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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영유아보육학회 게재원고 모집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한국영유아보육학」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2014년부터 연 6회 발간됩니다. 많은 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회지 호수 논문제출 시기 논문출판일

제132집 2021. 10. 1 ～ 10. 20 2022. 1. 1

제133집 2021. 12. 1 ～ 12. 20 2022. 3. 1

제134집 2022. 2. 1 ～ 2. 20 2022. 5. 1

제135집 2022. 4. 1 ～ 4. 20 2022. 7. 1

제136집 2022. 6. 1 ～ 6. 20 2022. 9. 1

제137집 2022. 8. 1 ～ 8. 20 2022. 11. 1

* 논문투고요령은 학회 홈페이지(www.kce.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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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문

김영모 (전 중앙대 부총장)

◈ 명예회장

표갑수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

◈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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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회장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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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석 (인천광역시청, 아동학박사)

이서영 (한경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장영인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정희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한유미 (호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 상임이사

권귀염 (전남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병만 (경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세곤 (동국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수향 (위덕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숙령 (배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숙이 (서울현대테크널러지컬리지 유아복지계열 교수)

김은경 (동국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은정 (한양여대 사회복지보육과 교수)

김정화 (목포대 아동학과 교수)

김주영 (한국복지대 유아특수보육과 교수)

김지은 (건국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창기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성향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

박경자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숙희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박영아 (대진대 아동학과 교수)

박진옥 (동원대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박형신 (강릉원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백경숙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서혜전 (대구한의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송응식 (제주관광대 유아교육과 교수)

양승희 (서일대 유아교육과 교수)

염지숙 (건국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오채선 (한국교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유구종 (강릉원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유영의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미란 (서울한영대 유아특수재활학과 교수)

이성한 (고신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승연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임부연 (부산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장혜자 (대덕대 영유아보육과 교수)

정대현 (총신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미라 (목포가톨릭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진경희 (군장대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최혜영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황성원 (건양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황윤세 (강원대 유아교육과 교수)



◈ 재무이사

김성천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진환 (충남 알프스어린이집 원장)

◈ 감  사

김두종 (비봉어린이집 원장)

김혜순 (동국대 유아교육과 교수)

윤덕현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 고문)

정금자 (대구대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

◈ 연구윤리위원회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근혜 (위덕대 유아교육과 교수)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육길나 (건양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윤미아 (계명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숙희 (중앙대 명예교수)

◈ 총무위원회

김태동 (김포대 보건복지과 교수)

김현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경미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

윤정란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겸임교수)

정명자 (행복교육연구소 연구교수)

한재금 (한재어린이집 원장)

◈ 연구기획위원회

공병호 (오산대 아동보육과 교수)

권희경 (건국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종필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박사빈 (SPL유아심리연구소장)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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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전남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지연 (제주국제대 유아교육과 교수)

장영인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성연 (호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한재희 (일본 시텐노지대학 단기대학부 보육과 교수)

Julie E. Miller (미국 오클라호마대학 교수)

Sylvia Hakari (핀란드 헬싱키 메트로폴리아대학 교수)

◈ 홍보위원회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

안지혜 (목포대 아동학과 교수)

우현경 (연세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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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최창한 (경기도보육포럼 회장)

허  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 산학협동위원회

임동진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장)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곽문혁 (부산 수연어린이집 원장)

권수진 (서울 다솜어린이집 대표)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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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향 (경기 행복한어린이집 원장)

김정랑 (경기 꼬야꼬야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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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규 (강원 영광어린이집 원장)

성락준 (충북 보리수어린이집 원장)

송부선 (충남 금풍어린이집 원장)

신향숙 (전남 유달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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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경기 참뜻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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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순 (충북 늘열린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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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친 부분은 운영위원장임 / 가, 나, 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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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영 유 아 보 육 학 회





인 사 말 씀

전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무탈을 기원합니다.

2021년도 본 학회의 추계학술대회는 ‘새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과 비전’이라는 대주제

로 진행합니다.

새해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육정책의 대 전환이 예고됩니다.

우선 역대 정부가 견지해 왔던 국가책임보육을 강화하고 공공성 확대 방향의 정책 추

이가 예상됩니다. 그 간 정부는 보육예산을 증액하여 부모 양육비용 경감에 주력해왔습

니다. 보육지원개편 등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

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모든 수요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며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국가책임보육의 선결과제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신장과 숙련된 보육인력 구성은 공공성 확보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부적응행동 

등 장애위험아동의 증가로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

집의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자라나게 할 

것인가’의 보육철학적 함의가 절실합니다. ‘우리 아이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이며 국

가와 사회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임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국가책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

고 학계, 관계 그리고 현장과 부모는 양육의 책무를 공유해야 합니다.

최근 보육계의 열띤 목소리에는 유보통합의 출발점 평등의 보육, 영유아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보육 공급을 위한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하여 영유아의 

권익을 최우선 시 하는 ‘영유아중심보육 실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1. 12.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  장   정  효  정





세부일정

세 부 일 정

시간 일정 내용

14:00–14:05 개회식
사  회: 한유미 (호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개회사: 정효정 (본 학회장, 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

[기조강연]

14:05-14:30 기조강연
새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과 비전

발표: 공병호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기획주제 발표, 토론] 좌장: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14:30-16:25 기획1주제

어린이집 운영주체별 현안과 과제

국공립어린이집

발표: 김정음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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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새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과 비전

공 병 호*1)

들어가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과 평등성의 복원이라는 공약이 다시 대두되고 있

다. 우리 국민의 정서가 교육기회의 차별을 참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보육 프레임의 변화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발표자는 이번에야말

로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 되기를 염원하며 본 기조강연에 임하고자 한다. 동

시에 보육정책 입안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사고 또한 절실한 때임을 먼저 언급해 둔다.

돌아보면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은 우리나라 보육에 있어 국가 주도의 양적 전개

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4년에 전면개정을 통해 질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로 인해 어린이집 설치의 인가제로의 전환, 표준보육과정의 도입, 보육교사자격증의 국

가자격증화, 평가인증제(현 평가제)의 도입, 중장기보육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도 및 형식

의 면에서는 질적 전환의 모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30년, 동법의 전면개정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근본 취지가, 보육에 있어 아동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질적 전환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다. 즉, 질적 전환을 통하여 개별 영유아

*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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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각 영유아의 발달 과업의 충실화를 이

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현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성립되었을 때, 우리는 그동안의 교육상의 차별이나 사회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 민주화와 사회 평등, 정의와 

인권의 추구 등을 통해 국민의 염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정부의 성과를 평가할 때,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안타까움과 아쉬

움이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1)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상황 하에 놓여있다. 금년 1~8월 출생아동은 

지난해보다 3% 정도 줄었다. 하반기에 출생아동이 더 줄어드는 경향성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4%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2020년)에서 0.8명 안팎이 될 것이

다. 사망 수가 출생 수를 넘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2019년 11월 이후 2년이 넘었지만 여

전히 지속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생산인구 감소, 병력인구 감소 등이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할 것이며, 향후 이로 인한 사회와 국가의 위기의식은 

그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356개 과제에 46조6845억 원을 쓰고 

있다. 한 해 50조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도 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현 대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아마도 현 대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개별사업

의 모음에 불과하기 때문은 아닌가? 즉, 기존에 하던 사업을 끼워 넣고 리스트를 쌓아가

는 구조라서 장기적․구조적 접근이 힘들다는 평가가 있다.2) 보육정책의 입안은 미래 대

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낳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기대치를 올리고,

해결이 불가능한데도 모든 문제를 책임질 것처럼 정부 책임화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과잉해석일까?

1)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1 2021.11.3.접속.

2) “낳기만 하세요”라더니…인구대책이 노인복지정책인가?

https://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bearkimbear&logNo=222564825799

2021.11.14.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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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이 복지정책의 큰 프레임에 묻혀 급하고도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

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우리 보육프레임은 양적 보육팽창정책이 우선시

되어 왔다. 정부의 보육지원 행정체계도 어린이집이 쉽게 확충되고, 쉽게 보육서비스가 

가능하면 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

지 않고 무작정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육환경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지만 그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보육관

련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 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책의 연속은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많

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 이르다는 옛말을 상기할 때다.

보육의 프레임(frame) 전환---공공성에 대한 재인식

그럼 보육의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영유아의 개

성, 잠재가능성, 자율성, 창의성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

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취지의 보육

과정의 개정이 있었다. 양적 보육정책에서 절적 보육정책으로의 실질적 전환이 시도되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보육과정의 개정 취지가 현장

에 잘 수용되고 있는가? 만약 그러지 않다면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보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영유아에게 집

중할 수 없는 어린이집의 환경 문제를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는 제각기이며, 설립 형태에 따른 차이가 어린이집 경영 및 교사 고용 안정화의 문

제, 이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는 어린

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취학 전 돌봄 체계에 대한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로 

귀결될 수 있다.

소위 ‘유보통합’의 전제로 거론되는 개념으로 공평성․공정성․비차별 등이 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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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와 동법 제4조에는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

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유

아에게 최적의 보육환경 제공이라는 절대적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영유아보육

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면 영유아가 어떠한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보육서

비스를 받는지를 막론하고 선택한 어린이집의 유형에 의해 국가의 지원에 차별이 있으

면 안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유아교육법의 모법인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

회균등)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보육의 출발은 선택한 기관의 유형에 따라 국가의 지원에서 차

별을 받거나 영유아와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기본은 부모와 상관없이 영유아들에 대한 공평한 보육 

즉,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근간이 있다. 즉, 공평한 출발선의 전제조건은 기관 선택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는 모든 영유아의 적절한 발달을 가장 

우선에 두고 보육서비스의 내실화와 육아지원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이라는 전략과의 연속선상에서 보육의 ‘공공성(公共性)’ 제

고는 주요 추진과제가 되어 왔다.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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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는 성질로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 모든 사람에 관계된 공통(common)의 

것, 누구에게나 개방된(open) 것, 사적(私的) 영역이 아닌 공적(公的) 영역을 의미한다.

즉, 이는 공익(公益), 공적 전달체계, 공적 재정, 전달체계의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지을 

수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공보육(公保育)’의 

개념과 혼합하여 사용되어 왔다. 당시 공보육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육서비스

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보

호․양육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로 인식되어 국가가 보육 시설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과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보육의 공공성 또는 공보육이라는 용어는 폐기되고 대신 ‘국

가책임제’라는 용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당시 5.3%에 지나지 않는 국공립어린

이집을 더 확충하려는 노력보다는 민간보육기관을 활성화시키고, 가족, 기업, 시장의 역

할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국가 재정은 커졌지만 국가 역할

은 기존 보육의 공공성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됨으로써 기존 개념으로서의 공공성

을 담보하지 않는 흐름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공보육이 축소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3)

한편 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아동 비율을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결과적으

로 보육의 공공성=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라는 등식을 재성립시키고 있다. 그

렇다면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기본보육료 및 운영비, 각종 처우개선비 등 공적자금

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공공성과 공보육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공보육이 아니라

면 사보육에 해당하는 것일까? 그러한 어린이집 또한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발달에 긍정

적인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성과 공보육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

을까? 같은 논리로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사립학교들은 공

교육의 개념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사립학교들을 사교육기관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보육정책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의 개념을 

3) 백선희. 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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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공성과 직결되는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정의한다면, 공보육 확대 정책의 개념은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만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보육은 여

전히 국가 책임 영역이며, 이는 향후 지속될 보육 정책의 전략이자 방향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보육이 국가 책임의 영역임은 분명하되,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양성에 국

가가 어떤 방식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인지, 국가 책임 실현의 적절한 방식은 이제 양 보

다는 질에 집중하는 방식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에 보육의 공공성을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지원, 보육시설 질제고 및 

균형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등 국가책임으로 제시하였던 것을 상

기할 필요가 있다.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는 우리 보육현장에서 본다면 기회인 동시에 위기일수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될 보육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의미가 재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보육문제는 예산의 테두리 속에서 실시되는 경향이 많았다. 이제 정부가 추

진해온 정해진 예산 속에서 보육을 실시하는 형태는 변화해야 한다. 보육정책은 어떤 정

책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중요성이 있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동

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한다는 대원칙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일과 가정의 

양립 뒷받침,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

에서, 국가의 어느 투자보다도 우선해야 할 분야라는 점에서,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또한 보육의 문제는 양 보다는 질로 접근해야 한다. 보육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질 높은 보육이 가

능하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4)

보육의 공공성 실현과 유보통합

최근의 보육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청 관련 토론자가 유치원 교육수요 예측의 어려움

4) 공병호. 2021. 충주시 관내 어린이집 운용 실태와 대안, 충주시어린이집 보육포럼 자료2021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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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 내용은 어린이집의 잦은 폐원 등으로 유아의 수요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 제1항에는 ‘교육감은 유치원

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

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제3항의 3에는 ‘도시개발사

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

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

계획을 유아배치계획에 포함시킬 것. 다만, 교육감은 해당 사업이 실시되는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취학 대상 유아 수의 변동 추이 등)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치 대상 유아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 규정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은 수급과 관련하여 대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

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

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 100대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아 

비율을 40%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전개하여 수급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보다는 공약 달성

에 집중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하여 취학 전 유아보육에 대한 수급정책이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추

진됨으로써 전체적인 수급의 불균형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건복지부와 교육

부로 이원화 된 현 체제 아래 취학전 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수급정책이 결여되었음을 

의미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성한 논쟁을 일으켰지만, 지

금까지 결실 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화두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유보통

합의 문제는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왜 잘못되었을까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떨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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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의 논의는 바로 현 정부에

