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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 보육 활동에서 ‘안전’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이해한다.
학습목표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연령별/발달수준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의 특성을 이해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
비스를 말합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보육활동공간을 안
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되, 그 속에서 가정과 연계된 공통된 안전 생활습관
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치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과
원인 등을 통계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ᛇ㿫䁐
∠ ☃᳓⯿㋧ ⾷⍟⼯⪓ᛇㄇ㿼⚫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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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사고 통계 기준]

안전사고 현황1)



•분석 대상 : ’17년도 재
원아동(’17.3월~’18.2
월)에게 발생하여 공
제회로 ’18.4월까지 접
수된 건

가. 연령별 보육현원 비율과 사고율 특성
2017년도 말 기준,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전체 인원은 1,450,243명이었으며, 이 중 남
아 749,266명(51.7%), 여아 700,977명(48.3%)의 분포를 보임. 어린이집 재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은 2세(391,715명, 27%)였으며, 다음으로 1세(330,868명, 22.8%), 3세
(236,665명, 16.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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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로 공제회로 보상 청구(접수)된
총 19,897건의 연령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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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미상 12건 포함

연령별 보육 현원 대비 사고비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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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체 보육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2세(391,715명, 27.0%)가 사고
접수 건수(5,807건)에서도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재원 아동 수의 증가와 함
께 안전사고 발생 절대 건수도 비례하여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음

※ 일반통계(보육통계)
수치는 ’17년도 12월
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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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별 사고 비중과의 상관관계 및 안전사고 예방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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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연령별 사고비율 ÷ 연령별 보육현원 비율

전체 보육 현원에서 각 연령대별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대비 사고율과의 관계는 위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고확률이 확연히 높아짐을 알 수 있음
다만, 0세, 1세 영아의 경우 사고율은 낮으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체적 발달이 미
약하며 사고(

화상, 이물질삼킴에 따른 질식)로 인한 후유증 등 치명적 상처로 남

을 수 있으므로, 각 연령별 사고유형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예방이 중요함



안전사고 유형별 특성과 연령(발달수준)

가. 안전사고 유형과 연령별 특성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 분석을 위해 각 사고별 비중 및 사고원인 등
에 따라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연령별 사고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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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세 영아의 사고비율은 11.0%(2,190건/19,897건)임. (참고: 현원 비율은 32.4%)

사고유형별 특징
❶ 화상 사고(4군) 발생률*이 특히 높게 나타남
* 전체 379건 중 0~1세 100건(26.4%) 발생

❷ 자기감정조절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또래간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아 꼬집음/
물림/할큄/(3군) 사고도 자주 발생함
* 전체 1,559건 중 0~1세 293건(18.8%) 발생

❸ 신체조절능력이 능숙하지 못하여 스스로 넘어짐/떨어짐/미끄러짐(1군) 사고가
물체나 사람에 부딪힘(2군)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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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영아의 사고비율은 29.2% (5,807건/19,897건)임. (참고: 현원 비율은 27.0%)

사고유형별 특징
❶ 자기감정조절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또래간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아 꼬집음/
물림/할큄/(3군) 사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1,559건 중 2세 684건(43.9%) 발생

❷ 화상 사고(4군) 발생률 역시 영아기 사고의 특징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379건 중 2세 119건(31.4%) 발생

❸ 신체조절능력이 능숙하지 못하여 스스로 넘어짐/떨어짐/미끄러짐(1군) 사고가
물체나 사람에 부딪힘(2군)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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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아동)의 평균사고율은 59.8% (11,888건/19,897건)임 (참고: 현원 비율은 40.5%)

사고유형별 특징
❶ 이물질 삼킴(삽입) 및 흡입, 음식물 섭취(5군) 사고 비중(위험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365건 중 3세 이상 261건(71.5%) 발생

❷ 신체활동성이 높아지고 활동영역 및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끼임/눌림/당김/찔
림/베임 및 기타 사고(6군)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 전체 4,698건 중 3세 이상 2,997건(63.8%) 발생

❸ 대근육의 발달 등 신체움직임이 활발해짐과 함께 충돌 사고(부딪힘, 2군)가 높게
나타남
* 전체 6,098건 중 3세 이상 3,815건(62.6%) 발생

나. 안전사고 유형별 특성과 예방
•유형 1군(넘어짐/떨어짐/미끄러짐, 34.1%)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하
고 있으나,
- 특히, 행동범위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주변 대상들에 대한 모방행
동이나 놀이 등을 하게 되는 2세 이하 영아들에게 주로 발생함
- 신체조절능력이 능숙하지 못한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예측과 예방조치가 필요함
•유형 2군(물체/사람에 부딪힘, 30.7%)의 경우도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있으며,
- 다만, 대근육의 발달 등 신체움직임이 활발해짐과 함께 자기중심적 상황판단이
나 성인에 비해 좁은 시야범위 등으로 인해 충돌 사고(부딪힘)가 주로 3세 이상
유아들에게 자주 발생하므로,
- 보육환경 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구성 및 교사에 의한 적절한 중재와 함께 생
활안전에 대한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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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군, 4군의 경우 영아기 사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유형 3군(꼬집음/할큄/물림, 7.8%)의 경우, 자기감정조절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
서 친구와의 놀이 중 상대아동에 대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 등이 특징이며, 의사
소통이 수월하지 않은 주로 2세 이하에서 많이 나타남
- 유형 4군(화상, 1.9%)의 경우, 호기심이 왕성하고 예측되지 못한 행동들이 빈번한
2세 이하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육교직원의 부주의
에 의한 사고임도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과 철저한 주의와 함께 세부 사고
유형별 예방조치가 필요함
•유형 5군(이물질삼킴(삽입) 및 흡입/음식물섭취)의 경우, 구강기 특징인 탐색 본능
과 연관 지어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안전사고 사례로 접수되는 것은 주로 유아들
에 의한 교구(

역할놀이 관련 음식재료 교구재 등)나 동전/건전지 등의 삼킴/삽

입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유형 6군(기타, 23.6%)의 경우, 끼임, 찔림, 베임, 기타 야외사고(물에 빠짐 등)나 교
통사고 등으로 전 연령기에 걸쳐 나타나지만, 활동 영역 및 공간이 늘어나는 유아
기의 특성으로 파악됨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원 중인 영유아 등에 대한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조치만이 아니라 가정과의 협력(올바른 옷차림 및 생활습관(예절), 손톱정리,
신체적·정서적 정보 공유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 안심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무모와의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요소임을 함께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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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학습목표

●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 구성별/활동별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예방법을 이해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외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이나 잠재적 위험 발견 시 제거
및 수리 등 정기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들이 실내·외 환경의 안전수칙을 익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시에 사전예방
및 대피훈련 등을 일상화해야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대해서도 대처요령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실내외 환경구성별 사고사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ⳋ䀿ᚤᝓ⬘⚫⼯⪓ᛇㄇ㿼ᛣ☐♼
ⳋた䀿ᚤᝓ⬘⚫⼯⪓ᛇㄇ㿼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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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환경구성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Part 1. 실내 환경
현관, 출입구
복도, 계단
보육실
유희실
화장실
조리실,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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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1) 관련법령. 「영유아보
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어린이집의 설
치기준)

현관/출입구1)
사례 ➊

자동문은 편리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제2장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도록 개폐관리
- 필요 시 현관 출입통제 장치(인터폰 등) 설치
- 손끼임방지 및 속도조절장치 등 안전설비 구비
- 현관 내부 : 눈/비 오는 날 물기 제거(우산꽂이, 매트 등)
주의 !
•현관 유리문 스텐 몰딩 노후화로 인해 베이거나
넘어짐(찢김) 사고 발생 → 점검 후 교체(소재 등)
•문 사이 경첩에 끼여 손가락 절단 등 사고 발생
2) 현관문 등 어린이집
내 모든 문에 적용

→ 손끼임2) 방지 및 속도조절장치 등 구비

㿫ᛧ┟᭟䂫!

•신발장
- 문이 없는 개방형 신발장 권장
- 성인용 신발장과 구분 수납
- 신발장 위 불필요한 물품 치우기 및 안내판 등 설치 시 단단하게 고정
나) 진입(경사)로
•계단, 입구에 미끄럼방지 설비(매트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가) 영유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안전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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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➋

신발을 꼭 맞게 신어요

가) 영유아 복장 및 신발 등에 대한 가정과의 연계 및 안전 관리
•(복장) 활동하기에 편하고 구슬 등의 장식이 있는 옷은 피하도록 지도
•(신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신발, 끈이 있어 신거나 벗기에 불편한 신발은 피하
도록 함
※ 보호자와 연계·협력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통일된 생활습관 형성

나) 귀가 지도 시 현관에서의 질서 유지
•귀가 지도 시, 현관 앞이 혼잡할 수 있으니 영유아들이 차례대로 나와 준비할 수 있
도록 지도
※ (부모 연계) 보호자 이외에 타인이 귀가를 담당할 경우 이름, 인상착의, 관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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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 계단
사례 ➊

복도 손잡이를 올바르게 잡아요

제2장

•최소한 성인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너비 확보
(영유아 충돌 방지)
•창문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기구(안전창), 방충망 설치
※ 필요 시 창틀에 모서리안전장치 설치

나) 계단
•계단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계단의 끝부분에 미끄럼방지대 설치
•계단 중간의 꺾임공간(참) 관리
- 유리재질, 철제 등 배치 지양
3) (준용) 19년 보육사
업안내 ‘옥내중간놀
이터’ 난간 안치수 규
격 기준

•계단의 난간 사이 간격을 8cm3) 이하로 설치
•추락방지를 위해 레일 사이 공간을 막음
◟ᨫ⇣☐㎧᳧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가)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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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내 분전반 관리
•분전반 내·외부 불필요한 물건이 적재 또는 방치되어
있을 경우 즉시 치움
※ 벽지, 적재물 등으로 분전반을 가리지 않음

•분전반 내부에는 차단기, 전선이 충전부와 연결되어 있
어 감전 우려가 있으니 영유아들이 접촉할수 없도록 하
시고 전면에 전기위험 표시판을 부착
•분전반에서 누전이 발생되면 분전반 접촉에 의한 감전

❫◿ᛧ⎓⯿⪓∧

사고 위험이 있으니 분전반 내부 외함에 접지공사 시공
여부를 확인
•영유아의 머리 높이에 분전반 손잡이가 위치하고 있어
돌출될 경우 사고 우려가 있으니 임의 조작에 의해 돌
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 설치
•아이들이 쉽게 눌러 분전반 손잡이가 튀어 나오지 않도
록 하는 것을 권장

4)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의2/제20조1항

복도 내 인테리어(합판 등) 방염4)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합판·목
재류의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한 것 포함)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두께가 2㎜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 종이류(두께 2㎜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Ⅳ⚏

- 합판이나 목재
- 간이칸막이
-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복도 내 피난유도등/비상대피도 관리
•도보거리 20m 마다 복도통로유도등(바닥에서 1m이하 높이로 설치) 추가 설치
•유도등은 상시 전원이 연결되어 항시 점등 및 충전
•꺾임 공간 등으로 복도(거실)에서 비상출입구가 보이지 않을 시 방향지시유도등
(천장에 설치)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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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피도를 구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각 보육실과 출입구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표시
-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소방 시설의 위치 표시
-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표시
※ 비상대피도는 보육실 뿐 아니라 눈에 잘 띄는 곳(현관, 복도 등)에도 비치

ㄇᶫỘ⬋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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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피 훈련 시 주의사항 – 어린이집 외부 안전한 공간(어린이집 앞 제외)으로
대피
※ 지진 등 비상대응훈련도 포함 가능5)
※(참고) 지진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5) 19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 어린이집 비상대피
훈련 표준 안내
- 평가인증 통합지표
(안전)

ᚫ
㎧㎫☃⫄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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ᛚㄣ≃ⳇ䅯ㅛ᷀㼿⿓⒟ㄫガ㩓⎓ᛇ␟⎓⍣⛛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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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 소방서식 > 공지사항 > 다중이용업소 등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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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6). 어린이집 지진 관리·대응 매뉴얼-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5)
재구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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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주제1 >> 소방
➊ 소화설비
1) 소화기
•소화 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소화기 표지판 설치
•투명 소화기케이스 등에 보관하여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관리 권장
•압력게이지 및 사용연한(10년) 확인
제2장

•보육실의 경우 화재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보육실마다 1개씩 비치
하는 것을 권장

•화재 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자동으로 열을 감지한
후 소화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설비
•화재 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헤드)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적재물 금지
•점검 및 관리
- 설치된 배관 및 헤드에 변형, 손상, 탈락, 부식, 누설 확인
- 헤드 주위에 살수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 수원의 저수량은 확보되었는지 확인
- 가압 송수장치(펌프)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 동결우려가 있는 곳에 보온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 유수검지장치 및 테스트 밸브의 압력은 적정한지 확인

6)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에 따라 면제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
라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단독경
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른 단
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2018.6.13.
일부터 시행)

➋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 감지기6)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 장치로 알리는 감
지기
•점검 및 관리
- 각 실 및 바닥 면적당 개수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시험 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여 배터리(건전지)의 작동상태
확인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2) 스프링클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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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2) 비상경보설비
•화재 발생 시 발신기의 스위치를 눌러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 피난 또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연기·불꽃을 감지하여 건물 내의 관
계자에게 벨, 사이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

➌ 피난설비
1) 비상출구(비상대피로)
•피난안내도 설치(양방향대피, 소화기 위치, 소화기 사용법, 대피요령 등 명시)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강화 통유리인 경우 비상구 규격에 맞아야 하며, 옆에 비상 망치를 구비
•비상출구 개방에 방해되는 커튼, 거울, 교구장, 짐 등을 놓아서 비상출구를
막지 않도록 함
2) 비상계단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 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
3) 피난기구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
•어린이집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 종류
ᝓ❫
◟ᨫ⇣᳧

ㇼㄿ
䀻㆓ῷᱻ⠫⪨ⳃ⼯㼿ᙳ◟ᨫ⇓∋》ᱻㆌ㠿

ᝓ㉗᳧

㼿ᗼⳄᚤ⪓ᝓ㉗᳧ 㷓᳧Ộㄫ⪓ゐ㼿⿓ㅷ⋏㿼㫃≃⎳ệᙪㄣ≃ⵏ䀻㆓ⳃ
⪓ゐㅷᗧ❧⾷ị⾛ᗧ⬃∋》᳧㼣㽇⯿ㅯᱻᙪ

Ⲡᗼ᠗
㼣᪃᠗

⪓ゐㅷㄿ⒟┛ᙳ⾷ㄿ㼿⿓ㅷ᷀ㄣ≃㼿ᗼ㼿ᛇ∋⬃ⲋⲋ≃⪨Ⲡ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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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
사례 ➊

문을 너무 세게 열었어요

제2장

•여닫이문보다 미닫이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한 방향으로 열고 닫도록 설치
•문틀 사이, 문틈 아래에 공간이 있는 경우 끼임방지대를 설치
•영유아 신체에 손잡이가 닿을 경우 둥글게 처리된 손잡이를 사용하거나 손잡이 쿠
션(커버)를 씌워서 사용
•영유아가 보육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지 않도록 잠그는 기능 제거
•가급적 안과 밖이 다 보일 수 있는 강화유리로 된 투명문을 설치하고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부딪침 방지
나) 창문
•추락방지기구(창문보호대, 난간 등) 설치
7) 방염관련 : 본 교재 16
페이지 참조

•커튼, 블라인드 선 정리 / 방염7)제품 사용
•2층 이상의 경우 보호대 설치
•강화유리가 아닐 경우, 파손대비 시트지 부착
다) 벽면/ 바닥
•필요 시 게시물 모서리에 안전장치 설치 / 게시판 부착시 고정
•바닥에 충격흡수를 위한 매트(미끄럼방지 처리 된 것을 사용) 설치
•문턱을 낮추거나 제거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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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➋

장난감을 밟아 넘어졌어요

가) 놀잇감
•영아(만2세 이하)가 삼킬만한 크기(약 3.5cm) 이하의 놀잇감은 제공하지 않음
•영유아가 놀잇감의 사용법을 알고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놀이한 놀
잇감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
•유아의 경우, 주사위, 구슬과 같은 크기가 작은 교구까지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함을
설치하여 유아들이 작은 교구를 유실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영유아에게 충분한 수의 교구를 마련해주고, 영유아의 선호도가 높은 교구는 동일
한 것으로 여러 개 구비 ※ 놀잇감으로 인한 또래와의 갈등 상황 유발 방지
•바닥에 영유아가 미끄러질만한 작은 놀잇감들은 수시로 교사가 다니면서 치우도
록함
추가 사고사례 - 이물질 삼킴(교구) 사고
ȗ⪓ᛇᚤル◶☃⫄シㅟ ㅷㄇ⬇㫄䁃᷀ⳃᗫ᭧ㅛ㋸ㅷ⬄ᝓ⍣
ᗧ㎧ᛇ᭧ᴿㄇ⼫ᗧ⭷ᛣㅬㄣ≃⿓⇓㘏∧№ᗧㅷ⬄ㄫ
⪣㪛ᗨ᠗⍟㘤ㅷ⾷ル㠿㽃ㅷ⬄ㅛ➀⾛㚃ᛜ◶⪓㎨
⪨㫃⾷⬃ᘃ⛜㼿⿓㈃ᙗ
ȗ☐⯿㡀 ⾛⎗ㅛ㎸⾷⬃⪓ゐ㼿ᛇㅯᱻㅷ⬄ᝓ⾷᳧㼿⿓
ㇼ᠗ㇷᙧㄫ㮜㽛㳳⭷᷿ᙗ᩿᭟䂫ḃᝓ㳳᠗㼫ほ
ȗ⪓ᛇᚤル◶☃⫄シㅟ ⎳⬟⼫ᗧ㻳Ⅳⲋ㳘⭳㆓㷓ᶫ
⒏⽸ㆌ᪃ᗷᝓ ᗧ≃FP⬟≃FP ⍣ᗧ㎧ᛇ᭧ᴿ㋸
ㅛ⍣⪣㤃㎯Ⳅ㼿⿓ᚗ⪓⏄
※ 병원 이송 과정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응급대처 미흡
ȗ☐⯿㡀 ⼫ㄿ㤻ឧㅬ⾷ị⾛ᗯ⎳㽃ㅸㄧ㩓᠗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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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➌

교구장이 흔들흔들

제2장

•교실 내의 가구들은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물함, 교
구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것이 필요
•가구장(이불장 등)이 보육실 내에 있을 경우 영유아가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 설치
•피아노 밑부분, 건반과 뚜껑사이에 푹신한 천이나 부직포를 부착하고, 피아노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뚜껑을 닫아 놓고 잠금장치 이용
나) 가전제품(공기청정기, 칫솔살균기, 선풍기, 가습기 등)
•가전제품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선풍기나 히터는 보호망을 사용하거나 벽걸이 용으로 사용
•가습기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가전제품 전선이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정리
•가전제품에 문어발식배선(콘센트에 집중연결) 사용할 경우 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용을 금지하시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전열기) 가전제품
은 전용의 콘센트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가전제품 전선에 영유아가 이동시 걸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전선을 정리
•전기배선 중 비닐코드배선은 과열·감전 위험이 있으니 절대로 사용을 하지마시고
케이블 전선을 사용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가) 교구장, 가구장, 피아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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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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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고사례 – 멀티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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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➍

선생님의 물건은 위험해요

제2장

•보육교직원의 개인 물품은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공간이나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
는 곳에 보관
•화상의 위험이 있는 비품(글루건, 전기주전자, 텀블러 등)은 보육실에서 사용 금지
나) 기타 비품(약품 등)
•약품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도록 교구장이나 수납장 안에 보관 / 영유아가 접근
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가구 비치
다) 교사실 등
•영유아 출입 제한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성인 키 높이)
•위험한 물건(칼, 성인용 가위, 글루건, 스테이플러 등) 별도 보관

.&.0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가) 교사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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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주제2 >> CCTV 운영8)
어린이집 CCTV 설치 · 운영 목적

8) 19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어린이집 영
상정보처리기기 설
치·운영 가이드라인」

⾛⎗ㅛ㎸⪨ㇼ⛛㙿⎓᠗᠗ᱻ⼫᷀㽀᳧☐㎧Ộ
ㄇ⼫ㄿ⼯ᛣ⾛⎗ㅛ㎸ㄿ⛛⼯ㄫル㽛⬋㠿o゛ḏ
ȥㄇ⼫〧⛛ㄈ㎨シㄿᝳ⎓ㅟᝳ⛛䀟⼯⪓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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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
1) 설치 의무9)
•모든 어린이집 대상

9) 관련법령. 「영유아보
육법」 제15조의4

- 단, ①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설치 / 미
운영) 신고한 경우 또는 ②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예외
* ①, ② : 1년간 유효

2) 성능 기준 및 설치구역
•해상도: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 수준(고해상
도 HD 이상 화질)
ȥ㡛Ⅳ㛯ㇷㄫ䄷⎓ᙳ㼿⿓䀻㎯㼿y

•저장: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저장 시 초당 10프레임 이상)
ȥᘃセ㛯ᛣㆌy ㋣᠗⪔㈃ᛧ⎓

•카메라: 보육실 등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
야함
ȥ㡛Ⅳ⍣⚤㒤ㄣ≃ᶳ∋᭺ᙗ᩿㡛Ⅳ⇳㍯⽅ㆌ⽇┣ 㣋㲣Ộ ⬋㠿y

•임의조작(예, Zoom-in 등) 및 녹음 기능 불가
•설치구역: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식당/강당
(단, 별도로 구획된 경우에 한함)
•안내판10) :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출입구, 담장 등)에 설치
- 촬영(녹화)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원칙), 필요에 따라 야간/휴일 등도 가능
ȥ⼯㳷ᛣ❧ᛧ⎓ᚫ䁴⪨㜓ⳃᗫㅣ㠿䀼ㅟた❧⬋㠿ⳃシⅤ㙿᠗㆓ ᝳᛇ

10) 보육사업안내 부록
5.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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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 확보
11) 관련법령. 「영유아보
육법」 제15조의5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제
1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12) 관련법령.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
령 제20조의9 제1항
제2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12)

방지를 위한 조치11)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설정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 및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
ȥ㽀❧⒏⪨᳛ⳋ シㆌⳋ ⪓ⳋ㿫ᛧ㞃ㅬᝓỘ》㻯ᛜᗫ⾷⬃ㄿ⪨ㇼ⛛᭟㞃㮜㈃

13) 관련법령.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
령 제20조의9 제1항
제4호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영상정보에 대해 다음의 조치13)
-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
-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➋ 열람 및 제공 시 유의사항
1) 열람의 요청
14) 관련법령. 「영유아보
육법」 제2조제4호

•보호자14)는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하여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서면을 통해 열람
요청 가능
- 단, ①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출, ② 관계 공무원 등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포함)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제외

15) 보육사업안내 부록5.
별지 제7호 서식

- 열람 결정은 10일 이내 서면으로15) 통지하여야 함(열람 장소와 일시 등)
- 열람 일시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회신일로부터 7일 이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

제2장

인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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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2) 열람16)
•어린이집의 원장은 열람 조치 시, 보호자 등이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를

16) 관련법령. 「영유아보
육법 시행규칙」 제9
조의4제2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
도록 조치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 이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
하게 할 경우 보육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은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하여 열람17)
하게 할 수 있음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은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에 종료

17) 관련법령. 「영유아보
육법 시행령」제20조
의8 / 「개인정보보호
법 제15조, 제18조,
제71조

★ CCTV 열람 시 지켜주세요!!
•⾛⎗ㅛ㎸&&79ⅳㅷᱻ⠫◧ㄇ㎧ㄿㄿ┛ᗧㅯⲜᲯ
•⪨ㅷ⊳⍣ⅳ㽃䂫⼳ᙳḃ⪨ㄿゐㄫ㈃ㅷ 㪧ㇼ⛛㋣㚛ㅟ㽀❧⒏Ộ
㷓㽏 ⾷ᙳᯫ⬋㼿ᙗ᩿❧᳠㽃⒐ㄣ≃⪓ゐ㼿⿓⬃ᱻ⼯ḐᲯ

3) 열람의 거부18)
•어린이집의 원장은 거부사유에 해당될 경우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음
-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
하여야 함
•거부 사유
- 아동의 안전 확인 등 열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60일)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
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ȥ⾛⎗ㅛ㎸゛ルシㆌㄧㄇ⼫ㄿ⼯Ộㄇ⼫ㄿ⛜⎓⍣㝃⬇ㄣ≃ᛇ∋㼿⿓
㼫ほ㝃⭳㽃ㄿ⯿㋧⾷⬃ⅳḇ⯿ㅯᶫ≄ᝳᛇ㽇⯿ㅯㄳ

•열람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

18) 관련법령. 「영유아보
육법 시행규칙」 제9
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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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실
사례 ➊

위 아래 옆 모두 살펴요

제2장

•놀이기구는 영유아의 신장,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 확인
•놀이기구에는 살이 베이거나 찔릴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모서리 등), 돌출 부분
(볼트, 너트 등), 파손 부분이 없어야 함
•1m 이상 높이의 모든 놀이기구에는 벽면, 바닥, 기둥, 모서리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충격 흡수용 표면제)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바닥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며 충격을 최소화
•움직임으로 인하여 옷과 끈 등이 놀이기구에 묶이거나 얽매임이 없어야 함
나) 유희실 구성
•대근육 활동 기구는 서로 충분한 공간을 둠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
•영유아 키 높이의 벽면, 바닥, 기둥, 모서리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안전 매트 설치, 대근육 활동
시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매트 설치
•창문 없는 벽면에 놀이기구 배치하기
ㄇ䅓ⳋ◻ᛣ⚤⏋㲟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가) 실내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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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화났어요

가) 놀이지도 관련 교사 tip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
•이탈행동이 빈번하거나 산만한 영유아는 교사가 더 주의하여 살핌
•놀이 종료시간을 사전에 알려주어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바닥에 있는 놀잇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살핌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 지도 ※ 위험한 행동(뛰기, 눕기 등) 하지않기
•파손된 놀이기구 및 놀잇감은 즉시 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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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주제3 >> 전기
➊ 전기 설비 관리
1) 콘센트
•접지극(금속부분) 유무 확인 / 접지극부 콘센트를 사용하고 접지선이
접지극과 연결되도록 시공
•물기있는 장소(화장실, 조리실 등)는 방적형(덮개 부착형) 인체감전보호용

☐㿼㤿⬣㲟

ᯫ㘏᠗㤿⬣㲟

2) 연결 배선 정리
•연결 배선이 늘어지지 않게 하고 과다한 사용(멀티탭) 금지
3) 냉·난방기구
•선풍기 덮개를 씌워 보관 시 꼭 전원을 분리하여 정리(선풍기 덮개를 씌워
놓고 전원을 켜 선풍기가 덮개 씌인 상태로 돌아갈 경우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여 정리)
•전열기구와 인화성 물질(커튼, 블라인드 등)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용
19) 분전반 관련: 본교재
16페이지 참조

4) 분전반19)

➋ 정기 점검 및 일반 관리
1) 정기적 월1회 이상 검사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점검 방법
- 배선용 차단기를 모두 내려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를 차단
- 누전차단기의 우측 또는 하단에 있는 시험용 단추(TEST 버튼)를 누름
- 이때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누전 차단기를 교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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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15mA, 0.03초 동작) 부착된 콘센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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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전기배선(전선) 및 콘센트 외관 확인
- 먼지가 쌓인 경우 진공 청소기 또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줌
- 전기 전선이 노후 되었거나 손상(끊김, 심한 구부림, 가구 등에 눌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새 전선으로 교체
- 전기 전선에 피복이 벗겨져 있을 경우 가급적 새 전선으로 교체
•노후 전기기구 교체
- 전기기구에 발열·외형변형·소음·냄새 발생 시 전문가에게 점검 후 조치
2) 일반적 관리
•인증 제품 사용
- 전기용품 사용 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 받은 KS 또는 KC
제품을 사용
•전선정리
- 영유아 손에 닿는 부분에 가급적 노출된 전선이 없도록 배관 또는 몰딩
을 이용하여 정리
- 바닥이나 문 틀을 통과하는 전선은 통행에 방해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
•콘센트
- 플러그가 정상적으로 꽂혀 있는지 확인 : 발열 또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없는지 확인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도록 함
- 전기용품과 벽면 콘센트간의 거리 유지 : 전기용품과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이격거리가 좁을 경우 발열·과열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 영유아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콘센트 안전커버를 활용
- 콘센트에 젓가락 등 쇠붙이, 장난감 등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
- 파손된 콘센트는 사용하지 않고 신제품으로 교체 사용
- 콘센트 주위에 물을 치우고 물 묻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함

⼯ᵕᘃ

㳳⭷ḃ㤿⬣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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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고사례 - 전기판넬 전선 과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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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례 ➊

화장실 앞에서 미끄덩

가) 화장실20)
•세면대는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모서리 안전장치를 설치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 미끄럼방지 또는 물기제거판 설치
•영유아용 화장실 문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치
•영유아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설치된 휴지걸이, 수건걸이 등은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하며, 위험요소(날카로운 부분 등)이 없는지 확인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인 눈높이에 잠금장치 설치
•스테인리스, 타일 등으로 제작된 각진 모서리는 손끼임 방지 등 설치

.&.0

20) 관련법령.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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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➋

갑자기 나온 온수에 화상을 입었어요

제2장

•샤워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며, 샤워기 줄은 짧게 정리하거나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
•화상방지를 위해 수도꼭지 및 세면대의 물이 고온으로 나오지 않도록 온수조절장치
혹은 중간벨브를 통해 수압조절
추가 사고사례 - 화장실 온수로 인한 화상
ȗ⪓ᛇᚤル◶☃⫄シㅟ ⎳⬟⼫ㄿ᠗ឧ⍣♾᠗ᗧ◻㎧⾷》┣ㅛ┢⾛䀻ㆌⳋ≃〕ᚏḷᛇ⪓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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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출형 라디에이터의 경우, 화상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설치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가) 화상 관련 (샤워기, 수도꼭지, 라디에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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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 식당
사례 ➊

뜨거운 국이 엎질러졌어요

가) 조리실 안전문 설치 / 공간 구성
•조리실은 영유아 활동 공간과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가 어려운 경우 안전장치 설치
•주방에서 보육실로 음식을 이동 시, 음식을 여러차례 나르는 것이 아닌 전용 카트에
싣고 한번에 나르도록 함
•뜨거운 물과 음식은 화상 방지를 위해 미리 식혀서 제공
•조리실의 벽, 바닥, 천장은 모두 내화성, 내수성,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설비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고 환기를 자주 시켜 청정한 실내 환경 유지
•조리실 내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설치
*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 시 화염이나 열 감지(72℃)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 45˚각도로 비산
* 주방용 K급 소화기 설치 :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시 기름 위에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

ㅷ᷀䀼⪗⭳䀻᠗

㋣☐ゐ.៰⭳䀻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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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➋

생선 가시가 걸렸어요

제2장

•급·간식 배식 시에 영유아들은 정해진 곳에서 기다린 후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도
•급하게 음식을 먹거나, 크기가 큰 음식은 작게 잘라 제공
※ 사탕, 포도, 견과류, 떡 등은 먹다가 기도에 걸리는 일이 잦은 음식

