으로써 영유아의 견해가 발달하게 된다.

견해라는 것은 영유아든 성인이든 고정되거나 선험적으로 존재하기보

다는 변화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겻이다. 그러므

로 한 시점에서 볼 때 영유아의 견해는 형성중인 견해와 형성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 시점에서 영유아의 견해는 대부분 유동적인 것으로서,

가변적 상태에서 일정한 지향을 가진 상태이다. 영유아의 견해가 확고하

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기관의 목적에

비추어 평상시에 교사는 영유아가 자기 견해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이

때 영유아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청문권

보장의 선결요건이다. 영유아 시기는 성인에 비해 고정관념이 거의 없으

며 호기심이 충만하며 앎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한편 영유아가 확고한 자기 견해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 확고한 견해

는 때로는 고집이나 막무가내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들이며, 영유아보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이런 종류의 견해이다. 영유

아의 견해가 유동적인 경우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적으로 영유아의 최

선의 이익과 영유아의 지향을 읽고 명료화하며 형성해 나가도록 지원해

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가 확고한 자기 견해를 형성하였을 경우에 교사

는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영유아의 견

해를 따라야 한다. 영유아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

는 영유아가 결정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청문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

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란, 예를 들면 콘센트에 젓가락을 끼우

는 것이나 위험한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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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에 대한 목록은 보

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안전관리와 건강관리 매뉴얼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영유아들에게 낮잠 자고 깨어나는 일이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되

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의 사례(권혜진, 2014)를 보면, 이는 아동

의 견해를 정태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됨을 보여 준다. 이 경우처럼

영유아의 견해는 교사를 비롯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발되는 것

이다. 많은 경우 교실에서 청문권 침해는 예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사

는 미리 영유아의 모호한 지향들이 적절한 견해로 형성되도록 조정함으

로써, 청문권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3) 능력 발달에 따른 영유아의 견해 형성

영유아의 능력은 급속하게 발달하며 개인차도 크고 최근 새롭게 밝혀

지는 능력들도 있어서 교사가 개별 유아의 발달을 충분히 파악하여 알고

그에 맞추어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협약 제5조는 아동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부모 등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

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영유아의

전반적인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영유아가 자기 견해를 형성하는 능력도

발달한다.

보육현장에서는 여러 명의 영유아가 함께 집단생활을 하므로 영유아들

의 개별적인 능력 차이에 특히 유의하여 개별 영유아의 능력에 맞춘 지

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연령 뿐 아니라 개별 영유아의 성숙도를 중시

하여야 한다고 일반논평은 강조하였다.

뇌에 대한 연구방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영유아의 능력에 대해

추측되던 많은 것들이 규명됨에 따라,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알던 영유

아의 발달 단계적 특징들을 거의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른다. 영유아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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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한 존재로 부각되어진다.64)

(4) 영유아 견해의 다양한 표현 형태

보육현장에서의 유아의 몰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 제시(안소영·최윤

정, 2009)는 영유아의 청문권이 압축적으로 실현된 상태에 대한 제시로

볼 수 있다. 유아의 몰입은 유아 견해의 형성, 표현, 의사결정과 실행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모든 의사결정과 모든 청

문권의 실현이 몰입이라는 형태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몰입이 청문권 실

현의 이상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몰입지속의 연장은 청문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견해는 ‘몰입’의 경우(곽정인,

2014; 안소영·최윤정, 2009)처럼 한 개인의 내적 과정 전체 속에 묻혀 있

을 수도 있고 ‘침묵’의 경우처럼 혼자 있고 싶은 지향으로 나타나기도 한

다. ‘침묵’도 견해의 다양한 표현 중 하나이다. 유아는 자신의 견해를 말

로 표현하기도 하고 ‘침묵’으로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아의 침묵

에 대해 권리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Bligh, 2011)는 유아의 침묵에 대한

성인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유아의 침묵할 권리를 제시하였다. 조용한

공간이 유아의 정신을 위한 필요를 만족시킬지는 유아마다 차이가 있고,

조용한 공간은 유아의 ‘그냥 있을(침묵할)’ 선택이라는 것이다. 유아 기관

에 들어서면 기대되는 소리가 있다. 아동의 말과 웃음 소리들, 컴퓨터게

임 소리나 악기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동안 내는 소리들이다. 이러한 소

리가 있는 것이 정상이며, 유아를 ‘자극’하는 과업으로 바람직하다고 여

겨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언어적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킨다고 일반적으

로 믿는다. 영국의 ‘말하는 모든 아동(Every Child a Talker)’같은 법안

은 모든 아동이 말하도록 격려하는 의도가 있다. 교사는 아동의 언어가

어떻게 잘 발달하는지에 대해 부모와 정기적으로 면담해야 한다. 그러나

64) 물론 유능함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여 실제 필요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

나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에 위배됨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Bae, 2010;

Freeman, 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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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안에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실행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아동 목

소리의 소유권을 가지는지를 물어야 한다.

보육기관에서 혼자놀이하는 유아를 살핀 연구결과, 유아가 혼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유아들은 혼자 있을 만한 장소를 원하며 탐색했다(Bligh, 2011). 유아들

은 생각하고 성찰하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 프라이버시와 자신을 위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

고되었다. 유아들이 가진 개별적인 의사소통의 강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재미와 즐거움의 감정을 의사소통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유아가 보인다

는 보고도 있다. 침묵을 포함하여 다양한 표현 형태가 영유아에게는 있

다. ‘모든 아동은 소통할 무언가가 있다. 유아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할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성인)에게 달려 있다’(Bligh, 2011).

(5) 영유아의 견해형성 능력 사정

영유아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할 방법을 찾거나 영유아의 견해 형성과

표현을 촉진하며 적절한 비중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능력에 대

한 사정이 필수적이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견해는 들어야 할 뿐

아니라 합당하게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영유아의 견해

는 현실에서 연령과 성숙도 뿐 아니라 더 섬세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아의 개별 특징과 능력에 대한 사정을 하는데 유아의

집단역학(안소영, 2008; Konstantoni, 2013) 속에서 개별 유아의 역할과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의 목록은 개별 영유아의 행동과

발달에 대한 관찰, 기록 평가가 있다. 영유아의 행동과 발달에 대해 관찰

하고 기록하는 것은 누리과정을 포함한 표준보육과정 실시 지침과 교사

의 지침으로 명시되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사정’이 공

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관찰하고 기록된 ‘사정’결과가 청문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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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활용되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즉

사정하는 목적이 개별 영유아의 특성 및 능력을 파악하여 그것에 바탕한

보육계획과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인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정을 위해서는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교사는 영유아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의 능력은 일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영유아를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이 설문지의 항목들에 답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는 파악되지 않

는다.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영유아의 능력은 파악된다. 레지오 에밀리아

의 보육기관들은 영유아가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3년 내내 담임이 바뀌

지 않고 장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영유아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영유아를 깊이 이해함에

따라 영유아의 능력을 잘 파악하게 된다.

2) 교사의 영유아 견해 수용과 적절한 개입

보육현장 자료와 아동청문권에 대한 일반논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

과,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청문권을 실현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이 중요

하였다. 교사의 역할은 영유아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며, 영

유아에게 다양한 교육적 지원 및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다. 교사의 역

할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영유아견해의 정서적, 유동적, 다양한

표현 등 특성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로 견해가 형성되기 때문이

다.

(1) 교사의 공감과 정서적지지

성인인 교사가 영유아의 관점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Bae, 2009). 그러나 다가가는 것, 그 옆에 서서 비슷하게 보기는 노력으

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안다는 것은 해석을 하

는 것이다. 이 해석은 공감을 전제로 한다. 터너(Turner, 1993)는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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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각에서 인권논의를 하면서 인권 분석이 도덕적 공감 이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앞의 분석 대상인 Bae(2009)의 자료에서 바빠

서 유아를 물리치던 교사가 유아의 물러섬을 보고 공감(compassion)이

작동되었다. 교사는 공감함으로써 유아에게 표현을 격려하고 유아의 견

해를 경청하게 되었다. 이는 공감이 유아의 청문권을 실현시키는 시작점

이 됨을 보여준 것이다. 사회화와 훈육을 강조하는 지도가 영유아를 성

인의 관점으로 향해 ‘오게 하기’라면 공감과 정서적 지지는 영유아의 관

점 쪽으로 성인이 ‘다가가기’ 하는 것이다. 영유아에게 성인이 정서적 공

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견해가 정서 특성이 크고 그것이 의사

소통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영유아에게 공감

(compassion)을 하는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특징에 맞추어서 적절한

지지를 보내고, 영유아와 개별적 관계 맺기를 중시하며 정서적 지원을

한다(Bae, 2009).

영유아의 견해나 감정이 유동적이고 모호한 상태이며 확정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영유아에

게 공감하고 정서적 지지를 하는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2) 교사의 교육적 지원

메타-에스노그래피 연구결과, 보육기관의 교육접근법과 교사의 교수방

식에 따라 영유아의 청문권 실현은 달리 나타났다(김진숙·서혜정, 2011;

안소영·최윤정, 2009; Emilson & Folkesson, 2006; Payler, 2007). 교사의

교육접근법과 교수 방식에 따라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열리기도 하고 닫

히기도 하였고(안소영·최윤정, 2009; Payler, 2007),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교육접근법과 교수방식이 영유아의 자기 견해 표현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는 일과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때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열리는 접근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와 교

사의 상호작용이 열려야 영유아 견해의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지고, 교



- 145 -

사의 수용과 개입, 그리고 피드백이 일어날 여지가 생긴다. 어떤 접근과

교수법이 상호작용을 여는가? 무형의 교육접근을 하는 유아놀이집단이

유형의 교육접근을 하는 초등학교내 유치반에서보다 유아와 교사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였다(Payler, 2007). 무형의 교육접근을 하는 유아놀이집단

교사는 주로 지지와 일치, 아동과 통제 공유 등의 교수법을 사용하였고,

초등학교내 유치반의 교사는 학습 목표에 강한 초점을 두고 유아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통제를 위해 일치와 불일치를 함께 사용하였다. 유아놀

이집단의 교사가 주로 사용한 ‘지지’와 ‘일치’, 아동과 ‘통제공유하기’가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였다.

무형의 교육접근에서 사용된 교수법은 교사의 약한 범주설정 및 틀지

움, 아동주도성 강화와 연결된다. 교사는 약한 범주설정과 틀지움을 바탕

으로 폭넓은 상호작용 패턴과 개방적인 교수법을 구사하며 영유아의 청

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범주설정과 틀지움이 약할 때, 교사는 정서

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며, 놀이성이 풍부한 말투와 풍부한 이야기가 있

는 활동을 통해 영유아와 의미를 공유하고 영유아의 소망을 읽고 반영할

수 있다(Bae, 2010). 반면에 교사의 범주설정과 틀지움이 강하면 교사는

공식적이고 딱딱한 가르치는 말투, 중립적인 말투, 형식적이고 간단한 대

답을 하기 쉬웠다(Payler, 2007). 무형의 교육접근은 한마디로 ‘교육임’을

고집하지 않아서 교육의 형식이 드러나지 않는 교육접근으로서 ‘가르치

지(teaching) 않고 배우는(learning)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린 공

부한 적 없어요. 그냥 재미나게 놀았어요” “우린 글씨공부한 적 없어요.