서 추진하고 있는 격차해소의 해법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화두였던 ‘유보통합’이라는 용어는 특히 정부

의 공식적인 문건에서는 그다지 쓰이지 않게 된 것 같고, 그 대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해소’나 ‘유보협력’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 이유는 통합의 기본의미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등을 하나로 모아 합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동안 추진해 온 

유보통합의 성과가 미미하고, 재원 확보 등 난제로 인하여 그 본래적 의미의 통합 가능

성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추구하던 바가 곧 양 기관

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간의 격차해소의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면 격차해소는 유보

통합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의 공공성 실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주된 국정과제

로 인식하고 부처 간 협업 선도과제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함께 유보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탄력을 받으면서 정부,

국회, 정당 및 유보 관련 학계, 단체, 언론계에서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

나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이나 통합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채, 아직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 및 인식 부족, 장기적 방향설정의 

오류에 의한 결과라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결성해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왔다. 그 주요 내용은 2014년에 정보공

시 내용 확대 및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 및 

공통적용 항목 개발, 2015년에는 카드 통합, 시설기준 정비 및 통합, 이용시간, 이용대상

과 교육과정 통합, 교사자격과 양성체제 정비 및 연계추진, 2016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

원간 교사처우 격차해소 및 단계적 지원, 관리부처와 재원 통합을 통해 유보통합을 완성

하겠다는 단계별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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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정된 시간은 지나고 부분적으로 실현된 계획도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교사처우 격차 해소,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정비, 관리부처와 재원 통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데다 진행과정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유보통합의 방향은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타협에 의해 결정되거

나 해명되어지는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단순히 이해집단간의 권력 투쟁적 주장과 서로간

의 타협으로 이루어진다면 안 된다는 기본 전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지난 오랜 세월 

정부를 대신하여 자기 자산을 투자하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이끌어 온 당사자들의 입

장도 적정한 선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상보육의 실상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

기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필

요 부분 발췌).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

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 4(비용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

(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

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법 제34조에 의거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비용을 어린이집(가정 및 민간)에 부담시키고 있다. 즉, 무상보육 비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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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어린이집 설치비(약10조 원)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는 민간어린이집

의 확충을 권장하며 대출까지 알선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유보통합 논의에는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따랐던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신뢰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적정한 이해관계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향후 필요하다면 정당한 보상도 필요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해소의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

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 교직원, 관련 인사, 관련 환경 등 복합적이고도 광범위한 

격차해소의 문제이다. 그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호의견 존중을 통해서 접근해야지,

정략적 또는 정부 위주의 획일적 방식으로의 접근은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

로 무엇보다도 통합을 위한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인 시행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즉,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수

준의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기존 영유아교육기관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자와 공급자 간 

비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공립기관과 민간(사립)기관 간 불합리한 제도적 차별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나아가 아동별 재정지원의 확대와 불공정 경쟁조건의 제거를 통

해 기관 간 비형평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는 육아행정과 재정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것이

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과 보육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분리하여 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이원화된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어린이집

과 유치원 두 기관의 명칭은 다르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리 부처가 달라 학부모

의 혼란을 가중시켜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은 0~5세 취원이 

가능하나 유치원은 3~5세만 취원할 수 있어 영아와 유아 자녀를 둔 경우는 분리하여 보

내야 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기관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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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이원화 되어있는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의 갈등을 줄이고 

행정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부처 간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한편, 통합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출생에서부터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과 보육을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보육의 공

공성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법령의 확보가 필요하

다. 또한 영유아 교육을 위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책임은 점차 교육부로 통합되고 있다.5) 실례로 유보선

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은 1998년에 유보통합을 이루었고, 뉴질랜드는 1988년에 

유보통합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도 유보통합 시 중앙정부(교육부)는 관련 부처 협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무는 중앙담당부처와 지방담당부처를 신설하여 전달체계 및 지원체

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시에 통합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지자체의 효과적 기능분담을 위

해 재정지원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지자체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계

속 순환되므로 교육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제안한다. 그리고 전문직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상시 연수제도의 확

립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를 통합하기 위한 포석은 일찍이 

진행되어 왔었다. 연구기능은 2005년 설립된 육아정책연구소(당시 명칭은 육아정책개발

센터)로 통합되어 있고,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처럼 교

육과정의 통합, 정보 공시의 통합, 비용 결재카드의 통합, 그리고 평가 통합지표까지 개

발, 실시되었다. 그렇다면 유보통합을 위한 향후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

5) 김혜순․공병호․한유미․장혜진․이완정․김연하 역. 2018. Starting Strong V: 아동교육․보육에서 초

등효육으로의 연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OECD Starting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Paris: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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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위한 향후 과제

이러한 시점에서 남아있는 것은 행정체제 일원화를 비롯한 효과적인 유보통합 추진방

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즉,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

원화된 관장부서의 일원화, 재정확보 및 행․재정지원 관리시스템 일원화 등이 이루어지

고, 교사자격 및 양성과정 일원화를 이룬 뒤 궁극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를 연착

륙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장부서의 일원화, 재정확보 및 행․재정지원 관리

시스템 일원화의 과제는 이미 국책연구소 등의 연구 및 여러 전문가 및 관련자 포럼 등

에서 일관되게 교육부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

육부로 통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의 복지’가 대한

민국헌법 제10조 및 제34조에 규정한 ‘영유아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삶의 보장권’과 더

불어 같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의 하위 정책 개념이라는 시각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미 3-5세 보육재정

도 교육부가 관장하는 지방교육재정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으므로 향후 행정업무만 통합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 조정으로 보건복지부와의 보

육정책업무 이관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관련 부처 간 통합이 어

렵다면, 질병관리청과 같이 가칭 ‘육아지원청’을 신설하여 향후 유보통합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실, 그간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미미하였던 

것은 행정부처의 일원화가 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할 수 있다.

현행 보육교사 자격취득 요건이 3급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학과제 기반이 아니라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17과목 51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개방형 자격인정 방식과 학점은행제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관

리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최소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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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비

교되고 있다. 즉, 이러한 자격취득 인정 요건의 차이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간 ‘격

차’ 논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에는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를 유

치원교사 양성과 같은 폐쇄적 목적형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 간 격차 해소

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실행 연구의 단계이지만 연구진의 의견은 3년제, 개방형 학점제에서 학과 단위의 폐쇄형 

목적제로, 학과도 관련 커리큘럼 편성률 80%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원래 계획에는 2022년까지 법제화, 2023년 실시 전망, 현재는 2024년 실시가 

예상됨)되면 실제로 유치원교사 양성과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 되므로 교사자

격 및 양성과정 일원화를 위한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유보통합 대신 유보격차해소 정책으로 전환하여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일원화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보육교사 수급의 문제는 여전

히 과제로 남아 있다.

<표 1>은 2014년-2019년 사이의 연도별 보육교사 배출경로 현황이다. 특히 2018년 이후 

자격취득 수 급감이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취득, 2∼3년제 대학교를 통한 자격취득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거나 전체 자격취득 수 감소에 그다지 영향을 줄 변수

로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년부터의 최근 경향이 향후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예측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보육교사 자격 취득은 현행 자

격 기준으로 2급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계속될 것이며, 취득 수 순위로 2∼3년제 대

학교, 학점은행, 4년제 대학교가 주요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4년제 대학교에서의 취득자 수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학점은행제를 통한 배출도 

2018년 급감 이후 안정된 상황에서 다소 증가를 보이는데 반하여, 2∼3년제 대학교의 경

우 계속하여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 진학이 용이하게 된 경향, 4년제 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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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특성화 등 차별성 부족 및 보육교사 직업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 다양한 요

인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연도별 보육교사 배출경로 현황(2014년∼2019년) 2019.12.31. 기준

(단위: 명)

연도
4년제 

대학교

2~3년제 

대학교

원격대학 등 보육교사 

교육원
총계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

2014 6,303 19,947 1,455 1,636 41,480 8,323 79,144

2015 6,255 18,273 1,180 1,520 18,728 4,613 50,569

2016 6,369 15,053 1,186 1,264 16,617 2,651 43,140

2017 5,612 14,901 1,122 1,313 26,204 2,252

51,404비율 10.9 29.0 2.2 2.6 51.0 4.4

비율/2급 11.4 30.3 2.3 2.7 53.3 *

2018 4,615 13,983 629 826 7,918 1,711

29,682비율(%) 15.5 47.1 2.1 2.8 26.7 5.8

비율/2급 16.5 50.0 2.2 3.0 28.3 *

2019 4,681 12,763 564 629 8,248 1,422

28,307비율(%) 16.5 45.1 2.0 2.2 29.1 5.0

비율/2급 17.4 47.5 2.1 2.3 30.7 *

누계 33,835 94,920 6,136 7,188 119,195 20,972 282,246

비율(%) 12.0 33.6 2.2 2.5 42.2 7.4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방안 연구, 2018.11., 조

용남, 학과제 방식 도입 연구용역 결과 발표,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

료집, 2019.6. 위의 자료를 기초로 이후 기타 자료들을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감소 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이용 

아동 수가 점차 감소(2015년 대비 2019년 6.4% 감소)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영유아 수

의 절대 수 감소(약 16.2%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영

유아 수의 절대 수 감소가 반드시 비례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감소를 초래하

는 것은 아니며, 이는 동시에 필요 보육교사 필요 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로 2015년(229,116명) 대비 2019년(239,973명)의 보육교사 현직 재직자 수는 보조교사의 

증원 등으로 4.7% 증가하였다. 2020년부터의 보육체계 개편(기본보육시간 체계 변경)에 

의한 연장보육교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보육교사의 수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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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의 양성 시스템이 공급과잉이라고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고려한 보육교사

의 수급정책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 수급조절을 위해 유아교육(학)과 인가를 규제하고, 입학정

원도 관리하고 있다. 게다가 양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양성 기관의 정원감축 및 학과폐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보육․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양성

과정에 대해 공통된 기본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보육․유아교육을 통합한 관점에서 교사 수급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때라고 

하겠다. 이는 유보통합의 과제 중 보류되었던 행정부처의 통합에 의한 교사양성 정책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즉, 향후 교사 양성 및 자격 통합, 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의 추진을 

위해서도 관장부서의 일원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추진 과정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유보통합의 목적과 의미 명료화 및 인식 공유

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유보통합과 관련한 사정은 각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단순히 행․재정의 합리화나 초등교육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문

제보다는 모든 아동들의 차별 없는 발달 보장이라는 원칙에 대한 의견의 일치, 이른바 

개념일원화는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한국형 유보통합의 모델이 제시

되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원칙과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토

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적절한 안을 가급적 조속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그동

안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감 있는 비전제시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

실이다. 특히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 아래 13개의 분과과제를 수년에 걸쳐 논의해온 정

부가 새 정부에서 소위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사업을 관리하려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보육계에서는 매우 혼돈을 겪고 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유아교육

과 보육에 있어 중대 사안인 유보통합에 대한 어떠한 가시화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가 제시된 정책이라 이점에 대해서는 향후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아무

튼 향후 유보통합은 정부부처가 실적위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조율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원화 방안 논의가 필요함을 재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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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국민에게 성실하게 보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미 일원화가 추진된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자발적 놀이 중심으로 개편되어 곧 현

장에 접목되었으며, 평가제 지표도 어느 정도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상호 보완

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

원화 하는 정책적 구상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이다. 다만, 현재는 재원만 일원화되었을 

뿐, 소관부처나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유아교육․보육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소관부처나 운영기관의 물리적 통합만을 궁극적 목표로 삼을 필요

는 없겠지만, 누리과정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을 아우르는 종합

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일찍이 일원화 시스템으로 바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빠른 일원화가 능사가 아니라 ‘바른 일원화’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육행정을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어렵다면 적정선까지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

하고, 초과되는 보육료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

익자 부담의 원칙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는 자칫 보육에 있어 보편적복지에서 선별적복지로의 정책적 후퇴

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부모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과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저출산 지속 상황은 향후 보육 정책의 수요자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향후 보육 정책의 방향이 무조건적 ‘양적 확대’를 지향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인구와 서비스 양 측면에서 모두 ‘양 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보육은 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한다는 기존의 ‘저출산 극복’ 테마를 벗어나, 이제는 태어난 아이에게 ‘최선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영유아에게 최적의 보육환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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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라는 절대적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취지와도 상통한다.

영유아보육과정은 놀이를 중심으로 하여 변화하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발전해오

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에 교육에 대한 준비의 내용도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NAEYC의 개정된 DAP성명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대화형(technology and interactive

media) 미디어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며 미래유아 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준비

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유아교사가 기술적 도구의 특성 및 유아가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기술적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콘텐츠나 미디어 기술 등을 놀이중심학습에서 실제 경험의 기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으로 사용되는데 있어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실제로 교사의 기술형성을 위한 척도개발이나 교사의 온라인 

전문성 개발 등의 연구와 함께 AI교육과정 도입, 디지털 시대를 의식한 연구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미래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학습디자이너로서의 교사의 역량(이주호,

2021)에 대한 준비와도 연결지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시대 교육정

책방향과 핵심과제의 내용에 유아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놀이를 통한 인공지능(AI)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0). 즉, 2019년 개정 누

리과정 5개 영역의 놀이경험을 중심으로 AI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적 변화를 고려해보면 영유아교육과정에서 영유아놀이도 시대에 부합되

는 개념으로 변화가 예상되므로 그에 적합한 영유아교사의 놀이지원을 위한 행정적 뒷

받침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최근 문제 행동이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이른바 ‘경계성 장애’를 가진 영유

아가 100명당 10~20%에 육박하다 보니 교사나 부모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그것이 아동학

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

이집이나 유치원에 상담사 배치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과 

대면 시간이 긴 종일반에 전문 심리 상담사를 추가 배치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

스를 줄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며, 영유아들의 문제행동 악화도 예방할 수 있고, 궁극적

으로 아동학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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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주제

국공립어린이집의 현안과 과제

김 정 음*6)

Ⅰ.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 보육사업이 시작된 지 어언 60여년을 넘고 있다.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

육법을 제정하여 보육사업을 국가책임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추진하여 양

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이와 더불어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로 그동안 보육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아교육기

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정책에 협조와 모범적 원 운

영의 책임성, 건전한 원 운영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보육 현장을 이끌어 왔으나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효율성 있는 보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50% 달성, 아직 요원한 보육료 현실화, 교사 대 아동비율 조

정, 정부지원 기준의 모순, 유관 법 적용의 행정 편의주의 등 많은 부분에서 보육 현장

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등에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이젠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영유아를 위한 보육체계가 창의성 있

고 인성 바른 인재 육성에 적합한지 검토를 해야 하며 기계적인 목표달성 보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① 진정한 공보육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이 

*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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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고 있는지? ② 추진되고 있는 보육정책이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는지? ③ 국가, 사회, 기관 모두 바람직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협력적 지원

체계 조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것이다.