추가 사고사례 - 기도에 떡 걸려 사망
ȗ⪓ᛇᚤル ◶ ☃⫄シㅟ  ⎳⬟ ㄇ⼫ᗧ シ⾷⬃ ㈃ᛜḃ ᦧᾈㄫ ␠ㄳ 㩓᠗ᱻ ⽤ FP ㅷ⍛㎧ ⼱ㄳ 
ㅬ⾷ᬊㄧᾈㅛㄇ⼫ㄿ᠗ᶫ⾷ᙟ∋シㆌㅛ㼿ㅫ⎓䅯♼ㄫ㼿ㄣ᩿ᾈㅛ⡇㎧㎧⼱⼿ᛇⳇᛇ䂫
ⳓ㶷⭳⫄Ⰷ䂫⚸シㄣ≃ㅛ⮈᷿⾯ㄣ᩿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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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유아 급·간식 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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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➌

음식물 알레르기

가) 영유아 급·간식 배식
•입소 시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등을 입소신청서, 식생활 요구 조사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 및 확인
* 개별 알레르기에 관한 정보를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알려 사고 예방

추가 사고사례 - 식품 알레르기 사고
ȗ⪓ᛇᚤル◶☃⫄シㅟ ⎳⬟ㄇ⼫ᗧ⾛⎗ㅛ㎸⾷⬃》䂫ᗫⳄㄣ≃᩿』㿫◟ᾈㄫ⬔㟏䂫ᝓ㮇◶
ḷể⇓᠗㎄⪨☃⫄᳛ㅫ⪓ᱻㄇ⼫ᗧ䀟ḷ⼳⇯⍛᠗ᗧㅯᱻᙪㄧ⼳⼿ㄣ᩿㿫◟ᾈ⾷䀟ḷᗧ
ị⾛ㅯᱻᙪㄫㅟ㎧㼿㎧⒢㼿ᛇᗫⳄㄣ≃㈃ᛜ㽏

•어린이집에서 알아두어야 할 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지정하여 관리
- 메밀, 밀, 대두, 견과류, 복숭아, 토마토, 난류, 우유, 육류, 갑각류, 고등어, 오징어,
조개류, 굴, 전복, 홍합, 아황산 포함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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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주제4 >> 가스
➊ 연료용 가스 종류
1)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인 연료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
되면 위로 상승
- 가스무게 : 공기의 약 0.5배
- 누출시 특유의 가스냄새가 있으며 체류되면 점화원에 의해 폭발
제2장

2) 공기보다 무거운 액화석유가스(LPG)
•LPG는 주로 용기에 의하여 공급받는 가스로 프로판이 주성분이고 공기보다
- 가스무게 : 공기의 약 1.5배
- 누출시 특유의 가스냄새가 있으며 체류되면 점화원에 의해 폭발

➋ 자율 안전점검
1) 사용 전 : 환기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충분한 환기 조치
•가스레인지 등 가스 연소기 주위에 가연성 물질(종이, 스프레이 통 등)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치우도록 함
2) 사용 중 : 점화 확인
•점화할 때에는 파란 불꽃이 붙었는지 점화여부를 확인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
3) 사용 후 : 밸브 잠금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연소기 콕과 중간밸브를 모두 잠금
•방학, 휴원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도시가스의 경우 계량기 전단에 부착된 메인밸브를 잠금
4) 평상 시
•연소기, 배관, 고무호스, 가스렌지 호스 연결부분 등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수시로 비눗물과 가스냄새 여부로 확인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무겁기 때문에 가스가 새면 바닥 등 낮은 곳에 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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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입상밸브 및 건물 내외부의 금속
배관에 부식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녹 제거 및 부식방지도장
(페인트) 조치
•고무호스 및 압력조정기 등은 수시로 점검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교환
※ 권장사용기간 : 고무호스 7년, 압력조정기 6년

•가스누출경보기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막음 조치 여부 확인
•LPG 용기는 환기가 잘되는 옥외에 빗물이나 직사광선 피하여 보관 여부
확인

➌ 가스누출시 단계별 대처요령
1) 밸브 잠금
•연소기 콕, 중간밸브, 용기밸브(도시가
스는 계량기 전단밸브)를 모두 잠금
2) 환기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충분한 환기조치
3) 화기 조심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스파크는 폭발의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기구
는 절대로 사용금지
4) 점검 요청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또는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도시가스회사,
LP가스 판매업소)에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

➍ 일산화탄소(CO)중독사고 예방
1)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이탈, 파손, 막힘 여부를 확인
•특히, 겨울철에 배기통 끝의 고드름 낙하에 따른 파손 및 이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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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보일러에 이상소음, 진동, 배기통 이탈 및 파손 등이 발견되면 한국가
스안전공사(1544-4500) 또는 가스공급자(도시가스사, LPG 판매업소) 등
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의뢰
3) 가스난로 등 난방기를 사용 중 수시로 환기

제2장

1) 타이머콕
•가스사용 시간을 설정하여 시간이 경과되면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잠가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
2) 과열방지 장치가 장착된 가스레인지
•조리기구(냄비, 솥 등) 표면의 온도를 감지하여 일정온도(260℃) 이상이
되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장치가 내장된 가스레인지

㪧ㅛ␟㤼

ᛣ☐㎧ㆌ㘐ᗧⲋ⇯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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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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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➏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가스)
1) 가스 사용 중 지진 발생
•가스 불을 끄고 연소기 콕, 중간밸브를 잠금
•도시가스 시설은 계량기에 부착된 밸브를 잠그고 LPG 시설의 경우는
용기밸브를 잠금
2) 지진발생 후 안전조치
•집에 들어오면 가스레인지, 라이터 등 전기 및 화기 사용 금지
•창문, 출입문 등을 열어 충분한 실내 환기조치
•호스, 연소기, 배관 등의 이음부를 비눗물(주방세제+물)로 점검
•누출이 확인되면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조치

추가 사고사례 – 조리 중 화재 사고
ȗ⪓ᛇᚤル◶☃⫄シㅟ シ⼫ịㄿᗫⳄㄫ⎳ị᠗ル㽛
ᗧⲋ❯⾷᠗⍫ㄫᨺㅛᗧ㆓ᝓㇼ⎓⍣ル㽛⽤
a❫ㇼᶫ㉗⎓㿫ㆌㄫㅛ㪯㽏ⳃ❧⾳ㄣ≃ᗧ⛛Ჯ
᳓ᝯ㎫ ᠗⍫⾷⬃ 䀻㆓ᗧ ☃⫄㼿⿓ ᗧⲋ⇯ㅟ㎧ ᛣ
䂫ểㆌ㠿⾷❯ㅛ㪧〓Ⅳㄸ៰㉗㠿≃㎫䀻ㅸ⾬ㄫ㽏
ȗ☐⯿㡀 ㉗⎓ⳃ㉗⎓㿫ㆌㄫᗧ៰ㅛ㪯㼿㎧⼱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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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환경구성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Part 2. 실외 환경
실외놀이터
담장/울타리, 기타 공간
외부 공간(활동)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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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놀이터
사례 ➊

천천히 차례차례 미끄럼틀을 타요

가) 실외놀이터21) 설치 및 관리
•영아용과 유아용 놀이터를 따로 구분하여 적합한 크기의 구조물 설치
•영유아들이 질서 있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지도
•영유아들끼리 다툼이 생기기 전에 사전 개입을 통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놀이시설 볼트, 너트 등 돌출물 관리 및 이음장치, 구조물의 부식 점검22)
•모래놀이터는 무게감 있는 덮개로 덮어 놓으며, 주기적으로 살균 소독
•야외 놀이도구의 정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
•놀이터 이용 안전 수칙 및 픽토그램 게시 권장
픽토그램이란?
사물, 시설, 행위 등을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인 그림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
* 영유아가 픽토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필요

᭧ㅛ᠗ᝓ㼤㮇ⳃ

출처 :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

21) 관련법령. 「영유아보
육법」,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
환경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22) 관련법령.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별
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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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요약)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23) 관련법령. 『어린이놀
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
기관(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23)
⾛⎗ㅛ᭧ㅛⳃ⬋ᛧ⎓㋣㚛ㄿ┛⪓㽔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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ⳃ⬋ㅟᶫ䂫ᘃセㅛᬫ⾷䁳㆓ㄈ
ⳃ⬋ㅟᶫ䂫ᘃセㅛᗧㅬ
㋸᳧㽃⪓ᛇᗧ☃⫄㽇ᚤᛧ㽇ᛧ⎓ᗷᶬ᠗ᛧ⾷㮜⛛

출처 :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

Q)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실내에 설치된 작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는지?
A) 해당 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인
어린이놀이기구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설치검사 및 보험가입
을 하여아 하나, 해당 기구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인 완구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놀이기구 및 완구>
ᝓ❫
⼯䀼ㅟ
⬋㠿☐♼
ᛇㇼ⿓❧

⾛⎗ㅛ᭧ㅛ᠗ᝓ
⼯ㅟ㎄
⬋㠿⾬ㅷᗧ⬋㠿
㋣≃ᛇㇼⳄ

ⳃ

출처: 행정안전부(20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ㅷㄏ⼯䀼ㅟ
ᘃㅟㅛᝓ⏋⬋㠿ᗧ
㋣≃ㅛ᷀Ⳅ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ⳇ㚔
㼫ほⳃ

⬋㠿ᙧ⪓⍣☂㎧⼱⼿ᙗ᩿❯㽐ᚐḃⳃ⬋ㅛゐ㎧ㇼ᠗ⳃ⬋ᙧ⪓⍣☂㎧⼱⼿ᙗ᩿
❯㽐ᚐḃⳃ⬋ㅛ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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ᙧ⪓❯㽐ᚐⳃ⬋
ㅛゐ㎧

24) 관련법령. 『어린이제
품 안전 특별법』 제2
조제9호

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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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및 울타리, 기타 공간
사례 ➊

강풍으로 간판/담장이 무너졌어요

가)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유형별 원인 파악 및 예방책
•간판/담벼락 등 고정/접착 여부 주기적 확인
•특히, 여름철 폭염 시 놀이기구나 지붕재/실외 천정재 등의 접착 성능 저하로 탈락
발생
더 알아보기 - 폭염
■㷔㎯䀿☐◶㽰᷀ほ∠
•ル㾿ⳃᗫ 㽃᪕ ℏᙗ゛㽮⚼㼣㼿᠗ ⽣た䁃᷀ㅷ㈃
ᗧ⚴ᛇ㾷⇨㽃⭳㆓ㄿ⛜ㆌ㘐ゐ
㘤┟⾷㘏⎰⬋㠿
ⳋ㽮⡂ㄇㅬ㋫ㅛ᠗
•᪰☐᠗᠗◻⍛ᙳ⪓ゐ
ⳋ』ᶫㇼ ai& ㄇ㎧◶ㇼ᠗䀿᠗
⬇㹴᠗Ộᛣ≃ㅟ㽃䀻㆓☐㎧ㄇㄿ
•ᛇル㾿 ⾛⎗ㅛ ᙛᗼᛧ⎓㚇

㷔㲠⛛᠗㋧

㞐❫㽃⯿❫⬔㟏◶䄛Ⳅⳃᗫᗽ᠗

•㋣ㄿ⛛i&
•ᚤ⛛i&

ㅛ⪨㎄⪨☃⫄ⳃㄸ៰㉗㠿 ⳃ㽰
㎄⪨

ㄸ៰㉗㠿

㼣≃ᗷḷ㮜》ⳓᝓ㮇៣ㄈᚤ∏

•ⳃシ㽃ㆌ⭳⾷⬃䄛Ⳅㄫ㟏㼿ᛇ⯿❫ㄫ⬔㟏

ℏᙨᛇᙛ㉗㽃㼣❧ ἧㅛ᩿㎧⼱ㄳ 
⡇⍛ᛇᗼ㽃⏌◼ḷ㮜⾛㎧⇓ェ
》ⳓㄿⳄ㼿

•䀿ㅷ⍣᱿≃〕᠗ᛇ⾷㍰ⳃⳇᛇ
•ᝓ៰㘏⍣᠗⎓ᱻ᷀⼯┣ᛣㄳⳄㄫ㽏❧≃㋣㎧⎷ᛇ
䀿ㅷ⍣┣⾷᳛ᙗ᩿⬻㚛』ㄫⳄ䅯ᶫ≄㽏

출처 : 보건복지부(2011). 보육시설 관리자용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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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➋

호우로 어린이집이 물에 잠겼어요

가) 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유형별 원인 파악 및 예방책
•호우 예상 시 저지대/지하시설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침수 피해 방지
제2장

- 차수막/모래주머니 설치
- 배수로 정기 청소 등

•노후화된 건물 외벽(창틀 부근) 균열된 틈(크랙) 점검·수리
- 건물 틈으로 들어온 빗물로 인해 발생한 전기 쇼트(short)가 화재 유발

☗⯿≃⎰䅿☐㎧

㘤┟㲧㩓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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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등으로 인한 옹벽/담장 붕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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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주제5 >> 석면
어린이집 석면 관리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법25)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함
- 조사의무대상 : ’09.1.1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이전 시행 대상(~’18년) : ’09.1.1 이전 건축물 중 연면적이 430㎡ 이상 어린이집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어린이집 공간 내 석면 함유물질 예시
ᝓ❫

ゐ

ᝓ❫

㚃ㆌ㆓

㬴ⲋ⾷◟⬟㽃
ះㅛㅯᱻᚤ

㬴ⲋㄿ䃣⭷ḃ
❧❫ㄫ㮜㽛
❧ᗧ⛛ㅛᱻᚤ

◻㆓

◻ㅛ㘉⾛㎫ᚤ

◻ㅛ⎵ㅛ
ể⇓᪃ᚤ

㡟⎰ㅛ

㡟⎰ㅛᗧ៨䅯ᙗ᩿
ះㅛㅯᱻᚤ

㡟⎰ㅛㄿ⭷ㆈㅛ㳳⭷
Ộㄣ≃ᝓㅛㅯᱻ
ᚤ

출처 : 보건복지부(2013). 어린이집 석면관리 매뉴얼

ゐ

25) 관련법령. 『석면안전
관리법』 (2018.5.29.
개정, 2019.5.29.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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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➌

토끼에게 먹이를 주다 손가락을 깨물렸어요

제2장

•텃밭
- 농기구 및 약품은 전용 창고 등에 관리하여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함
- 야외의 다른 놀이 공간과 구별
•실외동물사육장
-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됨
-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 조치 등을 받아야 함
추가 사고사례 – 동물(개) 물림 사고
ȗ⪓ᛇᚤル◶☃⫄シㅟ 㬪☔㚛㾿䂫㘏↰㪸Ⲡㄫル㼿⿓⼫ㅛịㅛ
᳧᠗㋸⎳⬟⼫ᗧ┝⿓ㅯᴿᘃ⽅ㄣ≃䀣ㅷ㎧᩿ᗧᗧᘃ⾷
┣⎣
ȗ☐⯿㡀 ⪗㘬㋸㋣⚧ㄿ⠫ḿ᠗ᗼ⼫㎧Ộㄫ⎳᩿ㄇ⼫
ịㅛ䀟᠗ⳓㄫ⛛ㅫ◿᷀┣ịㄧ᪖⬇⪓ⅳㄫᚤᚫ㼿ⲋ㲟
⇯ⲋ⍣☂⼫⛟ㄣ≃ᛜᚐㄫ㼿ᙳḏ᷀┣ị⾷ᙳᗧᠳㅛ
ᗧᗧ㎧⼱ᛇᯯㄣ≃⎳⛛ᶫ≄㎧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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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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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활동(바깥놀이, 현장학습 등)
사례 ➊

따가운 나뭇가지

가) 실외활동 시 안전수칙
•실외활동 전 사전답사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반드시 제거
•실외활동 전에 비상약품을 챙기고, 영유아의 옷차림(모자끈, 운동화끈 등)을 살핌
•차량, 골목길, 교통안전 등의 유의사항, 지켜야할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이탈행동이 빈번하거나 산만한 영유아는 보육교사가 더 주의하여 살핌
•실외활동 종료시간을 사전에 알려줌
•미세먼지26)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으로 대체

.&.0

26) 보건복지부(2018).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
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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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주제6 >> 미세먼지 / 실내공기질
➊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 대응27)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 요령 교육
및 실천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황 확인(09시, 12시, 17시(익일예보))
•고농도 발생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실내활
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

제2장

청정기 관리 및 가동 등)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
으로 교육 실시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2) 대응 단계별 요건(어린이집)
ᚫᛇ᭴ᶫ⛛

ᚫᛇ᭴ᶫ☃⫄

ㅜㅣ⛛᩿⩏ㅛ⪨
(PM2.5 36㎍/㎥ 이상, PM10 81㎍/㎥ 이상)

㽛᳠㎧⿔ㅟ៣㠈ㇼ⭳ㄿⳃᗫ᳠◟⬟␣㎧᭴ᶫᗧ᩿⩏ㅛ⪨
(PM2.5 36㎍/㎥ 이상, PM10 81㎍/㎥ 이상 1시간 지속)

•⛛䀟ㅷ⠫⪨Ⅴ⏄⼯┟Ộㄫ㮜㽃⛛⪨䁐◶㽰᷀ほ∠ᛜ㎧
•ㅜㅣㇼḃⳋた䁃᷀⾷᳧㽃ㇷᙧŅⳋ䁃᷀ㄣ≃᳧㚛⿓❧ᙧ㮇Ộ
•◟⬟␣㎧⛛⪨䁐◶᭴ᶫ⚧䀻⯿ⳃ䀼ㅟ
ę⾷⾛㤻⎓⼫ ZZZDLUNRUHDNU ⎓᷀ᬋ᳧᠗㎯⒏◻ㅣ⽘䁃ゐ

•ⳃ⬋᳛᳠ㅷᱻ◟⬟␣㎧᭴ᶫ⍣⯿ⳃ≃䀼ㅟ᠗ᛧ⪨䁐㳳
•oㄇ⼫᳧⪨㽰᷀ほ∠ ㄈ◶ⳋ㚃
*외출자제, 외출 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ę⎯ⲋ㩓㘐ゐⳃ䀟䅈ㅛ❯㶟㽇ᚤ⪓ゐㄫ㋸㎧㼿ᛇ┟ᗧ⪨᳛㼫ほ
•ⳋた䁃᷀ㅷ㈃Ņⳋ䁃᷀ㄣ≃᳧㚛
◻ᡌᛜ᠗ㄇㅬ㘏Ņ㘤┟᳒᠗㝃⭳㽃ㄿ㋣᠗䀿᠗ᱻ㼫ほ
•ⳋᛜ᠗㎯ᛧ⎓

ᚫ㋣ㄿ⛛

ᚫᚤ⛛

㽛᳠ᝳ⿔ㄿ
(PM2.5 75㎍/㎥ 이상, PM10 150㎍/㎥ 이상 2시간 지속)

㽛᳠ᝳ⿔ㄿ
(PM2.5 150㎍/㎥ 이상, PM10 300㎍/㎥ 이상 2시간 지속)

•ⳋた䁃᷀㝼ῷᱻ㎧Ộo㼿シⳃᗫ㉗ㇼỘⳋⳃ
Ņ㚛ㄈ䀼᷀㿫ㆌ㽀ⲜỘㄫⳋ䁃᷀ㄣ≃᳧㚛
•ⳃ⬋᠗ᚫ᠗ᝓៃ⬟㚀ỘⳄ᳠ル⫄ᛧ⎓ᗼ䀻

•㎯䀿ㅷ㳳⼬◶㲠⚫ᛧ⎓Ņ㎫⊳Ộ
•ⳋた䁃᷀㎧Ộo㼿シⳃᗫ㉗ㇼㅫⳃ䄛シ㉗㠿ᙧ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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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9년 보육사업안내
109페이지 참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7). 관계와 귀기
울임으로 만들어 가
는 유아재난 안전교
육프로그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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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ᚫ㋣ㄿ⛛ᚤ⛛☃∠㽛㈃

ᚫ㉗㠿ᚗᛣỘ⛛ᛇ

ⳃoᶫ᳧᠗ㅷ᷀㠈ㇼ⭳ㄿ◟⬟␣㎧ⳃᗫ᳠㶰ះ᭴ᶫᗧ
◟⬟␣㎧㋣ㄿ⛛ᚤ⛛㽛㈃᠗㋧ ⾷㽛᳠㼿ᱻᚤ

ᛧᚫ᠗ᛧㄧ᳛᳠ㅷ㿫䁐◶ᚤ⛛㉗㠿ᚗᛣ⍣ㅸ⬘o⛛ᛇ
⾛⎗ㅛ㎸

*주의보(시간당 평균농도 PM2.5 35㎍/㎥ 미만, PM10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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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요령
•어린이집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및 대응매뉴얼 이행
- 미세먼지 농도확인 방법 : 스마트폰 어플 '우리동네 대기정보' , 에어
코리아홈페이지(www.airkorea.or.kr) 등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자제, 깨끗이 씻기 등
•실외활동 자체, 바깥공기 유입차단(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활용)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실내 물청소 등)

➋ 실내공기질 안전관리28)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
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500
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28) 관련법령.「실내공기
질관리법」 제3조제
1항제10의2호 및 동
법시행령 제2조제1
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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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미세먼지가 있는 날 환기 해야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초)미세먼지 경보, 주의보, 황사 발령 등의 시간대를 피하여 일
일 최소 2회 이상 5~20분 내외로 환기를 실시합니다. 적정한 환기 시기는 영유
아 재실 전, 활동량이 많은 시간, 재실인원이 늘어나는 경우, 식사 시간 이후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특히, 음식을 조리하는 도중은 물론
조리가 끝난 후에도 30분 이상 환풍기를 가동하도록 합니다. 다만, 주변 100m
이내 도로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하였거나, 주변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환
기를 자제하고,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는 대기가 침체되어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제2장

있으니 환기를 피하도록 합니다.

Q2)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가동방법은?
름알데히드 등이 방출되어 누적, 공기청정기는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과, 교실 내 활동도가 높은 수업 시간에 공기청
정기 모드의 최대화(터보)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공기 흡입구
와 배출구가 벽 등 구조물에서 60Cm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며, 벽이나 교
구 등에 인하여 일부라도 막혀 있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전자
기기 주변에 설치하거나 황사 등 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바닥에 두는 것이 효
과적입니다.
Q3) 공기청정기 관리방법은?
A) 공기청정기의 관리 방법은 공기청정기 제조사 별로 제공, 어린이집 특성을 고
려하여 제시된 관리방법 보다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의 외부는 부드러운 천이나 면봉 등을 이용하여 먼지 등이 쌓이지 않도록 관
리하고, 어린이집에서 세척이 가능한 프리필터 등은 주 1회 이상 세척합니다.
또한 교체해야하는 필터의 교체 주기는 제조사에서는 보통 1회/년으로 제시하
고 있지만 어린이집 경우는 특성을 고려하여 4회/년 이상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어린이집에서는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등 관리 시 알림장(키즈노트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부모와 공유
출처: 서울시 보육담당관(2018).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A) 재실자가 없는 야간에도 밀폐된 실내의 건축자재, 가구, 교육용품 등에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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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사고

가) 현장학습(관람, 체험, 견학 등)
•현장학습 전 준비사항
- 계획 수립 : 연간 보육계획 수립, 영유아 건강 및 날씨 고려, 학부모 의견 수렴
- 부모 공지 : 문서(가정통신문, 보육계획안 등) 및 동의서(참여 유무, 부모서명)
- 사전 답사 : 동선 파악, 위험 요인 확인 / 영유아의 이동 동선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화장실, 의무실과 함께 인근 병원도 미리 확인
- 계획표 및 시간별 세부일정 작성 : 전반적인 계획표 / 교사역할 분장
- 영유아 및 보육교사 안전교육 실시 : 구조법 및 응급처치 요령 숙지
※ 교사는 응급상황 시 연락할 영유아 보호자 전화번호 목록 지참

- 영유아에게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름표 착용
-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확인
•현장학습 중 주의사항
- 이동시 <도보> 전체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빨리 걷도록 재촉하지 않기,
인원체크
<차량> 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부 안전사항 살핌, 안전하게 하차, 인원체크
•현장학습 후 확인사항
- 인원 및 소지품 확인 : 최종 인원 점검, 소지품 확인
- 손 씻기 및 건강상태 확인 : 손 씻기, 건강상태 살핌
- 평가표 작성 : 활동관련 평가, 안전관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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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고사례 – 현장학습 : 키즈카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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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잠들었어요

가) 통학차량29) 운행 관련
•(운행신고) 도로교통법30)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
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2008.9.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시 행정처분：시정명령(시정명령 위반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

•(차량 내 금연표시) 통학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31)를 부착
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9) 19년 보육사업안내
차량안전관리
30) 관련법령.「도로교
통법 제52조(어린
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31) 관련법령.「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참조」

나) 운전자 등 동승자/담임교사 관련
•(운전자 관리)
❶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취소 또는 정지 등)를 정기적
으로 확인하여 무면허운전자가 통학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매 반기별로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❷ 운전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32)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
죄경력 조회 실시

32) 관련법령.「도로교통
법 제53조의3(어린
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
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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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의무)
❶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부착 /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비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❷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학
차량을 출발시켜야 함
❸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❹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함.
❺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하차 확
인장치33)’를 작동하여야 함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
•(동승보호자/동승자 관련)

제2장

33) 관련법령.「도로교
통법 제53조 개정
(’19.4월 시행) 참조」

❶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 보육교직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❷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❸ 등·퇴원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❹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미하차 영유아 확인

•(담임교사 의무)
❶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중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영유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함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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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주제7 >> 통학차량
➊ 통학차량 차령
1) 통학차량 차령 요건
•2015년 7월 20일 신설 개정(2019년 시행)된 법34)「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출시된 지 9년
까지(정기검사 기준 충족으로 연장되더라도 1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운행
할 수 있음
※ 주의사항
1. 운송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차령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2. 차령 기산일 기준
①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 최초 신규등록일
②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추가 사고사례 - 어린이집 하원 시 잘못된 탑승위치로 인한 사고
ȗ⪓ᛇᚤル◶☃⫄シㅟ ㅟ៣ㄇ㠿シ㽀❧⒏ᗧ 㘏㘬ㅫ㋸⎤᠗⾛⪨㫃≃ᚤ⪓≃⾷㋣㘏㽃 
㘏↰ㅛẋ≃◟ᨫ⇓㎧⬃⏅ㄧ㶟⾛⎗ㅛ㎸ㄿㇼ┟⾷⬟コḻ㮜㽀㘏↰Ⲡ㼿㘏㞃ㅬ┟㒤ㄣ≃
ᶳ㎫㼿シ㘏↰㪸Ⲡㄫル㽛᳧᠗㋸ㅛᴿ⎳⬟⼫ㅛᗧ㠿ㅫㅛ䂫⚸シㄣ≃ㅛ⮈㋸⪓⏄
ȗ☐⯿㡀 
•ㄇ⼫ㄿⲠo㼿㘏⍣ル㽛㘏↰ㄫ㋣oㇼ㘏㽇ᚤㄇ⼫ㄿ⼯ㄫル㽛ᶫ≃☐㾌ㅛ⼫Ჳ⛛ᶫ᩿
ᗧㆌㅷ⎓ᝓ⿔Ộ⼯ル㽛ほ⭳ᗧ⾭ᱻ☐㾌⾷⬃Ⲡ㼿㘏㽇⯿ㅯᶫ≄㘏↰ㄫ㋣oㇼ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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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련법령.「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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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고사례 - 차량 후진 사고
ȗ⪓ᛇᚤル◶☃⫄シㅟ Ộシ㋸㘏↰》⍟㒤 㞃ㅬ┟ ㅛ⾛⎗ㅛ㎸ㅬᝓ◿᳧㶟ㄫ㾌㼿ᶫ≄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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ㅯㄣ▧≃᳛ㅫ⪓᩿⛛䀟ㅷ⾷ᙳㅟᚫ᷿⾯ᱻ㎧䀼ㅟ䂫⾷㞃☃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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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학습목표

●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절차를 이해한다.
● 안전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방법을 숙지한다.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차 사고 후 적절한 대응 조치는 추가적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회복을 도와줍
니다.
이 장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응
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례를 통해 숙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응급처치 관련 심폐소생술은 실습을 통해 습관적으로 훈련되어지도록 별도의 교육
수료를 권장합니다.