그냥 생일축하카드 만들었어요” ‘도형’이든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학습을

직접 만지고 탐색하며 가지고 놀며, 그 속에 각자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그 의미를 공유한 경험을 한 유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자율배식을

통해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이는 교육적 지원을 하거나(서혜정·구

민정), 전체 일과에 걸쳐, 또는 특정활동을 할 때에 아동주도교육접근법

을 확대(곽정인, 2014; 안소영·최윤정, 2009; Emilson & Folkesson, 2006;

Mackey, 2012; Payler, 2007)함에 따라 영유아 청문권의 실현이 직접적

으로 좌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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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현장에서 포착한 ‘20분간의 교사와 유아의 대화’ 사례(안

소영·최윤정, 2009)에서처럼 유아가 묻지만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무형의 교육접근과 교수법, 즉 아

동주도성을 높이는 가르치지 않는 교육접근이라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

이 필요하다. 유아의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뭔가가

가능하고, 해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 환경은 유아에게 충

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유아가 존중받으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UNCRC, 2009). 우선, 빈번히 일어나는 활동의 진행 규칙이

나 도구 사용 규칙이 정립되어 있고 그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야 한다. 표현 방식과 도구에 대해 질문했던 유아들은 다음 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질문을 반복할 것으로 짐작된다. 필요한 규칙의 자기

견해로서의 형성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규칙이 유아를 자유롭게 할 것이

다. 도구사용 규칙이 반 차원에 있더라도 자기 견해로서 형성되어야 하

므로 규칙을 정할 때 유아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있어야

할 규칙이 반 차원에서도 개별 유아 차원에도 없을 때, 유아의 견해는

확정되지 못하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필요한 규칙이 사전에 정립되고 규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

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적 정보를 제공하여 영유아가 주변

의 문제(사안)를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이야기 나누기’ 방

식 같이 정해진 시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정된 형식이기보다는

수시로 일상 중에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20분간 대화’의 에피소드에서 조그만 종이에 그리라는 교사의 지시는

변화되어야 한다. 교사는 유아에게 책에서 무엇이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

는지, 왜 그런지를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너의 생각을 어떻게 나

타냈으면 좋겠니?’ 하고 묻고 유아의 견해가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일괄

적으로 조그만 종이에 그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종이에 그리라는 것은

교사의 권위가 실린 지시이지 유아의 창발성을 자극하는 제안이 아니다.

교사가 내리는 지시에 대해 유아는 충실하게 따르며 교사를 만족시키고

자 노력할 뿐 자유로운 사고나 독창적인 상상은 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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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뭐든 그려내거나 써서 완성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상에서 영유아 청문권 실현을 위한 교사의 교육적 지원으로 첫째,

무형의 교육접근 및 교수법, 둘째, 적절한 인지적 정보 제공 및 환경 조

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놀이 중심 접근이다. 영유아의 자발적이고

주도적 활동인 놀이의 특성은 영유아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

현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은 영

유아의 청문권 실현과 관련성이 깊다(Bae, 2010; IPPA, 2005). 영유아의

자발적 의지로 일어나는 놀이성(playfulness)과의 결합, 놀이를 통한 교

육적 지원 방식은 유아놀이그룹 교사에게서 확인된다(Payler, 2007). 교

사는 놀이에 대해 진정으로 긍정적으로 여기며, 그러한 교사의 생각이

교사의 말 뿐 아니라 목소리 톤, 표정, 눈빛, 몸짓 등을 통해 영유아에게

전달된다. 영유아 본인의 안전에 문제가 없고 또래나 타인에게 해를 끼

치지 않는 한 놀이에 대한 유아의 거의 모든 선택이 존중된다.

보육현장에서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에 초점을 두는 교육접근은 영유아

청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에 초

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교육접근의 경향은 최근의 일이 아니며 우리나라

만의 문제도 아니다.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 영국의 ‘말하는 모든 아동

(Every Child a Talker)’같은 법안도 모든 아동이 말하도록 격려하는 의

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에서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면서 교사가 영유아에게 너무 많은 말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부작용 중 하나이다. 특히 영아반에서 아직 말문이 터지지 않

은 0, 1세의 경우, 교사의 너무 많은 말로 인해 영아의 말문이 오히려 막

힐 수가 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TV의 소리가 언어발달을 저해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언어발달을 위해 일방적으로 많은 말을 하는 것

이 언어발달에 역효과가 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청문권을 침해하지 않

는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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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의 적절한 개입

메타-에스노그래피에 의한 현장연구 종합의 결과, 교사는 청문권 실현

을 위해 영유아에게 다가가서 공동의 의미구성을 해야 하며, 또래간 차

별 등의 문제에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교사의

적절한 개입’에서 ‘적절한’의 의미는 보통수준의 개입, 온건한 개입을 한

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도 있고 때

로는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음을 의미하는 적절성이다. 말라구찌는

보육경험의 제공에서 성인의 결정적인 역할을 최소화시키기를 원하지 않

았다(Malaguzzi, 1997: 124). 그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도 강조하였다.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이들의 관심사에 교사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 둘째,

유아간 차별 등의 문제에 교사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다.

레지오 에밀리아 현장에서 교사는 유아들의 사고, 이야기, 행위에 적극

참여한다. 교사가 유아들의 관심사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레지오에서 특

징적이며 이것이 교사의 주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 주도는 적

극 참여와 구별되며 최소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인이 주

도하는 유아들과의 의사소통은 대부분 자잘한 규제와 같이 재미없는 일

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브루너도 지적했다(Katz, 1997: 61). 교사 주도

활동은 재미없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부족한 유아를 끌어들이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영유아의 관심 갖는 것에 교사가 관심을 적극적

으로 보이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

는 것, 그래서 관찰하고 듣는 것이 ‘마주하기’라면 교사의 관심사로 끌어

당기려고 하기보다 영유아의 관심사로 교사가 ‘다가가기’하는 것이 적극

적 개입의 핵심이다.

다른 ‘적극 개입’은 또래간 집단 역학에서 소외되는 유아나, 또래간에

일어나는 차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 개입하는 경우이다. 자주

화를 내는 자기 주장이 강한 민준이나 대부분의 경우 무시되고 소외되는

지환이의 경우(안소영, 2008)는 기능적인 역할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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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의 소외와 역할 문제이다 스코틀랜드 유치원에서 유아간에 일어난

차별에 대해 교사는 적극 개입을 하지 않아서 일부 유아의 인권 침해가

명백히 일어나고 있었다(Konstantoni, 2013). 예화의 스코틀랜드 보육 현

장 교사는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낮았다. 그로 인해, 온건한(문제회

피적) 교육 계획 속에 그 내용을 다루는 것, 즉 모호하게 설계하는 것에

의해, 차별 받는 유아에 대해 정서적 공감은 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의

미있는 개입행동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정서적 공감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차별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인종차별과 비슷한 사안

들이 우리 보육현장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뚱뚱해서, 자꾸 울어서, 말을

잘 못해서, 다르게 생겨서, 이상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유아가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현상이 기관에서 발생한다. 여기에는 교사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난 내 친구들이 나를 놀릴 때와 그들이 벌레를 발견하고 그걸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 때가 싫어”라는 핀란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소년의

인터뷰(Kyrönlampi-Kylmänen & Määttä, 2012)는 유아가 흔히 겪는 또래

관계의 어려움과 감정을 엿보게 한다. 이 경우 유아의 감정은 진지하게

청취되어야 하며 이 유아의 친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지향은 실현되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는 적극 개입해야 한다.

(4) 영유아 청문권 실현이 교사의 삶에서 갖는 의미

영유아 청문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교사는 자신의 성찰과 의식변화가

중요함을 느낀다(유해미 외, 2011). 교사의 성찰과 의식변화는 윤리와 도

덕의 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드워킨(Dworkin, 2015)에 의하면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탐구가 윤리라면, 도덕

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좋은 삶으로, 즉 하잘것없거나 볼품없는 삶이 아니라 진정

성과 가치를 지닌 삶으로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모든 이해 관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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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으뜸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다양한 책임과

의무는 자신의 삶에 대해 갖는 개인적 책임에서 나온다(Dworkin, 2015:

47).

좋은 삶이 무엇인가는 각자의 윤리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

지만 어떤 경우든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과 본질적으로 엮여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정체성은 삶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그 무엇이며 사

회적 분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직업적 정체성은 가장

중요한 윤리 배경이 된다. 가르치는 역할과 유아의 주도성 존중 사이에

서 정체성 혼란과 역할 갈등을 일으키는 교사(서혜정 외, 2012)는 윤리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

배식으로 영유아 청문권을 실현한 결과, 개별유아와의 접촉면이 늘어나

고 유아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면서(서혜정·구민정, 2013) 역할에 대한 숙

달감도 같이 증가하여 직업적 정체성은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한 유아의 개별성을 수용하면 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될까봐 불안(Bae의

식사시간 놀이시도하는 유아에게 수용적 반응 보인 사례)하였으나 결과

적으로 개별 유아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때, 유사한 논란

유발적 상황들이 많은 경우에 교사가 우선적인 가치로서 인권신념에 의

한 판단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본다. 즉 영유아 청문권

의 실현은 도덕적으로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것을 여러 연

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사례에서 교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아니라 ‘진심으로 흥미로운 것’으로서 간주한다. Katz(1997: 62)는 미

국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교사는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길 꺼

려하고 수행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교사의

관심이 어린이의 수행 결과가 아니라 어린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의 진행, 탐구되고 있는 아이디어, 사

용할 기술과 재료, 프로젝트 자체의 진행에 교사도 똑같이 참여하고 있

다는 것이다. 어른인 교사의 관심의 대상이 어린이의 관심의 대상과 같

을 수가 있다니!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 교사로 하여금 어린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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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일 그 자체에 집중하게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집중성이 유

지되는 것은 교사의 태도와 관련된다고 해석된다. 이런 교사의 태도는

레지오의 성취로 이어짐을 가드너는 확인하였다(Gardner, 1997: 14).

가드너는 “진보주의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많은 글이 쓰여졌지만 이상적

인 진보주의 교육이 실현되는 곳은 거의 없다.” “듀이는 진보주의 교육

에 대해 수십 년간 써왔지만 진보주의 학교는 몇 년 동안만 운영되었

다.” 레지오 에밀리아처럼 “학교의 진보주의적 철학과 교육의 실제가 이

렇게 완벽히 조화를 이룬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이런 성취는 직접적으로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산물이

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주로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에 기반하

고 있다. 그래서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에 기반한 다른 접근법과 내

용 상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도 많은 교육자들이 교육 계획을 짜기 전에 어린이를 관찰하고,

어린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집단 활동을 하고, 지적 사회적 성장

을 동시에 이루고, 어린이가 의사 결정력을 가지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레지오 에밀리

아 접근법과 미국의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제’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다.