보육의 공공성은 보육서비스 이용의 보편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전체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보육서비스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에 따라 영유아

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은 ① 충분한 시설의 확충, ② 시설 유형과 무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③ 보육비용의 국가부담, ④ 운영자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등이 총체적으로 이

루어질 때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된다 하겠으나 세밀히 들여다보면 상당부분 보완이 시

급한 수준이다.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어린이집 유형별 현안과 과제가 크게 다름이 없

고 필요 요소들은 대동소이하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우선 시급하다 판단되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공보육 환경에 대한 검토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지역 안배

❍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며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부모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영유아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50%를 목표로 상향 조정하였고,

❍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4년간 2,000여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150여개의 직장어린이

집이 설치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어, ‘21. 3. 기준 전국어린이집 평균 충

원율 63.3%를 감안한다면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 누구에게나 보육 제공에 충

분한 시설이 마련되었다 하겠다.

❍ 하지만 공보육 체계의 완성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만이 아님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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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운영자의 철학 있는 시설운

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체계 구축이 더 시급하며,

❍ 보육이 필요한 누구나 어디서든 보육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벽지, 도

서, 오지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역, 형

편 때문에 보육의 혜택이 소외되는 영유아가 없도록 하여야만 진정한 국가가 책임

지는 보육이 완성되는 것이다.

<표 1> 연도별 출산율, 정원충족율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생아 438,420 406,243 357,771 326,822 302,676 272,400

출산율 1.24 1.17 1.05 0.97 0.92 0.84

정원충족율 76.9% 77.2% 76.7% 75.7% 74.4% 67.3%

*출처: 통계청(2021), 2020년도 인구동향조사.

<표 2>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20 35,352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2019 37,371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2018 39,171 3,602 1,377 748 13,518 18,651 164 1,111

2017 40,238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2.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의 개선

❍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2005년 평가인증제 도입, 2013년 무상보육 

제공 및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도입, 2019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과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해 끓임 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누리과정은 아동, 놀이중심의 보육과정 운영과 유아들이 선택한 놀이 주제에 따라 

전문성 있는 교사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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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21. 4. 전국 163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실태 

조사 결과 인건비 비중이 71.5%, 관리운영비 6.8%, 보육활동비 10.8%로 부실 보육 

우려 상황에 직면해 있어 전문성 있는 고호봉 경력교사의 누리반 배치가 어려워 

바람직한 보육활동 지원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 정부는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율을 1991년 90% → 1995년 45% → 2005년 30%

로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17년간 동결된 상태임에도 그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은 보

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감내해 

왔으나 한계에 처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 상황으로 공보육 체계의 주요 요소인 교

사의 전문성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다.

❍ 영유아의 발달 단계, 보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경력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율의 상향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표 3> 국공립어린이집 호봉별 유아반 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부담액

(단위: 원)

구분 1호봉 5호봉 7호봉 10호봉 15호봉

‘21 보육교사 급여 1,940,800 2,095,800 2,209,300 2,343,800 2,662,000

사회보험금 및 퇴직금 351,497 379,568 400,124 424,484 482,112

인건비 계 2,292,297 2,475,368 2,609,424 2,768,284 3,144,112

정부지원액(30%) 687,689 742,611 782,827 830,485 943,234

어린이집 부담금 1,604,608 1,732,758 1,826,597 1,937,798 2,200,878

<표 4> 전국 163개 극공립어린이집 재정실태 조사 결과

구분 ‘20 결산액 인건비 관리운영비 보육활동비

평균 587,555천원 420,041천원 40,253천원 63,947천원

“20 결산액 예산 구성비 71.49% 6.85% 10.88%

3.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의 개선

❍ 정부지원 시설의 원장 및 교사 인건비의 일부(20~80%)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원대

비 일정 현원 재원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기준 인원에 미달한 경우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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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단하고 있다.

❍ 재원아동의 이사 등의 사유로 인원이 감소한 경우 반이 존재하고 교사가 재직 중

이나 보육아동이 기준인원에 미달이란 사유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은 재원아동을 

전원조치나 교사의 퇴직을 요구해야만 하는 참담한 상황 발생하고, 정원 미달 상황

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 보육교사 인건비의 20~70%는 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필요 이상의 무분별한 

교사채용으로 예산 낭비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동적인 보육 현원 때문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주는 적절치 못한 규정은 개선되어야 하며,

❍ 교사와 보육아동이 1명이라도 있다면 원 부담액이 더 많아지더라도 안정적 보육제

공을 위해 감내하는 현장의 안타까움을 더욱 적극적인 지원하는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표 5>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인원

구분 원장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 이상 반

기준인원(정원) 21명이상 3명 5명 7명 15명 20명

지급 현원 21명이상 2명이상 3명이상 4명이상 8명이상 11명이상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안내.

4. 영유아보육법 행정처벌 규정의 전면검토

❍ 국가는 사회질서 유지 및 안정적 삶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함으로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국가의 선진화 과정에 법이 있으나 시행되지 않던 모든 법들의 적용이 엄격해 졌

고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CCTV, 노동법 강화로 교사의 휴게시간 제공 등 원 운

영자의 의무와 부담이 커지고 있어 관련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 영유아보육법을 기본으로 어린이집은 운영되고 있으며 규정에 벗어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

하고 적용하나 세부기준이 적절치 않아 원 운영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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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운영정지 처분(1년 이내)을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보조금 횡령, 아동학대, 허위 교사등

록 등 중대 위반 사항과 운영 중 부지불식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은 구별

되어 처벌함이 마땅하나 운영정지 기간으로 경중을 판단함은 지나친 규제이며 원 

운영을 이해치 못하는 처벌규정이다.

❍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시 어린이집 재원아동 전원 전원조치시켜야 하며, 보육교사

는 본인의 과오와 상관없는 고용안정 문제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타 업종(수퍼, 식

당 등)과 운영 형태가 완전히 달라 1개월 운영정지만 받아도 3년 정도의 회복 기간

이 필요할 정도로 원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합리적인 처벌기준이 아

닌 것이다.

<표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일부발췌)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보육교사 배치기준 위반(30% 이상) 운영정지 3개월 6개월 1년

보육료 수납납부통지 미이행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보험 미가입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필요장부 등 갖추지 않은 경우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어린이집 입퇴소 규정 위반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안전관리기준 위반 운영정지 3개월 6개월 시설폐쇄

상한 원료로 음식물 조리나 보관시 운영정지 3개월 6개월 시설폐쇄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 조리나 보관시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 재사용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기타 급식 관리기준 위반 운영정지 15일 1개월 3개월

차량운행시 보호교사 미탑승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허위 정보공시 운영정지 15일 1개월 3개월

5. 원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행정 편의주의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이 직접 위탁받아 대표자 겸 원장인 경우와 법인, 단체 

등이 위탁을 받아 원장으로 임용되어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2가지 경우가 대부

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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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고용안정과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퇴직

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재취업 활동 지원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근로

자 지원 보험 임.

❍ 법인, 단체 등이 위탁받아 고용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당연 근로자로 고용산재보

험 가입 대상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입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성 문

답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직도, 원장채용관련서류,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원장 

및 직원 업무분장표, 원장 재직증명서, 어린이집 위수탁협약서, 어린이집 사업지침,

어린이집 운영규정, 직원 업무보고내역, 직원 휴가신청서 및 출장 신청서, 원장 급

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원장 휴가대장 및 출장부, 원장 근로계약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원장 건강보험, 국민연급 가입내역서, 어린이집 지출결의서 및 내외부 

결재문서, 어린이집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 어마어마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설상가상 만약 가입대상이 된다면 미가입 상태였던 근로기간 동안의 보험

료를 소급 납부하여야 한다는 억지에 가까운 규정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 고용 근로자인지 판단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보험료 소급적용 등을 보면 가입을 

제한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보이며, 고용보험의 기본 취지와 목적을 망각하고 있어 

연합회나 행정부처간 업무 논의가 필요하며, 실제 거의 대부분 원장들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 대법원 2002다 64681, 2002다 23468 판례를 살펴보면 『회사의 이사 또는 감

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

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

나 ......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고용 원장은 근로자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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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는말

❍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 어떤 분야보다 우선되어 배려해야 되며, 바람직한 

보육환경 개선에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분야이다.

❍ 정부는 그 동안 많은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을 인정하나 이제

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 어린이집의 유일한 수입원인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한지 10여년이 넘었고 유보통합,

규제철폐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끊임없는 제안에도 정치적 이해나 예산을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안타깝고 규제와 부족한 보육비용으로 부실 보육이 염려되

어 원장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매년 늘어나는 시설의 신규 원장들의 업무 능력 향상

과 올바른 보육 철학 함양을 위해 지역별 직무연수를 자체 실시하는 등 국공립어

린이집의 건전한 운영으로 창의성 있고 건전한 미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 법은 목적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정 발전되어야 하며, 행정은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사업 운영의 규제를 풀고 격려하며 같이 나아가야 한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21~‘25까지 384조원의 예산 투입의 정

책방향을 “개인의 삶의 질 재고, 가족지원 투자와 사회구조적 혁신의 균형적 접근”

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낮아지는 저출생 예방도 중요하지만 미

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책임 질 우리 영유아의 바른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

육지원책이 더욱 시급함을 보육현장에서는 절실히 느끼며 발제된 내용들이 정책수

립에 반영되어 밝은 미래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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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주제

법인/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현안과 과제

김 영 란*1)

Ⅰ. 들어가는 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시설로써 정부의 보육 정책변화로 인해 처해있

는 현 상황을 살펴보고 보육의 질 향상과 최소한의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한 생존권 보장 

보육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는 90년대부터 공공보육시설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개인의 모든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였다. 특히 사

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 시 정부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안정적인 지원

을 전제로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중소도시 외곽지역과 농어촌 등 보육의 사

각지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취약보육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어 왔다.

현 정부 역시 영유아에 대한 보육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용도는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 부모 부담 보육료 등 부모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분과위원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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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취약보육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

치 운영되어 왔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소외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감소는 정원충족률에 못 미치고 있으며,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 등의 필수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인건비 지원기준 미달로 

원장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취약지역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같은 절대적 공적 역할 수행기관을 대신하

는 다른 어린이집 또한 전무하기 때문에, 영유아들의 당연한 기본권인 양질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지역의 영유아의 감소로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인 어린이집에서 수행 가능한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

업 수행에 필요한 정관변경, 기능보강사업비 감가상각 승계, 리모델링 예산 지원 등 행

정적, 재정적인 지원정책을 요청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와 새로운 복지

사업 수행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높은 관심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바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공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및 지원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현황

최근 수년간 감소 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취약지역의 소재 어린이집이

며 20명 미만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시설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향후 운영난을 이유로 목적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취약지역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에 심

각한 문제와 개인재산과 국가재산으로 설립된 어린이집의 폐원 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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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2020. 12. 31 현재 (단위: 개소)

구분 계

설립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소계 35,352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대도시 12.861 2,580 353 188 3,988 5,126 64 562

중소도시 15,380 1,460 266 171 4,830 8,173 62 418

농어촌 7,111 918 697 312 2,692 2,230 26 236

*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통계

위 통계에 따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이 

집중되어 있으며, 반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전체 1,316개소 중 대도시 353개소 및 

중소도시 266개소, 농어촌 697개소로 대부분 취약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새로 신축되는 

국공립어린이집마저도 보육수요 예측에 따라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되고 있어 

낙후 지역이나 농어촌 소재 영유아의 안전망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대신하기 어려

우며 보육 소외지역 영유아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취약보육의 비중이 높

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을 통한 안전한 공공서비스 구축을 요청한다.

<표 2> 농어촌 소재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천원/월)

정원구분 60인 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 이상

60% 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출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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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운영비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액

(단위: 천원)

구분 개소수(%)
월 지원금

(평균 50만원)

연간 지원금

(평균 50만원)
지원금 인상액

계

소계 1,316 (100%) 658,000 7,896,000 △3,714,000

대도시 353 (26.8%) 176,500 2,118,000 △2,118,000

중소도시 266 (20.2%) 133,000 1,596,000 △1,596,000

농어촌 697 (53%) 348,500 4,182,000

현재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규모(정원) 및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

원하는 운영비를 중소도시와 대도시를 포함하여 차등 지원에서 일괄지원으로 운영비를 

확대하여 낮은 정원충족률에 따른 운영난으로 발생하는 취약지역의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영유아보육법 제52조와 

영유아 시행규칙 제40조의 법령에 따라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를 조절하여 운

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해 주기를 요청한다.