⼯⪓ᛇ᳧㙿♼
⪓ᛇㄇ㿼ㄣ≃⼳⼫⛛ᱻㄸ៰㙿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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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대처법

가.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당황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당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교사가 당황
하게 되면 사고를 당한 영유아나 나머지 영유아들이 함께 당황해 하거나 더
불안해 할 수 있음
- 사고를 파악할 때에는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 현장에 남아 있는 위험이나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판단
•다친 영유아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법 실시
•119나 응급실에 구조를 요청
•부모에게 연락
•남은 영유아를 안심시킴
•사고보고서를 작성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어린이집의 장이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5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보육교직원의 자세
•모든 보육교직원은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응급처치는 가까운 전문기관에서 교육
•보육교직원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필요한 물품이 갖추어진 구급상자를 준비함
- 구급상자에는 응급전화번호, 약품의 사용방법 등을 부착함
•영유아의 비상연락망, 응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와 응급절
차 과정 목록 등을 전화기 옆에 비치
•야외학습을 나갈 때 교사는 휴대용 구급상자와 비상연락망을 준비함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부모동의서를 받도록 함

다. 응급처치의 기본원칙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자신부터 안전을 확보 / 구조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달려드는 것은 양쪽 다 해로운 일임
•언제나 신속, 침착,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함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해야함
•이송이 필요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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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신고 시 전달할 기본 정보
➊䀿ㅷᗧ☃⫄㽃ル㠿㋣⭳◶䀻♯䀟
➋ㄸ៰⪨䁐ㅛ☃⫄㽃ᚤル〧䀿ㅷ⪨㫃
➌㋣ルㄿル㾿ほ⭳ㄇ┛ 䀻㆓⪓ᛇル㾿┣㎯Ộ
➍䀿ㅷㄿ⯿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가급적 음식물을 주지 말아야 함. 특히 무의식 환자에게 음식
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도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하
며, 심각한 손상, 심한 출혈 등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음식물 제공은 수술시작 시
간을 지연시킬 수 있음
•부상자 운반 시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이송하는 행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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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



찢어짐
사례 ➊

빨리 양치하고 싶었어요

가) 찢어짐(타박상, 찰과상 등)
•가벼운 상처의 경우 깨끗한 상처는 그대로 두고 밴드를 붙이지만, 더러운 상처인
경우에는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
•물기를 깨끗한 거즈로 닦은 다음 상처에 밴드를 붙임
•더러운 상처 중 토양, 분변, 타액에 오염된 상처, 화상, 동상에 의한 상처 등은 파상풍
백신 접종 또는 파상풍 능동 면역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병원 방문이 필요
•상처가 깊은(진피층까지 침범)한 경우나 상처가 큰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흉터가 심할
수 있어 봉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감염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
•병원 방문 시에는 아이가 무엇에, 어떻게 다쳤는지,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나
먹고 있는 약이 있는지, 아이의 예방 접종력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
참고 - 피부의 구조와 상처의 종류

㘗ᛣ⪨
⎯㘗⾷ㄿ㼿⿓㼣
❧ㄿ㹃⾷ㅬ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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ㄧ⾷ᗧ㽛㎯ἳ
⫄᠗ᱻ⪨㙿

⪨
ᩄㅛ⎓㽃┣㚛
㡣ㄇ⎓㳳㶟Ộ
⾷ㄿ㽛㼣❧ᗧ
ㅿ∋ㅬᱻ⪨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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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cdc.go.kr/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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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손상
사례 ➊

입술을 바닥에 찧었어요

가) 치아손상
•부러진 이가 땅에 떨어졌다면, 부러진 치아의 씹는 면을 잡고 생리식염수를 부어
씻어 낸 후 차가운 흰 우유에 넣어서 얼음팩과 함께 아이스 박스에 넣어 치과로
가져감
•영구치가 빠졌는데 영구치와 유치 구별을 하지 못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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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부모와의 통화) 후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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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 탈구
사례 ➊

팔이 당겨져서 아파요

가) 골절 / 탈구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한 후 병원에 방문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살살 눕힌 후 부목이 있다면 부목으로 고정하거나 없다면
나무판, 박스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래에 넣어 받쳐 주어 고정함
•팔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의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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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사례 ➊

전기 주전자의 물이 쏟아졌어요

가) 화상
•화상 부위를 물(수돗물 등) 또는 생리식염수 등으로 흘려보내며 상처를 식혀주는
것은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10~20분)
•화상 부위가 손이나 발일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천이나 거즈를 끼워서
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깨끗한 붕대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함

•물집을 제거하는 것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벗기거나 터트
리지 않음
•크림, 연고,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음
•화상은 육안으로는 중등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
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주의사항

제3장

•초기 대응 후 젖은 거즈나 수건으로 상처부위를 감싼 뒤 신속히 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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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주제8 >> 화상
화상유형별 대처
1) 열상 화상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환부를 흐르는 찬물로 15~30분 정도 식힘
•수포가 발생하였거나 영유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
2) 흡입 화상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의복을 느슨하게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함
•호흡 또는 심장 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시작
3) 화학 화상
•즉시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학물질 제거
•화학화상은 3도 이상의 화상으로 간주하여 응급실 방문
4) 전기 화상
•상처 부위가 크고 작은 것과 달리 모든 전기 화상은 3도 화상임
•전기로 인한 화상은 외견상 보이는 화상보다 심한 내상을 흔히 동반
•전기 감전 발생 시 함부로 환자를 직접 떼어내지 말고 일단 전기 스위치를
내려 전기공급 중단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좌측 팔의 전기화상은 심장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필히 응급실 방문
응급처치 및 생활가이드
•┣䀠ㄧ❯⾷ᵗㅟᚤ⾷ᱻ〞ㄫ♾ᚏ⽣㼿ᱻᵗ〞ㄫ♾᠗ᙗ᩿䀿❧❧ルㄿ〞ㄫㅷ⍛ᱻ㽰᷀ㄧ
ᗧ៰ㄸ៰ⳋ⾷⬃ㄿ⊳㎫ㅛ㼿ᶫ≄㍰ⳃㄸ៰ⳋㄫ☐┟㽏
•┣㎸ㅛ⫄ᚤ⾷ᱻㅫㄿ≃㬗ℏ⎓㎧⎷ᛇ┣㎸ㅛⅣᶫ᳧♾ᚏ㎧⼱ᶫ≄㽏
•⪨㙿❧ル⍣⭳ᶬ㽃ᛇ⼳㤻〓ㅛ᩿ᛣ⪗䀻⯿⭳Ộㄿㅷ០⬘⭳ᶬ㈃⍣⪓ゐ㼿㎧⼱ㄳ
•䀻⪨❧ル⾷ᗫㆌㄫ◻⍛ᙗ᩿ᗷㅷ⍣➀ㅛᱻᚤỘㄿ◣ᗫほ♼ㄧ㘏ᗷㄫㅣㄣ㪋ᙗ᩿㘤⪨
ᗷㄫㅣㄣ㤃㴏㿯㎄ᛣᘀㄧⳓᗨ㽃㽐⚸㎄㛯ⅿ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www.snu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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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림
사례 ➊

강아지가 화났어요

가) 물림(동물)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도록 하며, 개방성 상처인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
•병원에 방문하여 동물의 종류와 정황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
•동물의 주인이 있을 경우 동물의 병력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설명하고, 야생 동물인
경우 물린 장소, 시간, 동물의 특징 등 사고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 함
제3장

•㋣ㅟㅛㅯᱻ᷀┣ㄿᚤ⪓䂫⪓ᙛ㙿⎓⍣ル㼿⿓᷀┣㋣ㅟㄿ䀻♯䀟⍣☂⼫᭺ᶫ≄㽏
•⒐ᚐㅷᗧㅯㄣ⒐ᚐㅷㄿ㎫Ⰷᛣⳇシㄫ᠗≄

•┣⎗⪨㙿ᱻㄈ⼯ㄣ≃⛛ᱻᙪ⛛⪨㙿ᗧᠱㄫᗧ⬘ㅛ㩓ᛇ㪧⽈⾷⬟ះㅛ⎵᠗ἳ┟⾷◿ểⳃ⚸シ⾷
シ㼿⿓⪨㙿ㄿᠱㅛỘㄫ㎫㼿ᶫ≄㽏

나) 물림(사람)
•사람의 구강 내에는 입으로 물 때 옮겨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균들이 산재
•사람에게 물렸을 때 만약 피부에 상처가 없다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깨끗이
씻는 것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만약 피부에 상처가 났다면,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난 후 사고 일지에 기록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함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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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다) 물림(벌, 곤충 등)
•침이 박혀 있을 경우는 침을 잡아당기지 말고 신용 카드 같은 것의 모서리로 살살
긁어 침을 제거하고, 침 끝에 남아 있는 독이 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잡아당기거나 상처 부위를 쥐어짜지 않도록 함
•이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로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 연고를 바름
•쏘인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 후에 냉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킴
•᳧❧❫ㄿᛋ㞐┣⎣ㄧ┣⎗❧❫ㄿ㎄◿ㄸ⎳⑮ⳃᗫㇼᶫ㎫㽰ḃ䂫䀟᷿᩿ᗫ䀠ⳇḷể⇓᠗ᗷ
⼫᩿㼫ⅤⳃⲋỘㄣ≃㎫㽰㼿ᱻᚤᶫㅯㄳ
㲠䅯⼫᩿㼫Ⅴⳃⲋᱻ⾷㼣ᬋ㻫⎗㋣⪓ㄿ㰓⿓ᗧ⾛㎧⪓⏄㽇⯿ᶫㅯᱻⳓᗨ㽃㽐⚸㎄ㅛ᠗ἳ┟⾷
ᛋ㞐⾷┣⎗⼫ㅛᗧㅬⰇ⾣㳻Ộㅛⳓ㼿ᙳ❺ᙗ᩿䀟䅈ᛋⅧⳓ㽃᠗㡏⛜㮜ᝓ㮇Ộㄿ㎄⪨ㅛ
ㅯㄣ⡇⍟ㄸ៰ⳋ☐┟㼫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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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삼킴
사례 ➊

콧구멍에 쏙

가)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코)
•반대편 콧구멍을 막고 세차게 코를 풀도록 함
•면봉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다가 더 깊이 밀어 넣거나 점막 손상으로 코피를 유발
할 수 있음
•풀어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거나, 코를 풀 수 없는 영아의 경우에는 병원에 데리고

•눈의 표면에 먼지가 붙어 있을 경우 눈꺼풀을 벌려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을
흘려 씻어 내도록 함
•영유아가 눈을 비비면 각막이 손상 될 수 있으니 눈을 비비지 않게 함
•눈을 감게 하고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띠를 만든 후 눈을 가려 눈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눈)

제3장

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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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➋

비눗물을 삼켰어요

가) 화학제품 사고 관련35)
•세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신체일부에 접촉하거나, 음료 등으로 오
인하여 마셔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입으로 마시거나, 눈에 접촉하는 사고 다발(음용 77.5%, 안구접촉 19.5%, 기타 3% 등)
•어린이집에서는 활동자료로 세제, 화장품 등의 화학제품이나 콩, 씨앗 등 작은 곡
식 등은 가급적 사용 자제
나)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강산, 강알칼리 성분) 화학제품을 삼키거나 빨아 먹은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음
- 억지로 구토하게 하는 경우 토사물 흡인, 식도 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
- 입과 얼굴을 철저히 헹구고 병원 응급실로 이동
- 삼킨 제품의 성분에 따라서 겉으로는 증상이 없어도 심한 식도, 위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로 빨기 가는 것이 중요
- 병원 방문 시 영유아가 삼킨 제품의 성분, 삼킨 양 등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전달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눈을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어 낸 후 병원 이동
•피부에 접착제(본드, 풀 등)이 묻었을 경우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
과 세제를 이용해 제거

35) 한국소비자원(2018).
생활 화학제품 어린
이 중독사고 주의하
세요

73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질식
사례 ➊

작은 호두 조각이 목에 걸렸어요

가) 질식(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경우)
•기도가 막힌 경우
- 음식물이나 사탕, 장난감 등이 기도로 넘어가 호흡이 막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목을 감싸 쥐고 괴로워 할 때, 즉시 119에 연락하고 응급처치(하임리히법 등)를
실시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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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주제9 >> 응급처치(기도가 막힌 경우)
➊ 1세 이하의 영아를 위한 응급처치(~12개월)
•아기를 왼쪽 팔에 엎어 올려놓고서 영아의 목과 머리를 받힘
•오른쪽 손바닥으로 아기의 어깻죽지 사이를 빠르고 힘 있게 4번 연속해서
때려줌
•위의 방법으로 이물질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아기를 딱딱한 바닥에 바로
눕히고 영아의 가슴 중앙의 뼈 있는 부위(흉골)를 손가락 2개로 힘 있게
4차례 눌러줌
※ 너무 세게 누르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

•그래도 숨을 쉬지 못하면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로 영아의 양
볼을 눌러서 입을 벌린 후 가제나 수건으로 혀를 잡아당겨서 영아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
•이렇게 해도 이물질이 깊숙이 들어가서 호흡곤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시 영아의 입과 코를 교사의 입으로 덮은 채 숨을 불어 넣어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서둘러 응급실로 감

➋ 1세 이상의 영아를 위한 응급처치
•응급처치로 이물질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영아를 딱딱한 바닥에 똑바로 눕
힌 후에 명치와 배꼽 사이에 교사의 한쪽 손바닥을 대고 그 위에 다른 손
을 얹은 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밀어 올리며 몇 차례 재빨리 눌
러줌
※ 간이나 갈비뼈가 상할 수 있으므로 너무 심하게 누르는 것은 금물

•영아가 계속 숨을 쉬지 못하면 입을 벌리게 한 후 혀를 잡아당겨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함
•그래도 숨을 쉬지 못하면 인공호흡과 복부 압박을 각각 5회 반복하면서
119의 신고 또는 얼른 응급실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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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유아를 위한 응급처치 - 하임리히법
•유아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 유아를 안음
•제일 아래쪽 갈비뼈 바로 밑과 배꼽 약간 위쪽에 한 손의 주먹을 밀착시킨 뒤
다른 손으로 덮고 세게 껴안은 것처럼 45도 정도의 각도로 위쪽으로 눌러줌
•물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19에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함

제3장

•물체가 나올 때 까지 5회씩 반복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36) 어린이집안전공제
회 홈페이지(e.csia.
or.kr)> 예방자료실>
어린이집 안전을 위
한 안전수칙 포스터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5)36).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 행동 매뉴얼
※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은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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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경련
사례 ➊

열성경련

가) 발작(경련) / 구토
•경련은 열성경련이라 하더라도 경련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수 있고, 단순열성경련
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경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련이 발생하면 경련이
멈췄더라도 일단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
•영유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이나 억제를 하지 않고, 목과 허리 부분의 옷을
느슨하게 함
•구토를 하거나 입 안에 구토물이 보이는 경우 질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개를 옆
으로 돌리고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억지로 입을 벌리지 않음
※ 설압자 등(없으면 나무젓가락을 거즈로 말아서) 사용하여 혀가 말려들어가지 않게 함

나) 열이 날 때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해열제·감기약 등을 투약할 경우 미리 부모의 투약
의뢰서 또는 부모의 투약요청 의사를 확인(유선 등)하고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 가능
시 투약 실시 ※투약 시 약품에 기재된 투약기준(용법, 용량 등)을 준수하여야 함
•어린이집에서는 해열제를 복용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해열제 복용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병원 진료를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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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ḏ
᮳⯿⎰ⳇㆌ᠗ㆌ⽇⍣ㅣㄣ㪓⯿ㅯㄣ▧≃
ᗫ᠗◶ⳇㆌ᠗ㆌ⽇ᗧ☃⫄㽇⯿ㅯㄳ
ⳓ㼿ᙳ㮇㼿ᛇ㪯⯿ᗧⳓ㽃ㄇ⼫⾷ᙳᱻⳇ㋸㼿ᙳ
㰓⿓㼿⿓⽣㽏
출처 :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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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야하는 경우
ȗ᪇ἳ
ㅛⅧ" ㎨ㆌ 』ᶫ ⬔⼏ ᶫ ᝓᗼ』ᶫ ⬔⼏ ᶫ ᚏểⅸㅛ』ᶫ ⬔⼏ ᶫ ㅛ⪨ㄣ≃ ㇼㄿ ᗧ⚣゛
 ᶫᶫ ㄧ ゛᷀ㄫ 㼿ᙗ᩿ 〞ㄫ ⎵ㅛ ᩣ⾛ ㅬᙗ᩿ ⒐ぼㄫ 㼿ᙗ᩿ ᴻ゛ ᪇⾷ 㠈ㇼḇ ⯿ ㅯㄳ
ㄿⳓⲋ⇓❫䂫㆓㠈ㇼ
ᘃセㅛ㼿ㄿ⼫ᗧㅛ᪇ἳ
⏋⼫㳳⛛ㅛᛇㇷㇷⳓ㽛㎫ᛇ㳷ḇἳ
ㄿⳄㅛ⾭ᙗ᩿ㇷㇷ᩿⡇㎯ἳ
⎓⍣ᙗ᩿ェ㎨ㅛ㎧⒢㽇ἳ
⡇⍛ᙳⰏㄫⱓᙗ᩿Ⰿⱓ᠗䅿ị⾛⬃ㅿ␠㎧⒢㼿ᙗ᩿᭧㎧⒢㽇ἳ
⒐ㅛ⣊⣊㼿ᙗ᩿ᚤ∏ㄫ㽇ἳ
ȗ㮇㽇ἳ
◿⛜ㄣ≃ⳓ㼿ᙳ㮇㽇ἳ
☗ᗧ㶰⭳⛛❧㹣Ỗㅛ⛛ㅣἳ
☗⍣ェ㤃ㆈᛇ⭳⎓⍣㎧⍣ㇼᶫ≃ⳓ㽃⛜㮜ㄫ᷀◿㼿ᱻᚤ
ㅣㅛ⾷␟⎓⍣㡃ㅛㅯᱻᚤ
㪯⯿㿫⪨ ⭳⚧↰ㅛ㋫ᛇ㿧ᗧ⎷ⅣㅯᱻỘ ㅛㅯᱻᚤ
᭠⪰䀠ㄧ㼣⪰ᠻㄿᝓ㮇⍣㼿ᱻᚤ
ȗ᠗㪧
㙿ㄳㄣ≃ᚤ᠗⍣㽇ἳ
ᙧㄧ⪰⚧ㄫ⛛ᙗ᩿㼣ᗧ⬅ㅟ⚧ㄫ⛣ἳ
␟⎓⍣㡃䂫ㄿⳄㅛ䄷⎓ᙗ᩿ㅷ∋ᛇ⎳㽇ἳ
출처 :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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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돌연사증후군
사례 ➊

영아돌연사증후군

가)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정의 및 현황
•정의 : 영아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는 종합적으로 영아돌연사(SUID: Sudden
Unexpected Infant Death)라고 함
- 그 중 영아돌연사(급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은 임상
기록의 검사, 사망 현장의 검사, 완벽한 부검 실행을 포함하여 철저한 사건조사

•현황 : 계절별로는 겨울 및 환절기에, 시기별로는 생후 6개월 내 주로 발생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5년간) 국내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건수
는 총 393건으로 연평균 약 78건임
- 이 중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공제회로 접수된 사례(추정 포함)는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3건, 2017년 0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3건이며,
최근 감소 추세에 있음
※ 다만, 1세 이상의 영아 또는 유아의 경우도 SIDS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면 시 주의를 요함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 어린이집에서 영아 사망 시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
고,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안별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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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안전수칙 (To Do / Not To Do)
해야 할 일 To Do
•⯿ㄇ䂫㲟⎣ⳃ㪋᠗
•⼫⍣㆓ゟἳỘㄫ◻⾷᳧ᛇ㚃ㆌㄫ⛛ᶫ≄◻≃᯼䅿
•⼫ᗧ⯿㼿ᱻ◻ㄿㅛ㽛⽣㼿ᵌ㎧⼱ᙳ㽏
•⾛Ṉ㎧⼱ᙳ㼿⿓⯿㋸ㅟ⼫ㄿ⾣ㄫ⪛㼫⯿ㅯ⾛⽣㽏
•ᗧ⚣゛ㅛ❯≃⼫ㄿᗧⲛᠳ㎧⎳ᵕᙳ㽏 ␟⎓⾣ㄫᵕ㎧⼱ᶫ≄㽏
•⼫⪨㫃⍣⯿ⳃ≃䀼ㅟ㽏
•ㄸ៰⪨䁐☃⫄ⳃ᳧㙿♼ㄫⰀ㎧㽏

하지 말아야 할 일 Not To Do
•⼫ᗧㅷᛇㅯᱻ㋣⚧⾷ル㾿㽃 㹠ⳇ㽃 ┣ᙛㄫḷ㎧⼱ㄳ
•⼫〧ᘀㄧ㡏᳧⾷ㅷᙗ᩿◻≃⾷᯼㎧⼱ᶫ≄㽏
•䅈ᛣᗫㇸ䅈㎧☐㎧
※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37) 시행(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영아돌연사증후군' 이렇게 예방하세요!

37) 관련법령.「국민건강
증진법(’18.12.31 시
행)」 참조
단, 3개월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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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❶ 어린이집 분야별 안전점검 (소방, 전기, 가스)
ᝓ❫

38) 관련법령.「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39) 관련법령.「전기사업
법 시행규칙 제35조
의 2」

ㇼ᠗⼯ㇷᙧ᳧⪨ⳃ⬋

㋣᠗

⭳☐

ᗫㅛⲋ㻫⎨㩛⇓◶ⲋ㻫⎨㩛⇓⬋㠿ⳃ⬋
⭳☐⼯ᛧ⎓ㅷ⬇ㅫ᳧⪨

᠗

ㅣ◿ゐ᠗ⳃ⬋ ゐ↰φ◟⎳
ᶫⳃᗧⲋ

ᗧⲋ

⭳☐
⬋⠫

⠫ゐ

ⳇ㚔ㅷ
ⳇ㚔ㅷ

ᛧ㽇ᗧⲋ⼯ᛜ⪓
㎧ㅷ㚛⚫
⪨ㅛ

⬋㠿᠗㋧

⭳䀻᠗

Ωㅛ⪨
ę᭟ㄇㅷⳃ⬋ㄿᚤ㰓㚀ゐ⭳䀻ゐᝓỘㄫ䀻㆓⼯᠗㋧⾷Ⅳ⪗ㇼḃ⭳䀻᠗
⯿↰ㄿ❫ㄿㅛ⪨ㄣ≃⬋㠿ᗧ⭳䀻᠗⯿↰⪗ㇼ᭟ㄇㅷⳃ⬋ㄿᚤ
◻Ω⎯∌ルㅛ⪨Η⭳䀻᠗∌ル

ⲋ㻫⎨㩛⇓

◻㽐Ωㅛ⪨᭟ㄇㅷⳃ⬋
◻㽐Ωㅛ⪨Ω◟⎳

ᗫㅛⲋ㻫⎨㩛⇓

ᚤ⛛
⬋⠫

ᬫ
䁳

㉬⛛䀟ⳃ⬋ ⾛⎗ㅛ㎸

⬋⠫㉬⌿

41) 관련법령.「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70조」

ᛧ㽇᠗⼯ᛜ⪓

㉬⛛䀟ⳃ⬋ ⾛⎗ㅛ㎸
ęセ⪓ゐㇼ↰ έ ㅛ⪨ⳃⳋⳃ
᠗㋧↰◟᳓ⳃㄿ┛⼫Ჯ᩿㎧ㅷ㚛⚫⪨ㅛ

/3*

40) 관련법령.「도시가
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㚛

ㅷ㚛⭳☐⼯ᛧ⎓ㅷ
ῷᱻ
ⳇ㚔ㅷ
⭳☐⼯ᛧ⎓⾬㚛

◻㽐Ω◟⎳ㅛᛇ㘤⪛ㅛ⬋㠿ḃⳃ⬋
Ωㅛ⪨ㅛᙗ᩿㎧㼿㠜ῷᱻ┛㘤㠜ㄿ◻Ωㅛ⪨

ㅷ᷀䀻㆓㪷㎧⬋⠫
ⳃᗨᚤ⛛᠗㷓㽏

Ωㅛ⪨᭟ㄇㅷⳃ⬋

ㅷ᷀䀻㆓⛛⬋⠫

◻Ωㅛ⪨ㅟ㠜ㅛㅯᱻ᭟ㄇㅷⳃ⬋

ᶬ㿼ᗷ㎧᠗

ᝓ䁴ḃ⒏ệⳋ ⭳☐♼◶ㄇ⼫⛛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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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❷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의무화 및 콘텐츠 안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대상 아동에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개정
('18.2.21.)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개정('18.8.28.)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의무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42)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예방교육 관련 문의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고객센터-Q&A게시판질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형석선임(hskim@nia.or.kr, ☏053-230-1340,1342)
온라인 콘텐츠 활용교육
<동영상 콘텐츠>
•교육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방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속 유
아 대상 시청각 교육 진행
•이용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내 [콘텐츠·자료실]에서 검색
조건을 [대상-유아, 포맷-동영상]으로 설정하여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표준강의안 등을 활용한 자체교육
•교육방법 : 표준강의안(PPT) 및 보조자료(동화, 동요, 체조 동영상)를 활용한 어린
이집 자체 강의 진행
•교육내용 : 균형적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형성 및 자기조절능력 강화
•이용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내 [콘텐츠·자료실] 메뉴에서
검색어를 [표준강의안]로 입력하여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전문강사 초빙교육
•교육방법 : 전문 예방교육 강사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표준강의안을 활용한 강의
진행
•운영기간 : 2019. 3. ~ 12. (매년 운영)
•신청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에서 신청
※ www.iapc.or.kr 방문 → [예방교육] 메뉴 →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메뉴
→ 신청하기
※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해당 지역 스마트쉼센터 담당자 확인 및 강사배정 후
신청 교사에게 문자와 메일 알림 진행(교육수요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문의처 :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대표번호 1599-0075)

42) 19년 보육사업안내
115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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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발간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www.csia.or.kr) > 자료실 ＞ 예방자료실
⚧

ᶫ

⚧

⪨ㄳシ

ᶫ



⾛⎗ㅛ㎸⽣た䁃᷀⼯Ⅳㆈㅛ

㘬ㅷ





⼫ᶳ⪓㎄䂫☐





⾛⎗ㅛ㎸⼯⪓ᛇ᳧㙿㽰᷀⏋ᱛ⾣





⭳㋸㽃⫄⑬⼫ⳓ㶷⭳⫄Ⰷ≃
㎧㤃ほ





⾛⎗ㅛ㎸⼯ㄫル㽃⼯⯿㡀
㷓ⲋ㬗ⲋ㳗㣋





Ộ㼿シⳃ㋣ㄿ⪓㽔







᭧ㅛⳃ⬋ㅛゐ⼯



⾛⎗ㅛ㎸⼯ᛧ⎓☘ᛣ


ᝳ ⳋた⛛ㄈ䀿ᚤ
ᝳ ⭳☐㆓᪃ㅷ㆓㽛
ᝳ 㮜㽀㘏↰ᛣỘ㼿シ
ᝳ ᙛᗼ䀿ᚤル⫄៰Ⳅ



⎣㘬ㄫ䁃ゐ㽃⼫⼯ㄈ
㻫≃





㎧㤃⛛⼫ほ⼯⽤





ᛧᚫ〧ឧ᠗ゟㅫㄣ≃⎳ị⾛ᗧᱻ
ㄇ⼫㆓᪃⼯ㄈ㻫≃ᝓ





⼯ᗧ᩿





∠⚫≃⼳⼫⛛ᱻ
⼫⼯ㄈ㻫≃ ᘃㇼ㳷







⎣㘬ㄫ䁃ゐ㽃⼫⼯ㄈ
ㅷ⊳ᘃ☃◶䁃ゐ☐⼯ᝓ





⎣㘬ㄫ䁃ゐ㽃⼫⼯ㄈ
⼯ㄈᚫ䁴⼯ㅸ⬘♼ㄫ㋸ⳓㄣ≃





⎣㘬ㄫ䁃ゐ㽃⼫
⼯ㄈ ❧⒏ゐ ⯿ㅷ⊳ᘃ☃
ᚗᛣ⛛ᛇ



䀻㆓㆓᪃᳧㼣ほ∠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0

⬟㼣〧㽏ᢿ㼿ᱻ

84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8).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_____________(2019). 2019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1). 보육시설 관리자용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 가
이드북.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3). 어린이집 석면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4).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 길라잡이.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6). 어린이집 지진 관리·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환경부(2017).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소방청 홈페이지 www.nfa.go.kr
서울시보육담당관(2018).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4). 창립5주년 기념 대국민 토론회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5).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 행동 매뉴얼.
______________________(2016a).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
______________________(2016b).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집 vol2.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www.snuh.org
질병관리본부·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한국소비자원(2018). 생활 화학제품 어린이 중독사고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www.cpf.go.kr
행정안전부(20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홍창의(2009). 홍창의 소아과학.
Kliegman, & Robert M (eds.) (2015).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 Elsevier Science Health Science.
Layug ML, Barrett EJ, Kenny DJ.(1998). Interim storage of avulsed permanent
teeth. J Can Dent Assoc . 64(5):357
Bloml f L, Otteskog P, Hammarstr m L.(1981). E䞲ect of storage in media with
different ion strengths and osmolalities on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Scand J Dent Res . 89():80.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목차
제1장

아동학대 예방

89

Ⅰ.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89

1. 아동학대 개념

90

3.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92

4. 아동학대 현황

94

∥.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
1.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신고 현황

99
99
100

3. 아동학대 신고 방법

101

4.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과정

103

Ⅲ.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판결·행정처분 사례

106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사례

106

2.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 사례

109

3.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사례
Ⅳ. 어린이집 하루일과에서의 부적절 행위 사례와 교사의 역할

제2장

89

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113
114

1.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아야 할 부적절 행위

114

2. 하루일과에서의 연령별 부적절 행위 사례와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

115

3. 부적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기본자세

126

성폭력·실종 예방
Ⅰ. 성폭력 예방

129
129

1. 아동성폭력의 정의

129

2. 아동 성폭력의 현황

130

3. 아동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Ⅱ. 실종 예방

132
135

1. 실종에 대한 이해

135

2. 실종·유괴 예방교육

136

3. 실종·유괴 예방 수칙

139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140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획/편집
⬘⑬

⭳

㎨ル

㿫ᚤ

㋸⽀ㄈ⼫㉬㽐㎧シ⬣㬗

⬣㬗ㆌ

㉗⬘䅓

㋸⽀ㄈ⼫㉬㽐㎧シ⬣㬗⛛ㄈ㎧シ⪓⾬㳧

㳧ㆌ

ㅛ⬇㾌

㋸⽀ㄈ⼫㉬㽐㎧シ⬣㬗⛛ㄈ㎧シ⪓⾬㳧 ⛛ㄈ┟ほシ

집필
❫⽣

㎸㼫

⼫᷀㽀᳧☐

ㅛ〫ㇼ⯿ ㅟ㼿᳧㽀⼫᷀ⳓ⎓㽀ᛣ
ᠧ䄻Ⰰシㆌ ㅟ㚃⬘⒏⚸シ⾛⎗ㅛ㎸

⬘㷔∌☐ ㇼㅟㅷᛜ᳧᷀㹃 㽃㷔∌☐ㄈ┟ᗼ⪓㿸䁳
ⳋ㉬☐

ㅛ᠗Ⰳᗼ⪓ ⳋ㉬⼫᷀┟᠗ᛧ

89

아동학대 예방

ઁ
제1장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1. 아동학대 개념
우리나라는 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처벌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
적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조ઁ7항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시하고 있다.

ɀ⼫᷀⛜㎧♼Ɂ㈃㉗㈃㽔
⼫᷀㽀᳧Ⅷ ⛛䀟ㅷ⍣ 㷓㽏㽃 ⬘ㅟㅛ ⼫᷀ㄿ ᙛᗼ ῷᱻ ⛜㎧⍣ 㽛㠿ᙗ᩿ ㇼ⪨ ☃᳓ㄫ 㽛㽇 ⯿ ㅯᱻ ⳇ㚛oㇼⳇo⬘ 㷔∌ㅛ᩿
ᗧ䀠㽰ル⍣㼿ᱻᙪᛣ⼫᷀ㄿ⛛䀟ㅷᗧ⼫᷀ㄫㄇ᠗㼿ᙗ᩿☐ㅫ㼿ᱻᙪ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사회 최초의 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다음과 같
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인하
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이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통해서도 협
약이행을 위해 강조되어 왔다.