다른 것은 철저함, 정교함, 열정의 정도에서의 차이이고 이 차이가 아동

의 발달, 아동의 행복, 아동 의사의 실현과 같은 교육적 성취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철저함, 정교함, 열정의 정

도에서의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레지오 에밀리아의 사례에서 교사는 아이들의 이야

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흥미로운 것’으로서 간주한다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레지오의 사례는 교사의 직업적 삶에 대한 태도가

교육적 성취와 긴밀히 연계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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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의 사안에 영유아의 견해 고려하기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은 개별적 사안과 집단적 사안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집단적 사안은 보육기관과 교사의 통상적 수준의

배려와 노력 하에서 의사결정이 집단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개별적 사안이란 통상적 노력과 배려를 한다면 영유아의 개별성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은 물질적 조건 등 상황에 따라 상

대적으로 나누어질 수 밖에 없는 구분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교사에서 영유아에게 위임하는 것 만으로 충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집단적 사안이다. 더 이상 개별화될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그 위임된 결정권이 영유아 내에서 개별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가

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다. 후자에는 개별성 존중이라는 원리까지도

포함되어진 것이다. 밥의 양을 개별 유아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통상적 노력과 배려에 의해 가능하다면 개별적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

3세아 자율배식(서혜정·구민정, 2013), 낮잠에서 개별 요구 수용(권혜진,

2014) 등은 영유아 개인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상적 배려와 노력으로 개별적 사안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였다.

보육기관의 주요일과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은 개별 취향과 개인의 상태

에 따라 각자가 결정하지만, 보육현장은 집단생활의 특성으로 인해 또한

영유아의 미숙함을 이유로 집단적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

의 일과는 집단적으로 운영되어 개인은 늘 참거나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주어진 30분 정도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배가 많이 고팠던 아이나 배가 전혀 고프지 않은 아이가 무조건 30분 이

내에 식사를 마쳐야 한다. 식사시간은 1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지만 집단

배식이 끝나고 실제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

이다. 여기에 개별 유아의 상황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보육현장에서

간식과 점심을 먹고 양치를 하고 잠을 자는 것도 집단의 시간표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적 사안이다. 즉 일정한 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예외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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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도록 계획되고 실행되는 집단의 계획이고 운영이다. 시간 운영을 집

단적으로 할 뿐 아니라 음식의 종류와 양도 정해진 식단에 의해 제공되

는 음식을 주는 대로 남김없이 먹어야 하는 집단적 사안이다. 음식에 대

한 개인의 섭취량과 기호는 매우 다양한데, 그 다양함은 한 개인에 있어

서도 상황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모든 영유아가 일정한 양을

남기지 않고 먹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일부 영유아에게는 매우 큰 스트

레스가 될 수 있다. 잦은 배탈과 위염을 일으키기까지 한다.

하지만 먹고 싶은 시간에 대한 개별성, 먹고 싶은 양과 종류에 대한

개별성을 통상적 배려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자율간식

과 자율배식이 그 예가 된다. 자율간식을 하는 것은 영유아가 먹고 싶을

때 먹도록,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늘려 잡은

것이다. 또한 먹는 양과 종류도 영유아가 선택하게 한다. 자율배식의 경

우도 점심 식사 시간 범위(집단적 사안) 내에서 식사 시기에 대한 개인

의 결정을 존중하며, 음식의 양과 개인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시

도이고 그 결과 유아의 자율성은 커졌고 조절력과 책임감 향상이 따라왔

다. 무엇보다 식사시간이 훨씬 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서혜정과

구민정(2013) 연구에서 집게를 잡는 것이 미숙해서 반찬을 담기 힘든 유

아가 굳이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것은 집게질이 재미있거나,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는 열망 충족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유아가 ‘나의 음식

량과 음식에 대한 취향과 욕구’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그에 맞추어 양

등을 정하는 조절 행위를 통해서 밥을 먹는 사안에서 주도적이고 책임있

는 행위자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자율배식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이 한

행위에 책임지려는 노력을 스스로 해나가며, 이전에 다소 불명료했던 개

인적 섭취량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스스로 명료하게 알고 영양적 필요

등을 수용하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조절하고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을 듣고 반영하는 사례로 ‘영유아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육기관을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영

유아의 견해와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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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기관에 처음 다니게 되어 불안하고 불편한 영유아의 마음을

세심하게 고려하며, 개인차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그리하여 개별 영유아

가 기관에 다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

다리는 과정이 포함된다.

우리는 흔히 ‘3세아라면 능히 이 정도는 먹어야 해.’ ‘필수영양소 섭취

는 중요해, 게다가 어린이집에서 먹는 점심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사이니 골고루 잘 먹어야만 해‘라고 하는 ’성인의 관점‘에만 사로잡혀

있다. 영유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해진 양과 주어진 메뉴와 조리법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적응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다. 몇몇 영유아에게는 먹

는 것이 고역이 된다. 낮잠과 놀이활동도 비슷하다. ‘이 정도는 자야 해,

지금 꼭 자야 해’, ‘골고루 놀아야 해’, ‘이 영역은 5명까지 놀수 있어’, 등

등. 위에서 사례로 제시한 자율간식, 자율배식, 초기적응 프로그램처럼

집단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개별의 선택과 결정의 폭을

넓혀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영유아의 청문권이 실현된다.

4)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과정 적용

우리나라 보육현장에서는 국가수준의 영유아보육과정을 실행하여야 한

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법적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가수준의

영유아보육과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과 계획을 얼마만큼 현장에

서 반영할 것이냐에 따라 다음의 <표 VI-4>에서와 같이 3가지 관점으

로 구분할 수 있다(정선아, 2014).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 교사의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충실도 관점과, 교사와 영유아의 자

율적이고 적극적인 개발을 중요시하는 생성 관점이 대립을 이루고 있으

며, 상호 적응 관점은 이 두 관점의 중간쯤이다. 보육과정 실행에서 영유

아의 청문권이 보장되려면 교사가 계획을 실행할 때 시간과 공간의 여지

를 두고 융통성 있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누리과정

의 경우 충실도 관점을 중시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어 보육현장에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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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주장
보육교사의
역할

충실도
보육과정의 계획, 의도가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실행
되어야 한다.

수동적
전달자

상호
적응

보육과정은 이의 의도와 계획을 중시하지만, 교사에
의해 보육과정 실행 맥락에 따라 조정된다.

생성
보육과정의 실행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교육계획이 아
니라 보육과정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교사와 어린이가
자율적으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것을 말한다.

보육과정
개발자

청문에 어려움이 야기된다.

<표 VI-4> 국가수준 보육과정 실행의 관점

자료: 정선아(2014)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에 관한 연구:

OECD 6개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구성함.

정선아(2014)는 국가수준의 영유아보육과정 설계에서 나타나는 실행의

관점을 각국 영유아보육과정의 명칭, 문서의 목적, 학습 및 발달 목표,

적합성 검토 방법, 영유아보육과정 수립의 자율성, 영유아보육과정 설계

과정, 실행자료 지원의 7가지 영역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상호적응’의 관점에서 실행을 지향하고 있으

나 현장에서는 ‘충실도’의 관점에서 실행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제외한 비교 국가들(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이 ‘상호적응’과 ‘생성’의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향과 실제 적용이 달리 나타난 이유는

실제 자료 지원 상황에서 교실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활동자료집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누리과정은 제시된 목표와 운영방안에서는 상호적응 관

점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충실도’의 관점을 택하고 있고, “체계적

으로 짜여진 표준 보육과정”으로 인해 교사는 수동적 전달자가 되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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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 참여의 공간과 시간이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유아의 청문권을 보장하려면 적어도 충실도가 아닌 상호적응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생성의 관점을 취하면 영유아의 청문 기회는 더

욱 넓어지게 된다. 영유아보육과정을 상호적응 관점에서 실행하더라도

어떤 접근을 하느냐는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기관의 교육철학에 의해 좌

우되므로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아

동이 부모와 함께 활동에 기여하며 과정에 개입되도록 기대된다(OECD,

2013)는 것이 명시되었다. 또한 스웨덴의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in Sweden, 1998)에서는 유아들이 교육적인 의

사결정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OECD, 2013에서

재인용). 비슷하게 노르웨이의 유치원법에는 아동의 참여권이 명시되어

있다(Stern, 2006). 그러나 한국은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과정에서의 영유

아의 참여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생성관점을 취하고 있는 스웨덴의 영유아보육과정은 기본 가치를 아동

의 권리,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Sandberg & Ärlemalm-Hagsér, 2011). 생성관점에서 보육과정의 개발

자인 교사는 매일의 일과에서 영유아의 견해, 관점을 취하도록 요청된다.

영유아의 견해,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영유아의 사고와 소통 방식을 따

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청문권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주제를 선택할 때 영유아의 관점을 고려하는 예로 프로젝트접

근법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의 많은 교사들은 매일 경험하는 사건과 사물을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사로잡기를 바라면서 난해한 주제를 소개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치원 어린이들이 한 것을 살펴보면 매일

경험하는 사건과 사물의 내용물을 ‘풀어 보는’ 과정이 어린이에게 의미가 있고 흥

미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Katz, 1997: 54)

“만약 프로젝트의 주제가 어린이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직접 경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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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면 어린이들은 질문을 생각해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정보를 찾

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부분의 과정을 교사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

다.”(Katz, 1997: 56) 교육과정에서의 이런 견해 형성 의존성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자기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

는 태도로 전환되기는 힘들다.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과정의 부제인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나정 외,

2011)는 보육과정 실행에서 영유아 청문권 실현을 위한 핵심이며, 교사

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듣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이루어지는 ‘기록작업’은 보육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동

의 견해 형성을 촉진하고 비중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적

기록 작업이란 녹화자료, 사진, 유아 대화 녹음 자료, 유아 작업 기록 자

료, 유아 작업 관찰 자료 등의 교수법 실천에서부터, 구성물이나 그림으

로 유아가 표현한 것들까지 모두 망라된다(레지오 에밀리아 공식 홈페이

지: http://zerosei.comune.re.it/index.htm ; Fraser & Gestwicky, 2003). 교육적

관점에서 기록이란 과거의 기억을 단순히 가시화하려는 회고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분석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하며, 그래서 미래의 학습 과

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것이다(Hocevar, Sebart &

Stefanc, 2013; Taguchi, 2011: 392). 교사는 기록작업을 통해 아동의 견해

를 객관화함으로써 영유아의 견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다. 또

한 부모에게 기록을 보여줌으로써 부모의 참여를 적극화하고 영유아의

견해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록은 영유아의

자존감을 높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것을 촉진할 수 있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어린이들은 어떤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지 간

에, 자신들이 야외 학습에서 대충 스케치한 그림이 집단으로 벽화 그리기, 조각하

기, 그림그리기 등과 같은 다음의 작품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일을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와 달리, 시각적 표상물들은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집으로 가져가서 다시

들여다 보거나 토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한갓 장식을 위한 결과물이 아니다. 레

지오 에밀리아에서 시각적 표상물은 주제에 대한 다음 단계의 조사와 지식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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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자원으로 이용된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자들은 이 시각적 표상을

가리켜 ‘도식 언어(graphic language)’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자신의 그림이나

다른 어린이들의 그림을 ‘읽는다’고 말한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학습하면서 한

토론이나 의견을 녹음해서 다시 글로 옮긴다.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토대로 교사

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기초로 어린이들의 그림을 ‘읽고 또 읽는다’

자료: Katz(1997)의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 p.59.