<표 4> 인건비 지원 축소 현황

구분 원장 및 영아반교사 유아반교사

1991년~1994년 90% 지원 90% 지원

1995년~2004년 90% 지원 45% 지원

2005년 이후 80% 지원 30% 지원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운영조차 어렵다는 목

소리가 높다. 1991년 처음 사회복지법인 보육사업이 시작될 당시 국가는 원장과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 등은 국가로부터 90%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장하였으나 1995년부터 

그 지원율이 줄어들어 유아반 교사는 기존의 절반인 45%로 축소되고, 2005년부터는 원

장과 영아반 교사는 80%로 줄었으며, 유아반 교사는 30%로 더욱 축소됐다. 그로인한 어

린이집 운영비의 60~7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점진적인 지원율 인하는 직접적인 어린이

집 운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 호봉제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인건

비 부담은 질 좋은 경력 교사의 채용 부담과 보육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어 지역별 원아 수의 급격한 감소는 운영난에 직결되었고, 실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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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휴원을 반복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

다고 제한적으로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영유아 감소로 폐원 및 휴원 중인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공공 노인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법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관에 반드시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시설은 공공 노인시설에 적합하도록 신․

개축하여야 하며 노인 사회복지 서비스 모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노인 부양가족의 심적, 환경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절

실히 필요하다.

현 정부가 시작되고 영유아 보육 정책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만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은 

시급하다.

현재 가정의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양육비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및 교육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의 우선순위 정책들이 열악한 보육 재

정으로 표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설보다는 공적 기능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투자 등 재정지원으로 취약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이 국가 재정적인 면에서 더욱 효율적

인 방향이라 하겠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부합되고 영유아 보육사업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공보육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자 한다.

Ⅲ.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공보육 역할 확대를 위한 방향

1. 취약보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원아 

수 지원 기준 완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주된 역할은 농어촌과 중소도시 외곽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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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취약보육 서비스이다. 지역의 지리적 환경 상 상당한 이동시간을 요하는 통학 차

량 운영, 노후 된 시설환경, 연령 별 원아 부족으로 영아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

은 혼합반 운영, 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다문화 가정과 조손 가정

의 증가로 문제 환경 가정의 증가 등 지역의 특성을 감수하며 운영해야 한다. 대다수 사

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이런 취약점을 모두 갖춘 지역에 있으며 급격한 초저출산은 운

영난을 부채질한다.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설치목적을 반영한 공공성과 공보육 정체성에 대한 인식개선

과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원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사

회복지법인이며, 다른 유형의 시설들과는 달리 민법상 특수 법인격을 갖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인 운영 주체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규제인 외부 추천 이사 및 감사 제도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목적사업을 수행할 대상인 영유아가 없어 운영이 어려워 어린이집을 폐쇄 할 경

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하여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설치부터 해산까지 

전 과정에서 많은 규제를 갖는다는 점 등에서 준 공공법인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공

공시설로 구분되는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립은 국공립 형식이나 실제 운영은 민

간위탁 형태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차이를 

찾을 수 없다.

3.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합리적인 퇴로 구축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법인 설립 및 해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받으면서 지

원과 운영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대우나 지원에는 제외되고 규제에 대해서만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며, 2005년 이후 수요

자 중심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공보육 기관으

로서의 역할과 지위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취약지역에서 공보육에 책임을 다해 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출산율 감소로 

목적사업이 불가능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대표이사 개인이 적자운영을 감내하면서 운영



법인/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현안과 과제



- 37 -

해오다 해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해

산에 대한 책임이 없다. 보육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원아 감

소로 목적사업이 불가능하여 사업 변경을 통한 다른 복지사업 수행 또한 불가하여 해산 

시에는 대규모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여 

단일법인 어린이집의 특수성과 영세성에 적합한 법인의 정체성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개

선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Ⅳ. 마치며

영유아 보육사업은 1991년 이래로 양적 확대되었으며 수요자중심 보육 서비스 다양화

와 질적 수준을 높이며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발전해 왔다. 영유아기의 집중 된 재정투자

가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며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의 예산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금성 재정지원 정책만으로

는 기대했던 출산율 증가 효과를 보지 못했고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은 나아지지 

않아 재정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피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보육예

산이 확대되고 어린이집 수가 41,000여 개소까지 늘어나는 동안 한때 영유아 보육사업의 

중심이었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현재에는 정책적 소외로 시설 수 감소는 물론 생

존권을 위협받아 존폐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황은 

전체 보육시설 35,352개소 중 3.7%인 1,316개소, 전체 보육 아동 1,244,396명 중 6.3%인 

78,322명의 영향력으로는 공공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책 전환을 꾀하기는 무리가 있

다. 현 정부의 보육 정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해결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을 통한 공보육 역할 강화를 제안하는 바이며 지금까지 논의를 축약하는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중소도시 외곽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취약보육 

서비스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운영 여

건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 수준 보육사업의 정책에서 반별 정원충족률을 고려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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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 중심의 재정지원과 인건비 지원 중단은 보육 아동 감소가 심각한 법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높여 보육 서비스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취약지역 아동의 보육 서

비스 편익을 위해 우선적인 배려가 고려되어야 하며 각종 보조금 지원기준의 완화와 운

영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육 서비스 공급에 대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

의 공공성과 공보육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제고를 요구한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집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보육사업이며, 사회복지에 기반한 개인들이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재산으로 헌납한 후 법이 정한 목적사업으로 영유아들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헌신

해온 사회복지기관임을 인정해야만 된다. 비록 수요자중심에 따라 보육 정책이 아동별 

지원으로 변환하면서 설립 초기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 유지에 대한 약속은 지켜

지기 어려워도 보편적 보육의 돌봄과 육아라는 개념을 넘어 보호의 개념에서 교육의 개

념이 추가되는 현상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역할과 또 다른 목적사업 변경의 수

행에 필요한 정관변경과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자의 사재를 비영리 목적사업에 출연한 것을 법인의 

존속 중에는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나 불가피하게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는 문제에 대한 국가와 개

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에 적합하도록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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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주제

민간어린이집의 현안과 과제

이 정 우*1)

Ⅰ. 들어가며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최초로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및 가

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제3조 보육이념). 또한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4조 책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에서는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풀뿌

리 교육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6대 과제 실천을 약속했으며 6대 과제 실천 중 「유

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과제에서 18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

고로 지원하고 국공립 40%확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내용

도 기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입장에서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믿고 기다린 4년간 유치원과의 격차 완화는 고사하고 유형별 어린이집의 격차마저도 심

각하게 벌어져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원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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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3~2020 전국 어린이집 유형별 감소 추세 현황

년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42,527 43,770 43,742 42,517 41,084 40,282 39,171 37,371 35,352

국공립 522 546 575 595 625 660 745 924 1,086

사회복지법인 71 72 70 68 67 66 67 66 64

법인단체등 131 134 137 139 132 128 124 116 112

민간 3,881 4,035 4,076 4,005 3,911 3,854 3,801 3,642 3,341

가정 8,091 8,387 8,166 7,646 7,096 6,808 6,617 6,222 5,717

협동 50 54 64 66 65 67 69 67 67

직장 124 136 151 170 224 242 259 268 284

*출처: 경기 보육발전방안마련 TF 간담회 자료

안타깝게도 폐원율과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같게 보이며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의 수가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율과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폐

원으로 인한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없다.

그러나 운영난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지원의 유형에 따라 보

육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음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논리 정연하게 본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부당함을 언어로 전달하고 항의하기 어려운 연령의 영유아들 즉 보육 수혜자들

이 받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1. 공정한 측면에서의 공공의 영역

공공성(公共性)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 모든 사람에 관계된 공통

(common)의 것, 누구에게나 개방된(open) 것, 사적(私的) 영역이 아닌 공적(公的) 영역을 

의미한다.1)

그동안 공공성은 보육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초점이었으며 지원의 기준점이 되어 설

립주체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민간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공성을 

“모든 사람에 관계된 공통(common)의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설립주체가 개인

1) 공병호. 저출생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Ⅰ, 2021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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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민간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들은 “모든 사람에 관계된 공통의 측면”에서 제외 

대상인가.

공공성의 해석과 지원에 대한 관점이 “공공성은 사적(私的) 영역이 아닌 공적(公的) 영

역”이라는 설립 유형 측면에서의 해석이 아닌 “모든 사람에 관계된 공통(common)의 

것” 보육서비스를 받는 대상 즉, 모든 영유아에게 그 해석이 공정하게 맞춰줬다면 문재

인 정부가 약속했던 격차해소가 일정부분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 모두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

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할 책임을 위반하고 있다.

2017년 한국영유아보육학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의 민간어린이집 보육은 국가 개

입하의 공적 관리 대상의 공적 성격의 보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

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비영리기관이며 사회복지시설 중 재무회계규칙을 가장 엄격하

게 도입, 민간어린이집 대표자의 급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매월 국공립어린이집

과 동일한 회계보고 및 지도 점검, 규제 등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투명성, 책무성은 지

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 민간어린이집의 비중 및 역할

1990년대 초부터 양적으로 확대된 어린이집들은 대체로 민간 위탁이거나 민간설립 형

태였다2).

설립유형 중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은 2020년 12월 전국 35,352개소 중 

11,510개소로 전체의 32.5%를 차지, 같은 설립유형인 가정어린이집 15,529개소(43,9%)까

지 합치면 76.4%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578,196명으로 전체의 46.4%, 민간어린이집의 교

직원은 129,306명으로 39.7%로 연도별로 감소는 하고 있으나 7분과 중 가장 많은 보육교

직원들이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

2) 곽문혁. 국가책임보육의 내실화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9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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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설립이 의무화되어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지역인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의 설립보다 의무 설치지역인 신도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현상으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수의 민간어린이집들이 

국공립 최초 설립취지였던 저소득, 취약계층, 맞벌이...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가 개입하의 공적영역에 이미 포함되어있고 투명성, 책무성까지 꾸

준히 관리되고 있었는데 그 후속조치로 민간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수립해주

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부터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이념)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Ⅱ. 차별 없는 보육지원정책 방향

정부의 예산은 일정한 기간의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부의 계획으로 세금은 납

세 의무자인 모든 국민으로부터 걷어지며 예산을 집행할 때 공정하게, 균형 있게 집행하

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격차해소 방안

누리과정은 만3~5세 어린이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

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있

던 교육과정을 통합해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

하던 만3~5세 보육료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및 국고 일반회계 일부금으로 일원

화하였고 ‘22년 12월까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 부분도 2022년 12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의 누리보육료 

파동이 2015년처럼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교육비, 예산부처는 동일하나 관할부처는 다르고 또한 기본 골격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또한 차이가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현안과 과제



- 43 -

<표 2>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현황

구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시

설

지

원

월 260,000원 월 260,000원

급간식비 별도편성
(1일 약 2,500원 보육료에 포함)

월 약 50,400원

누리과정 월 260,000원 급간식비 제외 실제 보육료

보육료 운영시간 4~5시간 8~12시간

평균운영시간당 보육료

약 58,000원

평균 운영시간당 보육료

약 21,000원

방과후과정/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70,000원 평균 약 55,000원

70,000원

{시도 전체 누리과정 유아수 × 70,000원}

-{시도전체 누리교사수 × 처우개선비 360,000원}

*유아1인당 8,410원 추가지원

학급운영비 학급당 450,000원 없음

교

사

지

원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포함한 수당 총액 

최대 680,000원

(담임수당, 교직수당 등 전액추

가지원)

처우개선비360,000원

(운영지원비에서 30만원 + 추가지원 6만원)

※지자체별 추가 지원수당 있음

※지자체 및 시설유형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이 각각 다르게 지원되어 객관

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음

실제격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슷한 조건을 위한 설정

누리과정반1반/현원20인/급간식비는 유치원별도편성에 따라 어린이집도 제외

·보육료      5,200,000원

·방과후과정  1,400,000원

·학급운영비 450,000원

= 총 7,050,000원

·보육료     4,200,000원

·운영지원비 1,110,000원

·학급운영비        0원

= 총 5,300,000원

-1,750,000원

*출처: 한어총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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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리반 운영비 지원 별도의 목 편성

<표 3>

구분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교육비=보육료 260,000원 260,000원 260,000원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74,495원

(만3,4,5세 평균가)

누리과정운영비 70,000원 약 55,000원 약 55,000원

급간식비

별도편성가능

(2022년 지자체별 

무상급식 발표)

50,400원

(1일 2,500원)

50,400원

(1일 2,500원)

급식운영비로 지출가능 급간식비로만 지출 급간식비로만 지출

반당운영비 월 450,000원 지원

인건비지원

683,871원 

(교사급여 30%지원)

원장급여 80%,

조리사급여 100% 지원은 

별도

사립유치원의 반당 운영비,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을 별도의 목으로 본다면 민

간어린이집에 별도의 운영비 목이 편성, 지원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실정을 살펴 본 OECD(2006)에서도 부모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정책이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정책효과가 큰 정책으로 평

가된다고 지적3)하였다. 이는 보육의 질적 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이며 장기적으로 

질적 제고의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운영비와 급식비 분리 등 사립유치원과

의 격차 부분은 어린이집의 공통 사안으로 Ⅲ에서 다루기로 한다.