ɀㄇ⾻⼫᷀ᝳ⎓㿸⽤Ɂ㈃㉗
⼫᷀ㅛ❧⒏♼ㇼ䂫ᚓㅟ⍟⛛䀟ㅷ≃❧㬗⽸ㄈ᷿ᱻ᷀⼯⒏ệ㿼㫃ㄿⳇ㚛oㇼⳇ㷔∌⪨㽛᩿㽀᳧ㄇ᠗❧᳠㽃᳧⬘ㅟ㽀᳧⍣
⠫≖㽃㘐㟏≃❧㬗⼫᷀ㄫ⛛䀟㼿᠗ル㽛⒏ệ㽃ㅬ♼o㽰ㇼo⪓䁳oㄈ㉗㠿⍣㟏㽛⽣㽃

아동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도적
이고 지속적으로 해를 가하거나(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돌보지 않아(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의 복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모두 아동학대인 것이다. 또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의 형태로 해당 협약의 조항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나 의무이행자의 협약이행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당사국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 등
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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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너무 좁게 해석하면 아동의 ‘신체의 안전 및 래의 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광범
위하게 정의를 내리면 ‘애매하고 경미한 행위’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영어 ‘child abuse’나 ‘maltreatment’ 모두 아동학대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maltreatment’는 ‘child
abuse’를 포함한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뉘앙스가 있다. ‘maltreatment’는 ‘부적절 행위’ 혹은 ‘부당 행
위’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영유아에 대한 ‘부적절 행위’가 잘못된 훈육행동이라는 인식 없이 반복되거나 심
화될 때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0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정하였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
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의 개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복지법」 ઁ조ઁ7항과 ઁ7조(금지행위)에 따라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학대유형의 구체적인 행위와 징후)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
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㹃!ⳇ㚛㽀᳧㽰ル◶㎼䂫
ᝓ㚛ㅟ㽰ル

ⳇ㚛㎼䂫

㎨ㇸㄣ≃ⳇ㚛⾷ᗧ㽛㎧ᱻ㽰ル ⭷☃Ộㄣ≃ἳ⎣ᤓ㎸ᛇ┣⾛

⬋⑬㼿᠗⾛∋゛ⳇ㚛⪨䄻
☃⫄◶䁳⛜⾷ⳃᗫ㘏ᗧㅯᱻ⪨㙿
⠫Ⲟ㽃㩓᠗ㄿ◿⛜ㄣ≃៨䅳⪨㙿
ᶫᝓㄿ⒏⽸ㅛ᳧≃᩿㪧᩿ᱻ⪨㙿
᳛☗ ❯ ㅷ ℏᙗ゛ ┣⾷ ㆇᚏ ⫄ 䀻⪨ㅷ 䁳ㄳ❧⾷ ㅯᱻ
䀻⪨ㅷ⼳ᛇㅯᱻ┣㚛⒏⽸ ⎓◟Ộ ㄿ䀻⪨ㅷ䁳⛜ᶫᗧ
⽸㽃䀻⪨ㅷ
ㅬㅬⰇ㠿ㄧᯯたㄳ❧⪨㙿
៨䅯ᙗ᩿┣⎗ㅷ⾷ㄿ㽃⪨㙿
⭷⒐ㅛ᩿☃⒐⾷៨䅳⪨㙿ㄇ⼫⾷ᙳ☃ᚓḃ❰ᙳ៨䅳⪨㙿
㠿᠗⾛∋゛❧ルㄿ⪨㙿Ộ

№ᱻ㽰ル㉗⍛ᛇ⠫㲟ᱻ㽰ル㽇㨛ᱻ㽰ルỘ
ᶫᝓ⍣⪓ゐ㼿⿓ⳇ㚛⍣ᗧ㽛㼿ᱻ㽰ル ᶫᝓ≃ἳ⎣⦗㉘㽃ᶫᝓ≃
㗳⍫Ộ
〫∌ㄫ⪓ゐ㼿⿓ⳇ㚛⍣ル㿸㼿ᱻ㽰ル ᗼ㼿ᙳ䄻ồⳇ㚛❧ル┝ㄳ
⚤⾷◧⾛➀ㅫᾇ◧ᛇㆈㄳ⼫᷀ᴿ㎷ᙗᦟ≃⏋᳓᠗┣⾷⡇㲟⎣Ộ
ⳇ㚛⾷ ㄇ㽛㽃 ┣㎯≃ ⳇ㚛⾷ ᗧ㽛㎧ᱻ 㽰ル 䀻㽀┣㎯ 䀠ㄧ ⽤┣
Ộㄣ≃ⳇ㚛⾷⪨㽛⍣ㅬ䅯ᱻ㽰ル䀻⪨
䄻ị⎗⼫ㅛ㎄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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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㼿㎧⼱ㄧ⼫ㄿ␟⎓⍣◻㠿㎧⼱ㄧ㘫┛⍵ル⾷〓∋᭺ᛇ䄻ịᙗ᩿ㄇ⒏㘏⍣ⳓ㼿ᙳ⒗ᛇ⒐⎷ㄫ㫃コ㉗ᠬㄫ㼿ᱻᚤ⾷᮳㞃㿯ᛣ
⏄⎰㞃㿯 ᱸᛏㄿ ᛏ Ộ ⛜㽐ㅟ ⿓⇓ ⭷⪨ㅛ ᷀◿ḇ ⯿ᶫ ㅯ Ď䄻ị⎗ ⼫ㅛ ㎄䂫ďㄿ ⽤ ᗧ ⪓⏄㼿ᛇ ⽤ ᗧ ᝓ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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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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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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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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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㚛ㅟ㽰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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ㅷ᠗㳳ῷᱻル㾿ㄫ┛⍬⻛⒏㾿ㅟ㽰᷀
㞐᷀⬘⪗⎳㽏◶㋣ㄿ㎸㋸ㆌ⽇
䀣ㅷ⼫ㅯ᠗⍣ᙗ❧ῷᱻた㮏ㅛ
㲠ㇼㄇ㿼ㄿ⪓ⅳịῷᱻ⬘⾷᳧㽃ḷ∋ェ
⯿ㆌ⽇

4)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공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 예방

シ⏄ᙗ❧᳧ῷᱻᚤㅟ⾟⾛㷔∌Ộ
ㆇㄫ㆓㎧⼱ᱻᙪ
♳ᙗ♾ᚏ㒺ᱻ㽰ル
㿼㈃᩿㡃ᝓỘᛣ⠫㘏⚫㶟⽇㼿ᱻ㽰ル
ᗧ㉘⾷⬃〼ⳃ㪋ᱻ㽰ル
⼫᷀ㅛᗧㇼ㷔∌ㄫ⒐ᚐ㼿ᶫ≄㼿ᱻ㽰ル
⼫᷀ㄫⳃ⬋Ộ⾷♫⎓ᚇᛇル㿸㼿ᙗ᩿㎷ㄫⳟ⬃㒺⼫ᱻ㽰ル
◟⬘ᬫㅷ㞃ㅬ㎧⾬⭳⾷⼫᷀ㄫᵗ⎓ᛇᲯᱻ㽰ル
⼫᷀ㄿㇼ⬃☃᳓◶∠⪨ᗷ᳠㼿᠗⾛∋゛ᙪㄫᗼほ㼿ᱻ㽰ル

ⳇ㚛㎼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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㹃!☐ㅫ㽰ル◶㎼䂫
ᝓ㚛ㅟ㽰ル
•┣⎓☐ㅫ
᠗⛟ㅟㄿⳄ㋣⍣㈃ᛜ㼿㎧⼱ᱻ㽰ル
❯ᚗ㽃䀿ᚤㅛ᩿ル㾿㽃⪨㫃⾷⼫᷀ㄫ☐㠿㼿ᱻ㽰ル
⼫᷀ㄿ㞃⫄ⳇᛇ⍣㼿㎧⼱ᱻ㽰ル⛛䀟ㅷᗧ⼫᷀ịㄫᗧㇼ
ḷᛇᗧ㞃㽃ᚤỘ
•ㄈ☐ㅫ
⛛䀟ㅷᗧ⼫᷀ㄫ㲠⚫㽃⪓ㄇ⾭ㅛ⾛⎗ㅛ㎸⾷┛ᚗ⬄ㄫ
ⳃ㪋ᱻ㽰ル
•ㄿ⊳☐ㅫ
⼫᷀⾷ᙳ㼫ほ㽃ㄿ⊳㙿㠿◶ᘃㅬㄫ㼿㎧⼱ᱻ㽰ル
•ㄇ᠗
⼫᷀ㄫ⛛䀟㼿㎧⼱ᛇ♫⎓ᱻ㽰ル
⼫᷀ㄫ⚸シ⾷ㅬシⳃ㪋ᛇ⪓Ⅳ㎫ᚤ
ⳃ⬋៣㙿⾷♫⎓ᛇᗧᱻ㽰ル

ⳇ㚛㎼䂫
☃᳓㎧◶⬘ㆌㆌ⽇
⠫ル⫄ㅟⳇ㚛⪨㫃
☐ㇸ㉬ᛣㄿ㽀㠿⊳❯ㅛ㽰ㄣ≃ㅟ㽃ᙛᗼ⪨㫃❯↰
⼫᷀⾷ᙳ⼬㟏ᗧ㎧ㄣ≃᩿ᱻᚤ
㽰᷀㎼䂫
ᚫ⾷⏅㎧⼱ᱻ❧㽃〞㘏⎣
ㄳⳄㄫᝓᙟ㼿ᙗ᩿䂻㡏
⠫㽰ῷᱻᶫ⚤
㽀⾷ㅣ㗴Ộ㼿ᛇ㎸⾷ᙳឧᗧ㽏
㎧ㅟ㼣≃ῷᱻ❯⼯ㇼᗷ䀟⭳
ㆍㄧᚗ⬄

3.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1) 발생 원인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원인을 부모, 보육교사, 가정·지역사회, 어린이집 요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㹃!⼫᷀㽀᳧☃⫄シㅟ
❧⒏ほㅟ
•⼫᷀⽸ㄈ⾷᳧㽃㎧Ⳅ❧㉘
•ㅷᬧ⾷᳧㽃㎧᩿㡃᠗᳧
•ㆍㄧᗧㇼㄿル᠗
•⾛⎛㽀᳧☂ㄧᚤ㾿
•⼳㤻〓㋸ᶬo⽤┣㋸ᶬ❯⼯ゟ㎄᠗㪧ㇼⳇ㎯䀿
•❧⒏ㄿ⍮ḃ⼫᷀ᛧ◶⽸ㄈᛧ
•❧⒏ㄿⳓ⎓◟⬘Ⰰ
ᗧㇼo㎧⿔⪓䁳ほㅟ
•ᗧ㉘ᛧᚫoᗧ㉘ᝓ㉗ㄿ┟㈃
•⪓䁳ᛇ⎤◶⪓䁳㎧㎧㚛ᚫᚗ⿓
•シ⎳㼿㎧⒢㽃❧❧ᛧᚫ
•ⳇ㚛㚛♳⾷㾯ゐㅟ┟䀻
•⼫᷀ㄫ㉛㋸㼿㎧⼱ᱻ┟䀻
•ㅷᬧ⾷᳧㽃⭳ㄇㄿⳄ
•㷔∌⾷᳧㽃ᗧ㠿〧ៃ♻

⛛ㄈ⪓ほㅟ
•⼫᷀☃᳓ᛣ⛛ㄈ⾷᳧㽃㎧Ⳅ❧㉘
•⼫᷀⾷᳧㽃㎧᩿㡃᠗᳧
•⼫᷀㽀᳧䂯ㄈ㚛♳⾷᳧㽃ᘃᬷㄿ䀣᷀
•ᛣᶫ㽃⾬┛〧ⲋ㲟⇯ⲋ
•⼫᷀㉛㋸⾷᳧㽃ㅟⳄ❧㉘
•ⳓ⎓ㄣ≃◟⬘Ⰰ㽃⪓
⾛⎗ㅛ㎸ほㅟ
•㶷⮫ㅛᛇルᚫㅟ㉗㎨┟䀻
•⼫᷀┟㈃㎧ᶫ☐⼯⾷᳧㽃᭣ㄿ❧㉘
•⾬┛ᛣ㋸ㄫ㉗㼿ᱻ⭳㮜ᛣ㆓シㄿ❧㉘
•⪓ㄈ❧㉘
•シㆌㄿ゛㚇㽀
•ㄇ⼫☃᳓⾷❧㽐㽃䀿ᚤ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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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아동에게서 찾는 것은 아동을 학대하는 단초를 ઁ공한다. 아동이 부모나 양육자
에게 신체적·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켜 학대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아동학대는 고의성과 지속성을 판단의 근거로 하지만 영유아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치명적인 손

제1장

2) 후유증
상을 입히므로 일회성이라도 행위에 따라 학대로 판정될 수 있다. 특히 아동사망은 아동학대의 가 비극적
인 결과로, 00년부터 07년까지 총 5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07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㹃!⼫᷀㽀᳧ㄿⳇ㚛oㇼ⬃䂫ㄇ㎄
ᝓ❫

ゐ

ⳇ㚛䂫ㄇ㎄

•ⳇ㚛⭷⪨ⳇ㚛ㅣ❧ㄿ⚧㿼㼣❧ㄿᚗ⭷ㅷ⪨䀻⪨᠗⭳ⳋᛣⳇ㚛ㆌ⽇ 㚔∌㼿ⳃ∌㼿᳧o⭳⚧㉗
∌ㄿ㼿᮳㉟㎄Ộ
•☃ㄈ❧㎫㹃㋧㚛㋸ᛣⳇㆌ◟᳓

ㇼ⬃䂫ㄇ㎄

•㎧⭷⪨㎧☃᳓⾷⬃ᚗ㽏ㄫ⛛ㅫ
•㞐᷀㉗∌ㄿ㼿᭹ㄧ㞐᷀⬘ㄣ≃ㅟ㽛ᗨ㉬㞐᷀ㅟ㽰᷀ㄫ⛛ㅫ
•ᗷㇼㄿ❯⼯ㇼ⬘❯⼯ゟᗷㇼㄿ᠗⛜Ộㄫ⛛ㅫ
•⪓䁳⬘ㄿ㼿ῷⅿᛧᚫ◶᳧ㅟᛧᚫ⍣ㅿ⏡㎧⒢㼿ᙗ᩿ㄇ㎧㼿᠗ᗧ⾛∋ェ
•㽀❧ㄸ㽀⍣ㅷ㋣⡇㎧ᙗ᩿䀠ㄧ㉟⾬ㄫ㼿㎧⒢㽏
•ᗨ㉬ㇼⳇᛣㆌ⽇◿ㄸ⬘ ⽇㘐ㆌ⽇ 㪯⾜㈃㿼 ⪓䁳 㘟⿓ ㆌ⽇ た⪨ 䂫 ⲋ㲟⇯ⲋ ㆌ⽇ ៰⬘ ⲋ㲟⇯ⲋ ㆌ⽇
ㄸㆌ⽇

* 출처: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p140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서적으로 아동의 성을 방해하고, 평생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후유증을 남
긴다. 아동은 학대 받은 경험으로 우울하고 불안해질 뿐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충동조절에 손상을
주고 공격성과 낮은 자존감, 사회성이 저하되어 원만한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갖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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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만 6세 미만 아동 수는 8명으로 전체 84.%를 차지하였다. 영유아의 경우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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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 현황3)
1) 아동학대 일반 현황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0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07년 아동학대는 총 ,67건으로 00년 ,05건 대비 약
0배 증가하였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 사례율이 9.6%(’6. 8,700건→’7. ,67건) 증가하
였다. 04년에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만건을 넘어섰고, 해마다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는 0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및 아동학대 신고전화  통합, 신고의무 강화 등의 영향으
로 보인다.
ル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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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아동 연령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6세 미만
아동 5,645건(5.%), 만 7~9세 ,94건(7.6%), 만 0~세
4,670건(0.9%), 만 ~5세 5,건(.0%), 만 6~7세 ,979

>⎣@⼫᷀㽀᳧㼣㽛⼫᷀∠
⬟


건(.%)로 나타났다. 아동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만 6세 미만
아동이 아동학대전체 사례의 5.%를 차지하고 있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이 학대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


⬟

⬟

⬟


3)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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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행위자와 발생장소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07년 아동학대 사례 ,67건 중 부모가 7,77건
(76.8%)으로 가 높았으며 대리양육자 ,4건(4.9%), 친인척 ,067건(4.8%) 순이었다. 대리양육자 중 초·
아동학대 발생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7,989건(80.4%)으로 가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제1장

중·고교 직원은 ,45건(6.0%), 보육교직원은 840건(.8%), 유치원 교직원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집에서는 84건(.8%)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0.6% 상승한 수치이며, 건수 또한 587건에서 84건으로
56건이나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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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8%(840건)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비율에 비하면 높다고 볼 수
없으나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고, 최근 몇 년간 수치와 비교해서도 07년이 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 다
음으로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에서의 학대경험은 아동에게 미치는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보육교직원은 아동 양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4)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은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살펴 본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8,88건(.%)
으로 가 높았다(파악안됨 ઁ외). 다음으로 ‘사회·경ઁ적 스트레스 및 고립’ 4,9건(.%), ‘특성없음’
4,건(0.9%),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7건(7.%), ‘성격 및 기질 문ઁ’ ,676건(4.4%)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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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과거에는 자녀 돌봄 및 양육 관련 지식 경험이 세대 간에 전승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족규모의 축
소, 가구세대 구성의 단순화 등 가족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가족 내 돌봄, 교육, 정서적 지지 등 가족기능이 약
화됨에 따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㽀᳧㽰ルㅷㄿ㲠⬘
᠗㪧
ᙛ

⽸ㄈ㫃ᶫ◶☐♼❧㉘
ᙛ


❧❧◶ᗧ㉘ᗯỘ
ᙛ





⬘ᚐ◶᠗㎯┟㈃
ᙛ






㳳⼬⼯ḏ
ᙛ

⪓䁳oᚤ㈃ⲋ㲟⇯ⲋ◶ᛇ⎤
ᙛ


㲠⬘⾭ㄳ
ᙛ

(5) 아동학대 발생 유형
아동학대는 단일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두 가지 이상 중복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그림 -5]와 같이 중복학대가 0,875건(48.6%)으로 가 높게 나타났
다. 다음으로 정서학대 4,78건(.%), 신체학대 ,85건(4.7%), 방임 ,787건(.5%), 성학대 69건(.%)
순이었다. 또한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중복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보면 정서
학대가 44.9%로 가 높았고, 신체학대 8.6%, 방임 .%, 성학대 .%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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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학대 발생 빈도
07년 아동학대 발생 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4,95건(8.8%), ~일에 한 번인 경우 ,60건
(.7%),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 ,59건(0.5%)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일회성 학대는 06년 ,085건(6.5%)에서 07년 4,048건(8.%)으로 증가하였다. 아동학대는 일회성에

제1장

4.0%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서 만성적인 학대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일회성인 경우도 심각한 아동학대로
판단된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에게 행해진 부적절한 행위는 일회성일지라도 기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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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기화될 경우 아동의 생애 전반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학대의 빈도가 더 잦고,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에는 공격성 표출, 우울성향, 자아존중감의 손상 등 학대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날 확
률이 높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0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07년 아동학대 총 ,67건에서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840건(.8%)이었다. <표 -7>과 같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0년 7건에서 07년 840건으로 약 4배 증
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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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갖게 되는 영향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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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자 특성(중복파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파악안됨’과 ‘특성없음’을 ઁ외하고는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8건(9.%), ‘사회·경ઁ적 스트레스 및 고립’ 건(.5%), ‘성격 및 기질문ઁ’ 건
(.%)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로 보육전문가인 보육
교직원도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으로 인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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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유형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 7건(.5%), 방임 7건(.5%), 신체학대 46건
(7.4%), 정서학대 44건(7.%), 성학대 4건(0.5%)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은 전체 아동학대 사례 유형
에서는 방임이 .5%인 것에 비해,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방임이 .5%로 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는 점이다. 또한 성학대의 경우, 전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07년도에는 4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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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

제1장

1.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6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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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기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전체 건수의 8.6%에 불과하며, 보육교직원의 신고는
건으로 .0%에 불과하다. 이는 5,68건(6.7%)을 신고한 초·중·고교 교직원과 비교된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6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동법 ઁ75조에 의해 소속 기관의 이 신고의무자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예방

의무자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100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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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신
고자 등 보호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
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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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신고 현황
00년부터 07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그 건수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왔
으며, 이와 같은 노력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00년 ,606건에서 07년 0,9건으로 배 가까
이 증가했다. 신고·접수 상승세는 07년에도 이어져 전년 대비 5.%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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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아동학대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의심징후에 대해 조금 더 민감해야 한다. 본인의 행동이 아동의 안
전을 해치는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아동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로 신고해야 한다.
1) 어린이집 아동 결석관리
보건복지부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결석하는 경우, 부모가 보육교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거나 유선이나
스마트 알림 등 대화방법을 통해 어린이집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단결석을 할 경우 가정방
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
우 원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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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신고 절차
>⎣@⼫᷀㽀᳧ⳇᛇ㘏
㽀᳧ㄿⳓ㎼䂫
☃ᚓ
⪨䄻㎄⾟Ộ

▶

ㄸ៰⪨䁐ⳃ
⼫᷀ㄿ⼯◶
ⳇ⚧䀼⛛

▶

⼫᷀㽀᳧ⳇᛇ


▶

㿫ㆌ㉗⪓◶
⪓∧ᘃㅬ㿸㉗

▶

⪓䂫㎧シ◶
⬃⠫ⲋ㿸㉗

①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이 가능하며, 아이지킴콜 를 활용한다.
② 아동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등 긴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후 신고한다.
③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에 신고한다.
④ 아동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교사가 함께 아동 조사에 참여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예시
ȠȠ⾛⎗ㅛ㎸⾷㆓㎨㼿ᛇㅯᱻ⪓ㅬᲯ ㅜ⑬ㄣ≃ⳇᛇᗧ 
ȠȠ⾛⎗ㅛ㎸⾷Ộシ㼿ᱻ⼫᷀⾷᳧㽛BBBBBBBBBBBBBBBBBBBBBBBㄿㅛㄇ≃⼫᷀㽀᳧ᗧㄿⳓ᷿⾛ⳇᛇ㽐Ჯ
⼫᷀ㄿ㿫㆓⪨䁐ㄧBBBBBBBBBBBBBBBBBBBBBBBㅬᲯ
ę⼫᷀ㄿ⼯⿓❧ㄸ៰㉗㠿㼫ほ⿓❧⼫᷀ㄿⳓⳇ⪨㫃ᗧㇼ⪨䁐Ộ
⼫᷀ㄿㅟ⪓㽔ㄧBBBBBBBBBBBBBBBBBBBBBBBㅬᲯ
ęㅛ⍫⬘⚫∠㋣⭳䀻♯䀟Ộ
㽀᳧㽰ルㅷ≃ㄿⳓㅛ᷿ᱻ⪓ⅳㄧBBBBBBBBBBBBBBBBBBBBBBBㅬᲯ
ęㅛ⍫⬘⚫᩿ㅛ㋣⭳Ộ㽀᳧㽰ルㅷㇼ⛛⍣㳳⼬㼿㎧⒢㽛ᶫⳇᛇᗧ
ⳇᛇㅷᱻBBBBBBBBBBBBBBBBBBBBBBBㅬᲯ
ęㅛ⍫䀻♯䀟㋣⭳⼫᷀ᛣㄿᛧᚫỘ
※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3)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처나 징후가 있다면 먼저 보호자와 이야기하고 설명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
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직접 아동을 상담하기 보다는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신고를 통하여 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동 진술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는다.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하고 신고 후, 신고자와 피해 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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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과정
1) 아동학대 신고 시 사건 처리과정
lice o䞵cer)4)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기관이 함께 현조사를 위해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만난다. 또한 현

제1장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에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조사를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 등을 확보하고 보호자와 피해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 의심자
경찰이 수사에 있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종결 혹은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게 되며, 혐의가 있을
시 기소의견 송치를 하여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그림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과 검찰, 법원의 결정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관계기관의 결정에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료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예방경찰에 의해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기록된다.
>⎣@⼫᷀㽀᳧ⳇᛇ⪓∧⾷᳧㽃⪓ᙛ㙿⎓
ⳇᛇ

㿫ㆌ㉗⪓
ᚤ㘗
⼫᷀⛛䀟┟᠗ᛧ



㽰ㇼ᠗ᛧ
㼣㽛⼫᷀⛛䀟ㅷ

⾛⎗ㅛ㎸㿫ㆌ䀼ㅟ

⯿⪓

㼣㽛⪓ⳋ㉗⪓
㼣㽛⼫᷀⛛䀟ㅷ
㽀᳧㽰ルㄿⳓㅷ
㋣⚧ㅟ
&&79ᙧ㮇

⒏Ჯ㬗⎨

⼫᷀⛛䀟┟
᠗ᛧ
ᚤ㘗
⪓㉬⊳

⪓ᙛ⮈㠿
ᙧ⪓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결정 전 조사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를 통해 ‘공소
ઁ기 처분’이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아동학대예방 관련기관에서의 상담, 교육 등을 조건으로 ‘조
건부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4) 아동학대전담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은 아동학대예방과 수사활동,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전담하며 장기 결석아동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에 반드시 출동하여 학대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와 아동연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총
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APO는 미취학 아동 및 초중등 결석과 아동학대 뿐 아니라 향후 노인 장애인 학대를 총괄하는 현장 컨트롤 타
워역할을 하게 된다.
5) 경찰의 경우 사복을 입고 어린이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는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을 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6)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
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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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원과 교사 등 주변인 등이 조사를 받게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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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소ઁ기 처분으로 형사법원이 ‘아동학대치사’로 형사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불가), ‘학대중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아동학대’의 경우 벌금형없이 /까지 가중 처벌되며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
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된 날부터 0년
동안7)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에 ઁ한이 된다(아동복지법 ઁ9조ઁ항).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사례가 다수이다(그림 -).
8)

>⎣@⼫᷀㽀᳧㳷ᚗ⪓∧⾷᳧㽃⪓ᙛ㙿⎓
⪓ᙛ⮈㠿

♼シ

ᙧ⪓

㳷⪓

ᚗㇼ㉗⪓
㿼⪓♼シ

ᛜ⭳㈃᠗㙿❫

ᗧㇼ♼シ

⼫᷀⛛䀟⪓ᙛ⮈㠿
㉗ᙛ❧᠗⭳ㄇ
❯᠗⭳

⼫᷀㽀᳧ᛧ∏᠗ᛧ
⪨᳛oㄈ

㳷ᚗ
㿼⪓㳷ᚗ!
⼫᷀㽀᳧㠿⪓
⼫᷀㽀᳧㋸⪨㽛
⪨Ⲝ⼫᷀㽀᳧
ⳇᛇㄿ┛ㅷ⼫᷀㽀᳧

⛛䀟㙿❫!
ㇸ៣㽰ル㈃㽃
᠗㮜ⳇㅛゐㇸ៣㈃㽃
㡃ᝳ䂫ᚓㅟᝳ㽃㽰⪓㈃㽃ㇼ㎧
⪓䁳⛰⪓⯿ᗼ⑬∠
⛛䀟ᛧ㘗
ᗷ䀟ル㪨
㠿⊳ル㪨
⪨᳛ル㪨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018년 12월 11일 공포, 2019년 6월 12일 시행)에 따라 기존 취업제한 기간의 경우 10년으로 일괄적용 되었으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
한해서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변경되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8) 기재한 형사판결은 특정 판결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된 조항으로 실제 형사판결은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해당된다.
또한 아동보호사건송치는 가정법원으로 소수인 곳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아동보호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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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45조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조사 및 응급
보호,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공하는 곳이다. <표 -9>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에서 볼
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에 총 6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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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경찰, 행정기관과 공조하며, 현 조사 및 학대여부의 판단 및 조치 과정에 관여한다. 현재 중앙아

㹃!⼫᷀⛛䀟┟᠗ᛧ⼫᷀㽀᳧⪓∧ᘃㅬᛣㇼ
⿔㽇
ⳇᛇㇸ⯿! •⼫᷀㽀᳧♻㊫⍣⼳ᙳḃᚤ᩿ㄿⳓㅛㅯᱻᚤ⾷ᱻ⾷ⳇᛇ ⳃ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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㿫ㆌ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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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판결·행정처분 사례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사례

1) 피해아동 행위와 보육교직원의 학대 행위
<표 1-10>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분석을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피해아동의 어떤 행위로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가 나타나는지를 설명의 편의를 위해 순위로 제시하였다.
학대 피해아동의 행위는 6가지로, 크게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 ‘이유 없음’, ‘식사 습관의 문제’,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 ‘친구와의 갈등’, ‘잦은 실수’ 등의 이유로 발생되었다.
<표 1-10> 피해아동 행위와 보육교직원의 학대 행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피해아동 행위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
(대집단 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음, 낮잠을 자지
않음, 상황이 명확하지 않음 등)

- 꿀밤
- 아동의 머리끼리 부딪히기
- 엉덩이, 얼굴, 팔, 머리, 어깨 때리기
- 얼굴을 잡고 흔들기
- 밀쳐 넘어뜨리기
- 발로 밀기, 발로 차기
- 머리 밀치기
- 꼬집기
- 손을 꽉 잡기
- (다수의 아동) 끌고 가기
- 잡아끌기
- 소리 지르기
-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기
- 방치하기
- 가두기
-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기
- 다른 반으로 보내기
- 아동이 잘 때 몸 위에 담요나 쿠션 올리기
- 아동의 작품을 찢거나 구기기
- 아동을 밀어 앞니 부러지게 하기
- 머리를 눌러 제압하다 아동의 얼굴이 책상에 부딪히게 하기
- 베란다에 가두기
- 앉았다 일어났다 70회 시키기

이유 없음

식사 습관의 문제
(밥을 늦게 먹음, 편식 함)

- 폭언
- 머리 발로 치기
-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는 종교활동 실시하기
- 사고 시 대처하지 않기
- 분무기로 뿌리기
- 차량에 두고 내리기
- 배달음식(자장면)으로 급식 시행하기
-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기
- 낮잠시간에 아동 방치하기

- 뺨 때리기
- 머리를 세게 잡아당겨 땋기
-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기
- 사고 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기
- 밀치기
- 하루 종일 바운서에 묶어 놓기
- 어린 영아를 방에 가두기
- 학대 행위 목격하게 하기
- 밥, 죽, 반찬을 모두 섞어 먹이기
- 아동이 울 때까지 때리기