영유아의 언어 등 다양한 표현은 기록물이 되어 보존되고 교사에 의해

‘읽히고 또 읽힌다’ 영유아의 표현물에 대한 이런 존중이 교육이 아닌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프로젝트 접근법이나 교육

현장에서의 기록 작업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레지오 에밀리

아 접근법은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해석하여 다음 단계의 기초가 확실

히 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5)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환경 조성

환경 조건들이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다. 영유아의 견해를 잘 듣고 반영하는 것은 교사의 인식 개선이나 의

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사의 의지, 인식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

고, 여기서는 공간과 인력 등 기관의 운영 여건과 거시적인 정책과 제도,

사회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1) 청문권 환경으로서의 보육기관

만 3세아 자율배식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마련(서혜정·구민정, 2013),

영유아의 낮잠 공간과 대안 필요(권혜진, 2014), 자유선택놀이의 자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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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김경희 외, 2013)은 실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요구들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만 3세아의 자율배식은 발달적으로 가능하고 바

람직하다. 서혜정·구민정(2013)을 보면 유아는 명백히 자율배식을 원하고

또 발달적으로도 요구되고 있다. 자율배식이 어려운 이유들은 주로 시간

이 많이 걸린다거나 위험하다거나 비위생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간혹

3세 아이들에게 어렵다거나 발달상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보육

기관을 방문해보면 보육실의 크기와 동선 등을 감안할 때 시도하기 힘든

곳도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여건상 교사 혼자서 관리가 안된다’,

‘교사가 해주는게 편하다’가 숨어 있는 진짜 이유이다. 이는 교사와 기관

에서 청문권 실현이 어려운 이유를 아동 발달 요인으로 내세우지만 사실

은 교사와 기관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이다. 아이들이 뭔가를 스스로 하

도록 하는 것은 성가시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이들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인이 생각해보지 않

았다면 안하던 시도는 하기 어렵다.

기관과 성인의 인식 때문이 아닌 기관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

면, 낮잠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의 경우, 별도의 수면실을 확보하여

잠자지 않는 영유아들이 잠자는 영유아들과 분리되는 것이 최선이다. 그

러나 공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관이 많을 것이다. 보다 현실적

인 방법으로, 두 개의 보육실을 합반하여 한 보육실은 두 반이 잠자는

공간으로 하고 다른 보육실은 두 반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식

이 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유아가 잠을 자고 몇 몇 유아만 깨어있을

경우 잠자는 공간의 크기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

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깨어있는 아이들 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

을 보육실 가까이 확보하고 별도의 교사가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데 이러한 시도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그 결과, 권혜

진(2014)의 보고에서처럼 동일한 공간에서 낮잠과 낮잠 대체 활동이 이

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다수의 보육현장에서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혹은 별도의 공간이 있더라도 그곳을 지킬 교사 확보가 어

려울 수도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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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사간 협력이 필요하다. 잠들고 깨는 시간에서 영유아의 견해와 감

정을 존중하고, 잠잘 권리와 잠자지 않을 때도 존중될 권리를 동시에 보

장하려면, 매우 많은 환경 조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곽정인(2014)의 자료에서 모래와 물을 마음껏 탐색하며 활동하던 유아

들은 자기주도적이면서 강한 몰입을 보였다. 이는 노르웨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Aasen, Grindheim & Waters, 2009). 충분히 넓고

풍부한 실외환경이 유아의 견해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형성되는데 중요한

장소라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뉴질랜드의 영아 보육기관은 실외놀이

터로 나가는 동선이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실외 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 점에 대해 권리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였다(One, 2011). 실외

놀이 공간의 유무, 위치와 설비의 적절성, 실내에서의 출입의 용이함 등

이 영유아의 자기주도성, 몰입,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영유아의 참여를 지원하는 교사의 조건에 대한 스웨덴과 핀란드의 연

구(Sandberg & Eriksson, 2010; Venninen et. al., 2014)에 의하면, 보육

현장 맥락에서 영유아의 참여는 다차원적 이슈이며 참여 제고에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가 부모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는 것, 교사팀

의 팀웍, 교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가치 부여를 스웨덴의 영유아교사

들은 영유아 참여의 조건으로 생각하였다(Sandberg & Eriksson, 2010).

또한 그들이 인식하는 참여의 방해요소는 시간의 부족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유아의 참여를 지원하는데 교사가 교육적 지원을 하거나, 교사

의 유아교육적 전문성이 중요시되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일 뿐, 그 외의

조건들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즉 부모 관련 전문성, 교사팀제와 팀웍 등

이 중요하다. 부모와 관련해서 교사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

통적인 의미의 유아교사의 역할 또는 전문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의 스웨덴 연구(Sandberg & Eriksson, 2010)와 핀란드연구

(Venninen et. al., 2014)에서 또 하나 중요한 조건으로 꼽은 것이 교사팀

의 팀웍을 꼽은 것이다. 북유럽 교사들은 한 사람이 혼자 한 반을 맡는

경우가 없고 팀제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으며 그 팀웍이 매우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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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 낮잠 공간과 낮잠 대체활

동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어려움을 청문 실천 사례에서 본 바 있다. 그

때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합반하여 자는 아이와 자지 않는 아

이를 두 개의 교실로 분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중 하나는

평상시 반별로 강하게 분리되어 있다가 잠잘 때만 통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옆 반 보육실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다른 반 교

사들은 서로 잘 모른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하나는 ‘팀’개념이 없거나 매우 약한 것이다. 영아반에 다수의 교사가 있

어서 그들간에 일정한 업무분담과 공유는 이루어진다. 그러나 책임을 명

확히 하기 위해서 한 보육실 내에서도 담당 영아를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는 등 관리와 책임 위주이다. 교육적 지향과 네트웍의 차원에서 ‘팀’제

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팀제 운영 사례는 레지오 에밀리아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교사가 팀으로 함께 일한

다. 이는 아동의 견해에 대한 보다 객관적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 그와 내용상 유사한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

제’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 ‘팀제’와 그것을 격려하

는 ‘문화’가 언급된다. 미국의 유아교육과 레지오 에밀리아를 비교한 연

구자들의 소감 중에 그러한 언급들이 있다. 하워드 가드너는 “진보주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십년 간을 오랫동안 함께 기꺼이 일할 팀이

필요”(Gardner, 1997: 15)하다고 이야기한다. 바지 랜킨은 “미국의 유아

교육과 가장 다른 점은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0～6세 어린이를 위한 서

른다섯 개의 공립 유치원 사이에 조직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Rankin,

1997: 299)이라고 이야기한다. 교사가 팀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해 객관적 파악이 가능하며 그러한 공동운영 방식은 나아가 전체 어린

이집에서 교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하고 그것이 나아가 레지오 에밀

리아시 전체 교사의 네트워크가 된다.

영유아 청문권의 실현 수준이 높은 레지오 에밀리아의 보육기관은 영

유아, 교사, 가족 모두가 편안히 느끼는 곳이다. 이러한 보육기관은 다음

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교육과정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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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과 회의를 하며, 활동 조직, 공간 배열, 신입생 환영 행사에 가족들

에게 도움을 청하여 함께 한다. 또한 모든 영유아에게 다른 영유아들과

교사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배부하여 연락이 가능하며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다. 영유아들끼리 간식을 먹으러 서로의 집을 방문하거나 부모의

직장을 방문하라고 격려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영유아가 편안

히 느끼는 현장에서 아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장은 부모의 참여를 적극화함으로써 아동

견해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동 상호간에

이해를 높임으로써 상호간에 청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0～5세 영유아인구가 2013년 말 기준으로 2백80만 명

정도인데 그중 2백20만 명 정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닌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육을 받는 영유아의 청문 권리는 보육 공간, 보육교사

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정책과 제도 및 사회문화 환경의 영향

영유아의 청문 권리는 보육기관이란 직접적 환경의 토대가 되는 거시

환경인 보육서비스 제공정책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 보육서비

스 제공과 부모휴가 정책에서 가장 앞선 모범을 보이고 있는 스웨덴은

유니세프가 제시한 유아권리 최소보호기준 열 가지를 준수한 유일한 나

라이다(나정, 2010). 같은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여섯 가지를 준수하고 네

가지가 미흡하였다.65)

아동청문권을 포함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은 일반 원칙에 대한 것이라

서 지역의 가치와 전통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질 수

65) 10가지 기준 중 우리나라가 최소기준을 충족한 것은②불리한 아동 우선지원, ③

3세미만 25% 보육서비스 지원, ⑤교직원의 사전훈련과 학력 및 자격증 소지, ⑦

교직원 대 아동의 최소한의 비율, ⑨빈곤아동비율 10% 미만, ⑩보편적인 건강지

원 3개 중 2개 이상 충족의 여섯 가지임. 우리나라가 미흡했던 네 가지 기준은

①육아휴직 1년과 50% 임금지급, ④4세아를 위한 최소한의 접근기회 기준, ⑥더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교직원의 최소비율, ⑧공공재정의 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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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Alderson, 2008: 19). 협약은 국제협약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수많은 문화와 지역을 고려한 결과, 보편적 언어로 표현되었기 때

문에, 한 국가나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국과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즉, 구체적 현실에서 청문권을 실현

하려면 아동을 둘러싼 문화, 태도, 실제를 고찰해야 하며, 구체적 현실에

서 청문권을 다루는 방식을 탐색해야 한다(Di Santo & Kenneally,

2014).

① 부모의 양육관과 여건

자녀양육형태와 신념의 문화 간 차이는 아동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측

면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북유럽의 유아 교사들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신념

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Johanna, 2011: 246). 부모의 양육

형태와 신념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세계 각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의 교육과 기술에 대한 기대를 연구한 결과(World Value Survey, 2009

),66) 1980년대 초반 이래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전반적으로 강화

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기”와 “상상력 가지기” 두

가지 가치 모두에서 세계 각국 부모의 지각된 중요성이 증가해 왔다. 한

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의 부모는 “열심히 공부하기”에 대해 거의

강조하지 않는 것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2000년 중반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거의 비슷하였다. 그에 반해 “상

상력 가지기”는 점차 증가하였다. 즉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의 부모들

은 다른 나라 부모들에 비해 자녀가 ‘상상력을 가지는 것’을 주로 기대하

였다(OECD, 2013).

한국의 부모들은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오랜 시간 일하며 비탄

66) ‘세계 가치 조사’는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을 탐색하는 세계적 연구 프로젝트이

다. 사람들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그리고 어떤 사회적 정치적 영향에 따라 변화

하는 것을 탐색함. 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의 세게적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되며,

1981년 이래 거의 100개국에서 국가적 조사를 수행해왔다. www.

worldvaluessurvey.org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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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인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어서(OECD, 2011),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

에 귀기울일 시간과 여유가 없다. 거기에 과도한 입시 경쟁 풍토까지 더

해, 한국의 영유아들은 보다 더 어린 나이에 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보

육기관에서 지내며, 과도한 조기 인지교육의 압력까지 받는다. 이러한 상

황은 영유아의 청문권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개인의 자유권 발달과 정부의 의지

권리의 특성상 개인을 독립된 주체로 보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사

회에 적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양성은 허용되는 한도가 있으며,

다양성 담론이 보편적 인권 담론을 우리의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구

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Ishay, 2005). 비록 사회문

화적으로 다른 환경일지라도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

회에서 아동청문권은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근본 수단이 되는 중요한 권

리이고 영유아에게 청문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영유아를 개별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이다.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경제

력(국민총생산 10위)에 비교하여 낮다(Freedom House, 2015).67) 이 기관

의 2014년 ‘세계의 자유’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0위 이하

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시민적 자유도의 구성요소 중 아동청문

권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 및 개인의 권리는

16점 만점에 12점에 불과하였다. 다음의 <표 VI-5>는 2014년 우리나라

의 조사결과이다.