2)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의 지원체계 개선

영아반의 경우 관할부처는 동일하나 지원체계가 상이하며 아동 1인당 보육료를 지급

받는 방식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인 보육료 금액이 커서 원아 1명의 부재가 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3) 김종필. 보육정책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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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설립유형별 지원방식 차이

국공립․법인

1) 재원아동 기준 충족 시 담임교사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이상인 반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이상인 반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이상인 반

2) 이외에 충족률과 무관하게 별도로 원장 및 조리사 등 교직원의 인건비 

(80%, 100%) 지원

민간․가정
1) 재원아동의 기관보육료만 지원

2) 해당없음

기준 충족 시 담임교사인건비의 80% 지원하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 비해 민간․가

정어린이집은 영아의 입소에 따라 아동 당 보육료와 기관보육료를 결제, 운영비로 사용

할 수 있기에 지원체계의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관보육료를 인건비 지원의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국공립․법인어린이

집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기관보육료에 도입, 지원해야 교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안

정적 근무여건 마련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표 5> 설립유형별 지원방식 동일 적용 - 2021년 인건비․기관보육료 비교

구분
보육료

(공통)

인건비지원(A)

(국공립․법인)

기관보육료 지원(B)

(민간․가정)
(A-B) 차액

만0세 484,000원 1,823.658원 528,000원*2명 =1,056,000원 767,658원

만1세 426,000원 1,823.658원 287,000원*3명=861,000원 962,658원

만2세 353,000원 1,823.658원 194,000원*4명=776,000원 1,047658원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2021년 기준임.

※ 인건비 지원은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기준의 80% + 사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80% +

80%임.

※ 원장급여 80%, 조리사급여 100% 지원은 별도

3)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호봉제 도입

민간어린이집 누리반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는 360,000원(2021 현재)이며 유치원과 동

일 수준(2021 현재. 최대 680,000원)으로의 인상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업무는 동일하고 

유아들과 교실에서 수업하는 시간이 더 긴 점을 고려해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교

사의 자격기준이 교육원 수료의 경우 3급부터라고 하여도 전체 교사의 자격 기준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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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의 교사들도 근무하며 교사의 수당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

고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등과 채용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하는 호봉

제를 동일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입사 

전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영유아를 지도하기에 바람직한 인성 및 적성을 갖추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영아반 교사 역시 누리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방법과 동일한 

급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Ⅲ. 어린이집의 공통 과제

1. 표준비용 법제화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하고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며 2019년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단

가산정 또한 2017년의 구간별 어린이집의 회계자료를 2018년에 분석, 물가상승률과 2019

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자료여서 2021년 보육료 단가와 2019 표준보육비용 단가

가 근사치에 와 있다 하더라도 2018년의 단가표에 2021년 보육료를 대조하는 셈이다. 또

한 설립유형은 고려하지 않고 구간별 모형만을 제시해 출생률이 현격하게 떨어진 농어

촌 지역의 특수성, 기타종사자의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2019 표준보육비용 단가표

보다 보육료가 높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이에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을 기재부가 승인한 물가산정 전문 조사기관에 맡겨 보

육료를 반영, 지급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료 현실화는 보육

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급간식비 뿐 아니라 늘 지출 비용이 부족

할 까봐 전전긍긍하는 고정비의 지출 및 시설개보수, 교재교구구입, 교사의 자기개발을 

위한 꾸준한 연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수혜자인 영유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질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최초 설립 비용을 모두 지원해주는 국공

립어린이집에 비해 최초 설립비용이 들어간 민간어린이집의 초기비용을 인정해 감가상

각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총괄 원가제 방식을 도입해 주어야 한다.

전기, 가스, 철도, 시내버스 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원가 산정 시에 적용하고 있는 

총괄원가 방식은 기획재정부의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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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재원인 보육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에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

총괄원가란 정부가 적정원가(C)를 평가해 이익(적정투자보수)을 붙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표 6> 총괄원가방식과 육아정책연구소의 표비 산정방식의 차이점

원가요소 및 항목
총괄원가방식 산정기준

(기재부, 공공요금 산정기준)

어린이집 표비 산정 기준

(육아정책연구소, 2018년)

시설유형구분 공영과 민영 구분 공영과 민영 미구분

자기자본 투자보수 투자보수 10% 인정 투자보수 불인정

차입자본 이자비용 인정 불인정

경영자보수(인건비) 인정 불인정

건물 감가상각 충당금(30년) 인정 불완전 인정(재원 부족)

비품 감가상각 충담금(5년) 인정 불인정

장기수선유지충당금 적립 인정 불인정

대졸직원 초임 연봉 수준 3,000만원 이상 2,040만원

법정초과 직원 인건비 인정 불인정

광고 홍보 활동비 인정 불인정

*출처: 김명근. 2018. 합리적 표준보육비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주

제발표.

2) 어린이집 누리교육비에서 급간식비 분리를 통한 격차해소

급식비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면 유치원은 급식비 항목이 마련되어 있어 별

도 지원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은 항목이 없어 보육료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법적 근거 없음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① 보육사업안내 (지침)

Ⅱ. 어린이집의 운영 /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보육료 내역: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 재료

비(1회), 간식 재료비(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②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표준보육비용 조

사 시 급식비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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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교육비는 동일하나 급식비 집행의 차이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보육의 

질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유치원은 급식비뿐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집기 및 조리사, 영

양사의 인건비도 지출할 수 있는 급식운영비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오로지 

급간식비로만 지출하여야 한다. 이미 지자체별로 영유아들에게 급․간식을 현물로 지원

하거나 비용으로 지원하여도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은 별도의 지원이라고 명시하면 유아 

1일 2,500원, 영아 1일 1,900원의 단가대로 급식제공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유치원과의 차

별, 지자체 지원 차이에서도 차별,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은 같은 금액과 기준의 

급․간식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어린이집 누리반 담임교사 수당 분리

누리과정운영비는 교재교구 및 누리반 운영을 위한 지원비를 유아 1인당 약 7만원 지

원하며, 누리교사수당 공제 및 누리보조교사 인건비로 사용된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누리교사수당 36만원(2021 현재)을 지급하고 있으

나, 사립유치원처럼 담임교사수당을 별도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운영비에서 선 

공제하고 남는 차액을 원 운영비(월 평균 인당 약 55,000원)로 지급하고 있다.

유치원은 방과후 교사를 채용하는 충족 조건을 지켜야 하고,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를 

반 대 보조교사 충족 기준만큼 채용해야 누리과정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수당 및 누리반 운영비의 차이(인당 약 15,000원)는 교육․보

육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Ⅳ. 나가며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생애 최초 보육 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육서비스의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도 이 사실을 잘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

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보육비용과 실제 지원예산액의 격차가 커 표준

보육비용액수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규정은 급

식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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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다 이사를 가는 지역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순

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오는 순간 학부모들은 지원의 격차를 실감하고 차별받는 

것이 불쾌하다고 얘기한다. 이 내용은 이낙연 대선후보 간담회 때 학부모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64.9%의 영유아들은 

이런 사실은 뒤로한 채 순수한 눈망울을 굴리며 선생님과 행복한 보육시간을 보내고 있

다. 격차해소를 넘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외치기 이전에 우리 영유아들이 어느 

유형의 어린이집을 다니던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

한 계획과 실천은 법을 떠나 어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됨

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수가 줄어들고, 폐원의 숫자는 급증, 저출생으로 

정원충족률마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은 2021 경기도 정책TF팀의 연구 결과에서도, 그

리고 통계 수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으로의 지원 쏠림 현상을 

이번 예산안을 통해 또 확인하며 운영자들에게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업

무연락을 통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정작 관리감독하는 집행부들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왜 지키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공성이라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느껴지고 책임감도 생기게 마련이다. 이미 사회복지

사업법상으로도 비영리기관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 유형이 개인이라는 이유를 적용

하고 사적영역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이중적 잣대가 아닌가 한다. 법을 적용하고 관리 감

독할 때는 비영리기관이고, 예산지원을 할 때는 사적 영역이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엄마가 서점에서 10,000원짜리 책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7,000원을 주면 어떻

게 사와야 할까. 반드시 10,000원에 사오라는데. 꼭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라는데.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엄마가 시킨 책 심부름과 같은 마음이다.

평가인증을 도입하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민간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현

재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식을 민간어린이집에 인센티브로 적용하겠다고 제안했

었다. 반신반의했지만 여가부에서 복지부로 관계부처가 이관되고 대통령의 약속도 유야

무야 민간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은 조건 없는 의무만,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에게 제시했

던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로가 약속을 지킬 때 신뢰도 형성된다. 지금 민

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정부를 향한 마음 속 신뢰는 어디까지 가라앉아 있을까.

모든 관리감독과 규제의 중심이 영유아를 놓고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따라갈 수 

있다. 또한 예산 지원도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보육 수혜자인 그들이 불편하지는 않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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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혹여 차별 받지는 않겠는지의 관점에서 바라봐 준다면 힘들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그런 여건에서도 밝게 웃는 영유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유아들이 받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심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개선하려하지 않는

다면 그것 또한 광의의 아동방임이 아니겠는가. 아동학대 환경조성이 아닌지 생각해보아

야 한다.

보육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풀고 처음부터 끼워야 한다.

어른들이 멈칫하고 조금만 더 가볼까 하는 사이에도 우리 아이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별을 계속 겪고 있을 테니 말이다. 동일한 비용 지원 제공이 아닌 동일한 보육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하고 지원체계 방식의 전환을 통해 모든 유형의 어

린이집, 유치원이 공정 성장할 수 있는 틀이 구축되었음 한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라나는 세상이 열린다

면 지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은 본인의 소임을 다했다고 함께 자

부심을 느낄 날이 올 것이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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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주제

가정어린이집의 현안과 과제

이 경 미*4)

들어가며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천 3백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3백 명(-10.0%)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970년부터 출생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조(粗)출생율1)은 5.3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감소하였습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0)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1. 8. 25.). 2020년 출생 통계.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부위원장

1) 조(粗)출생율: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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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씩 증가하여 총 209조 

5,000억 원에 달하였으나, 예산 규모가 무색하게 매년 출산율은 발표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영아의 인구비율은 더욱 급속하게 낮아지며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는 보육 대상 아동 수의 급감과 함께 어린이집 개소수의 동반 감소를 

가져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전체 어린

이집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 5월 기준 33,743개소로 2014년 대비 22.9%

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2014년 대비 8,954개소(38.4%)가 줄어들며 어

린이집 유형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존폐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본 발표자는 오랜 기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원장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의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아기 보육과 가정어린이집의 중요성

영아기는 발달과정 상 다른 시기에 비해 성장과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바람직한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는 애착은 영아의 사회적․정서

적․신체적․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생애 초기에 만나게 되는 주 양육자와의 강

한 정서적 유대감은 인간관계의 기초를 마련하게 해줍니다(이정아, 2019). 이러한 영아기

의 아동을 주로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역할과 의미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영아 보육에 특화된 기초 보육시설로 가정과 가까운 곳에 있어 접근

성이 매우 용이하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영아에게 안정을 주고, 부모의 요

구에 기민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가족친화적 운영을 하는 기관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0-2세 주민등록 인구 901,344명 중 약 78%인 

700,89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영아기 아동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차

원의 주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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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유희

정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과 질이 보수와 

처우에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며 낮은 보수수준은 근속의욕을 저하하고 이직을 고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

다(유희정 외, 2009; 윤재석 외, 2014, 재인용).

영아 교사는 엄마를 대신하여 영아들을 보호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지지

하는 양육자로서 역할을 하며(이경하․임영심, 2006; 박준희․이성희, 2020, 재인용), 특

히, 성인의 의존도가 높은 영아를 담당하는 원장과 교사는 영아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

원해주고 영아보육의 환경을 마련하여 영아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이완희, 2004; 최지현, 2012, 재인용).

생애 초기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온 가

정어린이집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영아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영아

보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보육료 현실화 및 안정적인 운영지원

정부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

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되는 공보육 정책 기조를 확대․발전시켰고, 수요자 중심의 국가

책임 보육을 강조했습니다. 의욕적으로 발표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국공

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 보육시설 확보가 충실히 진행되고, 보육예산 지원 역시 점진

적 확대 추세를 보이며 보육 정책은 외견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은영, 2021).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과 보육예산 지원의 확대 추세에도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아

동의 출결에 따른 예산 지원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에 필요한 수입의 대부분을 보육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아의 특성상 

출결, 입․퇴소가 빈번하여 변화가 많이 있는데, 현재의 보육예산 지원 구조로는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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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출결 아동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어린이집 재정운영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안

정애착이 중요한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고용안정 역시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는 보육예산 정책 대신 공보육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공정하게 지원해주시길 바랍니

다. 그래야 보육의 질이 담보되고 부모가 공정한 조건에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영유아,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 어떠한 종류의 차별

도 받지 않고 격차 없이 공정하게 권리를 존중받아 보육의 공정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

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기본이 되는 것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

과 그에 따른 적정 보육료 책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보육료는 매년 표

준보육비용2)보다 낮게 책정되어 어린이집 운영자 및 학부모 모두 보육료 수준을 만족하

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

다(김혜금, 2019).

보육현장의 변화와 보육서비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표준보육비용 산정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연평균 최저임금상승률 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보육료 

책정은 보육료가 주 운영비인 가정어린이집에 보육재정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지

급조차 어렵게 만들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접근성 좋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아 부모들에게 보내던 어린이집을 잃게 만들고 양육

부담을 가중시키며 다시 저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서문희, 2014). 보육 대상 아

동 감소로 인한 정원 축소, 보육 현원 감소 등 현실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정부

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비용의 보조(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차원이 아닌 합리적인 표준

2)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현실적인 운영비

용 또는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말함(김혜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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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으로 산정하여 반영하는 내

용을 법제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제고해야 합니다(최명희, 2021).

이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상승률을 보육료 산정항목에 포함하고, 표준보육비

용 산정항목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여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김혜금, 2019).