- 억지로 먹이기
- 꿀밤
- 아동이 토하는데도 억지로 먹이기
- 입안에 있는 것을 억지로 빼기
- 식판을 치며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
- 아동의 머리끼리 부딪히기
- 등 때리기
- 허벅지 때리기
- 체벌(자로 발바닥 때리기)
- 꼬집기
- 잡아끌기
- 분리하기
- 점심 늦게 제공하기, 점심 제공하지 않기
- 어두운 교실에서 밥 먹이기
- 아동의 옷에 일부러 음식을 묻히기, 쏟은 음식물 옆에 아동을 눕히고 사진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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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표 -0>을 보면 보육교직원의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행위와는 관련 없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밀치기, 때리기, 잡아당기기, 꿀밤, 분리하기,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 소리 지르기, 부적절한 언
어사용하기’ 등이다. 행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아동을 억압하고, 벌주고, 교직원의 말에 무조건 따르게 하
려는 강압적인 행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 6세 미만 아동의 발달 특성상 교사가 지시한 것을 한 번에 따르기는 쉽지 않다. 아동에게 무언가를 가
르치고자 강요하기보다 아동의 발달 특성과 이들의 욕구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난감을 잘 정리하지 않는
다던가, 낮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보육교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부적절한 행위
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2)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의 행위 특성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의 행위 특성을 살펴 본 결과 크게 ‘온정적이지 않은 반응’, ‘식사 지도 문ઁ’, ‘체
벌과 가혹한 행위를 훈육으로 알고 있음’, ‘대집단 운영 문ઁ’, ‘아동보호 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 ‘안전
사고 대처 문ઁ’ 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문ઁ로 이어졌다.
보육교사는 보육전문가가 되기 위해 개인 자질의 향상뿐 아니라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보육교직원
이 식사지도를 위해 억지로 먹이고, 훈육을 핑계로 가혹한 행동을 하거나, 대집단 활동 수행을 잘 못하는 아
동을 벌 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아동을 때리고 밀치는 등 아동의 안전에
무심한 것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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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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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 사례
다음에 ઁ시한 건의 판결 사례는 법원의 형사판결과 보호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으로 04
년 월에서 06년 월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요약한 「아동학대 판례 00선」(06
아동학대 판결 사례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인 보육교사는 주로 신체와 정서학대를, 원은 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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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에서 판결문 원본까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7).
직원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아동의 학대 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아동이
받는 정서적 어려움도 정서학대로 판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실에서 교사의 영향력이 전체 아동
타 판결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회봉사명령, 형의 선고유예, 벌금 등이 나왔다.
또한 원은 어린이집 내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자
로서의 실질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74조에는 원이 보육교
사의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주의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양벌규정9)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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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ㄏ᷀ⳃ⼫᷀ㅛ⻗ᛇㅯᴿ⒏ㅷ⍣ㆈ⼫᳠᠗ᛇ⾛ᡏ⍣ㆈ⼫◻ㄣ≃◧⾛㋣⼰䅿Đㄏ᷀㼿ᱻᙪㄫ⛛㎧⎷Ⅳđ㼿⬃◿᳧㒤ㄣ≃⛛ᛇ
ㅯㄣⅣᛇ㎧ⳃ㽏
•Ⳅ㳷⾷ᚏ᭺ㄧᠧ㠿⍣ⰆᗧⅤㄣ≃⒏⼫⼫᷀ㄿㅬ⾷ᗼ㈃≃ᬊ⾯ㄣ᩿⼫᷀ㅛ⭷ㄫㅬㄣ≃ᗧᗧ☰⾛∋㼿ㅷっ⭷ㄣ≃⼫᷀ㄿ㳻ㄫ䁳
⬟ᙳㆈ⼫᳠᠗Ỗㅛ㚷ᛇⳄ㳷ㄿㄧㄳⳄㄫⰆᗧⅤㄣ≃⒏⼫⼫᷀ㄿㅬ⾷ᗼ㈃≃ᬊㄳ⼫᷀ㅛ㮇㽛ㅷ䀻ᗧ᩿⭷ㄣ≃⼫᷀ㄿっ㒤⢏
❧❫ㄫ䁳⬟ᙳἳ∋⼫᷀ㅛ◻⾷⾛㎧ᙳ㽏⼫᷀⾷ᙳĐᲯᗧ☰⾯ㄣᲯᲯᗧ㠿コđⅣᛇ⎷㼿⿓ᙨㄫ␠ㄧ⼫᷀ㄣ≃㼿⿓㮇⪓┣ㅛ
ᾏ⾛㎫◻ㄣ≃᠗⾛〧⭷ㄣ≃㮇⪓┣ㄫ㎸⾛␠ᙳ㽏
•⍟⼫᷀ㅛ㽀᳧᳠㼿ᱻ⪨䁐ㄫ⒐ᚐ㼿ᙳ㽏
Ș⽸㿼ㅛㄇ
•㼣㽛⼫᷀ịㅛᛜᚐ㽰᷀ㄫ⛛ㅛᙗ᩿❯⼯㽛㼿ᱻỘㄿ⒏Ⲝㄫ⛛ㅫた⪨䂫ⲋ㲟⇯ⲋㆌ⽇ᗧ㎫ḏ
•⪓≃⬃ㅫ┛⍣♫⎓ᱻ㽰᷀ㄣ≃⬃⛛ㄈ⪓⾷᳧㽃❧⒏〧⪓䁳ㄿⳇ⊗⪨ⳋㄫ㛯ⅿ㽏
•᷀㉬∌ㄧ⾭ㄣ᩿㎸㽰ㄇ䁳ㄿ♻㊫ᚤ∌ㅛㅯㄳ
㽀᳧㽰ルㅷ

シㆌ

㽀᳧ㄇ㿼



㳷ᚗ

♳⎳シ

Ș⛛ㄈ㎨シ㽀᳧㽰ル
•㽀᳧㽰ルㅷᗧ⼫᷀ị⾷ᙳ㩗⭳⎓⍣ᛇ≃ㅟ㽛⼫᷀ịㅛḷ∋コ㼿ᛇㅯㄳㄫ⼳⬃ᶫ⼫᷀㽀᳧☐㎧⍣ル㽃㋣ㄿ〧ᗷᶬㄫ㼿㎧⒢㽏
Ș⽸㿼ㅛㄇ
•⾬┛⾷ᛧ㽃㋣ㄿ〧ᗷᶬㄫᙳㄫ⎓㼿⿓⼫᷀ị⾷᳧㽃㋸㽃♻㊫ᗧ☃⫄㽏♻㽰ㄫ◿⬘㼿ᛇㅯㄳ

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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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른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건(판례, , 8)으로 징역을 받았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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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㳷∧@⼫᷀⾷ᙳ㩗⪨㽛⍣ㅬ䅳⛛ㄈ⪓〧ㅛ⍣☐㉗㽃シㆌ⬇ᛇ⪓∧
㽀᳧㽰ルㅷ

⛛ㄈ⪓

㽀᳧ㄇ㿼

ⳇ㚛㽀᳧㷔㽰ㇼ⬃㽀᳧

㳷ᚗ

㎼⿔ᬫᘃセ
⼫᷀㽀᳧㠿⊳㻫≃ⳃᗫㅛ⯿

Ș㽀᳧㼣㽛⼫᷀㽰ル⎷ㄫㅿỊ㎧⼱ㄳ ⑬
Ș⛛ㄈ㎨シ㽀᳧㽰ル ㅣ❧ 
•◻㎧⍣ㅬ㎧⼱ᛇㆌ᪃㠿Ỗㅛᙟ⾛ᗧㅷ⽸⭷ㄣ≃⼫ㅛㄿ㳻❧ル⍣⬟ᙳㆈ⼫ᨳ⾛᳠ẋ◻ㄣ≃◧⾛⾛ℏ⎣⼫ㅛ⍣㴤ᘃ㠿Ỗ◻⾷
∋᭺ㄧẋ⽸㳻❧ル⍣ㆈᛇ⡏→ᗷ㬟Ỗㅛ䁳⾷ᙟ㚷ᗼ㼿ᙳ◻⾷⎓㡏⼫ㅛ⾷ᙳ㋣ᗫㄿ㠿⊳⍣ほ㼿ᱻĎ》⍟㒤☃ẋ㠿⣯ᛏď
Ộㄿ⪨㽛⍣ᗧ㽏
•᠗ឧ⍣ᗯ⼫㋣◻⾷⾵ể∋᠗⾛ᗧᴿ⼫ㅛㄿ☃ㄫ⭷ㄣ≃ㆈᛇ⪓ㄿ⒟㒤ㄣ≃⬟ᙳㆈ⼫ᨳ⾛⼫ㅛㄿ⒟ㅛ◻⾷⎓⬃ᶫ
ᨳ∋》ᶫ≄㼿ᛇ⭷ㄣ≃⼫ㅛㄿ⾰ᵐㅛ⍣䁳ἳ⎣
Ș⽸㿼ㅛㄇ㼣ᛇㅟㄿ㽀᳧㽰ルㄿㇼᶫ〧ᚗᛣᗧ⏋㋸㽏
㽀᳧㽰ルㅷ

シㆌ

㽀᳧ㄇ㿼



㳷ᚗ

♳⎳シ

Ș⛛ㄈ㎨シ㽀᳧㽰ル⛛ㄈ⪓ᗧ⼫᷀ㄫ㽀᳧㼿ᶫ≄☐㉗㽏
Ș⽸㿼ㅛㄇ
•⼫᷀㽀᳧㽰ルㅷㅟ⪓⾷᳧㽃ᛧ⎓ᗷᶬ⭳䀧≃ㅟ㼿⿓⾛⎗ㅛ㎸⾷⬃⼫᷀㽀᳧♻㊫ᗧ☃⫄㼿ᛇ㼣㽛⼫᷀ịㅛ⽤㋣〧㋣ㄿ㠿⊳⍣
ほ㼿ᱻ⪨㽛⍣ㅬ᠗ᶫ㼿ᱻỘᚗᛣᶫ⪨᳠䅯㋸㽏

>㳷∧@⪓ᗧ㛯♻ㅟㇷㄫ㘟ㅸ㽃⬇ᛇ⪓∧
㽀᳧㽰ルㅷ

⛛ㄈ⪓

㽀᳧ㄇ㿼

ⳇ㚛㽀᳧

㎼⿔セ㎸㽰ㄇᬫ
ⳃᗫ⼫᷀㽀᳧㠿⊳ᗼㄿ⯿ᗼ

㳷ᚗ

Ș㽀᳧㼣㽛⼫᷀㽰ルゟ⬃ᛇ㎸❧⎣
Ș⛛ㄈ㎨シ㽀᳧㽰ル
•ㅬ❧ル⍣⭷◻ㄣ≃᳧ἳ⎓ᛇ⼫᷀ㄿᚏểⅸㅛ⾷⭷ㄫᬊ⾛㽃㒤ᝓ⬄ㄣ≃ị⾛〕ㄳᛚ⾷⬃᩿》∋ᛇ㼿ᱻ⼫᷀ㄿ␟⎓⍣⭷ㄣ≃
◧ᛇ㋣⼰ㄧ⼫᷀ㅛ☃ㄫ᷀᷀ᙗ⎓ゟㅷ⼫᷀ㄿ⎓❧ル⍣⯿㘏∧㘏ᛇ⽤❫ᗧ↰᩿》㎧⒢㼿ᙳ㽏
Ș⽸㿼ㅛㄇ⛛ㄈ⪓ᗧ⼫┛⇗♻㊫∌ㅛ⾭ᱻ㛯♻ㅟㇷỘ㘟ㅸ

>㳷∧@ⳇ㚛㽀᳧⍣㽃⛛ㄈ⪓⬇ᛇ⪓∧
㽀᳧㽰ルㅷ

⛛ㄈ⪓

㽀᳧ㄇ㿼

ⳇ㚛㽀᳧

㳷ᚗ

㎼⿔セ㎸㽰ㄇᬫⳃᗫ⪓䁳⛰⪓
ⳃᗫ⼫᷀㽀᳧☐ᗼㄿ⯿ᗼ

Ș㽀᳧㼣㽛⼫᷀㽰ル᪕ㆇㄫㅷ㎧⼱ㄳ
Ș⛛ㄈ㎨シ㽀᳧㽰ル㋣␠ㄣ≃⼫᷀ㄿっ㒤ᯯㄫ䁳ἳ∋ㅛịᙳ㽏
Ș⽸㿼ㅛㄇ⚫ᶫ⑬ⳃ㼿㎧⼱ㄳ

>㳷∧@⾛⎗ㅛ㎸゛ㄫᛇ∋㽃⬇ᛇ⪓∧
㽀᳧㽰ルㅷ

⛛ㄈ⪓

㽀᳧ㄇ㿼

ⳇ㚛㽀᳧

㳷ᚗ

♳⎳シ

Ș㽀᳧㼣㽛⼫᷀㽰ル᪕ㆇㄫㅷ㎧⼱ᛇ㡃ᝓㄿ☗ル⾷〓Ⅳᗧㆌ᪃ㄫ㡏
Ș⛛ㄈ㎨シ㽀᳧㽰ル ♫⍮ㄫᛇ㡃ᱻㅛㄇ≃⽸⭷ㄣ≃㼣㽛ㅷㄿ⛣ㄫㆈ⼫⭷㮘ㅷㅛ⫄᠗ᙳ㽏
Ș⽸㿼ㅛㄇ⚫ᶫ⑬ⳃ㼿㎧⼱ㄳ
㽀᳧㽰ルㅷ

シㆌ

㽀᳧ㄇ㿼



㳷ᚗ

⬇ᛇㄇ

Ș⛛ㄈ㎨シ㽀᳧㽰ル⛛ㄈ⪓ᗧ⼫᷀ㄫ㽀᳧㼿ᶫ≄㽏
Ș⽸㿼ㅛㄇ
•ㅛ㉬♳㿼䁳た⾷⍟㿼⪓㙿♳∌ㅛ⾭ㄳ
•シㆌㅛ⾭ᱻㅷ⎓⾷⬃⪓ᗧ⼫᷀ㄿ⛣ㄫᤓ㎸ㄳシㆌㅛ⾛⎗ㅛ㎸⾷⬃ㅣ㽃㎧㽃᳓◿◽⾷㎧᩿㎧⼱ㄧⳃㇷ⾷⬃㽀᳧ᗧ♳⾛㈳ㄳ
•シㆌㅛㄇ㊫㳷ᚗㄫ⬇ᛇ☂ㄫᚤ⾛⎗ㅛ㎸゛◶㟏⾬ㅛ㈃㽃᷿ᱻᙪㄣ≃⛛ㅫシㆌㅛ♻㽰ㄫ㎫㎧㼿ᙳ◿⬘㼿ᱻㇷỘ㘟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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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㳷∧@♳㿼ㄣ≃ᬫᗫ⼫᷀ᛧ∏᠗ᛧ⾷㟏㎨㽇⯿⾭ᱻㇷㄫ㘟ㅸ㽃⬇ᛇ⪓∧
㽀᳧㽰ルㅷ

⛛ㄈ⪓

㽀᳧ㄇ㿼

ⳇ㚛㽀᳧

㳷ᚗ

♳⎳シ

Ș㽀᳧㼣㽛⼫᷀㽰ルᗫⳄㄫ␠☰ㄳㅛㄇ⾭ㄳ
제1장

Ș⛛ㄈ㎨シ㽀᳧㽰ル
•ㅬ❧ル⍣ᗼ㼿ᙳ㰔㰔㠿ᛇ㬘ㄫ〓∋㡏
•》⍟⭷ㄣ≃⾛⎗ㅛ㎸⾷Ộシ㽃⼫ㅛㄿっ㒤⢏❧ル⍣⬟ᙳ◧⬃ἳ⎣
•っ㒤⭷◻ㄣ≃⼫ㅛㄿ》⍟㒤⾣❧ル⍣ⳓ㼿ᙳ◧㠿ᛇⳃっ⭷ㄣ≃⼫ㅛㄿっ㳻ㄫ䅿ᢶㆈ⼫᳠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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Ș⽸㿼ㅛㄇ
•♳㿼ㅛ䀼ㇼ᷿⛛ㄈ⪓ᗧ㾌䂫ᬫᗫ⾛⎗ㅛ㎸Ộ⼫᷀ᛧ∏᠗ᛧㄫ゛㼿ᙗ᩿㟏⾬㽇⯿⾭ᱻㇷ
•⛛ㄈ⪓ᗧ⾛⎗ㅛ㎸⛛ㄈ⪓≃ᴻㅛ⪨៣┛㼿㎧⼱ᛇㅯᱻㇷ⛛ㄈ⪓ᗧ㛯♻ㅟㇷỘ㘟ㅸ

>㳷∧@⛛ㄈ⪓ㄿᚤ㈃⿓ᙛㄫᛇ∋㽃⬇ᛇ⪓∧
㽀᳧㽰ルㅷ

⛛ㄈ⪓

㽀᳧ㄇ㿼

ⳇ㚛㽀᳧ㇼ⬃㽀᳧

㳷ᚗ

♳⎳シ

Ș㽀᳧㼣㽛⼫᷀㽰ル᩿┣◿㘓ㄫ␠㎧⼱ㄳ
Ș⛛ㄈ㎨シ㽀᳧㽰ル ◻⾷⾵ể∋ㅯᱻ⼫ㅛㄿㅬ⾷⭷ㄣ≃ㄳⳄㄫ◧⾛ᬊᛇ⾵ể∋ゟᛇㅯᱻ⼫ㅛㄿᛇᘃ⍣ịᙳ㼿⿓⭷ㄣ≃ㅬㄫ
♳∋䀼ㅟ㽃ㄳⰆᗧⅤㄣ≃ㄳⳄㄫᗼ㈃≃␠ㅫ
Ș⽸㿼ㅛㄇ
•⛛ㄈ⪓ᗧㅷⳇㄿ㽰ル⍣ⳃㅟ㼿ᠱㅛ◿⬘㼿ᛇㅯㄳ
•⛛ㄈ⪓ᗧ㋣ḃㄿᶫᗧ㼣㽛⼫᷀⾷᳧㽃ⳄⲜᛧㇼㅛ⾯ᴿㇷ⾷⬃᷀᠗⾷㘟ㅸ㽇⎳㽃⪓ㇼㅛㅯㄳ
•ㅛᠳ㎧ᬫᗫ⾛⎗ㅛ㎸⾷⬃៣┛㼿⬃ㅛ〧ᘀㄧ┟㈃⍣ㅣㄣ㪏ㅛ⾭⾯ㄳ
•⪓ᙛㅛ䂫⾛⎗ㅛ㎸ㄫ⎳ḷᛇ⎯㲟⾷⬃⼫⍛◻ㅛ㲟⍣㼿ᚤ㈃ㄣ≃⼬㽃ᗧㇼㄿⳋ㎯ㅟᗧㆌㄣ≃⬃ᗧ㉘ㄫ❧⽸㼿ᛇㅯㄳ
•⾛⎗ㅛ㎸᷀⊳⪓ịᛣ㽀❧⒏ịㅛ㼣ᛇㅟ⾷᳧㽃⬇㙿⍣㪫シ㽏⼫┛⇗♻㊫∌ㅛ⾭⾯ᴿㇷỘ㘟ㅸ

>㳷∧@⛛ㄈ⪓〧シㆌㄿ㊫㎯ㅛ❯↰㽃ㇷㄫ㘟ㅸ㽃⬇ᛇ⪓∧
㽀᳧㽰ルㅷ

⛛ㄈ⪓

㽀᳧ㄇ㿼

ⳇ㚛㽀᳧ㇼ⬃㽀᳧

㳷ᚗ

㎼⿔ᬫᘃセ

Ș㽀᳧㼣㽛⼫᷀㽰ルㆇㄫㅷ㎧⼱ㄳ⼳⯿⾭ㄳ
Ș⛛ㄈ㎨シ㽀᳧㽰ル
•◻゛⬃⾷᯼㿧␟⎓ᗧ⼫ⅿル≃䄻ị⎛ㇼᶫ≃◻゛⬃⍣⬟ᙳ䄻ị⾛ⳇ㚛ㄣ≃㽀᳧㽏
•◻゛⬃⾷⼫᷀ㄫ┝ㄧẋ❫ㄇ⚸ㄫ┣⎗㘫ⳃᗫㇼᶫ❯ㅛᢣ㎫☐⾷䀣ㅷ᭺⼫ṇ
•⼫᷀ㄿ␟⎓⍣⭷ㄣ≃◧㠿ᛇ⼫᷀ㄿ⒟ㄫㆈ⼫ᨳⳇ㚛ㄣ≃㽀᳧㽏
Ș⽸㿼ㅛㄇ
•⛛ㄈ⪓≃⬃ㄿㅷ㎯ㄫ㿫䅯ᚗ⿓㽃㽰ル⍣㼿ᱻỘ㊫㎯ㅛ❯↰㽏
•㼣㽛⼫᷀ịㄿ❧⒏ịㅛ㼣ᛇㅟ⾷᳧㽃⾫♳ㄫ㪫シ㼿ᛇㅯㄳ
㽀᳧㽰ルㅷ

シㆌ

㽀᳧ㄇ㿼

ⳇ㚛㽀᳧

㳷ᚗ

㎼⿔セ㎸㽰ㄇᬫ

Ș㽀᳧㼣㽛⼫᷀㽰ル᪕ㆇㄫㅷ㎧⼱ㄳ
Ș⛛ㄈ㎨シ㽀᳧㽰ル
•⼫᷀ㄿ⾣⾷᳛ほ⍣ᵕㄳ
•⼫᷀ㄫ ◻゛⬃⾷ ┝ᱻ ᙪㄫ ᶫ〧㋣ᛇ ⼫᷀⾷ᙳ ❫ㄇ⚸ㄫ ┣⎗ ẋ ☐⾷⬃ ᩿ᗧ ⪓ᗧ ❯ㅛ ᢣ㎫ ☐⾷ ⽤ ⳃᗫ ᷀⼯ ⼫᷀ㄫ ☐㠿㼿⿓
ㇼ⬃ㄣ≃㽀᳧㼿ᱻᙪㄫゐㅛ㼿ᙳ☐㉗㽏
Ș⽸㿼ㅛㄇ
•⾛⎗ㅛ㎸ㄿシㆌㄣ≃⬃⛛ㄈ⪓⾷᳧㽃㎧ᶫᗷᶬㄿ㘬┛⍣⭳䀧䅯㼿ᛇ㽀᳧㽰ル⍣☐㠿㼿ㄫ⦷⼫ᲯⅣ㎨ㇸ㼣㽛⼫᷀⾷᳧㽃㽀᳧㽰ル⍣
㽯ᛇ⽸㫃ᶫㄇ⼫ㅟ⼫᷀ㄿ⾣⾷᳛ほ⍣ᵕᱻỘ㊫㎯ㅛ❯↰㽃ㇷ㘟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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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㳷∧@⛛ㄈ⪓ᗧᛣ㽏ᢿ⪓ᱻ㽃❧⒏ᗧㇼㄿᗧㆌㅛⅣᱻㇷㄫ㘟ㅸ㽃⬇ᛇ⪓∧
㽀᳧㽰ルㅷ

㽀᳧ㄇ㿼

⛛ㄈ⪓

ⳇ㚛㽀᳧

㳷ᚗ

㿼ㄿ⬇ᛇㄇ

Ș㽀᳧㼣㽛⼫᷀㽰ル⼫᷀ㅛ⨿ᛇ㮜㮜㼿ᱻᙪ⎷ᛇㅛㄇ⾭ㄳ☌ㄫ␠㎧⼱ᛇㆌ᪃ㄫ㡏
Ș⛛ㄈ㎨シ㽀᳧㽰ル
•⼫᷀ㄿ⽸㒤㳻ㄫㅬㄣ≃┣⾛ịᙳ㽏
•⼫᷀ㄿ》⍟㒤㳻ㄫㅬㄣ≃┣ᛇ⭷ㄣ≃ᤓ㎸⾛ịᙳ㽏
Ș⽸㿼ㅛㄇ
•㼣ᛇㅟㅛ⼫᷀ㄿ⾛␟Ჯ〧㽐ㄿ㽏
•ㅛ⾷㿼⪓㙿♳ㄫ☂ㄧ∌ㅛ⾭ㄳ
•ᛣ㽏ᢿ⪓ᱻ㽃❧⒏ᗧㇼㄿᗧㆌㄣ≃⫄ᚫ⍣㘬ㅫ㎧ᛇㅯᱻㇷㄫ㘟ㅸ

>㳷∧@⼫᷀ㄿ㎫Ⰷㄫ㎄ᙗ≃㘫㫄㼿㎧⼱ㄧ⬇ᛇ⪓∧
㽀᳧㽰ルㅷ

⛛ㄈ⪓

㽀᳧ㄇ㿼

ⳇ㚛㽀᳧

㳷ᚗ

┛㊫

Ș㽀᳧㼣㽛⼫᷀㽰ル⎷ㄫỊ㎧⼱ㄳ
Ș⛛ㄈ㎨シ㽀᳧㽰ル⼫᷀ㄫ䀻ㆌⳋ≃ᵗ∋ᗧ㋣␠ㄣ≃⼫᷀ㄿ㤻❧ル⍣䁳ἳ∋㤻㼣ᗧ᩿ᙳ㽏
Ș⽸㿼ㅛㄇ㽐⎓ㅟㄿⳓㄫ㽇⿓㎧ᗧ⾭ㄫㇼᶫ≃㎫ⳋ㽃ᙪㅛⅣᱻ䀼ⳇㄫᗧ㎧ᙳ㼿ᱻ㎄⑬∌ㄫᗧ㎫㎄ᙗᗧ⾭ㄳ
㽀᳧㽰ルㅷ

シㆌ

㽀᳧ㄇ㿼



㳷ᚗ

┛㊫

Ș⛛ㄈ㎨シ㽀᳧㽰ル⛛ㄈ⪓ᗧ⼫᷀ㄫ㽀᳧㼿ᶫ≄㽏
Ș⽸㿼ㅛㄇル〧᷀ㅣ

>㳷∧@⛛ㄈ⪓ᗧ㛯♻ㅛㇼ⬃㽀᳧ㄿㄿᶫ⍣ᗧ㎧ᛇ㽃㽰᷀ㅛ⼫ᲯⅣᱻㇷㄫ㘟ㅸ㽃⬇ᛇ⪓∧
㽀᳧㽰ルㅷ

⛛ㄈ⪓

㽀᳧ㄇ㿼

ㇼ⬃㽀᳧

㳷ᚗ

♳⎳シ

Ș㽀᳧㼣㽛⼫᷀㽰ル⍟シ⫄ᛣシ⎳㼿ᙳ㎧㎧⒢㽏
Ș⛛ㄈ㎨シ㽀᳧㽰ル ⼫᷀ㄿㄿ⪓⾷◿㼿⿓䀣ㅷ䀻ㆌⳋ⾷ᚏḻ㘫◽ㄣ≃᩿〧┟ㄫ᳒ᛇ⽤❫ᗫᗷ㽏
Ș⽸㿼ㅛㄇ
•㼣㽛⼫᷀ㄿ❧⒏ᗧ⛛ㄈ⪓⾷᳧㽃㙿♳ㄫ䅓⏄㽏
•⛛ㄈ⪓ᱻㅛ⪓ᙛㅛ䂫⾛⎗ㅛ㎸ㄫ㯛⪓㼿ᛇㅷⰀㄿⳃᗫㄫᗽᛇㅯㄳ
•⛛ㄈ⪓ᗧ㛯♻ㅛㇼ⬃㽀᳧ㄿᶫ≃♻㽰ㄫ㎧⍟ᙪㄣ≃⛛ㅛ㎧⼱ᛇㅛ䂫㼣㽛⼫᷀⾷ᙳ㲠⚫㽃⚧䀻᩿㎼䂫ᗧ⛛ㅛ㎧⼱ㄳ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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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사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인지되면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
아동학대 발생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

제1장

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한다.
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은 인정되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르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자
격취소, 어린이집의 폐쇄와 위반사실 공표 등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아동학대 예방

<표 1-12> 아동학대 관련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
구분
자격정지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취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둘 다 취득한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취소

*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9 보육사업안내.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에
는 [그림 1-13]의 절차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이 주어진다.
[그림 1-13]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 취소 절차
자격취소 사유
발생

▶

사실여부 확인
(시·군·구)

▶

청문 통지 및
실시

▶

자격취소 처분
(시·군·구)

▶

자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처리
(시·군·구)

또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위반사실의 공표’에서 위반시설과 위반행위자
의 조회가 가능하다. 위반시설의 경우, 어린이집명과 함께 대표자명, 원장명,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이 공표
되고,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본인 이름과 법 위반 이력,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의 내용이 자세히 공표된다.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은 누구나 접근가능하다.
[그림 1-14]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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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하루일과에서의 부적절 행위 사례와 교사의 역할

1.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아야 할 부적절 행위
앞에서 살펴본 아동학대의 개념에서 아동학대는 ‘child abuse’ 혹은 ‘maltreatment’를 번역한 용어라고
하였다. ‘maltreatment’는 ‘child abuse’를 포괄한 것으로 아동학대, 부적절 행위, 혹은 부당 행위라고 번역
할 수 있다. 즉 ‘부적절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부터 부적절한 훈육행위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
을 가지는 용어이다. 사소한 부적절 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이 반복될 경우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경계
심이 엷어져 본인도 모르게 아동학대 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어린이집 관리자는 평소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지도가 부적절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지도방식에 부적절한 소지가 없는지 자기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근래 OECD국가에서
는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영유아기관)의 종사자가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신임종사자 오리엔테이션, 관리자의 모니터링, 종사자 재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다.
0)

㹃!⛛ㄈ㎨シㅛ㼿㎧⎷⼫⽣㽇❧㽰ル㎧⒐≄ㄿ
ㄇ⼫⾷ᙳ
᳧㼿㎧⎷⼫⽣㽇
❧㽰ル㎧⒐≄

ⳇ㚛᩿ᶫᝓ ㅷỘ ≃ㄇ⼫⍣ル㿸㼿ᙗ᩿ἳ⎓ᱻ㽰᷀ㄫ㼿㎧⼱ᱻ
ㄇ⼫⍣㾌㽛┣ᙛỘㄿ┣㚛⍣ᴿ㎧㎧⼱ᱻ
ᗼ⼼ㄣ≃⼫᷀ㄫᨳ⾛᳠᠗ᙗ᩿⼰䅯ᱻ㽰ル⍣㼿㎧⼱ᱻ
䂯ㄈⳃ䀻ㆌⳋㅛ᩿ᝓo㆓ⳋỘ⾷⼫ㅛ⍣䀣ㅷㅯᶫ≄㼿㎧⼱ᱻ

ㄇ⼫䂯ㄈⳃ
㼿㎧⎷⼫⽣㽇
❧㽰ル㎧⒐≄

㎧ᶫⳃ⾷⼫ㄿ⭷⒐◶⾛ᡏỘⳇ㚛❧ル⍣ᗧ㽃⼼∌ㄫ㋣㎧⼱ᱻ
ㄇ⼫ᗧ᳧≃᳠㽛⛛ᙳ㼿ᱻ⛛⛜⬘㽰᷀ㄫ㼿㎧⼱ᱻ ᶫᤓ㎸㿧⛣ⅿ" 
FFWY⪓ᗨ㎧᳧≃ㄇ⼫⍣ᵗ⎓ᛇᗧ⬃䂯ㄈㄫ㼿㎧⼱ᱻ
》ḃ᠗ឧㇽㄧ〞Ộㄇ⼫ㄿ᠗⛟⫄䁃ほᝓ⍣☐㠿㼿㎧⼱ᱻ

ㄇ⼫ㄿ᠗⛟⫄䁃ほᝓ㎧シⳃ
㼿㎧⎷⼫⽣㽇
❧㽰ル㎧⒐≄

ㄇ⼫⍣ル㾿㼿ᙗ᩿⠫ル⫄ㅟ䀿ᚤ⾷᭟㞃ⳃ㪋ᙗ᩿ㅛ⍣⼳ᛇᶫ☐㠿㼿㎧⼱ᱻ
ㄇ⼫ㄿㄿ⪓㹃㿫 ゟἳ⼫㻳ἳỘ ◶ほᝓ⍣⒏⍟㚀☐㠿㼿㎧⼱ᱻ
ㄇ⼫⾷ᙳ␠᠗ⳒㄧㄳⳄㄫ␠ᶫ≄ᗼほ㼿㎧⼱ᱻ
䀻ᗧ᩿ᙗ᩿❫᭟⍣ᱷᣛᶫ᳧ㅛ⍣ㄇ⼫⾷ᙳ᩿㪧㎧⼱ᱻ

ㄇ⼫㉛㋸ㄫル㽛
㼿㎧⎷⼫⽣㽇
❧㽰ル㎧⒐≄

ㄇ⼫ㄿⳋ⯿⍣ㅟㇼ㼿㎧⒢㽃㘫⪓ㄿ᠗❫ᗷㇼㄣ≃㠿㎧⼱ᱻ
ㄇ⼫ㄿㅛ⍫ㅛ⼫ᲳĐ⽿⽣đⅣᱻ䀟㡔ㄫ⪣ᗫ
ㄇ⼫⍣⠫㼿㉗≘㼿ᙗ᩿ᛜᘃㄣ≃㘤㼣⍣㋣㎧⼱ᱻ

* 출처: 이완정(2018).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당행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p.97).
한국아동권리학회.