67) 프리덤 하우스는 1941년 미국에서 창립되었으며, “자유의 세계적 확장을 지원하

는 비정부 독립조직”이다. 프리덤 하우스는 “극좌와 극우 독재”모두를 반대하며,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프리덤 하

우스는 각국의 자유를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와 “시민적 자유(Civic

Liberty)”로 조사하고 있다. 시민적 자유는 “신념과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권

리”, “법치”, “개인의 자율성 및 개인의 권리”로 나눠서 측정한다.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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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자유: 50 / 60

D. 신념과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and Belief): 14 / 16

뉴스 매체가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경합함. 그러나 매체 검열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검열이, 특히 온라인에서 이명박 재임기간 동안 증가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침묵시키

기 위해 남용되어왔음을 지적함. 또한 정부는 이 법으로 미디어의 보도에 영

향을 미치려 해왔음.

국가보안법이 북한체제 또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제한함에도 불구하

고 헌법은 종교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함.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민의 프라이

버시권을 존중하지만, 통신법은 정부가 전화, 편지, 이메일을 감시할 수 있

음.

E. 결사의 권리(Associational and Organizational Rights):11 / 12

한국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며 헌법에 의해 보호됨. 그러나 몇몇 다른 법

조항이 이 원리와 갈등을 빚으며 경찰과 시위자 사이에 긴장을 일으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위는 경찰에 알려야만 함. 지역 비정부조직들은 시위자를 부당하게

다룬 경찰은 이 법으로 똑같이 처벌받지 않는다며 혐의를 제기함. 

F. 법치(Rule of Law): 13 / 16

한국의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독립되었다고 본다. 모든 사건은 판사가 평결한

다. 보조적으로 배심원제를 운용함. 한국의 감옥은 편의시설은 부족하지만

구타 또는 위협은 거의 없다고 보고됨. 2013년 카톨릭인권위원회에서 감옥이

너무 과밀하여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고 헌법소원함.

한국 민족이 아닌 거주자들은 시민권 취득이 매우 어려움. 출생지역이 아니

라 부모에 의해 시민권이 얻어지기 때문임. 동성간의 결혼은 여전히 불법임.

포괄적인 반차별 법률(종교, 정치이념,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국회에서

제안되었지만 맹렬한 반대에 부딪쳐 철회됨. 2007년이래로 세 번 째 제안되

고 철회됨.

G. 개인의 자율성 및 개인의 권리(Personal Autonomy and Individual

Rights): 12 / 16

북한을 제외한 국내외 여행이 자유로움. 2005년 대법원은 기혼여성에게 상속

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 그럼에도 여성은 사회적 및 고용 차별을 겪

음. 여성은 국회의석의 15.7%만 점하고 있음.

<표 VI-5> 한국에 대한 세계의 자유도(Freedom in the World 2014)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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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 개정의 몇 가지 특징은 성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하

여 재정의하고 몇 가지 유형에 대한 제한과 더 엄중한 처벌을 법에 명시함.

자료: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https://www.freedomhouse.org에서 관련 내용을

연구자가 구성함.

낮은 시민적 자유도, 특히 개인의 자율성 및 개인의 권리가 취약한 사

회문화적 조건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청문권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참여의 민주주의 측면을 강조하고, 참여권 이행을 효과적으로 하

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Stern, 2006)결과는 흥미롭다. 권력구조론을 사용

하여 권력구조의 영향에 초점을 두며, 아동참여권 실행의 방해요소와 전

통적 태도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참여를 허

용 또는 촉진하는 경향이 약한 특정 사회나 문화 또는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참여권 실행이 문제시되는 사회도 지향가치, 아동관은

참여권 실행이 양호한 사회와 똑같은 것이 우세하였다. 그러므로 그 지

향가치를 정책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아동참여에 대한 성인의 의지, 즉

아동과의 권력 공유 의지가 관건이라고 결론지으며, 정부가 아동 참여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갖추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참여권

실행에서 민주주의 사회구조와 성인과 정부의 태도와 실행력을 강조하였

다.

③ 평등 대 서열문화의 영향

권위적인 가부장 문화, 즉 수직적 질서가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와 평

등 가치가 기본 질서로 자리잡은 사회 간에는 아동청문권에 대한 성인의

인식과 보장 수준에 차이가 있다(Stern, 2006). 아동의 비청문, 비참여 상

황은 이러한 수직적 질서에 더욱 기여하게 되는 악순환적 과정을 보이게

된다. 아동의 청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성인이 아동에 비해 물리적 힘

과 능력에서 월등히 앞서고, 게다가 교육의 전달적 속성으로 인해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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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생 사이에는 지위 격차가 발생하며, 아동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세 가지 상황(Quennerstedt, 2011)에 기여하며 전통적 교육 가치를 더욱

강화한다. 사회화, 훈육, 교육의 공통된 목적은 아동이 현 사회에 적응적

존재로서, 살아갈 세상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정, 어린이집과 유치

원,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된다. 영유아의 자

유로운 자기 표현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가능

한데 이 분위기, 즉 환경은 성인이 조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국가

가 강력히 보장해야 수직적 질서가 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그들의 정책과 소통에서 ‘제공’과 ‘보호’는 직간접

적으로 자주 표명되지만, 참여의 경우는 언급은 되나 제대로 다루지 않

는 경향이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아동 참여는 도전과제로서 각 나라나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전통과 문화는 가

정과 기관 환경 모두에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참여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더구나 어린 영유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Herczog, 2012).

아동권리협약이 다른 도덕 프레임을 가진 나라들에게 서구의 가치와

기준을 부과한다는 비판이 때때로 제기된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

다. 협약에서 다루어지는 성인과 아동에게 부합되는 상대적인 존중과, 장

애인 처우, 체벌문제, 아동노동 등 협약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매우 다른 태도가 문화 간과 문화 내 둘 다에서 존재한다(Thomas,

2011). 이러한 문화내외에서의 차이는 많은 경우 평등주의가 얼마나 합

의된 사회적 가치로서 정책에 반영되고 실효성있게 작동하는가와 관련이

깊을 것이다. 평등주의가 과거에 비해 발달되긴 하였으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직적 위계질서, 서열이 강력하게 작용한다.

④ 보육현장에 대한 사회의 기대

레지오 에밀리아시의 부모와 사회 분위기가 보육현장에 기대하고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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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은 보육현장 외부의 환경 조건이 영유아의 청문권을 촉진하도록

작용한다. 이는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아동의 견해를

경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교사 훈련이 이루어진다. 둘째, 명령,

습관화된 절차, 평가 체제, 미리 준비된 각본과 강화 요건이 갖춰진 경직

되고 인지 중심의 교육 과정을 경계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이 이루어

진다. 명령 등 경직된 것들은 아동의 견해 형성을 저해할 것이다. 셋째,

어린이, 보육기관, 교사, 가족, 지역사회에 대해 표출적이고 협력적인 이

미지를 보육현장에서 공유하고 있는가를 질문한다. 청문권의 도덕적 윤

리적 보편성을 뚜렷이 인식한 교사가 아동청문권을 존중하고 생기있는

영유아보육현장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의 자유로운 견해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동청

문권의 실현을 억제하는 태도를 제거하게 한다. 다섯째, 인간과 미래를

향한 강한 동경이 살아 있는 보육현장을 기대한다. 이러한 보육현장에서

는 아동청문권에 대한 열정 및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가족,

지역사회에 대해 표출적이고 협력적인 이미지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

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6) 규범으로서 성인과 국가의 의무 인식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청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 외에 영유아를 마

주하고 있고 공적지원을 받는 보육기관과 영유아교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어도 효율성과 상응성에 부합한다고 하였다.68) 아동청문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내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협약 제4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함

으로써 협약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가 아동청문권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반영하라”고 계속 권고하는 것은

68) 4장 2. 2) 아동청문권, ‘규범성’ 의 강조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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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국내법 절차를 따른 실효성을 갖는 것과 권리

의 침해시 구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69) 또한 국제인권조약인 아

동권리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적용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에 우리나라 법원

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다(임희진 외, 2012). 아동청문권이 국내법에 반영되면 국가기

관보다 아동을 훨씬 더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반 성인들을 규율

하는 방식으로서 구체화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문권이 국내법에 반영되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와 만나는 성인

의 의무를 구체화하려면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추가적인 보육

이념으로 명시될 수도 있지만 노르웨이처럼 보다 직접적으로 보육과정이

나 보육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명시(Bae, 2010; Stern, 2006: 44)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르웨이 교육연구부(2006)는 아동의 참여권 섹션을 별도

로 마련하여 매일의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영유아의 견해를 반영할 것을

명시하였다(Bae, 2010에서 재인용).

섹션3. 아동의 참여권

- 유치원 아동은 매일의 활동 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유치원 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규칙적

으로 가진다.

- 아동의 의견은 연령과 성숙에 따라 타당한 가치 부여를 받을 것이다

자료: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6’을 Bae(2010)

의 Realizing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settings: some critical issues in Norwegian context에서 재인용함.

69) 협약은 일종의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며, 계약 당사자는 국가이며 당

사국이 법적 의무자이다. 그런데 한국 법원은 현재까지 자유권규약에 의거 제기

된 개인 청원에 대하여 정부의 조약상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배상 등을 결정한 견

해에 대하여 단 한차례도 권리보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 헌법재판소도

유엔인권이사회 또는 종전 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임희진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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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처럼 국내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원칙이 제시될 수

있다면, 관련 의무자들의 실행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시된 원칙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실제로 구체화되는 것은 별도의 노력

이 필요하다(Bae, 2010).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 이미 ‘아동최선의 이

익’, ‘비차별’, 그리고 ‘생존 및 발달’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보

육 현장의 일상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아동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성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과 유사하다. 아동을 마주하

는 성인에게 개인의 도덕적 의무로서 아동청문권 실현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청문권은 영유아의 강력한 ‘권리’ 규범으로서 성인에게 법적 도덕적 의

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청문은 교사나 성인이 선의를 가져서 일회적으로

해주거나 교수기법으로 선택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며 교사와 성인의

의무이다. 영유아는 자기결정을 위해 성인에게 청문할 것을 청구할 권리

가 있고, 성인은 적극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 장에서는 보육현장에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을 영유아 견해

를 중심으로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영유아의 견해 형성과 표현특성’

은 영유아의 견해가 정서적이고 유동적 특성이 강하며 주로 교사와의 상

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급속히 발달하며 몰입과 침묵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이 있고, 영유아의 견해를 판단할 때 개인의 성숙도가 중시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영유아의 견해는 ‘교사의 영유아

견해 수용과 적절한 개입’에 의해 들어지고 반영된다. 교사는 영유아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며, 다양한 교육적 지원 및 적절한 개

입을 통해 청문권을 실현한다. 이러한 영유아 청문권의 실현은 교사 자

신의 삶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보육기관의 주요일과가 대부분 집단

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되나 영유아 개별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

함을 ‘영유아의 사안에 영유아의 견해 고려하기’에서 제시하였다. 영유아

에게 제공할 경험에 대한 설계도인 보육과정이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하

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현장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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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야 함을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과정 적용’에서 제시하였

다. 또한 ‘듣기’를 잘하는 보육과정 사례로 레지오 에밀리아 보육과정의

‘기록’과 ‘친숙한 주제 선정’을 주목하였다.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

환경 조성’에서는 기관환경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청문권과 관련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규범으로서 성인과 국가의 의무

인식’에서는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혹은 다른 법규에서, 이념이

나 보육과정 혹은 보육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아동청문권이 규정되고, 아

동청문권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의 의무가 명기되어야 하며, 보육기관과

영유아교사는 자신의 청문권 보장 의무와 그 의무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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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논의

1. 결론

이 연구는 아동 일반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아동권리협약 제

12조 제1항을 보육현장 영유아라는 특정한 아동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적용의 결과 보육현장에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은 영유

아 견해를 중심으로 여섯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영유아 견해의 형성과

표현 특성’, ‘교사의 영유아 견해 수용과 적절한 개입’, ‘영유아의 사안에

영유아의 견해 고려하기’,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과정 적용’, ‘영유

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환경 조성’, ‘규범으로서 성인과 국가의 의무 인

식’ 이 그것이다.