또한, 정부는 보육정책 목표인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강화를 위해 보육료 현실화를 

이행계획으로 수립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적정화에 대한 법

제화 및 실행을 촉구합니다(최명희, 2021).

셋째,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지난 해 10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친구와 부딪혀 다친 5세 아이가 숨진 

사건 이후, 숨진 아이의 엄마가 올린 보육교사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였습니다.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보육현원 대비 사고비율

과의 상관관계에서 재원 아동 수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절대 건수도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든 영아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가정이 가능한 결과입니다.

영아의 경우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없고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

지 못하기에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절대적인 보호와 관찰이 필수적입

니다. 교사는 보육 시간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신체적 

소진과 직무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아의 개별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어

도 혼자서 3명 또는 5명, 7명을 감당하며 따뜻한 눈 맞춤과 상호작용이 쉽지 않은 현실

입니다. 양미선(202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환경요인 중에서도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즉 인력 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연

령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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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서울시는 만 0세반 1:3 → 1:2, 만 3세반 1:15 → 1:10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여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인천시에서

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아안심 공보

육 인프라 확대라는 목표로 인천형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영아의 비율을 0세 1:2, 1세 1:4

로 낮춰 운영하므로 교사와 아이 모두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과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어 

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계기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된다면 오랜 기간 멈춰 있던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을 낮추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영아의 신체․정서적 

안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영아를 보육하는 교사 역시 안정적인 환

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유아 인구감소로 인해 정원충족률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측되고, 코로나19처럼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펜데믹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한 환경 구성을 위해 영유아 

1인당 적정 공간 확대를 요청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득수준이나 지역적 여

건, 도시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1인당 공간을 재조정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감

소를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면적대비 산정된 정원이 줄어듦으

로 보육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고, 정원 감소로 인한 재정지원은 표준보육비용 산

정 시 반영되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교사 겸직 제한 및 담임교사 지원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 겸직이 가

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보육의 질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겸직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원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더 맡아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겸직원장의 직무는 단순히 교사의 직무 이외에도 전체 영유아 관리, 교사 

관리, 부모 관리, 재정 관리 등이 추가되며,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조리사, 차량운행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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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그 역할에 주력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신체

적 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담당 학급의 보육활동 소홀, 어린이집 전반의 보육활

동 업무 소홀(신규교사 관리 포함)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유해미․이규림․이

민경, 2016). 이는 부모들이 가정어린이집의 영아보육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요

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지 않고, 소규모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운영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환경의 조성이 필요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20명의 정원이 모두 충족되어도 보육료가 주 운영비가 되는 재정구조 

안에서 원장의 급여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겸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겸직 원장에게도 다른 유형의 원장처럼 모든 업무를 완벽

하게 해내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원장 중 어느 누구도 겸직을 원하지 않

습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할 수 없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이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할까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원장 고유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겸직을 금지해 주시고, 그에 맞는 온전한 담임교사 배치를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우리 아이들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마련되어

야 합니다. 보육이 더 이상 민간의 영역이 아니어야 하며, 국가 미래를 위해 공적 책임

을 다하여 설립 형태의 유형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학

회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놀이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보육인 선진보육으로 나

아가는 시작의 자리가 되길 바라며 영아보육 현장에서 오늘도 동분서주하며 일인다역을 

하고 계신 모든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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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주제

공공형어린이집의 현안과 과제

장 두 옥*3)

Ⅰ. 공공형어린이집 개요

“국가가 지원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 7월

부터 공공성확립을 위한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엄격한 심사를 거

쳐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이다.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

아에게 제공하는 우수보육인프라로서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2021년 9월말 전국의 공공형어린이집은 2,358개이며 아동수 94,684명으로 전체보육의 

8.1%이다.

Ⅱ. 공공형어린이집의 우수성

공공형은 민간보육의 장점인 창의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새로운 도전, 헌신성과 소명의

식 등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을 해 왔고 사회적인 관심

에 대한 대처방안도 솔선수범 하고 있다.

*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TF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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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 및 향후 논의점에 관해 다양한 대책을 간구하는 중에 아동학대

가 유발되는 요인을 공공형 주임교사 80여명에게 물었다. 교사들의 답변에서 개인적 요

인을 제외하고는 바람직한 훈육방법 및 대처가 필요함을 피력하였고 이에 공공형 TF팀

에서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교사교육을 6회 진행을 하였다.

논문으로 많이 보고된 PBS(긍정적 행동지원)보다 접목하기 쉽고 교사의 심리적 요인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긍정훈육(PD)으로 정했다. PD유아교육자 미국인증서를 소지한 강

사가 6회기 동안 교사들을 교육한 후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아동학대

예방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어 논문으로 나왔다.

앞으로 공공형에서는 좀 더 많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장기적 교육을 지

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이나 정서 행동 문제로 훈

육이 힘든 아동에 대하여 부모와 교사에게 필요한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2. 정책효과 예산대비 효율성 높은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성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보육정책부분에서 예산대

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국공립, 민간, 공공형어린이집(수도권: 공공형 62개, 국공립 62개, 민간 64개) 유형별 정

부예산 효율성을 분석하고, 시설유형간 차이검증을 수행한 결과(박미경, 2020)에 의하면 

기술적 효율성(CCR)과 순기술적 효율성(BCC) 모두 공공형어린이집(CCR: 19.224, BCC:

49.305)이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CCR: 13.942, BCC: 30.180) 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활성화 되어야 하는 정

책이라고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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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미경(2020).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예산효율성 평가: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한 공공형,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비교. 한국정책연구, 20(1), 143-168.

Ⅲ. 제언

보육정책 방향과 비전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1. 과도한 규제와 선정기준 변경

공공형의 선정기준과 재선정의 기준은 국공립위탁의 조건보다 더 질적으로 우수함을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의 재선정기간은 5년에 비해 공공형은 3년마다 재선정 하는 것과 

평가인증 A등급, 아동정원충족률 등 국공립에 비해 과도한 규제이다. 공공형은 지난 몇 

년 간 국공립보다 평가인증 A등급이나 아동정원충족률이 높았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라면 차별화된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2. 경력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공공형의 운영비는 매년 인상되는 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보전이 없고 경력교사에 대

한 지원도 없다. 교사호봉의 승급을 할 만큼의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경력교사의 이직이 

발생한다. 현재 공공형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평균 근무 연수는 5호봉에 해당된다. 일정

한 평가를 거쳐서 경력교사들의 호봉이 최소한 5호봉 지원이 되어야 한다. 경력교사들에

게 자긍심을 주고 경험한 노하우로 아이들 보육을 한다면 긍정적인 보육이 보육현장의 

신뢰를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조금씩 인상해주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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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가  갖는 역할을 볼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3.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

지난 10년간 공공형어린이집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어린이집의 정보공시도 최초로 

진행하여 투명한 운영을 선도하였고 학부모의 만족도가 국공립보다 높고 정원충족률

(2016~2018) 높았다. 현재는 모든 공공형이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대

비 효율성이 높은 것도 민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해 왔다

고 자부한다. 민간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아동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민간시설 지원(기본운영비 지원)

현재의 지원방식은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지 민간시설을 이용

하는지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불평등하다.

즉, 보육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동일한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서비스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불공평하다. 서비스는 보편적이지만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있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주의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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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규모가 크던 작던 기본운영비는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국

가가 지원해 준다면 운영하는 사람은 영유아의 보육에 집중할 수 있다.

국가가 영유아에게 보편적인 동등한 가치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

간시설에도 동일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5.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한명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아기 한명 당 최소 네 명의 어른이 필요하다고 한다. 과거 대가족시대에

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 이모, 고모, 이웃 등 참으

로 많은 돌보미 공동체가 있었으니 4:1 이상이 쉽게 충족되었을 것이다. 하루에 400그램

의 양식이 필요한 아이에게 매일 20~80그램씩만 준다면 당연히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정서적 빈곤을 해결하고 개개인의 발달 수준이 다른 영유아에게 

개별 눈높이 보육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교사의 스트

레스 감소를 위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6. 부모가 양육책임을 갖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를 보면 1차적인 양육은 국가이며 주 양육자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 부모마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며 새벽부터 저녁까

지 남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린이집의 역할은 안전하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사

회관계를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경계선 

상에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부모들이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안내를 해도 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방임이다. 경

계선 상에 있는 아이들은 전문기관을 통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양육은 부모책임으로 문

제행동이나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전문가나 교사의 관찰을 통해 학부모에게 권고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어린이집의 퇴소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줌으로 부모가 근본적인 양육책임

을 실행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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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가책임보육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보육체계를 정비하면서 질적 성장을 도모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이란 설립유형에 다른 시설중심의 지원이 

아닌 아동중심의 지원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보육기회의 

평등, 보육서비스의 수준과 내용에서 차별적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동중심의 지원으

로 민간보육의 기능과 장점은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차별 없는 지원책으로 보육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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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주제 토론

기획1주제 토론

이 서 영*1)

세 분 발표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 ‘정부미지원시설’이라고 하는 한 부모 밑에 

각각 성격과 외모가 다른 형제자매를 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미지원시

설인 민간, 가정, 공공형 어린이집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린이집의 현안과 과제는 국가의 ‘무상보육’ 실시 이래로 

줄기차게 제시되고 있는 현안과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초저출

산 문제로 인하여 한층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

(초저출산)는 향후에 정부가 어떠한 고육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별반 달라지거나 좋아

질 거 같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종사자(대표적으로 원장과 교사)들이 마주하고 있

는 현실은 희망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

린이집 운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교사는 낮은 직무만족과 높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

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학부모도 결코 만족하거

나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보육관련 예산 투입에도 불

구하고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아동학대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

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국립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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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또 다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게 되는데, 늘상 아쉬운 점은 어린이

집이라는 것이 운영주체별로 특성이 제각각이다보니 한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 그 결

과 문제 해결을 위한 힘의 결집이 또한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부미지원시설(민간, 가정, 공공형)의 공통 현안과 과제, 그리고 각 시설유형별 개별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면,

(공통 현안과 과제)

(1) 보육료 현실화(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및 안정적인 운영지원

(2)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3) 시설중심의 지원이 아닌 아동중심의 지원

(4) 어린이집 누리교육비에서 급간식비 분리를 통한 유치원과의 격차해소 ; 민간

(5)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어린이집 누리반 담임교사 수당 분리 ; 민간

(6) 부모가 양육책임을 갖게 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

- 발표자 -

전문가나 교사의 관찰을 통해 학부모에게 권고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어린이집의 퇴소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줌으로 부모가 근본적인 양육책임을 실행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토론자 의견 -

⇒ 이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수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고, 학부모

도 쉽사리 수긍하거나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해보자면, 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 → 권고 통보(전

문치료나 상담기관 연계) → 불응시 퇴소 절차 진행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중심의 위원회 구성 및 결정 → 권고 통보(전문치

료나 상담기관 연계) → 불응시 퇴소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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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현안과 과제)

[민간]

(1)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격차해소 

(2)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의 지원체계 개선

(3)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호봉제 도입

[가정]

(1)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교사 겸직 제한 및 담임교사 지원

[공공형]

(1) 과도한 규제와 선정기준 변경

(2) 경력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3)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

(4) 민간시설 지원(기본운영비 지원)

이와 같이 운영주체별로 공통현안과 과제, 그리고 개별현안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일부 관련 해당법률과 규정이나 지침의 개정과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현안도 있

으나, 종합해보면, 거의 대부분 관련 예산(재정)지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어린이집이 운영주체별로 성격이 상이하다보니 바로 이러

한 현안이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입장이

나 마음 같아서는 정부가 다른 여타(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예산, 재난지원금 등)의 재정지

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어린이집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주면 문제는 해결

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시급한 문제나 정책결정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지원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만일 한정된 재정(예산)지원을 놓고 어린이집 현

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 어딘가? 라고 했을 

때, 모두의 공통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고 지향하는 방향은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고, 원장이 행복

하고, 교사가 행복한 보육일 겁니다. 이를 위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

기를 바래보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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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주제 토론

양 미 선*1)

그간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은 정부의 정책에 솔선

수범하여 협조해 주었으며,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어린이집은 초 저출생과 정부 정책의 변화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정책의 중심에

서 다소 벗어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가 2022년 들어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4차 중장기보육계획에 반영되어 어린이집의 어려움이 일정 정

도 해소되기를 바란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처해 있는 현안에 대한 발표문에 대해 몇 가지 의

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지역 안배

문재인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목표 달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

고, 2021년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목표를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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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생각하며 본인도 이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체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기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병설유치원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일부 지역에

서는 부모님들이 그룹 지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옮겨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 쇼핑’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게 현 상황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근거를 살펴보면, 도서벽지, 저소득지역 등 취약지역 우선으로 설

치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현재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 국

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하기보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 설치된 국공립어린이

집의 분소를 설치하는 등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수급분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의 공급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 개선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과 2013년 누리과정의 3~4세 확대 이후 유아의 유치원 이용

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의 유아반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유아반은 혼합반 중심으

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운영되던 유아반은 하반기가 되면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유아들 때문에 인건비 지원 기준인 정원충족률 50%도 못 채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

다는 점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호봉 경력 교사를 인건비 지원율이 높은 영

아반에 배치한다고는 하나, 2018년 수행된 조사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의 평균 호

봉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현장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은 지역이나 어린이집에 따른 차이

로 볼 수 있다. 현재 유아반의 정원충족률을 고려할 때 인건비 지원율 상향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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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개선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반당 정원대비 현원 50%를 

초과한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진다.