10) 이 목록은 이완정(2018)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이는 우리나라 보육교사들에 의해 직접 도출된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도출하기
위해 첫째, 국내외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둘째, 어린이집 보육교사 초점집단 예비조사를 거쳐 목록을 구성하였으며, 셋째, 설문조사를 통
해 보육교사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
에 문항별로 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무게 값에 따른 순서대로 최종 목록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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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루일과에서의 연령별 부적절 행위 사례와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
다음의 내용은 어린이집 하루일과의 여러 상황 속에서 각 연령을 담당한 보육교사가 행하는 부적절 행위
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시한 것이다. 일과 중에 무심코 하는 보육교사의 말과 행동이 영유아
시된 내용이 정답은 아니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찾는 하나의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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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적절한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성을 지원할 수 있다. ઁ

1) 만 0~1세
아동학대 예방

(1) 발달특성
<만0세>
•배밀이나 무릎을 세우고 기어 다닐 수 있다. 때로는 기는 단계를 건너뛰고 잡고 일어서서 걷는다. 바닥
에 떨어진 작은 조각을 집으려 하거나 잡을 수 있다.
•움직이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따라다닌다.
•감정이 풍부해지면서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프고 무섭고 화가 나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관심을 끌기 위
해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개월 전후 혼자 걷기 시작하며 이후 도움을 받아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다.
<만세>
•‘엄마’, ‘아빠’, ‘맘마’ 등 ~개 단어를 말할 수 있다.
•한 단어를 사용하며, 두 단어를 사용해 불완전한 문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을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밀거나, 꼬집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별 발달특성에 따라 배변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다.
•내적 표상으로 지연모방이 가능해진다.
(2) 만 0-1세 담당 교사의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역할
Ộシ◶⏅ㅛ㼿᠗
⪨䁐

Ộシⳃ⼫ᗧ⾫⎯〧㿋⾛㎧᠗䅿ị⾛㼿ᱻᚤ

❧㽰ル

“이러면 안 되지? 씩씩하게 헤어져야 착한 친구지? 엄마 가시는데 속상해 하셔, 울면 안 되지. 이렇게 울면 미운
사람 돼요.”

◻ⅳ㎨㽃⪨䀟ㅸゐ

“사랑하는 우리 ○○. 이리 오렴. 선생님이 안아 줄까? (영아를 안아준다) 우리 ○○이가 왜 울까? 엄마와
헤어지기가 힘드니? 선생님과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오실 거야. 선생님과 어떤 놀이할까?”
“(가족사진이나 애착물건을 보여주며) 엄마가 어디 계실까? 엄마가 여기 있네. (새로운 놀잇감을 제공하며) 이건 뭐지?
소리가 나네.”

⪓ㄿ⿔㽇

•❧⒏〧㽏ᢿㅯᛇⳝㄧ⼫ㄿ⎯ㄳㄫ㿋⼫⎓ᛇ™㼿ᙳ⼯⼫㋣ᱻỘⲋ㪏Ⳕㄫ㼿ᛇㅛ⍣㮜㽛⪓〧⼯ㇼ⽇㘐ㄫ
㿼⬘㽃
•⼫ㄿ❫⎓❯⼯ㄧ☃᳓㲠⬘⪨ㅷⲋ⇓゛ᙪㄣ≃Ộシⳃ⼫ᗧ❧⒏〧㿋⾛㎧᠗Ⳓ⾛㼿ᛇ❯⼯㽛㽇⯿ㅯㄳㄫ
ㅛ㽛㽃
•⼫ᗧ ❧⒏〧 㿋⾛㎫ 䂫⾷ᶫ ᚫ ゟᙗ᩿ ❧⒏⍣ 㘥ᱻ ᚤ ⼫ㄿ ᛧⳓㄫ ᨳ⎳㽃 ᭧ㅮᗷㄫ ㈃ⳃ㼿 ㋣ㄿ⍣
䀿᠗ⳃ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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ㅷㄇ᭧ㅛ
⪨䁐
❧㽰ル

ȠȠㅛ⳺᠗᭧ㅛ⿔⾷⬃㉬ㅛ⟻≄ㅷ᷀㘏⍣⎳ị⾛᭧ㅛ㽇ἳȍȍㅛ〧⬃⎳ị⾛᭺ㄧ㉬ㅛ⟻≄ㅷ᷀㘏⾷⼰ㄣ∋
㼿ᙗ᩿㉬ㅛ⟻≄ㄫᗧ㎧ᛇᗧ∋ᛇ㼿ᱻᚤ

“친구가 만든 자동차잖아. 네가 가지고 가면 어떡하니? 자동차가 망가졌잖아.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ⅳ㎨㽃⪨䀟ㅸゐ


“□□아, 왜 ○○이가 만든 자동차에 앉았니? 이렇게 자동차에 앉으면 ○○이 마음이 어떨까? 같이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우리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 되겠다.” “○○아, □□이가 네가 만든
자동차가 정말 멋있대. 같이 놀고 싶다고 하네. ○○이는 어떻게 하고 싶니?”
“□□이도 종이블록이 필요했구나. 그런데 ○○이가 만든 블록을 그냥 가져가면 ○○이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ㅛⳃ᠗ㄿ⼫ᱻ⾛⎗ㅛ㎸᭧ㅮᗷㄫㅷ᠗⭳ㄇⅣᛇ⫄ᗨ㽇⯿ㅯㄣ㽏ᢿ᩿ᯫ⾛᭧ㅛ㽃ᱻᙪㅛ⾛∜ᱻᙪㄫ
⪓ㄿ⿔㽇

ㅛ㽛㽃
•⼫ㄿ䅌◟〧ᘃ⚫㘏ㅛ⍣ㅟㇼ㼿⪓ᗧ᭧ㅮᗷㄫ᩿ᯫ⾛᭧ㅛ㽇⯿ㅯᱻ☐♼ㄫ㈃ⳃ㼿ᙗ᩿⼫ㄿㄿᚓㄫỊᛇ
⬇㫄㽛⛣⯿ㅯᶫ≄ᚐ∋㽃
•⼫ㄿ☃᳓㲠⬘ㄫㅛ㽛㼿⿓᷀ㅣ㽃᭧ㅮᗷㄫ⿓⇓ᘃ㋧⠫㽃

ㇼ⎓ㇼᶯ
⪨䁐

ㅷㄇ᭧ㅛㅛ䂫ㇼ⎓ㇼᶯⳃᗫㅫㄫ⼳∋㋣⾯ㄳ⾷ᶫᚫ᭧ㅛ⍣㎧㼿ᱻᚤ ㄳⳄ⒏㿼ㅷ⍛᠗᭧ㅛ⍣ᚫ㼿ᛇㅷ㽏 

❧㽰ル

“○○은 또 정리 안하는 구나. 선생님 말 안 듣니? 선생님을 쳐다보지도 않네. 안 들리니? ○○가 놀았으니 ○○가
다 정리해야지. 정리 안하면 바깥놀이 못 나간다.”

◻ⅳ㎨㽃⪨䀟ㅸゐ

“○○아, 선생님하고 정리할까? 사과 놀잇감은 어디에 놓아둘까? 와! ○○이가 바구니를 찾았네. 우리 ○○이가
정리를 잘하는구나.”

⪓ㄿ⿔㽇

•⼫ㄿ᭧ㅛ㎫㽰⪨㫃⍣ᛧ㘗㼿⿓ㇼ⎓ㇼᶯⳃᗫㄫᗽᶫ≄㼿᷿⪓⾷⼯㼿ᛇ⍟ㅣᛣ≃䀿ḃᱻᙪㄫ
⬋⑬㽃
•᭧ㅮᗷㄫ⼫䀣ㅷㇼ⎓㼿ᱻᙪㄧ⼫㎨⾛∋▧≃⪓ᗧ㽏ᢿㇼ⎓㽃
•ㇼ⎓ⳃᗫㄫ ᭧ㅛㄿ ㆌㄣ≃ ㅟⳄ㽇 ⯿ ㅯᶫ≄ ㍷ᙗ゛ ❫ル᠗⍣ ㉗⬘㼿ᛇ ⪓ㄿ ⒏ᵟ⎨ㄫ 㮜㽛 ㇼ⎓⾷ ᳧㽃
ᝓ㚛ㅟ☐♼ịㄫ⼯㽃

ㇷⳓⳃᗫ
⪨䁐
❧㽰ル

ㇷⳓⳃᗫ⾷㶰⭳㉲⼫㼿ᱻㄳⳄㅛ᩿》ㅷ⭷ㄣ≃␣␠ᱻᚤ

손등을 치며 혹은 화를 내며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포크로 먹어야지.”

◻ⅳ㎨㽃⪨䀟ㅸゐ

“○○아, 우리 포크로 먹어볼까? 두부를 손으로 만지면 손에 묻는단다. 선생님과 함께 포크를 사용해 보자~ (포크를 든
영아의 손을 맞잡고) ○○가 좋아하는 두부를 포크로 콕 찍어서 먹으니 더 맛있겠는데?”

⪓ㄿ⿔㽇

•⼫ㄿ ⭷Ộㄫ 㠿ᱻ ᙪㄧ ⳇ㚛㽀᳧ᗧ ḇ ⯿ ㅯ ㅛ〧 ᘀㄧ 㽰᷀ㄧ ⼫ᗧ ḷ∋ェᛣ ᛜ㷓⍣ ᱷᩫ ⯿ ㅯㄣ▧≃
㋣ㄿ㽛⽣㽃
•⼫᠗ᱻ⼫㎨ᶫᝓ ⰆᗧⅤ㷓㩓Ộ ㄿ⪓ゐㅛ◟Ⰰ㽃ⳃ᠗ㅫㄫㅟㇼ㽃ⰆᗧⅤᛣ㷓㩓⍣♯ᗯ⼫ᗧ⪓ゐ㼿ᱻ
ᙪㄫ ⾛∋コ㼿▧≃ ᶫᝓ⍣ ㆈᛇ ㄳⳄㄫ ℏᛇ ㅬㄣ≃ ᗧᗧᱻ Ộㄿ ᛣㇼㄫ ㋣ㄿ ᠱᙳ ᛧ㘗㼿⿓ ᶫェㅛ 㼫ほ㽃
❧❫⾷᳧㽛ᝓ㚛ㅛᚫㄣ≃⬋⑬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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᠗ឧᗯㅛ
⪨䁐
❧㽰ル

᠗ឧᗯㅛ䂫◻≃☗⚧ㄫ㽃ᚤ

“또 응가 했니? 어휴, 왜 매번 기저귀 갈아주면 응가를 하는 거니? 속상해.”

⪓ㄿ⿔㽇

•☗⚧ㄫㅷ㋣㽃ᛇ㼿⿓⼫⍣⽣㠿ᱻỘ❧ㇼㅟ◿ㄸㄫ⛛ㅛᱻᙪㄧ⼫⾷ᙳ⯿㠿ⳓㄫㄇ☃㼿⿓㎧᩿㠿ᙳ
ェ㠇⎓ᙳ㽇⯿ㅯ
•⼫☃᳓⾷ㅯ⾛☗⚧ㄿ䂆⯿⽸⪨㫃Ộㄧᙛᗼㄫ㠈ㇼ㽇⯿ㅯᱻᗧㆌ㋸ほ㽃⫄⎓ㅟ⯿ㅛ▧≃⪓ᱻ㽔⪨
ᛧⳓㄫᗧ㎧ᛇ⪛㶛⛛⼫⽣㽃

᪕ㆇⳃᗫ
⪨䁐
❧㽰ル
◻ⅳ㎨㽃⪨䀟ㅸゐ

⪓ㄿ⿔㽇

᪕ㆇⳃᗫ⾷⼫ᗧㆇㄫ⼯ㅷᛇㅯᱻᚤ

“얼른 자야지! 경찰아저씨한테 ○○이 잡아 가세요 전화해야겠다!”
“○○이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누워볼까? 선생님이 ○○이 곰돌이 이불 덮어줄게요. 노래 소리가
들리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이 토닥토닥 해줄게.”
•⼫⾷ᙳᱻ㎸ㅛ⼫Ჳᛜᗫ ⾛⎗ㅛ㎸ ⾷⬃㡃ᝓịᛣ᪕ㆇㄫㅻᱻᙪㅛⱓ゛ㅣㅛ⼫Ჿㄫㅛ㽛㽃
•⼫ㄿ☃᳓ᚫ◶ᘃ⚫ぼᝓ⾷Ⅳ᪕ㆇⳃᗫㅛ⍣⯿ㅯㄣ㲠䅯⎳⬟⼫ᱻ᪕ㆇ⾷᳧㽃ᘃ⚫ほᝓ⍣
◿㼿ᶫ≄㽃
•㼿⋏ㅣᛣ㋸◻ᡌ᭧ㅛ᳧᩿៣ㄈ䁃᷀ⳃᗫㄫ⎯∏㼿⿓Ⰰ⾷ᶫェㄫ㋧
•❧⒏〧⼫ㄿᙛᗼ⪨㫃〧᪇ㄿⰀ⿓❧ㆇㅿἳⲜᛧỘᘃ⚫ㅟ⬘㾌ㄫ㳳⼬㽃

2) 만 2세
(1) 발달특성
•숟가락이나 컵을 사용하여 혼자서 음식 먹는 게 가능하다.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의 짧은 문을 구사한다.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질문을 많이 한다.
•큰소리로 말하면 때렸다고 하거나(과잉확대), 우리 집 고양이만 고양이라고(과잉축소)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정서와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느낌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으며, 감정
의 변화가 심하다.
•자신의 난감, 옷, 부모 등에 강한 소유욕을 나타내며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영아와 놀잇감을 나누어
쓰기 어렵다.

아동학대 예방

“(눈을 맞추며) 우리 ○○이가 응가를 했네. 잘했어요. 우리 ○○이는 밥도 맛있게 잘 먹고 응가도 잘하니 쑥쑥
크겠다. 선생님이 깨끗하게 닦아줄게~ 뽀송뽀송 새 기저귀로 갈아입자~”

제1장

◻ⅳ㎨㽃⪨䀟ㅸ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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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2세 담당 교사의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역할
Ộシ◶⏅ㅛ㼿᠗
⪨䁐

Ộシ㼿⿓た㰓〧ᗧ☐ㄫㇼ⎓㼿㎧⼱ᛇ⛛ㄈⳋ◻ᡌ⾷⬃⬃㡃ᝓịᛣ⪓⍣㚷⎳⛛ᛇㅯㄫἳ ⪓ᗧị⾛》Ⅳᛇ
ㅛ⽣᠗㽃䂫⾷ᶫ

❧㽰ル

“○○이 안 들어오니? 빨리 교실로 들어와. 아직 혼자 옷도 못 벗었니? 네가 스스로 해야지. 이제 너는 아기가 아니야.
선생님이 해줄게 이리와. 왜 안하는 거야? ○○이는 놀이하고 싶지 않은가 봐.”

◻ⅳ㎨㽃⪨䀟ㅸゐ

“○○이 왔니? ○○이가 무엇을 보고 있을까? 블록놀이 하는 친구를 보고 있네. 우리도 블록놀이 하러 갈까? 그럼 먼저
외투도 걸어놓고 가방도 넣어보자. 아~ ○○이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잘 안되었구나. 선생님과 함께 해 볼까?”
“(옷 벗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며) 그렇지. 우리 ○○이 옷도 혼자 벗고 정리도 잘 하네. 우리 이제 블록놀이할까?”

⪓ㄿ⿔㽇

•⎳⬟ᱻᗫ㽃〞ㅛ᩿⒏ㅷ⍣䀣ㅷ⬃ㅬᛇ⻟⯿ᱻㅯ㎧⎳⭷ᛣᯯㄿ㿸ㄸ∌ㅛ⼫㎨ㇼ㼿㎧ᱻ⼱
•⼫ⲋⲋ≃〞ㄫ♾ᛇ⭳㎧㹯ㄫㇼ⎓㽇⯿ㅯᶫ≄⪓ᗧ⒏ᵟ⎨ㄫ㮜㽛☐♼ㄫ⼳∋㋧䀣ㅷ㼿ᱻᙪㄫシ㼿ᱻ
ᚤ⾷ᱻᚐ∋㼿ᛇᶫェㅛ㼫ほ㽃ᚤ⾷ᱻ⪓ᗧᶫ〧㋧

ㅷㄇ᭧ㅛ
⪨䁐
❧㽰ル

◻ⅳ㎨㽃⪨䀟ㅸゐ

⪓ㄿ⿔㽇

⿔㽇᭧ㅛ⿔⾷⬃⍟㡃ᝓᗧ᭧ᛇㅯᱻ᭧ㅮᗷ ⭳ᦰ᭧ㅛ⭳㹯Ộ ㄫᫌᗧᗧᱻᚤ

“친구 놀잇감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니? 친구가 울잖아.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친구를 울리면 나쁜 친구예요.
여기 다른 가방도 많은데 왜 가져 간 거야. ○○이는 소꿉놀이 못하겠다.”
“○○아, 왜 □□의 놀잇감을 가져갔니?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놀고 싶으면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음에도 놀잇감이 필요하면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 ⬟ᱻ ㅷ᠗㋸ⳓㅛ ㅷ⼫ᗧ ☃᳓㼿ᱻ ⳃ᠗ㅛ Ⅳ⬃ ㅷⳇㅛ 㼿ᛇ ⳝᙗ᩿ ᗽᛇ ⳝㄧ ᙪ⾷ ㋣ḃ ᛧⳓㅛ
ㅯㄣ▧≃㽰᷀❧㬗㼿ᱻᚤ㾌ㅛㅯㄳㄫ⼯
•⪓ᱻ ⾟⾛ 㼣ể☘ㄫ 㮜㽛 ⼫ᗧ 㙿㽃 ⪨䁐ㅛ᩿ ᠗❫⾷ ⍟ ⽸㽃 ㇼ⬃⍣ ᝓ㚛ㅛᛇ ៴ㇼㅟ ☐♼ㄣ≃
㹃㿫㽇⯿ㅯᶫ≄ᶼᱻ
•᭧ㅛ⍣㮜㽛⍟⪓ⅳㄿᗷㇼㅛ᩿⫄ᗨ⾷᳧㽛ㅛ㽛㽇⯿ㅯᱻ᠗䁳⍣ᗽᱻ

◻ᡌ᭧ㅛ
⪨䁐

ᚏゟ⾷た㰓⍣ㅬ㎧⼱ᛇ◻ᡌ᭧ㅛ⍣㽃ᛇㅛ⽣᠗㼿〞ㄫㅬ⾛⽣㽃ᛇ㽯ㄫἳĎⳒ⾛ďⅣᛇ⎷㼿ᱻᚤ

❧㽰ル

“그럼 넌 교실에 있어. 선생님이 얼른 옷 입으라고 했지? 우린 먼저 나갈 거야. ○○이는 교실에서 더 놀아. 지금 외투를
입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 날씨가 추워서 옷을 안 입으면 감기에 걸리거든. 그럼 ○○이는 왕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야한다.”

◻ⅳ㎨㽃⪨䀟ㅸゐ

“○○아, 우리 외투 입고 바깥에 나가자. ○○이가 왜 옷을 입기 싫을까? (이유를 듣고) 그래, 옷이 불편했구나. 바깥
날씨가 어떤가 볼까?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봐~ 어떠니? 겉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맞아, 콧물이 날 수도
있어. 바람이 못 들어오게 단추도 꼭꼭 잠가볼까? 바깥놀이가서 오늘 무슨 놀이할까?”

⪓ㄿ⿔㽇

•⼫ᗧĎⳒ⾛ďⅣᛇ◿ㄸ㼿ㆇⳃ᠗⎓ᙗ᩿ⳃ⪨䁐ㄫ⬋⑬㽛㋧
•ĎⳒ⾛ďⅣᱻ⎷ㅛ᩿》ᙳḃ⽅ẋ⏌Ⅴᛣㅛㄇ⾷᳧㽛⬃⪛㶛⛟ᗧㆌ␣ㅬᛇⳝ⾯ᱻᵗ䀠ㄧⳋ⾷⬃ᴻ᭧ᛇ
ⳝㄧᵗ┛⾟ᗧ⾷䀻ᗧ᪓ᱻ㹃㿫ㅣ⯿ㅯㄣ▧≃ᗷㇼㄫ☂⼫㋣ᛇㅛ㽛㼿ᛇㅯᱻᙪㄫ㹃㿫㽛㋧
•ㅷⳇㄿᗷㇼㄫ៴ㇼㅟ⾟⾛≃㹃㿫㼿ᶫ≄㎧ᶫ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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ㇼ⎓ㇼᶯ
⪨䁐

㡃ᝓịㅛㇼ⎓ㇼᶯㄫ㼿ᛇㅯᱻ⒏Ⲝㄫ⛛⬃ᶫᚫ㽛⬃᭧ㅛ㼿ㇼ⎓㼿㎧⼱ᱻᚤ

◻ⅳ㎨㽃⪨䀟ㅸゐ

“○○아, 지금은 놀잇감 정리시간인데, 뭐하고 있을까? 놀잇감 정리하고 맛있는 점심먹자.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
볼까? 이 놀잇감은 어디에 넣어야 하지? 그래~ ○○이가 잘 알고 있네. 바구니에 담아 볼까? 와~ 우리 ○○이가
정리를 잘 하는구나.”

⪓ㄿ⿔㽇

•⼫㎨ⲋⲋ≃ㇼ⎓⍣ㅿ㽇⯿ㅯᱻ∠ㅛ⼫Ჯ▧≃⪓ᗧ㎨ㇸⳃ♻ㄫ⛛ㅛᙗ᩿㽏ᢿㇼ⎓㽃⼫ᗧ㈃ㅷ⎓⾷
᭧ㅮᗷㄫᗧḷᙗ᩿ㇼ⎓㼿∋ᱻ⒏Ⲝㄫ⛛ㅣἳ㡔㘓ㄫ㮜㽛⼫⍣ᚐ∋㽃

ㇷⳓⳃᗫ
⪨䁐

ㇷⳓⳃᗫ⾷ᚫ㡃ᝓ⍣⼯ᙗ᩿⎳㎧ᛇḷ㳻≃᠗᳧⾛᯼Ỗㅛ⼰⼫ㅯᱻỘ◻⍛㎧⼱ㄧㅷ⬟≃Ⳅ⪓⍣㽇ἳ

❧㽰ル

“(교사가 손으로 영아의 등을 밀며) 똑바로 앉아서 빨리 먹어야지. 자꾸 그러면 밥 먹을 수 없어. 또 그렇게 앉아서
먹는 거야? 똑바로 앉지 못해? 바르게 앉지 않으면 정리할거야.”

◻ⅳ㎨㽃⪨䀟ㅸゐ

“(교사가 옆에 앉으면서) ○○아, 우리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볼까? 친구에게 기대면 음식을 흘릴 수 있어. 우리
○○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있네. 책상 앞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까? 와 ~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으니까 음식도 안 흘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네.”

⪓ㄿ⿔㽇

•ㇷⳓⳃᗫ⾷ᱻ㶟⼯㼿ᛇ™㽃⒐⭳⎓≃◻⍛ᙳ⼰ᱻ☐♼ㄫㅛ⽣᠗㼿ᙗ᩿⪓ᗧ◻⍟ㅷ⬟⍣⛛⿓㋧ᙗ㡇ᙗ᩿
ᗼ⼼ㅟ⒐⭳⎓ᱻ⠫䂏ᛣㅛ》䅯∋⼫ᗧㄳⳄ␠᠗⍣ᙗ❧㼿ᱻỘḷ∋ェ⎳ᗧ㎯⯿ㅯ
•⼫ㄿⳃ⽣⾷⬃᭧ㅮᗷㄫ㠿゛ᴿ㎧㘬⪨ㄿᝓ㉗〧⼰ᱻㅷ⎓ㄿ㉗ㇼㄫ㮜㼿⿓Ⳅ⪓⾷㎸㋸㽇⯿ㅯᱻ䀿ᚤㄫ
ᝓ⬘㽃
•Ⳅ㆓⊳⾷ᛧ∏ḃㅛ⽣᠗᩿⾛⎗ㅛ㎸ᗧㇼ⾷⬃ㅯ⾯ᴿㅣ⾷᳧㽃㎯┟ᛣ᳧䀻⍣㮜㽛㍷ᙗ゛❫ル᠗⾷⬃Ⳅ⪓⾷
㎸㋸㽇⯿ㅯᶫ≄ᶼᱻ

⭷⼢᠗
⪨䁐

䀻ㆌⳋ⾷⬃⭷ㄫ⼢ㄣ┣ㆌ᪃ㄫ㼿ᱻᚤ ᙗゟㅛ᩿㡃ᝓ⾷ᙳ┣ㄫ⦳⎓ᛇ⯿ᶫᤔ㎧ㅬᝓ⍣⎰ᛇㅯᙗ᩿ᚫ┣ㄫ
㲧⾛᭺ᛇㅯᱻᚤ

❧㽰ル

“누가 물장난하라고 했니? 또 젖었네. 어떻게 할 거야, 응! 너 또 물장난 해? 빨리 손 씻고 나와야지. 네가
물장난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손을 씻을 수 없잖니.”

◻ⅳ㎨㽃⪨䀟ㅸゐ

“○○아, 손 씻었니? 계속 물놀이하고 있었구나. 화장실에서 물장난하면 옷이 젖을 수 있고 친구가 많이 기다려서 속상할
수도 있어. 물놀이는 다음에 바깥놀이 시간에 하자. 지금은 손을 깨끗이 씻어볼까? 먼저 옷소매를 팔꿈치까지 올려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제 비누를 묻히고 손을 비벼볼까? 물로 헹구니까 비누거품이 없어지네. 수건에 물기를 닦아보자. 와
~ 우리 ○○이의 손이 깨끗해졌네.”

⪓ㄿ⿔㽇

•◻⍟⭷⼢᠗ㄿ⒏Ⲝㄫ⪓ᗧⳃ♻ㄫ⛛ㅛᛇ◻⍛ᙳ⭷ㄫ⼢ㄫ⯿ㅯᶫ≄ᶼᱻ
•┣᭧ㅛᱻ⼫⾷ᙳ⏋∌ㅛ▧≃◻ᡌ᭧ㅛⳃᗫ⾷┣᭧ㅛᛧ∏䁃᷀ㄫ㎫㽰㼿⭷⼢ᱻᙪㅛ㍷ᙗ゛䁃᷀ㅛ᷿ᶫ≄
㎧ᶫ㽃

아동학대 예방

“다른 친구들은 모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너만 놀고 있니? 놀잇감을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 놀잇감이 너를 미워 할 거야.
네가 놀이한 것은 바구니에 넣어야지. 뭐하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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᪕ㆇⳃᗫ
⪨䁐

᪕ㆇⳃᗫ㋸⾷ᡏ⾛᭟ⅿ⍣❧⍛ᙗ᩿ㅷᛇㅯᱻ㡃ᝓ⍣⎳㎧ᛇ◻ㄫ㧜㧜㚷⬃⍟㡃ᝓㄿ᪕ㆇᠳ㎧☐㽛㼿ᱻᚤ

❧㽰ル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잘 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자지 않고 있으면 도깨비 아저씨 불러 올 거야. 무서운
도깨비에게 잡아가게 할 거다. 안 잘 거면 이불 정리해야겠다.”

◻ⅳ㎨㽃⪨䀟ㅸゐ

“○○아, 잘 잤니? 일어날까? 아니면 조금 더 누워있어도 돼. 아직 친구가 자고 있으니까 크게 이야기하거나 만지면
친구가 잠에서 깰 수도 있단다. 이쪽으로 와서 조용히 놀이 할까? 조용한 놀이하면서 친구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자.”

⪓ㄿ⿔㽇

•᪕ㆇ⾷⬃ᡏᱻ㍰ⳃ⼫ㄿ᠗❫ᛣ⪨㫃⍣ᛧ㘗㼿⿓᪕ㆇㅛᴻ㼫ほ㽃㎧ㅿㅷᛇㅣ⾛᪃⪨㫃ㅟ㎧⍣㳳⼬㼿ᱻᙪㅛ
㋸ほ㼿⯿ㅛᴻ㼫ほ㽃ᚤ㶟⼯䅯ⱛ⯿ㅯᶫ≄㼿ᛇㆇㅛᡓᚤ⾷ᱻ⍟⼫ㄿㆇㄫ☐㽛㼿㎧⼱ᶫ≄
㉗ゐ㽃᭧ㅛ⍣㽃
•⎳⬟ᶫ⼫㎨ㄧ⾛⎗ㅛ㎸⾷⬃᪕ㆇㄫㅷᱻᙪㅛḷ∋ゟ⯿ㅯㄣ▧≃⼫ᗧⳓ⎓ㄣ≃⼯ㇼᗷㄫᗧ㎯⯿ㅯᶫ≄
❧ể⇓゛⾛㉗≃ㅛ⽣᠗㽃
•Ďᶫᡏ⠫ďỘ⼫ᗧḷ∋コ㼿ᱻ᳧⪨ㄣ≃ㄤ◼㎧⍛ᱻᙪㄧㇼ⬃㽀᳧ᗧḇ⯿ㅯ

ឧᗧ㎧ᶫ
⪨䁐

㼿シⳃ⾛⎗ㅛ㎸ㄿᛜ⋈᭧ㅮᗷㄫ㎸⾷ᗧᗧ∋ᛇゟ⬃ᾣ⍣⻗ᱻᚤ

❧㽰ル

“어린이집 놀잇감을 가져가면 나쁜 사람이에요. 안 돼. 여기에 놓고 가야지. 이건 나쁜 행동이야. 제자리에 놓고
오세요.”

◻ⅳ㎨㽃⪨䀟ㅸゐ

“공룡 놀잇감을 집에 가져가고 싶었니? 하지만 이 놀잇감의 집은 여기 어린이집이란다.○○이도 집에 못가면 속상하지?
이 놀잇감도 집을 떠나면 속상하대. 어린이집에 잘 두고 내일 다시 만나는 것은 어떨까?”

⪓ㄿ⿔㽇

•ゟᛇᾣ⻗ᱻ㽰᷀ㄫ⛛ㅣἳᱻ⼫ㄿ⎯ㄳㄫᛜᗷ㽛㋣᷿ゟ⾛ᶫ㽛ᚗ᷿㎧⼱ᱻ┟㈃ㅫㄫ』䀻㼿ᙳ⬋⑬㽛⽣㽃
•⼫ㅛㄿ⭷⾷⬃┣ᙛㄫ⡶ᱻᙪㄧ㽐㼿㎧⒢㼿⼫〧䅿ᚏ⋏᠗⍣㮜㽛ᗼ㈃≃᭧ㅮᗷㄫḷᛇᗧ᠗⛛ᱻ⬋⑬ㄫ
㮜㽛⬋Ễ㽃

3) 만 3세
(1) 발달특성
•기본적인 운동기능이 확립되며 숟가락, 포크 사용이 능숙해져 밥과 국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자기주이 뚜렷해지고 요구도 커지며 질투심이 강해진다. 울음횟수가 줄고 우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아진다. 몸이 피곤하거나 통ઁ를 받으면 화를 잘 내는 경향을 보인다.
•차례 지키기가 점차 가능해지고 간단한 규칙, 타인의 요구를 지킬 수 있다.
•성인과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고, 성인의 칭찬과 승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명이 상호작용하는 소집단의 놀이가 가능해지고, 성별의 구별 없이 또래와 놀이하지만 점차 동성 또
래에 대한 접근이 빈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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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3세 담당 교사의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역할
Ộシ◶⏅ㅛ㼿᠗
⪨䁐

Ộシ㼿⬃ᗧ』㳻㗳⍣⛛⿓㋣ᛇⳝ⾛⬃⪓⾷ᙳᚫㅛ⽣᠗㼿ᱻᚤ

◻ⅳ㎨㽃⪨䀟ㅸゐ

“(반갑게 인사한 후) ○○이가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구나? 선생님도 정말 궁금한데, 지금은 친구들이 오는
시간이든 잠깐만 기다려줄래? 친구들 맞이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기다려줘서 고맙워.”
“팔찌를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지금은 선생님이 간식을 나눠주고 있어서 가방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네. 간식 먹고
조금 후에 같이 보면 어떨까?”