인권사상은 역사적으로 계몽주의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계몽주의는

지성을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 파악한다. 계몽의 표어는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이다(임마누엘 칸트,

2009). 이처럼 인권사상은 지성을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서 파악한 계

몽주의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인권사상은 계몽주의와 단절되었

다.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 아니다. 이 점은 영유아 인권에 있어서 특히 분명히 드러난다.

연구자는 이 관점의 연장선에서 아동청문권 대상이 되는 아동의 ‘견해’를

지성이 적용된 인지적 판단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영유아의

경우 오히려 정서적 판단이 ‘견해’의 중심적 형태가 된다. 인지능력의 발

달 수준이 낮은 영유아는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논증하지 못한 채 정서

적 반응이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유아의 견해는 유동적 특성

이 강하며 주로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영유아의 견해는

급속히 발달하며 몰입과 침묵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이 있고, 영유아의 견

해를 판단할 때 개인의 성숙도가 중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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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유아의 견해는 ‘교사의 영유아 견해 수용과 적절한 개입’에

의해 청취되고 반영된다. 교사는 영유아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지

지하며, 다양한 교육적 지원 및 적절한 개입을 통해 청문권을 실현한다.

무엇보다 ‘듣기’가 교사와 성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의무로서 인식되

고 행해져야 한다.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이 정서적, 유동적 특성,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인해 파악이 어려우며, 영유아의 능력이 급속히 변화 발

달하여 ‘듣기’ 방법도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는 영유아 개인

의 성숙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잘 들어야 한다. ‘듣기’를 위한 훌

륭한 방법이 관찰과 기록이다. 관찰과 기록을 통해 반복적인 해석 작업

이 가능해지고 영유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관찰과 기록을 통해 정서

적이고 유동적이고 불명료한 영유아의 견해가 좀 더 명료해지기 때문이

다. 관찰과 기록을 통해 영유아 개인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의 듣기가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영유아가 자신과 관계

된 자신의 일에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의 편의나 생각보다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다

양한 자기 표출은 그것이 언어든 비언어든 그것 자체로 영유아의 견해이

고 표현이며 또한 자기결정이다. 영유아가 자유롭게 표현하면 그것을 인

식할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알아듣도록 표현해야 할 의무가 영유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은 적극적 경청이다. 레지오 에

밀리아 교육과정의 부제인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가 보육현장 영유아 청

문권 실현에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결론내릴 수 있

다.

영유아 청문권의 실현은 교사 자신의 삶에도 유의미하다.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은 인권의 보편성을 넘어서서 영유아와 교사의 행복 요소

를 포함한다. 즉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은 도덕이면서 동시에 윤리

이다. 그리고 영유아 청문권과 관련하여 이 두 영역이 갈등하는 것이 아

니라 상호지지하는 관계이다. 교사는 영유아 청문권 실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 전개하게 된다. 영유아 청문권을 실현한 결과, 개별유아와의

접촉면이 늘어나고 유아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면 교사 역할에 대한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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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이 증가하여 직업적 정체성은 강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현장

에서 영유아 청문권을 실현해야 하는 교사가 처한 어려움은 단순하지 않

다. 부모의 이기적인 양육관과 경쟁 일변도의 교육열은 과도한 부모의

요구로 이어지고 그것은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현실적으로 방

학이 거의 없고 장시간 보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모환경이 개선되고

충분한 인력 배치와 여타의 지원을 통해 근무 환경도 개선될 때 영유아

청문권의 실현이 교사 자신에게 온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보육기관의 주요일과가 대부분 집단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되나 영유아

개별 견해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가지는 한 가지 의미는 그것이 영유아의 행복을 높인다는 것이다. 행복

에 대한 최근의 정의는 많은 경우 ‘심리적으로 완전히 기능하여 사회구

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를 의미하는 Ryff(1989)의 ‘심리적 안

녕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소는 자기수용, 긍정

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인데

이 요소들은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보육기관의 주요일과에 가능한 한 영

유아 개별의 견해와 감정을 반영함으로써 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영유아에게 제공할 경험에 대한 설계도인 보육과정이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현장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응적

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친숙한 주제’와 ‘기록’은 영유

아청문권과 친화적인 보육과정요소의 범례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보육

현장은 영유아 청문권을 외면하면서 일방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경험을 제공하는 등 경직되어 있다. ‘경직’된 환경에서 우리의 보육목표

인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들’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발생적 보육과정이

격려되고,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이 현장에서 상호적응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보육기관뿐 아니라 부모환경, 시민적 자유도, 민주주의 사회구조, 정부

의 태도와 실행력, 평등 대 서열문화 등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적 현상도

영유아청문권의 환경 요소이다. 바쁜 부모,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되고

상상력 보다는 학업이 우선 가치인 사회, 인간의 개별 권리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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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 학교 등 기관의 서열문화와 비민주성 등이 모두 영유아의 청문권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로 작용한다.

청문권은 ‘권리’이며 권리는 으뜸패에 해당하는 힘을 가진다. 청문권은

또한 인권이며 인권은 양도할 수 없다. 영유아는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

게 표현하고 그것이 비중있게 고려되고 반영되는 것을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로 향유해야 한다. 영유아가 이것을 교사의 시혜로 여기고 감사해

할 일이 아닌 것이다.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청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

가 외에 영유아를 마주하고 있고 공적 지원을 받는 보육기관과 영유아교

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혹은 다른

법규에서, 이념이나 보육과정 혹은 보육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아동청문

권이 규정되고, 아동청문권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의 의무가 명기되어야

하며, 영유아보육 기관과 교사는 자신의 청문권 보장 의무와 그 의무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 연구, 특히 아동의 참

여 관련 권리 연구에 이론적, 실천적으로 기여하였다. 아동청문권이 아동

의 자기결정권을 실행하게 하는 개념임을 논증하였고, 성인의 듣기 역할

과 성인에게 청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주어짐을 강조하였다. 둘

째,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교사가 일상활동과 교육적 활

동 모두에서 자신과 영유아의 관계를 ‘아동관점’에 다가가도록 도울 수

있는 논리와 방법을 제공하였다. ‘오늘의 사람’인 현재의 영유아를 사랑

하며 보육하는 방안으로 청문권 실현을 제시하여 야누쉬 코르착(2011)이

말한 ‘어린이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 찾기에 기여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개별연구를 선정한 후 2

차 해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영유아 청문권을 구성하였다. 개별연구를

종합하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였으나 연구자의 해석에 의한 종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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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2차 연구로서 1차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보육현장의 참여관련 질적 연구들을 종합하여 청문권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영유아 청문권과 참여 현실을 다룬 1차 연구

들의 한계는 고스란히 이 연구에 반영되고 이 연구의 한계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가치있는 1차 연구들이 좀 더 많아지면 메타-에스노그래피를 사용하

여 추후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보육현장에 적절한 영유아 청문

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작업은 일회적으로 완성될 수 없으므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영유아 청문권의 총체적 파악과 구성을 위해서는 보육현장

뿐 아니라 가정 환경에서의 청문권 연구도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아

동학과 법학 전공자의 학제연구를 통해 아동청문권의 법철학적 해석이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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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일반논평의 목적

III. 인권과 유아(Human Rights and Young Children)

3. 유아는 권리의 보유자이다.

4. 유아기의 정의.

5. 유아기를 위한 적극적인 의제.

6. 유아기의 특징.

7. 모든 유아가 직면하는 특유한 욕구, 경험 및 도전을 존중

8. 영유아기 연구.

III.70) 일반원칙과 유아기의 권리(General Principles and
Rights in Early Childhood)

9.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제2, 3, 6조 및 제12조를 일반원칙으로 확인

1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1. 비차별의 권리.

12. 유아는 그들의 부모차별의 결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

13. 아동의 최선의 이익.

14.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협약 제12조)

IV. 부모의 책임과 당사국의 조력

15. 부모 및 일차 양육자의 결정적 역할.

16. 부모/일차 양육자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17. 가능하게 만드는(enabling) 원칙으로서의 ‘발달하는 능력’.

18. 부모의 역할 존중.

19. 사회적 추세와 가족의 역할.

20. 부모에 대한 지원.

부록1.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 ‘아동권리협약의 영유아기 실행’
       구성 목차와 주요 내용

 1. 구성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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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영유아기에 대한 포괄적 정책의 일부

V. 유아기, 특히 취약한 아동을 위한 포괄적 정책과 프로그램

22. 권리에 기반한 다부문적 전략.

23. 연령범위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기준 및 전문적인 훈련.

24.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접근.

25. 출생등록.

26. 생활 수준과 사회 보장.

27. 보건의료의 제공.

28. 유아기 교육.

29. 유아기 교육에 대한 부모와 공공의 책임.

30.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유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31. 공동체 기반의 프로그램.

32.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민간 부문.

33. 유아기의 인권교육.

34. 휴식, 여가 및 놀이의 권리.

35. 현대 통신 기술과 유아기.

VI.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

36. 위험에 취약한 유아.

37.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개입 촉구

VII. 유아기를 위한 역량 구축

38. 유아기를 위한 자원 할당.

39. 정보수집과 관리.

40. 유아기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41. 유아기의 권리를 위한 훈련.

42. 국제적인 원조.

43. 전망.

70) 영어원문 번호 표기의 오류임.(국가인권위 국문번역본도 오류 그대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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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권과 유아

3. 유아는 권리의 보유자이다.

....결론적으로 유아는 동 협약에 부여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다. ...

4. 유아기의 정의. 유아기의 권리를 고려하여 모든 유아를 포함시키고자 한

다. 출생에서 취학으로의 이행기간까지 포함하여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

나 출생에서 8세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한다.