도시지역은 혼합반 등 반 편성을 통해 인건비 지원율을 일정 정도 충족할 수 있으나,

농어촌은 영유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농어촌 등 최

근 제정된 ‘지역소멸 위기지역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역의 어린이집

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영유아 1명이라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

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유아보육법의 행정처벌 규정의 전면 검토

영유아보육법인 1991년 제정된 이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세부 조항들의 개정 작업

이 이루어져서 일부에서는 타 법이나 현장, 조항 간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

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주장한 행정처벌 규정은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과 관련된 문제

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어 강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약화하였을 

때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섯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관 변경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법인으로서 여기에는 장애인시설, 사

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기관들이 속해 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회의 

협조를 얻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섯째,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합리적인 퇴로 구축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그간 농어촌, 중소도시 외곽지역 및 저소득지역 등에서 정부

를 대신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출생 장기화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왔고, 현재 폐쇄 위기에 처해 있으나, 사회복지

법인이 적용받고 있는 규제로 지난 수년간 이렇다 할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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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보육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할 수 있으나, 전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

이므로, ‘지역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적용 지역이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 공보육기관으

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 72 -

기획1주제 토론

기획1주제 토론

조 용 남*1)

정책(政策, policy)이란 정부 또는 정치단체[정당]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취하는 노

선이나 방침, 방향으로써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

책은 상황에 따라 또 그 상황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

부 정책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각 분야별 정책 공약을 발표하여,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것으로, 주요 정책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분야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영유아보육학회에서, ‘새 정부 보육정책 방향과 비전’이란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어

가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위기극복 방안 모색 필요

현재 우리나라 보육은 OECD 국가 중 최초로 합계출산율 1.0명대 붕괴(2018년 0.98,

출생아 수 32만7천명 → 2019년 0.92, 출생아 수 30만 3천명 → 2020년 0.84, 출생아 수 

27만2천명), 지속되는 COVID-19 영향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

생아 수 급감은 어린이집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로, 오늘 <어린이집 운영 주체별 현안과 

*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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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관련하여 발제해주신 현안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보육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위기극복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정부는 2019년 저출산 정책 논의의 관점을 ‘출산율 제고 → 삶의 질 향상’, ‘아이 

낳기 좋은 사회 → 낳은 아이 잘 키워주는 사회’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하였고(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19),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개인의 삶

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위한 ’아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를 주요 핵심정책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실제 

0~5세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충돌 

없이 조화롭게 ‘시너지효과’를 내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영유아기본권의 보편

적 보장,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영유아중심 보육․교육 실현’, ‘영유아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유아 돌봄의 공공성 강화

- 공공성의 관점을 ‘기능’ 중심,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검토

정부는 ‘영유아 보육’의 국가책임 수행을 위해 2013년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

였고, ‘공보육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하여, 공보육 이용률

을 2022년 3월 40% 달성,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설치․운영 추이를 보면, 2013년 43,770개소(국공립 2,332개소 

5.3%)에서, 2021년 6월 33,624개소(국공립 5,197개소 15.5%)로 8년 동안 약 1만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영유아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이 일정부분 예견된 부분이긴 하나, 이러한 현상은 자칫 ① 지역 내 어린이집 이용

이 어려운 보육사각지대 발생, ② 정원충족율 하락에 따른 어린이집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 질 유지 한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

히, 저출산 현상으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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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상이 시작되었고,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46%(105개 시군구)에 이른다는 

예측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폐원이 

가속화되어 ‘지역 내 보육사각지대 발생’은 이미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어린이집 수요-공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육사각지대 발생

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지역범위를 선정, 기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지원의 기준이 되는 ‘공공성’

의 관점을 운영주체의 개념보다는 ‘기능’과 ‘서비스’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주체가 되는 ‘국공립 확

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5.5%, 이용아동

의 23%(21.6월 기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단계적으로 ‘공공성’의 정

책 초점을 ‘기능’과 ‘서비스’의 관점으로 점차 확대하여, 어린이집이 유형별 특성을 유지

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공유어린이집’, ‘다가치 어린이집’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능 중심’, ‘서비스 중심’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책임과 부모책임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다함께 보육문화정착

정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아이와 함께 하는 보호자의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2019년 10만5천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① 3+3육아휴직제1), ②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

상2), ③ 중소기업 지원 확대3), ④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4) 등을 약속했고, 2022년도 출생

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급(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이 이루어질 

1)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

임금 100%) 지원

2)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

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 → 15～30%)

4)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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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부모의 양육지원 선택 및 결정권, 부모의 양육지원 요구권(자녀의 발달

특성과 능력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을 요구할 권리) 등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낳은 아이 잘 키워주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보육 및 양육지원정책이 자칫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는 부

모의 양육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침범(?)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소홀하

게 하는 측면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현장에서는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 및 인식에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 ‘내가 보육교사인지, 보육도우미인지 되묻게 된

다’는 등 보육교사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다는 절망 섞인 한탄이 제기되기도 하고,

영유아에 대한 학대의심과 누명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폭언으로 힘겨워하는 교사

들이 늘어나고 있다5)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육의 국가책임 실현을 위해 ‘부모가 자신의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

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만큼, 이제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1차

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국가는 부모가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모책임과 국가책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다함께 보육 문화’가 조성되도록 기본원칙을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닥친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즉각적인 지원방안 시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은 지금 당장 닥친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영유아는 태어나고 있고, 또 태어난 영유아는 어린이집

을 이용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건강하게 발달단계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

공받아야 하니까요. 따라서 앞서 발제자들께서 제안해주신 현안과 과제에 대한 개선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직원이 전문인이자 직업인으로써 안정적으로 

우리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모두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

5) 2020년 10월 22일, 인재근 의원 ‘어린이집 교사의 폭언, 폭행 등 폭력피해 조사 결과’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3명, 학부모 폭력 경험했다고 응답(해럴드 경제,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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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고려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자존감을 지키면서,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여건 및 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부모-교사-원장,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 마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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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주제 토론

기획2주제 토론

주 은 정*1)

안녕하십니까? 충청상담교육연구소장 주은정입니다. 본 발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영

유아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함으로써 제

도적인 보장을 하고자 하는 문제의 제기로 이해됩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우리사회에서 심리적 갈등,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로 서로간의 믿음의 

부재, 사회적 소외, 대인관계 부적응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애착 문제 등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발달장애로 놀이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

다. 영유아기의 정서문제와 발달장애문제는 대인관계 및 사회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유아기에 형성된 정서는 청소년,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담이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조력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상담활동의 

공동주체로서 내담자의 자각 확장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발달과 성장을 이루고, 문제

해결을 달성함으로써 내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조력의 과정

입니다(노안영, 2005). 즉,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그 

사회의 상식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 내담자를 사회에 적응하도록 

* 충청상담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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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것입니다(박현경, 2003).

Perry, Banon & Ianni(1999)는 성격장애의 심리치료 효과 검증 결과, 심리치료를 받은 

성격장애 환자들은 대기상태의 환자들보다 자기보고와 타인보고 모두에서 긍정적인 치

료 효과를 나타냈고, 성격장애 환자의 52%는 평균 1.3년의 치료를 받은 후에 성격장애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는 성격장애의 자연

적인 호전에 비해 7배나 빠른 회복속도를 나타냈다고 하였습니다(권석만, 2015, 재인용).

Smith 등(1980)에 의하면 치료를 받은 내담자는 상담을 받지 않은 내담자에 비해 80%가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분석 연구 리뷰

를 한 결과, 다양한 문제와 질병, 우울이나 불안, 신체적 증상, 정신적 질병, 신경증, 많

은 다른 증상들에 공통적으로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내었습니다(Lambert & Bergin, 1994;

Lipsey & Wilson, 1993). 요약하면,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돕는데, 상담

자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알아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전문가들과 논의

를 거쳐, 어린이집 전문상담사 배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다음과 같은 방안 및 검토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첫째,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영유아의 정서 및 발달 장애에 대한 상태

를 선별할 수 있는 교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영유아는 유

아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많은 시간을 영유아와 함께 생

활하면서 민감하게 상호작용하는 교사가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함으로

써 초기 상담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영유아 발달에 관한 전

문적인 교육을 받고, 상담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검사 및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상담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의 일원으로 여러 교

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양육방법, 애착유형, 부모 자녀놀이치료를 교육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에게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

녀놀이치료를 함께 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연령별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놀아주어야 

할지에 대해 알고 실천함으로써 자녀와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

니다.

셋째, 상담사입니다. 상담사는 영유아발달상담사와 전문상담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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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담사는 모두 자기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 상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육을 

통해 상담의 이론이나 상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자기분석

을 받은 상담사는 이론이나 기술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깊은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

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나를 알아야, 상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이와 역전이를 알

아차리고, 내 문제를 내담자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가 분석을 받는 것

은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영유아발달상담사와 전문상담사는 부모자녀놀이치료에 대해 알고, 교육 및 안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영유아발달상

담사가 영유아와 상담을 하고, 부모 상담을 하면서 영유아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부모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 부모자녀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정서적 관계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는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

다. 부모의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애착유형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깊이와 방법

을 형성하고, 부모의 의사소통방법, 부모의 훈육방법, 부모의 정서가 영유아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3대의 가계도 분석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이 대물림되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자녀는 무비판적으로 부모의 모든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좋

은 부분은 대물림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모가 바뀌어야 대물림 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상담사가 부모를 상담하고, 한 

아이의 부모가 아닌, 개인적인 삶을 다시 재조명하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보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되어야 나의 오랜 습관, 즉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아

서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전문상담사 배치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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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주제 토론

기획2주제 토론

한 재 금*1)

‘어린이집 전문상담사 배치 제도적 보장’의 주제에서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영유아 정

신건강 실태와 보육현장에서의 영유아 발달 지원 및 상담지원에 따른 배치 안’을 중심으

로 토론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0년 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9.6% 감소하긴 하

였으나 '2020년 말 기준 1,244,396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 별 현황은 <표

1>과 같다('19년: 1,365,085명 → '20년: 1,244,396명).

<표 1> 연령 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단위: 명)

2020년

연령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이상
합계

116,468 263,128 321,294 214,853 174,394 149,201 5,058 1,244,396

*자료: 2020년 통계청

최근 5년 동안 아동․청소년1)의 정신진료 현황을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2016년도 7만 

* 한재어린이집 원장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이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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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명에서 2020년도 8만441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이다.

연령별 현황은 <표 2>와 같으며 0세~9세까지의 정신질환별 내용은 운동과다장애

(ADHD포함),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발달장애, 전반발달장애, 틱장애, 소아기 및 청소년기

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021. 4. 19 재구성).

<표 2>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세~9세

환자 수
73,823 74,557 74,495 81,542 80,441

*자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021. 4. 19 재구성

아동기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기인 0세 부터 유아기 6세까지의 발달 과정은 사

람이 살아가는 전 생애를 통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기본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정신장애는 무의식적 갈등에 의해서 유발

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제시 하였다.즉 인간의 마음은 성적인 본능적 충동으로 이루어

진 원초아(Id)와 본능적 충동과 환경적 요구를 중재하는 자아(Ego), 사회의 도덕적 가치

관을 반영하는 초자아(Superego)로 구성되어 있고,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며 구강

기(0~18개월), 항문기(18개월~2,3세), 남근기(2,3세~6세)를 거쳐 발달한다고 하였다. 에릭

슨은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사회적 발달단계가 형성된다고 하였고, 삐아제

는 인지발달 단계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아동기의 발달단계를 설명하였다. 세 학자의 이

론에 따른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이며,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상 “아동․청소년”은 각 19세 미만인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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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 학자의 이론에 따른 발달단계

발달단계 Piaget Freud Erikson

영아기 감각운동기
구강기

항문기

신뢰 대 불신

자율성 대 수치 및 의심

유아기 전 조작기 남근기 주도성 대 죄의식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 잠재기 근면성 대 열등감

청소년기 형식적 조작기 성기기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성인기
친밀감 대 고립

생산성 대 침체

노년기 통합성 대 절망

오늘날 한국사회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동에 대한 ‘돌봄’기능은 오히려 약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기능보다 보육현장에서 아동이 머

무르는 시간과 양육의 기능이 증가됨으로써(이상민, 2008)2). 보육교사가 아동의 문제를 

관찰하고 아동의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관찰자가 되었다

(문수경․박상희․이무영, 2007)3). 아울러 보육현장은 부모와 더불어 아동의 문제가 심각

하기 전에 문제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과 양상을 관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아동이 영유아기를 거쳐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

면 그때부터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We education project4)가 진행되는데, 학생

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위(Wee) 클래스, 교육 지원청에는 위

(Wee)센터, 교육청에는 위(Wee)스쿨, 가정형 위(Wee)센터, 병원형 위(Wee)센터, 학교폭

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기관, 117신고센터 등이 체

계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와는 대립되는 상황으로 전 생애를 통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인 토

대가 형성되는 어린이집 시스템에는 가정을 포함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서와 인지에 

2) 이상민. 2008.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성취동기와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문수경․박상회․이무영. 2007.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유아기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5(4): 181-196.

4) We(우리들)education(교육감성)project(프로젝트) -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주로 위기학생 위주의 상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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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받은 아이들의 치유를 위해 시행되는 시스템은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지윤과 안명희(2007)5)는 아동기의 문제는 아동자신에게 적응과 정신건강의 심각한 

요인이 되며, 타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상황은 청소년기를 걸쳐 성인기에 이르

기 까지 지속된다고 밝혔다. 또 2007년 발표된 Campbell6)의 연구를 재인용한 김경숙

(2008)7)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조기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영유아기의 문제행동들이 

전 생애의 발달과정 중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의 토대가 되기에 유아기에 빠르게 

개입할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감소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김선주(2014)8)의 연구에서도 

초기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방치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면 비정상적이 또

래 집단의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보육현장에서 아동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에 대한 빠른 판단과 상담 연계 필요성을 밝혔다.