⪓ㄿ⿔㽇

•ㄇ⼫ㄿ⎯ㄳㄫㅟㇼ㽛㋣᷿㿫㆓◻≃⯿ゐ㽇⯿⾭ᱻ⪨䁐ㄫ⬋⑬㽛㋧
•ㄇ⼫ᗧ⪓⍣᠗∋㋧ᙪ⾷᳧㽛ᛇ⎯ェㄫ㹃ⳃ㽃

ㅷㄇ⬇㫄䁃᷀
⪨䁐

◟Ⰷ⿔⾷⬃㡃ᝓịᛣ⪰㉬ㅛㇸ᠗⍣㼿ᱻᵗᗫ㽃ㇸ᠗⍣㼿㎧⒢㼿⿓⬇⫄Ჿ㽃㬳Ďᶫ〧㋣⬟ほďⅣᛇ㼿ゟ⬃
⛛㘫ᱻᚤ

❧㽰ル

“다른 친구들은 혼자서도 잘하는데, 넌 이것도 못해? 얼마나 알려줘야 할 수 있는 거니? 어려우면 하지 마. 잘하는 □□
한테 해달라고 해. 그렇게 징징대면 더 해주기 싫어.”

◻ⅳ㎨㽃⪨䀟ㅸゐ

“○○아, 무엇을 접고 싶니? □□이처럼 세모를 접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되는구나.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줄까?
(함께 색종이 접기를 하며) 와~ ○○이도 혼자 세모를 접었네. 그래 이 끝을 잡고 위 끝에 맞추면 된단다. 이제
○○이도 색종이 접기 잘하네.”

⪓ㄿ⿔㽇

•ㄇ⼫ᗧ⪓ㄿᶫェㄫ☂ᛇㅷ㼿ᱻᙪ⾷᳧㽛㎧㎧㽛㋣ㅸㄧᙪ❧㬗⬘㟏ᗷㄫᚤ㾿㽇⯿ㅯᶫ≄᠗䁳⍣㋧
•ㄇ⼫ᗧ㽇⯿ㅯᱻ⎳㩣ㄿ⯿㋧ㄫㅟㇼ㽛㋣ᛇㄳᚫ⾷⬃㽇⯿ㅯᶫ≄ᶫェㄫ㋣ᙗ᩿☐♼ㄫ㈃ⳃ㽃

ㇼ⎓ㇼᶯ
⪨䁐

㉬ㅛㇸ᠗⍣㼿ᛇㅯᱻㄇ⼫ᗧ⪓ㄿ⎷ㄫỊᛇᶫㇼ⎓㼿㎧⼱ᛇ⍟⪰㉬ㅛᠳ㎧ᴻᢣ∋ᛇ㽇ἳ

❧㽰ル

“친구들은 다 정리하는데 너만 뭐하니? 왜 놀고 있는 거야? 우리 먼저 나간다. 네 살 동생들도 정리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ⅳ㎨㽃⪨䀟ㅸゐ

“○○아, 종이접기를 더 하고 싶니? 그런데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란다. 오늘은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려고 (공을
보여주며) 선생님이 이렇게 공을 준비했어.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볼까? 우리 정리하고 공놀이하러 바깥에 나가자.
종이접기는 오후에 계속 하면 어떨까?”

⪓ㄿ⿔㽇

•ㄇ⼫ᗧ᭧ㅛ⍣ᩄᛇㇼ⎓㽇⯿ㅯᶫ≄ᚫ䁴ḃ㼿⋏ㅣᛣ⍣◟⎓⼳∋㋧㲠䅯ㇼ⎓ⳃᗫㄫᗸㅷ᠗⼳∋㋣ㄇ⼫ㄿ
᭧ㅛ䄷⍫ㅛᨱ⾛㎧▧≃ㄳ⼬Ộㄣ≃ㄇ⼫ᗧ◟⎓ㇼ⎓ⳃᗫㄫ⪨㽇⯿ㅯᶫ≄⼯㽃
•⎳⬟ㅛ㎧⎳ៃ㡀ㄫㅛ㽛㽇⯿ㅯᱻ∠ㅛ▧≃ⳃᗫㅛ᷿ㇼ⎓ㇼᶯㄫ㽛⽣㽃ᱻៃ㡀ㄫ◿⛜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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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지금 바쁜 거 안보이니? 간식 챙기느라 정리하느라 바쁘잖아. 알았어, 빨리 들어와서 앉아. 집에서 물건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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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䁃᷀
⪨䁐

⛫⭳㹴ㄫᗧ᠗᩿⠫᷀䀻⍣ị∋㋣ᛇㅯᱻᵗㄇ⼫ᗧ❧⒏Ჿᛣㄿ⿓㽰Ộ⾷⬃ᚤ㾿㽃᩿⠫⾷᳧㽃ㅛ⽣᠗⍣ᩄ⾭ㅛ
ㅛ⾛ᗯἳ

❧㽰ル

“선생님 동화 다 읽어주면 얘기하라고 몇 번 말했니? 너만 이야기하고 싶은 줄 아니? 좀 기다려라. 너 때문에 선생님이
동화를 들려 줄 수가 없잖니?”

◻ⅳ㎨㽃⪨䀟ㅸゐ

“○○이가 나비를 본 적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나비 동화’를 듣고 있으니까 다 듣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나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친구들이 궁금해 하네.” “(동화가 끝난 후) ○○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이 나비
이야기를 들어볼까?”

⪓ㄿ⿔㽇

•᳧㎸䁃᷀ㄧ㚛ㄇ⼫ᗧ㽏ᢿ㘟⿓㼿ᱻⳃᗫㅛ▧≃㽃⑬ㄿㄇ⼫⎳ㅛ⽣᠗⍣㼿ᙗ᩿㚛䁃᷀ㄿ䄷⍫ㅛᨱ⾛⬃
⍟ㄇ⼫ịㅛ䅌◟⍣ㅪ㎧⼱ᶫ≄ㄇㄿ㽛⽣㽃
•ㄇ⼫ᗧ⼳ᛇㅯᙗ᩿㼿ᛇⳝㄧㅛ⽣᠗ᗧㅯㄳㄫㅛ㽛㼿ᛇ᳧㎸䁃᷀ㄫᛇ∋㼿⬃ᶫᘃ⚫ㄇ⼫ᗧㅛ⽣᠗㽇⯿ㅯᱻ
᠗䁳⍣㋧

ㇷⳓⳃᗫ
⪨䁐

Ďᛇ᠗ďỘ㲠ㇼㄳⳄル㋣≃␠ᛇĎ⽣㘫ďỘㄧ㿧␠㎧⼱ᱻỘ㶟Ⳅㄫ㼿ᱻᚤ

❧㽰ル

“○○이는 고기만 먹니? 야채는 하나도 안 먹었네. 그러면서 고기를 더 달라고 하니? 안 돼. 야채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먹지 않니. 그렇지 얘들아~ 야채 다 안 먹으면 바깥놀이 못 나간다.”

◻ⅳ㎨㽃⪨䀟ㅸゐ

“○○이가 고기를 잘 먹는구나. 시금치는 먹기 싫어? 고기만 먹으면 응가도 잘 안 나오고 배도 아플 수 있어. 오늘은 시금치를
조금만 먹어볼까? 선생님이 먼저 먹어보고 얘기해 줄게. 와~ 고소하다. ○○이는 어떻게 할래? (조금 먹은 후) 와
~ ○○이가 시금치를 먹었네.”

⪓ㄿ⿔㽇

•ᯫᝓ᩿⬇䀟㼿ᙗ᩿Ⳓ⾛㼿ᱻㄳⳄㅛㅯㄳㄫㅟㇼ㼿ᛇㄇ⼫ㄿ㶟Ⳅ㎧ᶫ⍣ル㽛ㄳⳄㄫ⾜㎧≃␠ㅛ㎧⼱ᶫ≄㽃
•㶟Ⳅ㼿ᱻㄳⳄ⾷᳧㽛⬃ᱻ␠ᶫ≄㼿ᱻᙪ⛛ᱻ㉗ㅛⅣᶫ␠ㄣ∋ᛇĎⳃᶫď㼿∋ᱻㅷ⬟⾷᳧㽛㡔㘓ㄫ㽛㋣
ⳓ㼿ᙳᙗ❧㼿ᱻㄳⳄ⾷᳧㽛⬃ᱻ⾜㎧≃␠ㅛ㎧⼱ᛇᗧㇼᛣㄿᚫ⍣㮜㽛Ⳅ⪓㎧ᶫ⍣㽃
•》᱿᩿』ㄳⳄ⾷᳧㽃ㅛ⽣᠗⍣㼿ᙗ᩿⾛⎗ㅛ㎸ῷᱻ㎸⾷⬃ㅯ⾯ᴿㅣ⾷᳧㽛ㅛ⽣᠗⍣᩿ᯫ㍷ᙗ゛❫ル᠗
⾷⬃Ⳅ⪓⍣㽇⯿ㅯᶫ≄㽃

ㅛ᠗
⪨䁐

ㅛᱻⳃᗫ⾷⽸㠿㣜ㄣ≃┣ㄫ☂⼫◻⾷⦳⎓ᙗ᩿ᙗゟ⾷ᚫ┣ㄫ☰ㄣ〞ㄫⳃᱻỘㆌ᪃ㄫ㠿ᱻᚤ

❧㽰ル

“아기처럼 물놀이 하는 친구네. 지금이 물놀이하는 시간이야? 이 닦는 시간인 걸 모르는 친구들은 동생반에 가야겠어. 선생님
말을 안 듣니? 지금 바닥 다 더러워졌잖아.”

◻ⅳ㎨㽃⪨䀟ㅸゐ

“○○아, 이를 닦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지. 양치컵은 입안을 헹굴 때 쓰는 거지? 잘 알고 있네. 지금은 이
닦는 시간이니까 우리 깨끗이 이를 닦아 볼까?”
“물장난을 치면 옷이랑 양말이 젖고, 그러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물이 튀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단다. 바닥에 물이 떨어져서 미끄러워지면 ○○이가 다칠 수도 있어.”

⪓ㄿ⿔㽇

•⪓ᗧ⒏ᵟ⎨ㄫ⛛ㅛㄇ⼫ᗧ◻⍛ᙳ⽸㠿⍣㽇⯿ㅯᶫ≄㎧ᶫ㽃
•⎳⬟ᱻ⼳ᛇㅯᱻᙪㄫⳋ㽰⾷〕᠗ᱻᙪㄫ⾛∋コ㼿ᙗ᩿ㅱ⾛♫⎛⯿ㅯㄣ▧≃ៃ㡀⾷᳧㽛⬃◿⛜ㄣ≃ㅛ⽣᠗⍣
㽛㋣ᱻᙪㅛ◻ⅳ㎨㼿
•㽰᷀ㄣ≃⍟⪓ⅳịㅛ❯㶟㽏ㄫᱷᩫ⯿ㅯᱻᙪㄫ⼳ᶫ≄㎧ᶫ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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᪕ㆇⳃᗫ
⪨䁐

ㆇㄫㅻᛇᯫ゛䂫⭷ᛣ☃≃◻ㄫ㠿ㅬㄣ≃⭳⎓⍣ᛇ㡃ᝓ⾷ᙳ⎷ㄫᙟ⾛ㆇㄫᡏ∋㼿ᱻᚤ

◻ⅳ㎨㽃⪨䀟ㅸゐ

“○○아, 잠이 안 오니? 우리 음악을 들으며 쉬어 볼까? 지금 쉬고 나면 오후에 힘이 나서 더 신나게 놀 수 있을 거야.
누워 있기 싫으면 조용하게 놀이할 수도 있어. 친구들이 자고 있으니까 우리 조용히 놀이하자.”

⪓ㄿ⿔㽇

•┛㉗ᙛ᪕ㆇㅷᱻᙪㄫᗼほ㼿᠗⛛䄛Ⳅㄫ㟏㽇⯿ㅯㄳㄫ⼳∋㋧⎳⬟ㄇ⼫ᱻ᪕ㆇㄫㅷ㎧⼱ㄣ∋ᱻᚤᗧ
ㅯㄣ▧≃⾜㎧≃㆓ᱻᙪ⛛䄛Ⳅㄫ㟏㽇⯿ㅯᶫ≄⼯㼿ᱻᙪㅛᴻ䂏ᛣㅛ
•᪕ㆇㄫㅷᱻ㡃ᝓ⍣☗∋㼿⿓㉗ゐ䅯ⱓᙗ᩿᭧ㅛ㽇⯿ㅯㄳ⾷᳧㽛ㅛ⽣᠗㽃

4) 만 4-5세
(1) 발달특성
•약간 복잡한 운동이 가능해진다. 밥 먹기, 세수하기, 옷 갈아입기, 신발 신기 등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점점 혼자 단추를 채우고 옷을 입을 수 있다.
•왕성한 지적 호기심으로 질문이 많아지며, 특히 단어의 의미나 정보를 모으기 위한 질문을 한다.
•다른 사람들과 능숙하게 대화하고 문법에 맞는 말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으며, 자기중
심적인 언어에서 점차 사회화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가는 시기이나 아직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점차 협동하기, 양보하기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
•자신도 어른처럼 독립적인 인간으로 대해줄 때 즐거움을 표현하며, 자신의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2) 만 4-5세 담당 교사의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역할
Ộシ◶⏅ㅛ㼿᠗
⪨䁐

ㅷⳇㄿᗧ☐〞⯿㚐Ộㄫㇼ⎓㼿ᱻᵗⳃᗫㅛ》ⅿᙟ⎓ᱻᚤ

❧㽰ル

“언제까지 정리할 거니? 같이 온 친구들은 다 정리했는데 뭐했니? 정리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니?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니?”

◻ⅳ㎨㽃⪨䀟ㅸゐ

“○○아, 아직 정리 중이니? 선생님이 도와줄게 있을까?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렴. 친구들이 ○○이와
블록놀이 하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네.”

⪓ㄿ⿔㽇

•⎳⬟Ⅳ㼿ᴻⅣᶫ᠗㎯ㄣ≃ᱷ⎗⼫ㅛᗧㅯㄳㄫㅟㇼ㽃
•ⲋⲋ≃㼿ᱻᙪ⾷᳧㽛ㅜⰀ㽛㎯ἳᠳ㎧㞐❫㽃ⳃᗫㄫᗧ㎧ᛇᶫ〧㋣ⳓ⎓ㅟ⾛∋ェㄫ㹃㿫㼿ᱻᙪㅟ㎧ᶫ
⪛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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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 자고 있다가 늦게 잠들어서 깨울 때 안 일어나려고 그러지? 빨리 자라. 좋은 말 할 때~ 언제까지 떠들 거야?”
제1장

❧㽰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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ㅷㄇ⬇㫄䁃᷀
⪨䁐

⳺᠗᭧ㅛ⿔⾷⬃ㅷ᷀㘏⒏㿼ㄫ⬃≃ᗽᛇ᭧ᚇᛇ⭳⎓⍣㎧⍛㰓ᛇㅯᱻᚤ

❧㽰ル

“자꾸 싸우면 동생반 줄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가져 갈거야. 다른 거 가지고 놀면 안 되니? 왜 꼭 같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니? 그럼 둘 다 못 놀게 할 거야.”

◻ⅳ㎨㽃⪨䀟ㅸゐ

“(다투고 있다면 잠시 떨어지게 한 후) ○○와 □□, 잠시만 선생님하고 얘기할까? 둘이 왜 다투고 있었니?
(이야기를 들은 후) 서로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아의 생각을 듣고) 그런 방법도
있구나. ○○와 □□가 생각한 방법으로 놀이해 볼까? 그럼 사이좋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네. ○○와 □□
가 멋진 방법을 생각했구나.”

⪓ㄿ⿔㽇

•ㄇ⼫ịㅛ៴ㇼㅟ☐♼ㄣ≃ៃ㡀ㄫㇼ㼿ᶫ≄᠗䁳⍣㋣ᛇ㽏ᢿ⫄ᗨ㽃᭧ㅛៃ㡀⾷᳧㽛ᚐ∋㽃
•ⳟェㄫ ␣ ⳃㅸ㼿ᙗ᩿ ⳟェㄣ≃ ❧ㇼ ㇼ⬃⍣ 㹃㿫㼿ᱻ ㄇ⼫⾷ᙳ ㋣ㄿ⍣ ᠗ゟㅛ ㅛ⇓㽃 㫃ᶫ⍣ ┛ⳃ㼿᠗
⛛ᱻㄇ⼫ㄿぼᝓ〧ᗷㇼㄫ⯿ゐ㼿⬃㽛ᚗ☐⼯ㄫⲋⲋ≃⫄ᗨ㽛⛣⯿ㅯᶫ≄㽃
•ㅛⳃ᠗ㄇ⼫ㄿᚤῷⅿᛧᚫᗧ㿼⬘᷿ᛇῷⅿ〧ㄿ᭧ㅛ⍣㮜㽛⪓䁳᠗ⰇㄫⲜỄ㼿ᙳ᷿▧≃❫ㆨ⪨䁐⾷᳧㽃
⒏ᵟ⎨ㄫ⛛ㅛᛇⲋⲋ≃㽃᳧㙿☐⼯ㄫ㘥⼫⛣⯿ㅯᶫ≄ᶼᱻ

ㇼ⎓ㇼᶯ
⪨䁐

ㇼ⎓ⳃᗫㅛⳃㅸ᷿⾯ㄳ⾷ᶫ⳺᠗᭧ㅛ⿔⾷⬃ᚫ⟻≄ᩣ᠗⍣㼿ᗧㇼ⎓㼿ㅷᛇ㼿ㅷ⟻≄ㄫᴿ㎧ᱻᚤ

❧㽰ル

“정리 안하고 친구에게 블록을 던지면 어떻게 해! 정리하라고 했더니 친구들 방해만 하고 있는 거야? 정리 안하는
사람은 다음 활동은 하지 마세요. 빨리 빨리 정리해요.”

◻ⅳ㎨㽃⪨䀟ㅸゐ

“○○아,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해도 블록을 던지면 안 된단다. 블록에 맞아 친구가 다칠 수도 있고, 블록이 망가질
수도 있어.”
“○○아, 정리시간인데 계속 블록놀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들은 후) 그래,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럼 오후에 놀이해 볼까? ○○이 생각은 어떠니?”

⪓ㄿ⿔㽇

•┣ᙛㅛ᩿᭧ㅮᗷㄫᴿ㎧ᱻ㽰ルᱻ◻ⅳ㎨㼿㎧⒢㽃㽰᷀ㅛⅣᱻᙪㄫㇼ䀼䅯⼳∋㋣ᛇㅛ⇗㽰᷀ㅛ⍟⪓ⅳ⾷ᙳ
㼣㽛⍣㋫⯿ㅯㄳㄫㅛ⽣᠗㽃
•◻ⅳ㎨㼿㎧⒢㽃㽰᷀ㄫ㽃ᚤ㡃ᝓị⽅⾷⬃◼ㄫ㋣ᙗ᩿⏄ⳇㄫ㋣ᱻỘㄿ⽣ㄫ㠿》䅯∋⯿㠿ⳓㅛ᩿❫᭟
Ộ⿔䂏ᛣᗧ᪇⯿ㅯㄣ▧≃㋣ㄿ㽛⽣㽃
•ㄇ⼫⾷Ⅳㇼ⎓ⳃᗫㅫㄫㅟ㎧㼿ᴻⅣᶫㅷⳇㅛ㼿ᛇㅯᱻ䁃᷀ㄫ〫⬘㼿ᛇㅷ㼿ᱻぼᝓᗧㅯㄫ⯿ㅯㄣ▧≃ㅛ⍣
ㅟㇼ㽛㋣ᶫ≄㽃ㄇ⼫ㄿᘃ⚫ほᝓ⍣ㅟㇼ㼿ᛇ㡃㼿ᙳ㽃ㇼ⛛⍣㈃ᛜ㽛㋣ᛇ⑬䀼㼿ᙳㄿ⪓⭳㮜㼿ᱻᙪㅛ
㋸ほ㼿

᳧o⭳㎸䁃᷀
⪨䁐

⼯ㄈᛧ∏᳧㎸䁃᷀ⳃㅷⳇㅛ㆓◟ㅯᙳ⛛⼿ᴿᛸᛇㄿゐㄫᚫⅣ㼿ᙗ᩿㎧ㄣ≃ⲋ᥄ⲋ⇓゛⎷ㄫ
㼿⬃ㆌ᪃ㄫ㠿ᱻㄇ⼫ᗧㅯᱻᚤ

❧㽰ル

“야,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시간 아니잖아. 이상한 소리하려면 밖에 나가서 해. 수업방해하지
말고. 장난 그만치고, 조용히 해. 떠들지 마세요. 너 때문에 방해되잖아.”

◻ⅳ㎨㽃⪨䀟ㅸゐ

“○○아,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 지금은 친구들과 교통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란다. ○○
이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힘드네. 교통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끝내고,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놀이할 때 해 주면 어떨까?”

⪓ㄿ⿔㽇

•ㅷⳇㅛ㼿ᛇⳝㄧㅛ⽣᠗ᗧㅯᴻⅣᶫ᳧㎸䁃᷀Ộ㚛ㄇ⼫ᗧ㘟⿓㼿ᱻⳃᗫ⾷ᱻ䁃᷀ㄿ㋣㈃⾷㎸㋸㽇⯿ㅯᶫ≄
ㅛ⽣᠗㽃䂫ㅛ䂫ᘃ⚫ㅟㅛ⽣᠗⍣᯳᩿⯿ㅯᱻⳃᗫㄫ⎯∏㽃
•⪓ᱻㄇ⼫⾷ᙳĎ⽣ďⅣᱻ⎷ㄫ⪓ゐ㼿㎧⼱ᛇㅛ⍫ㄫ❧⍛ㄇ⼫ị⾷ᙳ⑬∠ㅛ᩿㎧ⳃㅟ⾟⾛⍣⪓ゐ㼿㎧
⼱ᶫ≄㋣ㄿ㽃
•ㄇ⼫ᗧ 㚛ㄣ≃ ᳧㎸䁃᷀⾷ 䅌◟ᗧ ⾭ ᳧㎸䁃᷀ㄿ ㋣㈃ ゐ ☐♼ㄫ 䀿㼿ᛇ ㄇ⼫ᗧ 䅌◟⍣ ᗽᛇ
㘟⿓㽇⯿ㅯᱻ☐♼ㄫᗼᝓ㽃

125

아동학대 예방

ㇷⳓⳃᗫ
⪨䁐

ㇷⳓⳄ⪓⍣㼿㎧⼱ᛇ》⾷☗゛⪯᭟ⅿ⍣ᚫ❧⍛㡃ᝓị⾷ᙳᶫ❧⍛Ⅳᛇᗼほ㼿ㆌ᪃ㄫ㠿ᱻᚤ

“너 아기야? 지금이 뭐하는 시간인지 모르니? 밥 안 먹으면 치울 거야. 선생님이 아기처럼 먹여줘야겠니? 밥 다 먹을
때까지 노래 부르지 마! 지금은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야! 지금 친구들은 ○○의 노래를 별로 안 듣고 싶어 하거든.”

◻ⅳ㎨㽃⪨䀟ㅸゐ

“○○아, 밥 먹고 있니? 점심시간인데 밥을 먹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부르면 식사시간이 지나가 버린단다. 또 밥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면 입 속의 음식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점심 먼저 먹고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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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장실 간다고 해 놓고 지금 복도에서 놀고 있는 거니? 여기가 화장실이니? 도대체 화장실은 언제 다녀 올 거야?
지금 선생님한테 거짓말 한 거니? 그럴 거면 화장실 가지 마.”

◻ⅳ㎨㽃⪨䀟ㅸゐ

“○○아!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지 않았니? 화장실은 다녀온 거야? 선생님은 ○○이가 교실에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했단다.”
“복도에서 뛰어 다니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과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단다. 복도에서는 어떻게 다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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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앞 친구 보고 줄 맞춰서 가야지. 한 줄 기차 못하는 친구는 아기 반에 가야겠네.”

◻ⅳ㎨㽃⪨䀟ㅸゐ

“○○이가 보고 싶은 것이 많구나? 그런데 순서를 지키면 더 많이 안전하게 볼 수 있단다. 천천히 봐도 된단다. 기다려
줄게. 다른 어린이집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 차례를 지키도록 하자.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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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적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기본자세
위에서 살펴본 어린이집 하루일과 사례는 잠재적 위험환경으로 볼 수 있는 방임과 정서적 부적절 행위 예
시가 다수 등한다. 부적절 행위 예시는 다소 과격하거나 과된 부분이 있으나, 어린이집 현에서 상투적
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있다.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교사 역할 부분은 일부 예시로서, 어린이집에서 상황에 따
라 더 적절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는 전문가이다. 부드러운 표정과 미소를 보이며, 아동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랑한다고 말하
고, 안아주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이 접촉과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아동은 신
체 접촉에 기초한 보살핌을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교사는 아동이 전하는 의도를 잘 듣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교사는 여러 아동을 보육하
기 때문에 하루일과에 쫓겨 빨리 문ઁ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개별 아동과 상호작용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의 경청기술을 적용하는 노력을 해보자.
Ü ஜ묵 ࣗӓੋ ҃
교사가 말을 많이 하면 아동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조용히 들어주며 ‘네 느낌이 어떤지 듣고 싶다’,
‘네 느낌을 받아줄 수 있다’, ‘네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네가 결정할 수 있도록 너를 지지한다’,
‘너는 잘 해 나갈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Ü ੋध ੋ חژೞ߈ ח
아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다가가 듣는다던지, 미소 짓기, 표정을 짓는 등 동작으로 표
현하는 것도 좋다. “아아~”, “음~”, “그랬는데” 와 같이 언어적인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그래, 정말? 그렇구
나.”와 같이 맞구를 쳐주면 아동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Ü ݈ ޙৌӝ  חژѺ۰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럴 때 격려가 필요하다. 말문을 열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니?”, “그것에 대해 듣고 싶구나”, “좀 더 이야기해 주겠니?”, “그것에 대해
뭔가 느끼는 것이 있는 거 같은데”, “네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구나”와 같은 식으로 격려해 준다. 자신의 이야
기에 교사가 격려하고 있음을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한다.
Ü ߈ ҃
아동이 무엇을 느끼고 기분이 어떤지 교사가 알아주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
다는 느낌을 전달받는다. 이는 아동이 보낸 메시지 의미를 새로운 표현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자신을 분명
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언ઁ 점심 먹어요?”라는 것은 “배가 많이 고픈 모양
이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여 숨은 의미를 끄집어내어 확인해 주
는 것은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아동의 문ઁ에 대해 교사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야기해 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처벌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고 상호존중의 기초 하에 아동을 교사와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을 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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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에서는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만 세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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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성폭력의 정의
간, 강ઁ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을
성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㉗ ⬟◟⎳ㄿ◟⬘ᬫㅷ⾷᳧㽃ᗼᗫᗼ㈃㝻㽰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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Ŷ⬟◟⎳ㄿ⪓ⅳ⾷᳧㼿⿓㷔㽰ㅛ᩿㿸◼ㄣ≃ㄳᗨ䀟ㄿ⾛ᱷ㼿᩿⾷㽛᳠㼿ᱻ㽰ル⍣㽃⪓ⅳㄧᬫㅛ⪨ㄿㄇ᠗㎼⿔⾷㙿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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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㙿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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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임상적으로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 나이)
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애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
로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 아동에게 불법 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불법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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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도구로 전략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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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성폭력의 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 07년 상담통계를 보면 99년부터 07년까지 7년 동안 총 8,866회의 상담이 진
행되었다. 07년 전체 상담은 ,8회(,44건)이며, 이중 성폭력상담은 총 ,955회(,60건)로 전체 상담건
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89.%이다.
<표 ->과 같이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60건 중 ,9건(94.5%)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
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청소년피해자(9세-4세) 46건
(.6%), 어린이피해자(세-8세) 8건(6.5%), 유아피해자(7세 이하) 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세
이하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5건(0.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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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를 보면 전체 가해자의 94.%(,85건)가 남성이며, 이 중 성인은 ,008건(80.0%)이다. 9세 이하
의 가해자도 건(9.6%)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1) 출처: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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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의 「07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07년도 접수사례는
총 58건으로 이 중 성폭력 피해사례가 489건으로 94.4% 접수되었고, 기타사례(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는
9건(5.6%) 접수되었다.
이 중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어 서울해바라기센터를 내방한 아동·청소년 5명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아가 00명(80%)으로 대부분 여아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아는 5명(0%)으로 05년
제2장

6.5%, 06년 7.5%에 이어 소폭 상승하는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이를 연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7세 미만
4명(4.4%), 7세~세 미만 44명(5.%), 세 이상 8명(0.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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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같이 성폭력 피해 발생 소는 기타가 65건(.%)으로 가 높았다. 기타 소로는 영화관,
길거리, 아파트 비상계단, 룸카페, 주차, 기숙사, 도서관 등이 해당되며, 아동이 피해 소를 정확히 진술하
지 못하거나 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공동거주지 건(5.8%)으로 그중 시설 내 발생건수는 건이며, 공동거주지는 아동복지시설
을 포함하여 친부, 형ઁ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소이다. 그 외 가해자집 6건(.%),
공중화실 9건(9.7%), 피해자집 7건(8.7%) 순으로 발생하였다.

12) 서울해바라기센터 : 아동(2017). 2017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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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포함하여 총 45명의 가해자에 대한 통계자료 중 가해자와 피해
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이다.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이 명(9.0%)으로 가 높고,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명(9.0%)에 불과하여 대대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는 사람 중에는 또래가 가해자인 경우가 명(.4%)으로 가 높으며, 기타의 경우 체육시설 운영자, 종교
지도자가 가해자이거나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아동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아동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특성과 차이를 알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접촉에도 기분 좋은 접촉과 기분 나쁜 접촉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나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부모와 교사에게 알리게 한다. 어른이 어떤
요구를 할 때도 때로는 자기주을 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음을 알려 준다.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는 사람이
라도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아동이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 교사나 부모에게 언ઁ라도 이야기하라고 알려주고, 반대로 아동 스스
로도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알려준다. 그림이나 사진자료 등을 통해 신체구조와 차
이,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 성폭력 예방교육 시 주의사항
부모와 교사가 과도하게 ‘성폭력’이라는 주ઁ에 대해 강조하여 주의시키거나 관심을 끌기보다는 일상생
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 많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경험들이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또한 부모나 교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133

성폭력·실종 예방

말을 잘 들어 주고, 아동이 혼란스럽지 않게 설명해주며, 문ઁ발생시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과 따뜻한
포옹 등도 중요하다.
아동의 특징

(1)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러움을 표현하지 않는다.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표현할 경우 아동은 자신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잘
못한 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피해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속마음을 드
러내지 못할 수 있다.
(2) 야단치지 않는다.
“왜 조심하지 않았니?”, “왜 도망가지 않았어?”라는 말은 아동에 대한 질책이 될 수 있다. 아동은 성폭력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후 죄책감과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다독거려주는 것이 좋다.
(3) 너무 자세하게 캐묻지 않는다.
아동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말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그냥 얼버무리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
아동의 혼란스러운 기분을 충분히 안정시킨 후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4) 가능한 증거를 보존한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정액이나 혈흔 등이 묻은 중요한 증거물을 없애는 경우가 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증거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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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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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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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 피해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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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해바라기센터: 아동(07). 07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사업보고서.
•(사)한국성폭력상담소(07). 0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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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

1. 실종에 대한 이해
1) 실종아동의 정의 및 유형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실종’이다. 또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당시 만 8세
미만인 아동, 「애인복지법」 ઁ조의 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관리법」 ઁ조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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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종아동 현황
<표 -5>는 우리나라의 각 연도별 8세미만 아동의 실종신고 접수 건으로 총 통계가 작성되며, 접수 건수
중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동의 미발견 건수는 매년 발견 상황에 따라 수정되고 있다. 04년 이전
누적 미발견 아동 수는 60건이며, 08년 기준 실종아동 신고 접수는 ,980건, 미발견 아동 수는 08명이
다. 다양한 ઁ도 등을 활용하여 매년 미발견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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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당해연도, **미발견: ‘18. 12월말(경찰청 통계 기준),

3) 실종으로 인한 문제
실종을 경험한 아동은 부모와의 분리 경험으로 건강한 성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실종을 경험한 가족은 슬픔, 죄의식, 죄책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많은 경우 가족 관계의 갈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 또한 자녀를 찾으며 실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사회 전
체의 문ઁ로 확대되어 실종아동 보호양육과 실종 가족지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게 한다.