5. 유아기를 위한 적극적인 의제. 유아는 그들 자신의 관심사와 이익, 관점을

가진 가족, 공동체와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유아는

사회적인 활동, 경험과 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양육,

정서적인 보살핌과 민감한 지도를 특별히 필요로 한다.

6. 유아기의 특징. 유아기는 아동권리실현의 결정적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에는:

(a)유아는 급속한 발달과 변화를 경험한다(신체, 두뇌, 이동성, 의사소통기술,

지적능력, 관심사와 능력)

(b)유아는 그들의 부모나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며,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개

성과 능력발달을 존중하는 방식의 양육, 보살핌, 지도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

(c)유아는 또래 아동들과 중요한 그들만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 관계를 통해

유아는 협상 및 조정기술, 갈등해결, 약속준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배운다.

(d)유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능동적으

로 이해하며, 자신들의 활동 뿐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한다.

(e)유아의 가장 어린 시기는 그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정서적 안정, 문화 및

개인 정체감, 능력개발의 토대가 된다.

(f)유아의 성장 및 발달 경험은 그들의 성, 생활조건, 가족구성, 보육제공(care

arrangement) 및 교육시스템, 개인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g)유아의 성장 및 발달 경험은 아동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문화적 신념에 따

라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된다.

7. 모든 유아가 직면하는 특유한 욕구, 경험 및 도전을 존중하는 것은 유아기

권리실현의 출발점이다.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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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유아기 연구. 영유아는 자신의 생존, 복지 및 발달을 가까운 관계에 의존

하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가장 잘 이해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기의 사회 문화적 특성 연구는 유아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보살

핌, 교육을 포함한 초기의 발달이 이해되는데 기여하였다. 현대사회의 특징으

로 많은 영유아가 다문화사회,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살며, 아동의 권리인식

이 증가하는 등 유아에 대한 신념 및 기대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차별적이

지 않고 아동건강과 복지를 저해하지 않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다면, 아동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지역사회와 변화하는 실제에 적절하도록 장

려된다. 연구들은 영유아기에 영양실조, 질병, 빈곤, 방임, 사회적 배제의 위험

이 크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적절한 에방과 중재는 유아기 및 미래 중기아동에

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III. 일반원칙과 유아기의 권리

9.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제2, 3, 6조 및 제12조를 일반원칙으로 확인하였다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5(2003) 참조).

1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제6조는 생명에 대한 아동의 고유한 권리와

가능한 최대한으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생존과 신체적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당사국들은 제6조가

발달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과 유아(young children)의 건강과 심리사

회적 복지는 많은 측면에서 상호의존적임을 상기해야 한다. 건강과 심리 두 가

지 모두 나쁜 생활환경, 유기, 학대 등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생존 및 발달

권은 총체적 방식으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부모의 책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과 질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비롯하여 건강, 영양, 사회적 안전, 생활표준, 건강

하고 안전한 환경, 교육, 놀이권(제24, 27, 28, 29조 및 제31조)을 포괄한다.

11. 비차별의 권리. 제2조는 모든 아동에게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a)유아는 어떤 근거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힘이 약하고 권리실현에서 타

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유아는 특히 차별받기 쉽다.

(b)차별형태 : 저질의 영양; 부적절한 돌봄과 관심; 놀이. 학습. 교육기회의 제

한; 감정이나 견해의 자유로운 표현의 금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차별은 착취적이거나 학대적일 수 있는 가혹한 대우와 비합리적 기대를 통해

서도 나타날 수 있다.

사례: 여아차별(여아살해, 기회제한 등), 장애아차별, 에이즈감염, 민족·계급

차별, 복합적 차별 위험

12. 유아는 그들의 부모차별의 결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유아를 위한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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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잠재적 차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보건,

교육, 복지 및 기타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공적, 사적 혹은 봉사

단체와의 연합을 통해 제공될 때에, 당사국은 먼저 질적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

능성(availability)과 접근성(access)을 감독해야 한다. 다음은 모든 아동이 동

등한 기회를 갖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다.

13. 아동의 최선의 이익. 제3는 협약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유아기와 가장

관련 깊은 제9조, 18, 20, 21조를 포함). 이 원칙은 아동관련 모든 행위에 적용

되며 또한 일상에서 아동권리 실행 책임자인 부모와 기타 사람들을 지원하는

조치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존, 성장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

한 모든 조치에도 적용된다.

(a)개별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보호, 건강,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의사결

정시 고려. 부모와 기타 아동에 대한 책임있는 전문가 등의 결정 포함.

(b)집단으로서 유아의 최선의 이익. 모든 법률 및 정책발달, 행정적사법적 결

정과 서비스공급 때 고려. 직접 영향을 주는 건강서비스, 보육시스템, 학교 등.

간접영향을 주는 환경, 주거, 교통 등 관련.

14.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협약 제12조)71)

IV. 부모의 책임과 당사국의 조력

15. 부모 및 일차 양육자의 결정적 역할. 보통, 부모가 유아의 권리실현에 결

정적 역할을 한다(제5조). 정부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포함하여 부모를 지원

할 의무가 있다(제18조). 협약 서문에서 가족을 ‘사회의 기초적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스런 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16. 부모/일차 양육자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부모에게 부여된 책임은 그들

이 아동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요건과 관련된다. 제5조는 부모의 역

할은 아동의 권리 행사를 적절히 지시 및 지도하는 것이라 명시한다. 영유아는

전적으로 타인에 의존하나 수동적인 수용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영유아는

보호, 양육, 부모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자이며, 이것은 영유

아의 생존, 성장, 복지에 필요하다. 신생아는 출생이후 빨리 부모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비언어적 소통을 한다. 보통 영유아는 부모와 강한 상호애착을 형

성하며, 이런 관계는 영유아에게 신체, 정서적 안정감과 일관된 보호와 관심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아동은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문화적으로

가치로운 기술, 지식, 행동을 획득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부모는 보통 영유아

가 그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한 전달자이다.

17. 가능하게 만드는(enabling) 원칙으로서의 ‘발달하는 능력’. 제5조는

‘발달하는 능력’ 개념에 근거한다. 이는 아동이 점차 지식, 능력, 이해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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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숙과 학습의 과정을 가리키며, 자신의 권리 이해와 최선의 실현방법을 포

함한다. 아동의 ‘발달하는 능력’을 특히 유아기에 존중하는 것은 아동 권리 실

현에 중요하다. 이유는 유아기에 아동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기능이 급속하

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제5조는 부모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지도의 수준을 끊

임없이 조정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조정은 아동의 자율적 의사결

정능력과 최선의 이익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아동의 흥미와 희망을 고려하

여야 한다. 발달하는 능력은 긍정적이고 가용한 과정으로 여겨져야 하며, 아동

의 자율성과 자기표현을 제한하는 권위주의적 관행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된

다. 부모는 ‘감독과 지도’를 아동 중심적 방식(대화나 예시를 통함)으로 제공하

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권리실행 능력을 고양한다.

18. 부모의 역할 존중. 제18조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아동 발달, 복지

향상에 우선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제18조 제1항 및 제27조 제2항). 당사국은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선적인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최선

의 이익이 아니라면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키지 않을 의무(제9조)가 포함된다.

유아는 특히 부모와의 분리에 취약한데, 신체적 의존과 정서적 애착 때문이다.

또한 분리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물질적·심리적 스트레스, 고립,

비일관, 부모간 갈등, 아동학대, 관계박탈(강제분리 포함), 낮은 질의 기관보육

상황 등에 유아는 취약하다. 적절한 양육이 방임 또는 박탈될 경우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당사국은 부모가 자녀를 우선 책임지도록 보장하기 위

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유아 최선의 이익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버려지거나 고아원에 가는 숫자를 감소시키고 기관 또는 장

기보육형태가 요구되는 숫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19. 사회적 추세와 가족의 역할. 협약은 ‘양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양육에 책

임짐’을 강조하며, 아버지, 어머니를 동등한 양육자(제18조 제1항)로 인정한다.

가족형태는 다양하고, 변화하고 있으므로, 부모를 지원하는 비공식네트워크의

이용가능성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특히 영유아에게 중요한데, 영유

아의 신체, 개인적, 심리적 발달이 적은 수의 일관된 양육 관계 내에서 제공되

기 때문이다. 전형적으로 이 양육관계는 보육과 교육 전문가와 함께 엄마, 아

빠, 형제자매, 조부모, 다른 확대가족의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한 사회에

서 가족, 결혼, 양육에 대한 태도 변화는 영유아기 아동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 가족의 분리 및 재형성). 또한 경제적 압력도 영향을 미치는데(예로 부

모 중 하나 또는 모두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취업), 이러한 많

은 요소들이 부모의 양육책임 실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 부모에 대한 지원. 당사국은 부모에게 아동양육의 책임 수행을 다하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되며(제18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 아동발

달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제공하고(제27조 2항), 아동이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보장(제3조 제2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부모의 책임에 요구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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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술, 개인적 헌신에 대한 당사국의 불충분한 고려에 대해 우려한다. 특히

나이 어린 한부모가 많거나 조혼하는 사회에 대해 우려한다. 유아기는 협약에

서 보장하는 아동복지의 모든 측면들(생존, 건강, 신체적 안전, 정서적 안전,

삶과 보호기준, 놀이와 학습기회, 표현의 자유)과 관련하여 가장 확대되고 강

력한 부모책임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아동권리실현은 대부분 양육의 책임을

진 부모의 복지와 가용자원에 달려있다. 이런 인식은 부모에 대한 지원과 서비

스 계획을 위한 출발점이다.

(a)통합적 접근은 보다 직접적 결과를 가져오는 중재(즉, 모자를 위한 산전 건

강서비스, 부모교육, 가정방문) 뿐 아니라, 부모능력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중

재를 포함한다(즉, 조세texation와 급여benefit, 적절한 주거, 근무시간).

(b)적절한 지원의 제공은 새롭게 요구되는 부모역할과 기술을 고려해야만 한

다. 즉, 영유아기 동안 방법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영유아가 점차 움직임이 커

지고, 언어소통이 많아지며, 사회적으로 유능해지며,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참

가함에 따라 방법이 변화되어야 한다.

(c)부모에 대한 지원은 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엄마, 아빠, 형제자매, 조부모

등 아동 최선의 이익을 촉진하는데 책임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포함한다.

(d)부모에 대한 지원은 부모 등에게 유아와 긍정적이고 민감한 관계를 고취하

는 방법과 아동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21. 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영유아기에 대한 포괄적 정책의 일부로서 가

장 잘 달성될 것이며, 여기에는 초기의 보건, 보육, 교육 제공이 포함된다. 부

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부모로 하여금 영유아 자녀를 그러한 프로그램에 전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자녀가 보육

서비스, 모성보호 및 기관 혜택을 누릴 권리보장을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제18조 제3항).

V. 유아기, 특히 취약한 아동을 위한 포괄적 정책과 프로그램

32.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민간 부문. 당사국은 유아기 발달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

니라 보완적인 것이어야 한다. 비국가 서비스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본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최선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

기 위해 당사국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감독하고 통제할 의무가 당사국에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71) 이 논문의 본문, pp.27-28에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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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II. 목적

III. 아동청문권: 아동 개인의 권리와 아동집단의 권리

A.법적 분석
1. 제12조의 문구 분석
(a) 제12조 제1항
(b) 제12조 제2항
2. 아동의 청문권 이행을 위한 단계
(a) 준비단계
(b) 의견 청취
(c) 아동 능력의 사정
(d) 아동의 의견에 주어진 비중에 대한 정보(피드백)
(e) 항소, 구제, 배상

 3. 회원 국가의 의무
(a) 회원국가의 핵심 의무
(b)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관계된 구체적 의무

B. 아동청문권과 협약의 다른 조항들의 관계
  1. 제12조와 제3조
2. 제12조, 제2조, 제6조
3. 제12조, 제13조, 제17조
4. 제12조와 제5조
5. 제12조와 총체적 아동권리의 이행

C.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의 아동청문권 실행
1. 가족 내에서
2. 대리보호 내에서
3. 보건의료에서
4. 교육과 학교 내에서
5. 놀이,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문화활동 내에서
6. 직장에서
7. 폭력 상황에서
8. 예방전략의 개발에서
9. 이민과 보호 요청 과정에서
10. 비상 상황에서
11. 국가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

D. 아동청문권 실행의 기본 요건

E. 결론

부록2.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아동청문권’ 구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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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별지표항목(전체)

종교
종교기관이 설립한 학교 중 ‘종교 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

용 비율’

의사표현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 학교 비율’, ‘두발 및 복장 자율화 학교

비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학교 비율’, ‘선생님 앞에서

‘학생의 의견 표명 정도’

결사집회
‘학생 대표 피선출 제한 학교 바율’, 자발성에 의한 ‘동아리 및 단

체 가입 아동 비율

인도적

처우

‘학교내 체벌 경험률’, ‘검찰의 아동 소년범죄 처리’, ‘소년보호사건

처리’, ‘소년보호사건 중 변호인 변론 혜택 비율’

정보접근
‘도서관 이용률’, ‘아동 도서 발행 비율’, ‘아동가구의 컴퓨터 보유

율’,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이용시간’, ‘이동전화 소유율’

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예시)72)

자 기 결

정권(의
견존중)

과 사생

활 보호

종교결정권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의 비율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가정의 대소사 결정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교육 및 진로결정권 상급학교 선택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문화여가활동결정권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표 현 의

자유

사적 취향의 표현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대중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 청소년 의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

집 회 결

사의 자
유

학교에서의 집회결사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학교밖에서의 집회결사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정 보 접
근및 정

보참여

도서에 대한 접근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인터넷에 대한 접근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알 권리 청소년의 법적 권리안내 정도

사 회 참

여 및

참정권

사회참여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학교에서의 참여 학생 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학교비율

참정권 총소년의 선거참가율

참여관련인식 참여 효과

부록3. 우리나라의 아동 및 보육현장 영유아의 참여권 지표

1. 아동참여권 영역 지표

① 서문희 외(2003)

② 김윤나(2011)

72) 서문희 외(2003)의 경우 개별지표 항목의 전체이나, 여기서는 예로 1개씩만 제

시함. 예를 들어 종교결정권 관련 개별지표항목은 총3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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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설문조사)

2.

시

민

적

권

리
와

자
유

2-1.
의 견 표

명권

( 제 1 2
조).

표 현 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2. 학급회의 운영 여부*

2-1-2-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정도*

2-1-2-4.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2-1-2-5.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참여 장애 이유*

2-2.

사상, 양
심 및

종 교 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

유 보장 정도

2-2-1-1.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2-2-1-2.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
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3.
결사 및

집 회 의

자유
(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

2-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2-4.
사 생 활

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

정도

2-4-2-1.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정도*

2-4-2-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 처분 내용 공개

정도*

2-4-2-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 정도*

2-5.

정 보 접
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률

2-5-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2-5-2.
정보제공 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

정도*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2-6.

체벌, 고

문 및

2-6-1.

체벌 경험률
2-6-1-1. 체벌 경험률*

2-6-2. 2-6-2-1.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③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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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기본생활습관활동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영유아가 스스로

즐겁게 하도록 한다

2
음악,동작, 미술활동 등 예술활동시 영유아가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3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역할놀이의 역할선정, 놀이의 시작과 끝,

진행과정을 자신이나 또래 간 논의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4
여러 종류의 흥미영역이 제공되고, 영유아의 자발적인 선택과 놀이가

이뤄진다

5
급간식 시 영유아 스스로 먹도록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6 영유아는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7
영유아가 의문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8
교사는 영유아와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규칙을
정한다

9

영유아 사이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10
일과 중 영유아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기타 비

인 도 적

취 급 을
받지 않

을 권리

(제37조
가, 제28

조 2항)

정서적 학대 경험

률

2-6-3.

청소년폭력

경험률

2-6-3-1. 폭력피해 경험*

2-6-3-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2. 유아 참여권 지표

① 유치원/어린이집 참여권 보장 수준 평가 항목(유해미 외, 2011)

-교사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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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범주 면담 내용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 격려하는지, 영유아의 반응은 어떠한지, 왜 안 되

는지, 교사로서 드는 생각

개별 요구
개별 요구 수용하는지, 어느때 이루어지는지, 어느때 그러지

못하는지

즐겁게 참여
즐겁게 참여하도록 돕고 있는지, 상충되는 실제는 어떠한지,

즐겁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의사 표현
영유아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사례는 어떠한지, 이때 교사는

어떤 반응을 해주는지 영유아의 표현을격려하는지,

교사의 지속

적 관심

낮잠시간 교사의 역할, 주로 하는 일, 지속적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단계 내용

시작 -‘영유아권리’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전환

및

핵심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시면서, 영유아의 권

리가 존중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현장에서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어

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모두 제시 및 알려준 다음) 협약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보육현장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마무

리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원, 정리, 화장실 다녀오기(기본욕구), 소집단 활동, 자유선택활동,

점심, 낮잠, 특별활동, 자율성존중, 의사존중, 개별성존중, 정보제공

②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김진숙·서영숙, 2012)

-교사 포커스집단면접 질문-

③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 항목(김진숙·서영숙, 2012)의 12개

하위영역

-교사 체크리스트 영역-

④ 낮잠시간 영유아 참여권교사(권혜진, 2014)

-교사 면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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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ght of the young child to be hear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

: The re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idea that what a young

child wants is important when education and care service is provid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12, Clause 1, which is related to reflecting the

views of the child in general to the young child in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setting in particular. Three study

problems are proposed. First, we reinterpret Article 12, Clause 1,

which is the so-called right to participate and conceptualize the

provision as the right to be heard that better accords with the

purpose of that provision. Second, we synthesize preceding studies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the right of the young child to be heard

in an ECEC setting, which is the base for constructing the contents

of the right of the young child to be heard in an ECEC setting.

Third, we propose the contents of the right of the young child to be

heard in an ECEC setting.

The study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Dworkin’s value-based

interpretation theory is used for reinterpreting Article 12, Clause 1.

The purpose of practice of this provision is explored and the best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is given. Second, a

meta-ethnography is conducted to synthesize individual qual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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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and is used to grasp the fulfillment for the right of a child to

be heard in an ECEC setting. Fourteen academic journal papers and

one research report published at home and abroad from 2005 to 2014

are selected and analyzed. Third, the contents of General Comment

No. 12 by the United Nations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re analyzed and considered to construct the contents of

the right of the young child to be heard in an ECEC sett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vision corresponds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constitution. Thus, the aim of the

provision is to realiz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child. For

the child to exercise that right, an enabler is required due to the

child’s weak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Article 12, Clause 1 may

be better to conceptualize as the right to be heard tha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order to realize the childre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Second, adults’ hearing the views of the child and normatism as a

right were emphasized as core concepts. The reasons to emphasize

‘hearing’ the child’s views are as follows. 1. Young children are

dependent upon adults. 2. The views of young children are difficult to

know because young children are largely emotional and non-verbal. 3.

The ways of hearing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rapidly evolving

capacities of young children. Findings show that particularly in a

paternalistic culture or in a low rank of freedom society, ‘the right to

be heard’ that emphasizes ‘hearing’ is a more fundamental right and a

more proper concept than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right to be

heard is ‘a right’ and a right has the power as ‘trumps’. Also, the

right to be heard is a ‘human right’ and human rights are inalienable.

It’s appropriate at least from the point of efficiency and

correspondence that obligation to ensure ‘the right to be heard’ be

laid on educare institutions and teachers that face young childr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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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 government funding.

Third, fulfillment of ‘the right to be heard’ in ECEC can be described

by a line of argument. The line of argument is as follows. Some

matters affect children collectively and others individually. Young

children express or do not express their views toward teachers or

each other. There are cases where young children only ask the

teacher. Flow is a form of expression of their views on the current

state. The views of young children are heard or ignored. Hearing is

the involvement of teachers and good listening requires skills and the

proper attitude of the teacher. Information on the privacy of young

children shared indiscriminately among teachers result in a

preconception about young children. Change in the teacher's attitude

is the result of the teachers' conflict and introspection. Teachers’

efforts to hear the views of the young child are taken in the

exposure to various adverse environmental factors. 9. Teachers find

that their lives grow through conflict and introspection.

Forth, the proper contents of ‘the right of young children to be heard’

in an ECEC setting a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six concepts: the

‘properties of forming and expressing the views of young children’;

‘Teachers’ acceptance of the views of young children and proper

involvement’; ‘Considering the views of young children in all matters

that affect young children’; ‘Applying a curriculum that considers the

views of young children’; ‘Providing an environment that considers

the views of young children’; and ‘Recognizing the obligations of

adults and the State as norms’. ‘The views of young children’ are

emotional and fluid and are mainly formed by the interaction with the

teacher. The views of young children are rapidly developed and

include various expressions such as flow and silence, and personal

maturity requires assessing. The views of young children with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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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re reflected by ‘the teacher receiving the views and

involving appropriately’. Teachers empathize and support young

children, and fulfill ‘the right to be heard’ through a variety of

educational support and appropriate involvement. The bulk of the

work of ECEC institutions operates collectively, but the need to

reflect individual views is presented in ‘Considering the views of

young children in all matters affecting young children’. Curriculum

should not be imposed unilaterally, but on-site adaptive interaction is

required. Thus, the need for this condition is presented in ‘Applying

curriculum that considers the views of young children'. Also noted

was the record of Reggio Emilia as good practices of listening. In

‘Providing an environment that considers the views of young

children’, factors associated with ‘the right to be heard’ are derived

from the policy and institutional, social, cultural environment as well

as individual ECEC settings. In ‘Recognizing the obligations of adults

and the state as norms’, it is presented that the state should legislate

‘the child’s right to be heard’ as an ideology or a principle of the

institution’s operation and duty to provide educational information

about ‘the child’s right to be heard’ in The Child Welfare Law and

Child Educare Act. Educare institutions and teachers should know the

obligations to ensure ‘the right to be heard’ and the comprehensive

nature of the oblig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earch on the

rights of the child, particularly related to children's participation. It is

argued that ‘the child’s right to be heard' is a better concept to

realiz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child, the role of the

adult to hear the views of children and duty of the adult to ensure

‘the child’s right to be heard' emphasized. Also, the logic and way to

see from the viewpoint of ‘the right to be heard’ are presented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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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re service is provided in both daily and educational activities.

Keywords: child rights, child’s right to be heard, particip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meta-eth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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