2. 실종·유괴 예방교육
1) 실종·유괴 예방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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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상황은 누구나, 언ઁ, 어디서나 순식간에 일어 날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평상시에 미아 상황을 이해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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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상항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처방안 교육은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본 교육에 해당
한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주
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 사람과 안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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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ਬҦܳ ೮ਸ ҃  ߑߨ
유괴를 당했을 경우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유괴범을 자극 하거나 불
안함을 조성할 경우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 방법을 교육한다.
•격리된 공간에 유괴범과 단둘이 있을 경우, 울음을 참고 이야기를 잘 들을 것
•고개를 숙이고, 유괴범의 얼굴을 가급적 보지 말 것

성폭력·실종 예방

Ü ਬҦ ਬഋ߹ Үਭߑߨ

제2장

⼯ᷣほ

138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음식을 주면 먹기 싫어도 꼭 먹을 것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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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아동 실종은 보통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
가정문ઁ로 인한 부모의 관심 부족이나 보호 소홀, 고의적인 유기, 유괴 등의 경우 아동에게 다시 집을 찾아
주기란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종아동은 작은 관심으로도 대부분 부모의 품안으
로 돌아갈 수 있다.
실종아동 발생 시 신고사항
•⼫᷀ㄿㅛ⍫
•⼫᷀ㄿ᩿ㅛ ⫄ᬫセㅣ
•ㅪ⾛♫⎗ㅣⳃ〧ㆌ⭳
•ㅪ⾛♫⎓ᙳḃㅷ⬟㽃ᚤル
•ⳋ㉬☃⫄᳠ⳃ⼫᷀ㅛㅬᛇㅯᴿ〞㘏⎣ᛣⳇ☃⭳㹯ⳇ㚛㲠㎼ ⾣o␟⎓⒏⽸䄰㬗᩿ㇷỘㄿ⿓❧⼯ᚤ㘐ゐ⿓❧㪋⒟┛ᙳỘ
•⼫᷀ㄿ㝃៣⪓㎫ ᗧ㽃⍟⒏Ⲝㅛ᳛㝃៣⪓㎫⿓⇓ㆌ
•❧⒏ㅛ⍫◶⾟㈃ệ㎧Ⅴㅛᗧ㽃Ⅴ㙿㋣⭳

▶ ӡਸ  ইزਸ ߊѼೠ ҃
•아동이 길을 잃고 겁에 질리면 묻는 말에도 ઁ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므로 아동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
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8)로 신고한다.
•아동이 있는 소에 그대로 서서 아동의 부모를 기다린다. 아동이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떨어진 경우 아동의 부모는 가까운 소에 있기 마련이다.
•아동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래준다. 아동이 집에 간다고 혼
자서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아동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 본다. 유괴방지를 위해 아동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보이
지 않는 곳에 새겨두는 경우가 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를 하면 실종아동 찾기 안내방송을 해준다.
•아동을 실종아동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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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종·유괴 예방 수칙
1) 부모가 알아야 할 실종·유괴 예방 수칙
(1)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세요.
경찰청 아동·여성·애인경찰지원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는다. 사전등록은 안전Dream홈페이지(안전
Dream 앱),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다.
(2)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잠시 외출한다고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가지 않는다. 특히 아동이 잠든 틈에 외출은 금물이다. 아동이
깨서 부모를 찾으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외출할 때에는 믿을만한 친척이나 이웃에게 자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3)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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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 3대 실천 사항: 혼자 두지 마세요, 굶기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외출했을 때에도 잠시라도 아동을 혼자 두면 안 된다. 가까운 백화점, 슈퍼나 시, 쇼핑몰, 영
에 혼자 두는 것도 위험하다.
(4)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아동이 어리거나 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착용토록 한다.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을 적을 때에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주는 것이 좋다. 낯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실종아동 예방 및 실종아동
발생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매일 자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두고, 아동의 인적 사항을 적
어 둔 카드를 집에 비치해 둔다.
(6)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
자녀가 놀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빨리 아동을 수소문하려면 아동의 하루 일과와 어디에
서, 누구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외출할 때에는 누구와 가는지, 언ઁ 돌아올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등을 물
어보고 시간 약속을 지키도록 알려준다.
(7)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세요.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 중요한 정보는 바로 아동의 사진이다. 아동은 특히 성이 빠르므로 너무
오래된 사진은 실종아동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가능한 정기적으로 아동 사진을 찍어 보관하도록 한다
(사전등록된 경우 아동의 사진 수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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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에게 이것만큼은 꼭 알려주세요.
(1) 아동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알려주세요.
평소 잘 알고 있는 내용도 당황하면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연습한다. 아동과 함께
실종 아동 발생상황을 연출해 보고 함께 연극(역할극 등)을 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즉, 쇼핑몰이나 공원
등에서 길을 잃을 경우, 무작정 길을 걷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기다리게 하고, 주위 어른들이나 경찰
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만약 아이가 전화할 수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근처 상
점 등에 들어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8 혹은 에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2) 밖에 나갈 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꼭 이야기 하도록 가르치세요.
평소에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이야기하고, 언ઁ 돌아올 것인지 등을 부모와 약속
하는 습관을 들인다. 또한 가급적 외부에서는 잠시라도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들이나 믿을만한 어른과 함께
다니도록 알려준다.
(3)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키세요.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막연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기
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길을 물어 보며 차에 태우거나, 엄마 친구를 사칭하거나, 강아지를 함
께 찾아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할 때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만약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데려 가려고 할 때에는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알려준다.
※ 납치범들이 물건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달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차량 등에 납치하는 것에 유의한다.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1)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학교주변·통학로·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이다.
▶ 아동안전지킴이집 자격
•아동보호·ઁ도 운영에 자발적 참여의지가 강한 업소
•경찰관련 협의회 등 평소 협력치안활동에 적극적인 업소
•사회봉사 및 아동보호에 관심이 많은 업소
※ 단, 풍속업소, 청소년보호법(주류, 담배판매 등) 위반 업소, 풍속법규
등 위반, 성범죄 우려자 등은 배제

2) 아동안전수호천사
아동안전수호천사란, 신뢰성 있는 업체의 외근사원을 수호천사로 위촉하여 외근활동 중 아동보호활동을
한다. 현재 야쿠르트 아줌마, 집배원, 태권도 사범, 모범택시운전자회, 학원차량기사 등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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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드 아담
코드 아담(Code Adam)이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의 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
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종예방지침이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 ઑ҅ױ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 운영자는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통ઁ나 감시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동시에 실종 상황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알리고, 자체 인력과 비를 활용해 실종자를 수색한다. 실종자
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दࢸ
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놀이공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5,000㎡ 이상의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 도
시철도역사나 철도역사, 관람석 5,000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000석 이상의 공연과 경마 등
이 대상 시설이다. 코드아담 대상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예방지침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 회 시행해야 하
조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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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당 결과를 경찰에 보고(미실시 시 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이 코드아담 미

4) 앰버경보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체계다. 우리나라는 007년 4월 9일 경찰
청 주관 하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시행되었다. 만 4세 미만의 유괴·실종 아동 발생 시 전국 고속도
로·국도 및 서울시 고속화도로·지하철 전광판 등 총 4천 백개소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 광범위하게 전파하게 된다.
5) 아이CU
아이 CU는 ‘CU에서 아이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길을 잃은 아이(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애인 포함)를
CU 매에서 일시 보호하다가 경찰 및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이어주는 BGF의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08
년 4월 ‘편의점 기반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CU 매과 경찰청 신고 시스템을 직
접 연결하는 ‘원터치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치방법) 미아 발견 시 CU 근무자는 파악 가능한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결ઁ단말기(POS)에 입력한다.
입력한 정보는 신고와 동시에 전국 CU에 실시간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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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018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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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ゟ᷀ㅸᝓ

⬃ゟ㲠⚫ⳃ᷀ㅸᝓ⿓ㄿ᳧☐≃ ᳧☐᷀㠜

 

⬃ゟ⎯㷓ᝓ

⬃ゟ㲠⚫ⳃ⎯㷓ᝓ⪨⼻⪗≃ ⪨⼻᷀

 

⬃ゟ⬃᳧┟ᝓ

⬃ゟ㲠⚫ⳃ⬃᳧┟ᝓ䅓≃⬃᳧┟ᝓ⛛ᙛ⭳⚫ᛧ⎓ị㠜

 

⬃ゟ⬃㛯ᝓ

⬃ゟ㲠⚫ⳃ⬃㛯ᝓ❧Ⰳ䀿≃ ⬃㛯᷀

 

⬃ゟ⬘᷀ᝓ

⬃ゟ㲠⚫ⳃ⬘᷀ᝓ᪃ᚫ≃ ⪨〼Ⳕ⎓᷀

 a

⬃ゟ⬘❨ᝓ

⬃ゟ㲠⚫ⳃ⬘❨ᝓ》㴏⪗≃ 㼿セᛈ᷀ 

 a

⬃ゟ⮈㳳ᝓ

⬃ゟ㲠⚫ⳃ⮈㳳ᝓ㋸᳧≃⮈㳳⾛⎗ㅛ┟䀻䁳ᛧ㠜 》᷀♯㎧

  ⬇♯

⬃ゟ⽸㚃ᝓ

⬃ゟ㲠⚫ⳃ⽸㚃ᝓ⒐᷀᷀≃㽛ᯫ⎓㪧゛㠜 ⳇㇼ᷀

 a

⬃ゟ㲠⚫ⳃỘ㷓ᝓⳇ≃ ⳇ᷀

 

⬃ゟỘ㷓ᝓ
⬃ゟゐ⪗ᝓ

⬃ゟ㲠⚫ⳃゐ⪗ᝓ☘♻≃ゐ⪗᩿┛㉬㽐㪧゛㠜

 a

⬃ゟㄧ㶰ᝓ

⬃ゟ㲠⚫ⳃㄧ㶰ᝓ⬃》⍰≃ᗧ ᝓ⪗᷀

 

⬃ゟ㉬≃ᝓ

⬃ゟ㲠⚫ⳃ㉬≃ᝓ⬘ះᛧ≃ ⑬⍃ᗧ᷀♯㎧ a㠜

 

⬃ゟ㲠⚫ⳃ㋸ᝓ⪗≃ ⳇ᳠᷀

 

⬃ゟ㋸ᝓ

❧⪗

⬃ゟ㋸ⅸᝓ

⬃ゟ㲠⚫ⳃ㋸ⅸᝓ⏄≃ ⏄᷀ ⏄⛟᷀⛜㽐㚔⪓㠜

 a

❧⪗ᛸ⿔ⳃ

❧⪗ᛸ⿔ⳃ㈃ᝓᙗ㈃㚃≃

 a

❧⪗᠗ㆌ

❧⪗ᛸ⿔ⳃ᠗ㆌㇼᛧㇼᛧ㋸⽀≃

 

❧⪗᷀ⅿᝓ

❧⪗ᛸ⿔ⳃ᷀ⅿᝓⳃⳋ≃

 

❧⪗ᛸ⿔ⳃ❧⪗㎫ᝓᗧ⽣᳧≃ ᗧ⽣᷀

 

❧⪗㎫ᝓ
❧⪗⪓⪨ᝓ

❧⪗ᛸ⿔ⳃ⪓⪨ᝓ᪀᳧᷀≃♯ ♼᷀

 

❧⪗㈃ᝓ

❧⪗ᛸ⿔ⳃ㈃ᝓᙗ㈃᳧≃♯

 

❧⪗㽛゛᳧ᝓ
᳧ᝓ

ㅟ㚃

᠗ᛧ᳧㹃♯䀟
 

⬃ゟᗼᝓ

⬃ゟ᳧᷀┟ᝓ
⬃ゟ

㋣⭳
⬃ゟ㲠⚫ⳃゐ⪗ᝓ㚔㳳≃㋣⠳ἐ㠜 ⬃ᚫ᷀

❧⪗ᛸ⿔ⳃ㽛゛᳧ᝓ◿⮈≃♯

 

᳧ᝓᛸ⿔ⳃ

᳧ᝓᛸ⿔ⳃ⬃ᝓ᳓ᝓ♳᳧≃ ᳠᷀♯㎧

 a

᳧ᝓ᷀ᝓ

᳧ᝓᛸ⿔ⳃ᷀ᝓ㳻ᛜ≃

 

ㅟ㚃ᛸ⿔ⳃ

ㅟ㚃ᛸ⿔ⳃ᷀ᝓ⭳ⅿ≃ ⯿⪗᷀ ᷀㚛ㄈᛧ㠜

 a

ㅟ㚃ᚫ⽸ᝓ

ㅟ㚃ᛸ⿔ⳃᚫ⽸ᝓᚫ⽸⪗≃♯ ᚫ⪗᷀ ⪓䁳⛜㎧䁳ᛧ㠜

 a

ㅟ㚃ᛸ⿔ⳃ◟㝻䀧ᝓ♯a㠜

 

ㅟ㚃◟㝻䀧ᝓ
ㅟ㚃❧㶰ᝓ
ㅟ㚃⬃ᝓ

ㅟ㚃ᛸ⿔ⳃ❧㶰ᝓ⬘᷀≃♯㠜 ⪣⪗᷀

 a

ㅟ㚃ᛸ⿔ⳃ⬃ᝓⲠ㽀≃ ⳓᛈ᷀

 
 

ㅟ㚃⯿ᝓ

ㅟ㚃ᛸ⿔ⳃ⯿ᝓシㅟ㆓≃⯿ᝓ㚔㚔⪓䀟

ᛸ㋣

ᛸ㋣ᛸ⿔ⳃ

ᛸ㋣ᛸ⿔ⳃ⬃ᝓ⪨┛ㅷㄇ≃ᛸ㋣ㅣᗧㇼ⽸⎤㎧シ⛟❧㠜

 a

᳧

᳧ᛸ⿔ⳃ

᳧ᛸ⿔ⳃㄇ⬘ᝓセể㣜᳧≃᷀ᛧ㠜

 a

ゟ⪗ᛸ⿔ⳃ

ゟ⪗ᛸ⿔ⳃ᷀ᝓ◻ểⅿ

 a

ゟ⪗ᝓ

ゟ⪗ᛸ⿔ⳃᝓᶲ㎯≃ ᳓᷀

 a

ゟ⪗᷀ᝓ

ゟ⪗ᛸ⿔ⳃ᷀ᝓ◻ểⅿ㠜 㼿᷀

 

ゟ⪗ゟ㋣

ゟ⪗ᛸ⿔ⳃゟ㋣♻⬃ㄴᝓ≃

 

ゟ⪗ᛸ⿔ⳃ㋸ᝓ㉬ᗧ

 

ゟ⪗

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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ⳃᶫ
⬟㉬

᠗ᛧ⑬
⬟㉬㲠⚫ㅷ㠿ⳃ
ᚤ᠗ᶫ

ᚤ᠗ᶫ⯿シⳃᝳ⬇ᝓ䀟⏋ⳋ≃ᚤ᠗㉬㽐᭟᷀⛜㎧䁳ᛧ㠜

 

ᚤ᠗ᶫㄿㇼ❧ⳃḻ⽣≃㠜 ㄿㇼ❧᷀

 a

ᚤ᠗ᛇ⽸ⳃ

ᚤ᠗ᶫᛇ⽸ⳃᴼ⽸ᝓ䀻ⳇ≃ 䀻ㇼ᷀

 

ᚤ᠗ᛣ㚃ⳃ

ᚤ᠗ᶫᛣ㚃ⳃ⚫⽸≃ᗧ㉘⿓⬘㻳Ⅳㅷ㠜 ❧⎣᷀

 

ᚤ᠗ᛸ⑬ⳃ

ᚤ᠗ᶫᛸ⑬ⳃ⬘㘫≃♯ ⭳㼿᷀

 a

ᚤ᠗ᛸ㋣ⳃ

ᚤ᠗ᶫᛸ㋣ⳃ㽃⪗⬘䁳⼯᳧≃

 

ᚤ᠗ᝓ⎓ⳃ

ᚤ᠗ᶫᝓ⎓ⳃ᷀ᝓ⍰≃♯ ㅟ㘤᷀

 

ᚤ᠗㷓ⳃ

ᚤ᠗ᶫ㷓ⳃ⯿⎓⪗≃㠜 ⪗⛟᷀

 

ᚤ᠗ᠧ㷓ⳃ

ᚤ᠗ᶫᠧ㷓ⳃᠧ㷓㽃ᗼ≃ ㆌ᠗᷀

 

ᚤ᠗ᶫ⽸㋣ⳃ㎫ㇸㄴ㽛◧᳠≃⾛⎗ㅛ⠫⬣㬗

 a

ᚤ᠗❧㚃ⳃ

ᚤ᠗ᶫ❧㚃ⳃᚫ≃

 

ᚤ᠗⬘ⳃ

ᚤ᠗ᶫ⬘ⳃ⯿ㇼᝓ⛜ㇼ≃♯㠜 ⛜ㇼ᷀♯㎧

 

ᚤ᠗⯿シⳃ

ᚤ᠗ᶫ⯿シⳃㆌ⼯ᝓ⮈ㇼ≃♯ ㇼㅷ᷀

 a

ᚤ᠗⯿シⳃ᷀❧

 

ᚤ᠗⼯⪗ⳃ

ᚤ᠗ᶫ⼯⪗ⳃ⪨≄ᝓ⼯⪗᳧㽀≃⼯⪗᳧㽀㘫㻳ᛧ%䀟 ㅣ᷀ 

 a

ᚤ᠗⼯⽸ⳃ

ᚤ᠗ᶫ⼯⽸ⳃ⎳⼯ᝓ᪰㚃≃⎳⼯㶰⫄ㄈ⬣㬗㠜 ⼯⽸᷀ 

 a

ᚤ᠗⽸㋣ⳃ

ᚤ᠗ᶫ⽸㋣ⳃᛇ⼻ ᛇ⼻᷀

 a

ᚤ᠗》⪗ⳃ

ᚤ᠗ᶫ》⪗ⳃ⽸⪗᷀

 

ᚤ᠗ゐㅟⳃ

ᚤ᠗ᶫゐㅟⳃ㙿ㅟᝓ㋸❧᳧≃♯

 

ᚤ᠗ㄿ〼ⳃ

ᚤ᠗ᶫㄿ〼ⳃ》≃⿓⬘䁳ᛧ㎧㼿㠜 》᷀

 a

ᚤ᠗ᶫㄿㇼ❧ⳃⳇ䅌≃ᴼ⼻⠳ἐa㠜 ㄿㇼ❧᷀

 a

ᚤ᠗ㅛ㚃ⳃ

ᚤ᠗ᶫㅛ㚃ⳃ㋸⎓㚃≃♯ ㋸⎓᷀ 

 a

ᚤ᠗㳳㋣ⳃ

ᚤ᠗ᶫ㳳㋣ⳃ┟⪗ㄴ㮜ㅣ≃┟⪗㽰⛜⬣㬗㠜

 

ᚤ᠗㶰㫄ⳃ

ᚤ᠗ᶫ㶰㫄ⳃ⬘᷀≃ ⠫᷀

 

ᚤ᠗㷓㚃ⳃ

ᚤ᠗ᶫ㷓㚃ⳃⳇ❨㋸⽀≃♯㠜

 

ᚤ᠗㼿ⳃ

ᚤ᠗ᶫ㼿ⳃ◟⪓ᗼ⚧᳧≃♯㠜

 

ᚤ᠗䀻⬘ⳃ

ᚤ᠗ᶫ䀻⬘ⳃ㾌ㄴ㾌≃䀻⬘㉬㽐ᚤ᠗㪧゛ ᶫㅛ⎓⪗♯㎧

 a

ᗼシᶫ㝿㚃ⳃ⬘ⳓ≃♯ 䂫㶰᷀

 

ᗼシᶫᗼ⍰ⳃゐ㎧ᗨ♯⼯ 㠜  㷓᷀

 

㞐❨
㞐

ᗼシᶫ
ᗼシᗼ⍰ⳃ
㞐㚔❨ᶫ
㞐❨㚔㋣ⳃ
㞐㚔ᶫ
㞐㚃⼯ⳃ
Ⅳ❨ᶫ

❨



㈃㋣

 

㞐㚔ᶫ⪗⪤ㄴᶫ㚔᳧≃㠜 ㄿ䁳᷀

 a

㞐㚔ᶫ㚃⼯ⳃ⬃❨ᝓᛜ≃ 㘏⼻᷀

 a

Ⅳ❨ᶫ㋣ⳃᴼ㎫ᝓị⪓㶰≃Ⅳ❨ᶫ⿓⬘ㅣㅷ⎓⬣㬗㠜 

 a

Ⅳ❨ᶫᛇ㘤ᛇ㘤ㄴセᛈᱛ㪧゛

 

❨⪗ⳃ

Ⅳ❨ᶫ⪗ⳃ᳧㽀≃ a㠜 

 

❨ㅜ⪗ⳃ

Ⅳ❨ᶫㅜ⪗ⳃᝨ᷀≃

 

❨㋣ⳃ

Ⅳ❨ᶫ㋣ⳃ〫⪗ᝓ⬇␟♯᷀㠜

 

Ⅳᶫ
Ⰳ㚃ⳃ

Ⅳᶫ┛⼯⪣㾌ㄴ⾛㎫ᯫ⎓⿓⬘㻳Ⅳㅷ㠜

 a

ⅣᶫⰃ㚃ⳃㄏ⪗

 

ᚤ⪨❨ᶫ㚃ⳃ䀟ㄴ䀟≃

 a

ᚤ❨ᠧ㚃ⳃ

ᚤ⪨❨ᶫᠧ㚃ⳃゐ≃

 

ᚤ❨┟ᚤⳃ

ᚤ⪨❨ᶫ┟ᚤⳃ᠗㘏⿔ 䅌ᴼ᷀

 

ᚤ❨㷓㽔ⳃ

ᚤ⪨❨ᶫ㷓㽔ⳃᝓ☪␟⎓㷓㽔ⳃ㶰⫄㽀Ⲝシ䀟 ⪨ᶫ᷀

 

ᚤ⪨ᶫ㘤シⳃㄿ㘤ᝓ㘤シ᳧㽀≃㘤シ᳧㽀ḷ⇯ᛧ㠜

 a

ᚤᙗ㈃ⳃ

ᚤ⪨ᶫᙗ㈃ⳃ㈃⪗≃

 

ᚤ㎫㋣ⳃ

ᚤ⪨ᶫ㎫㋣ⳃᗼ≃♯ 㼿᳧᷀ 

 

ᚤ㘤シⳃ

ᚤ⪨ᶫ㘤シⳃ⬘⪗ᝓ᳧ㇼ≃♯ ᗧㄳ᷀ 㘤シⳃ⿓⬘䁳ᛧ㘤シᛧ㠜

 

ᚤ㽐㚃

ᚤ⪨ᶫ㽐㚃㽐㚃ㄴ᷀⬃≃

 a

㈃㋣㲠⚫ㅷ㠿ᶫ

㈃㋣㲠⚫ㅷ㠿ᶫ㈃㋣ⳃ㽛⼯⎯ㄫ❨a㠜 㽛⼯᷀

 

㈃㋣⬃ឧ㷓ⳃ

㈃㋣㲠⚫ㅷ㠿ᶫ⬃ឧ㷓ⳃⳇ᷀≃ ♼䀿᷀

 

ᚤ⪨ᶫ
ᚤ

 a

㞐㚔❨ᶫ㚔㋣ⳃ㚔シᝓᴼ≃ ᴼ᷀

❨ᛇ㘤

ᚤ⪨❨ᶫ
ᚤ❨

㞐㚔❨ᶫ㚔㋣ⳃ䅌ᴼᝓᛜ≃㞐㚔❨ᶫ㉬㽐⪓䁳⛜㎧⬣㬗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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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ᚤ᠗ᶫⳃ䅌ⳃㇼ〼᳧≃♯㠜

제2장

ᚤ᠗ᶫ⯿シⳃ㮜ᝓ⛰≃♯ 㮜᷀

ᚤ᠗ⳃ䅌ⳃ

ᚤ᠗ㄿㇼ❧ⳃ

ᗼシ

᠗ᛧ᳧㹃♯䀟
 

ᚤ᠗ᶫ❨❧

ᚤ᠗⽸㋣ⳃ

ᚤ᠗

㋣⭳
⬟㉬㲠⚫ㅷ㠿ⳃᶫェ≃ ㉬㛳᷀㉬㛳㉬㽐⛜㎧⬣㬗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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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년 12월 기준)
ⳃᶫ

᠗ᛧ⑬

㋸⽀

㋸⽀

⬃ゟ㲠⚫ⳃᗼᝓ᭣㿫≃ ⿔⪣᷀



⬃ゟ㲠⚫ⳃ

⬃ゟ㲠⚫ⳃᗼᝓᛸ㶰≃ ⯿⬃᷀



⬃ゟ㲠⚫ⳃ᳧᷀┟ᝓ᳜Ⳕ⎓≃



⬃ゟ㲠⚫ⳃ᷀❧

⬃ゟ

⬃ゟ㲠⚫ⳃᗼ⬃ᝓ⽸㚃≃ᗧⳃㇼ㾳⠳ἐ㠜 ᗧ⽸᷀

a

⬃ゟㄧ㶰

⬃ゟ㲠⚫ⳃㄧ㶰ᝓㄧ㶰≃㠜 ㄸ⼻᷀



⬃ゟ㲠⚫ⳃỘ㷓ᝓ᳠⪗≃⾷ㅛⲋ㬳㩓᭟㪧コ䀟



⬃ゟ⬘❨

⬃ゟ㲠⚫ⳃ⬘❨ᝓ᷀⭳┟≃㠜 㪧゛䅷⠳ἐ



⬃ゟ⎯㷓

⬃ゟ㲠⚫ⳃ⎯㷓ᝓⳇ⯿≃䀟 ⳇ⯿᷀



⬃ゟ㲠⚫ⳃ⮈㳳ᝓ⮈ㅛ≃㫃ᛸ⠳ἐ㠜



⬃ゟ㲠⚫ⳃ᭟シᝓ᭟シ≃



❧⪗ᛸ⿔ⳃ⬃ᝓᠳ㠿ᛇᘃ≃ ⼫◟᷀ᗧ



⬃ゟỘ㷓

᭟シᝓ
❧⪗ᛸ⿔ⳃ

᳧ᝓ

❧⪗᷀❧

❧⪗ᛸ⿔ⳃ㽛゛᳧ᝓ㉳᷀Ⰳ䀿≃㹴⎓㈇ⳃ䀟



❧⪗⬃❧

❧⪗ᛸ⿔ⳃ❨ᝓᛈ᳧≃䀻⑬᳧⎣㪧゛⪨ᗧ䀟



❧⪗❧

❧⪗ᛸ⿔ⳃ᷀ᝓㅷ⬘≃♯⪣䀿》㼣ⲋ㬻䀟 ♻ㅣ᷀



᳧ᝓᛸ⿔ⳃ

᳧ᝓᛸ⿔ⳃ㋸ᝓ㫃㶰≃ ᷀ㅟ᷀ᗧ 㠜



᳧ᝓ❧

᳧ᝓᛸ⿔ⳃ᳓⬃ᝓセ☗≃ ⮈㿫᷀ 㠜



᳧ᝓ❨❧

᳧ᝓᛸ⿔ⳃ❨ᝓ⼻≃ ⪗ᚐ᷀



ㅟ㚃ᛸ⿔ⳃᝓᚤシ᳧≃ ㋣⼯᷀



ㅟ㚃❨❧

ㅟ㚃ᛸ⿔ⳃᚫ⽸ᝓᚤ⑬᳧≃㠜䀟 ᚫ⪗᷀⪣䀿⠳ἐ



ㅟ㚃❧

ㅟ㚃ᛸ⿔ⳃ᷀ᝓ᳧᷀≃㠜 ᗫ⬄᷀



ㅟ㚃ᛸ⿔ⳃ
ㅟ㚃

ᛸ㋣

ᛸ㋣ᛸ⿔ⳃ

ᛸ㋣ᛸ⿔ⳃ⬃ᝓ☐≃ 㛳᷀



ᛸ㋣ᛸ⿔ⳃ❨ᝓ᳧ㅷ≃



᳧ᛸ⿔ⳃ

᳧ᛸ⿔ⳃ㋸ᝓ⾛ᴼ⎯ㄫ≃ ㋸㛳᷀



ゟ⪗ᛸ⿔ⳃ

ゟ⪗ᛸ⿔ⳃ㋸ᝓ⬘⼯ ⬘⼯᷀



ゟ⪗❧

ゟ⪗ᛸ⿔ⳃᝓᶲ㎯≃♯



⬟㉬㲠⚫ㅷ㠿ⳃ⪯≓≃⪯≓㉬㽐⛜㎧⬣㬗㠜



ᚤ᠗ᶫ

ᚤ᠗ᶫ⯿シⳃㆌ⼯ᝓ㳻᳓≃♯



ᚤ᠗❨❧

ᚤ᠗ᶫㄿㇼ❧ⳃⳇ䅌≃㠜 ᶫ⎣⠳ἐ



ᚤ᠗⬘

ᚤ᠗ᶫ⬘ⳃ⯿ㇼᝓ⬘᳧≃㠜 㫃㶰᷀



ᚤ᠗ᛇ⽸

ᚤ᠗ᶫᛇ⽸ⳃᴼ⽸ᝓ㋸⽀≃♯㠜 㽰ⳇ᷀⪣ㇼ㻫Ⅳㅷ



ᚤ᠗❧㚃

ᚤ᠗ᶫ❧㚃ⳃ㋣≃⬃䀟⠳ἐ㠜䀟 ㋸᷀



ᚤ᠗䀻⬘

ᚤ᠗ᶫ䀻⬘ⳃ⛰᳛ㄴ⪣㚃⚸⎯≃㠜 ⛰᳛ㄴ⮈㿫⠳ἐ



ᚤ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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