평생을 살아가는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초석이 되는 영유아기의 내면에 누적된 상

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다음 단계의 발달과정으로 나아가는 상황은 모래 위에 집을 짓

는 사상누각과 같다. 비유하면 감기의 사전 예방이 폐렴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처럼, 보

육현장에서 상담교사 배치를 통한 상담시스템을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과 함께 진행하

여야만 건강한 영유아기를 토대로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기를 지나 건강한 성인으로 성

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장애보육교사 자격취득 과정과 같은 영유아 상담에 필요한 

과목 이수 및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교사 배치가 시급한 상황이며, 보육현장 상담교사로

서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으로는 발달심리, 아동심리치료, 상담과정 및 

기법, 가족상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정신병리학 등이 필요하며, 한국상담학회 및 한

국심리상담전문학회 등 민간사단법인 학회 등에서 발급받은 아동심리상담사 등, 영유아

의 발달 및 가정과 연계된 정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과목 이수 및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보완책이 조속히 강구되길 바란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5) 이지윤․안명희. 2007. 교사의 지도성향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교사와 문제아동의 지각을 중심

으로. 『생활과학연구』 12: 76-90.

6) Campbell & Susan, B. 2007. BehaviorProblems in PreschoolChildren: Clinicaland developmentalissues.

민성혜 (2008).유아 문제 행동. 서울: 시그마프레스.

7) 김경숙. 2008. 유아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대처전략.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김연주. 2014. 아동문제에 대한 유아교사의 대처방식과 상담태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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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지역사회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학의 역할과제에 대한 연구

- 지역사회 협의회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

조 혜 경*9)

연구목적:

대학평가에서 사회봉사영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대학의 지역사회봉사 활성화는 대

학운영에 관심 영역이 되었다. 본 대학이 속한 N구는 서울시에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인구 등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으로 빈부격차와 환경문제가 최상위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내 대학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가

지고 있다(KBU 대학혁신사업지원사업 성과포럼,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 현장의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대학의 

역할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N구 영유아보육 분야에서 관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담당하는 

N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인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어린이집의 대표적 유형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별로 원장 각 1인씩 총 4인이었다.

*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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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반구조적 질문지

본 대학의 지역사회임팩트연구소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 및 연계를 위

하여 사업의 주제와 범위를 정하여 전공별 지역사회 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핵심 역할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움 활동 참여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둘

째, 본 대학이 취역계층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동

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셋째, 영유아보육 관련한 지역 내 기관,

단체, 연구소 등과의 공동 연구와 개발 주제가 있다면? 넷째,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비교과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자료수집은 연구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핵심 역할과제” 질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받았다. ZOOM 회의를 통해 서면상의 의견에 대해 연구자는 

의견서 중에 이해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청하여 

분명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FGI는 2021년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4인과 함께 ZOOM 회의로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이 의견

서에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의견을 회의 중에 더 광범위하게 표현하였다. 자료분석은 지

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제에 대해 영유아보육분야의 전문가들이 작성하여 수집된 질

문지와 녹화된 ZOOM 회의내용을 분석하여 취약계층 관련한 우리대학의 핵심 역할과제 

4가지 질문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핵심 역할과제에 대한 영유아보육학과

의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유학생 통역지원 봉

사이다. 현재 본교 영유아보육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 베트남 유학생들을 가정의 긴급한 

상황이나 영유아자녀 교육을 위하여 동반하는 통역봉사로 다문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취약계층 영유아가족 맞춤별 부모교육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이다. 최

근 코로나 상황으로 가족 간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불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소

그룹 상담식 교육이나 사례중심적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또, 취

약계층 영유아가 배치된 어린이집에서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과의 상담이나 지도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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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실행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취약계층별 가정특징과 고민이나 어

려움 그리고 자녀양육시 당면하는 한계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전지식을 갖도록 

교육이 필요하였다. 셋째, 다문화, 북한이탈가정, 장애영유아가정 등 영유아 취약가정 유

형별 특징과 지원요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 보육 현장의 다양성 반영과 내실

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보육 지원이 요구되며(박은정, 2021), 영유

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여성 취업장애 요인 1순위가 ‘육아부담’이며, ‘육아’로 인해 퇴직

(이직)했다는 응답이 남성보다(5.5%) 여성(13.3%)이 2배인 점을 볼 때, 정책수요자의 다수

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가정(육아)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정착지원정책을 점검 및 개선

할 필요가 있다(이윤진, 2021). 이러한 영유아 취약가정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취약

가정을 유형별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

째, 영유아보육학과 학생을 위한 비교과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상담사례 관찰과 자원봉사 

지원하기가 요구되었다. 실제 자원봉사로 활동하며 구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취약가정과 위기가정의 다양성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결론:

지역사회의 영유아보육 관련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의회의 의

견은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필요를 해결하는 다문화가정의 유학생 통역과 자녀양육에 

대한 맞춤 부모교육 등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연구 그리고 학생들의 봉사활동이었다. 이

렇게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실천적 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Key Words: 대학, 지역사회, 영유아,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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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경상북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 연구*

김 수 연** ․ 서 혜 전***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안전관리의 개념,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따른 안전, 어린이집 안전 관련 제

도와 정책, 어린이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현황 등을 검토하고, 경상북도 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어린이집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 소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각각 146명으로 총 292명이며,

선행자료 토대로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 관련 구조화된 설문지(전반적인 안전관리, 실

내환경 관리, 실외환경 관리, 통학차량과 등․하원, 교통안전, 안전교육, 안전 관련 정책

지원으로 총 42문항)를 제작, 조사기관의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기관방문 및 정보통신 조

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의 대상은 보육교직원 총 22명이었다. 어린이집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 본 내용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강화 방안 연구」(2020, 김

수연) 일부를 발췌․정리하였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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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몇 가지 중요한 연구결과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위

해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40.2%), 안전환경 구비(25.4%),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자세(23.7%)

등이 중요하다. 둘째, 실내환경의 안전상태(5점 Likert척도 평균값)는 4.36점 실외환경 안

전상태는 4.11점으로 나타났으며, 애로사항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감독(52.1%),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수(23.1%), 전담 인력의 부재(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안전사고 유형(종합점수)으로는 넘어짐(53.8%), 물체에 부딪힘(19.7%), 물림(벌레 등)(8.3%)

등의 순이며,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24.0%만 지정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어린이집 정원 100인 미만)(79.3%)가 가

장 많았다. 넷째, 영유아 안전교육은 교사(46.6%)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가

장 많이 꼽았으며, 안전교육전문가(28.4%), 부모(24.3%) 등이 뒤를 이었다. 다섯째, 어린

이집 안전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39.7%), 다음

으로 체험 및 사례 중심의 교육 제공(21.9%), 안전 관련 체험시설 및 교육시설(안전체험

관 등) 확충(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

한 지원(종합점수)은 시설 기능 보강비 지원(42.8%), 영유아 안전교육의 가정연계 지원

(13.5%), 차량탑승 도우미 지원(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 안전교육 강화(28.8%), 시설, 설비의 보수 및 철거(20.2%), 교사의 안전교육

(15.4%)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와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서면자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경상북

도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영유아 생활공간 환경개선, 어린이집 등하원 안전환경 조

성, 안전관리감독 기능 강화, 어린이집 안전교육 활성화, 안전사고 예방기반 구축이라는 

5개 추진과제와 하위 14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Key Words: Safety, Child Care,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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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어머니의 양육참여 및 상호작용이 유아들의 인지능력 및

사회성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 숙 이*1)

연구목적: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아존중감 형성, 사회정서 발

달, 애착발달 등 중요한 요소를 충분히 제공하여 유아가 부정적인 견해 및 불안감이 뒤

따르지 않도록 적절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가 절실하다고 여겨지며 이에 연

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된다. 아울러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

태도는 유아의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인 성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인지적 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유아와 

어머니간의 적절한 양육행동 및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으며, 특히 어머

니의 역할과 양육 빈도는 유아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작용되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

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게 되었다.

1. 어머니의 양육참여 및 상호작용이 유아들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양육참여 및 상호작용이 유아들의 사회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서울소재 S대학 부속유치원을 통하여 참가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은 유

* 서울현대테크널러지컬 컬리지 유아교육융합학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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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육기관에 가정통신문을 전송하여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자를 받았는데 최종 신

청자는 유아 40명과 유아의 어머니 80명이 연구에 동의를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측정도

구는 Mcbride와 Mills(1993)에 의해 개발된 PRS(Parental Responsibility Scale), 즉 자녀 

양육행동을 할 때 어머니의 양육 빈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하였다. 또한 PRS(부모의 

양육행동)의 기존 질문지를 사용했으며 분석방법은 SPSS 21.0 프로그램으로 t-검증 및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양육참여 및 상호작용이 유아들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서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이 많이 작용될수록 

유아들의 인지적인 활동이 높게 작용되며 책이나 가작화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참여 및 상호작용이 유아들의 사회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보면 어머니의 전체적인 양육행동으로 상호작용과 돌봐주기에서 모

두 어머니의 역할과 양육행동에는 유의미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참여로 인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많이 형성되고 유아의 친사회적인 

성향이 함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애착형성 및 

긍정적인 사회화가 많이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 어머니의 양육참여 및 상호작용은 유아와 어머니 간의 대화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

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의 애착,

양육방식, 친밀도 등은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애착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구실로 작용

되었다고 엿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양육참여 및 상호작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 즉 주중과 주말에 시간을 공유하여 돌봐주기, 여가활동, 생활지도,

학습지도, 함께 놀아주기, 매일 매일의 상호작용 등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적재적소에 알

맞게 유아를 위하여 최대한 제공해 나간다면 유아들의 인지 및 사회적인 발달특성이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유아의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실마

리로 작용될 수 있음이 시사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Key Words: 어머니의 양육참여, 상호작용, 인지능력, 사회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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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참여존중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지 연* ․ 김 정 화**1)

연구목적:

최근 부모는 정보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다양한 양육지식을 취득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모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어린 유아라 할

지라도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는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아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참여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유아기 자녀 

권리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참여존중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연구가 요구된

다. 이 연구를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참

여존중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가정 내 자녀의 권리인 참여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모교육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M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3세~만 5세 

유아부모를 대상으로 33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로 부모의 양육효능감

* 국립목포대학교 가정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 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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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박현희(2020)가 개발한 유아 부모효능감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고, 참여존중양육행동은 

김희숙(2018)이 개발한 부모 자가 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분

석은 SPSS 26.0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기술통

계를 이용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출하였고, t-test와 One-way ANOVA,

Duncan 사후분석, 피어슨 상관분석, 그리고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연령에 따른 양육효능감, 참여존중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양육효능감

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5세 미만이 

35세 이상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참여존중양육

행동의 차이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학교 졸

업 이상이 전문대 졸업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양육효능감

과 참여존중양육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효능감은 참여존중양육행동과 유의

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더 젊은 부모의 효능감이 더 높았다.

참여존중양육행동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대학교 졸업 이상의 부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참여존중양육행동은 연구 결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참여존중양육행동도 높았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참여존중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참여권을 보

장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Key Words: 부모, 양육효능감, 참여존중양육행동, 아동권리,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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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긍정훈육 독서활동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 인식에 미치는 효과

백 승 미* ․ 박 미 향** ․ 장 두 옥***1)

연구목적: 최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

대에 대한 인식이나 발생원인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에 관한 대책

이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

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대상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보

육교사를 대상으로 긍정훈육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예

방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 참여 대상자는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공공형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로 33명이다. 본 연구의 진행은 현장 전문

가 양성과정 1기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현장 전문가 양성과정 1기는 총 6회기로 구성되

었으며, 1회기부터 6회기 전부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연구 일정은 4월 마

지막 주부터 6월 3주까지 6회기를 실시하였고, 회기 시마다 2시간(오후 4시~오후 6시)동

안 워크샵으로 진행되었다.

*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 원장

**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TF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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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목적으로 한 보육교사를 위한 긍정 훈육(positive

discipline)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긍정훈육 협회(Positive

Discipline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워크샵 중에서 유아 교사를 위한 긍정 훈육법

(Positive Discipline for Early Childhood Educators), 부모 교육자를 위한 긍정 훈육법

(Teaching Parenting the Positive Discipline)을 토대로 하였다. 긍정훈육 독서활동 프로

그램은 1회기 오리엔테이션, 2회기 교사사명 찾기, 3회기 독서 보고서 발표 및 적용, 4회

기 긍정훈육 워크삽, 5회기 중재사례 발표 1, 6회기 중재사례 발표 2 순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긍정훈육프로그램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예방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한 결과, ‘아동에게 긍정의 말과 태도로 상호작용 함’, ‘교사(자신)의 감정조절 능력 향상

됨’, ‘긍정훈육의 지도 방법 적용함’ 등으로 교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함을 느끼는 동시에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다. 아동학대를 위한 예방법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처우개선 등 교사

에 대한 복지 향상’, ‘아동의 지도 능력 및 사명감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지원’, ‘업무 스

트레스 및 감정조절을 위한 자기관리’, ‘부모교육 및 부모의 교육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넘을 수가 없다고 한다. 현장 전문가 1기 양성과정

을 통한 긍정훈육프로그램은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높여 주었고, 현장에서 

아동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보육교사들의 태도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과 교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사지원

이 확대되기 바라며, 본 연구의 긍정훈육 프로그램이 보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유용

하고 든든한 지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Key Words: 긍정훈육, 아동학대, 독서활동,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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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보육교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한 ‘돌봄’의 의미 범주화

최 지 수* ․ 최 나 야**1)

연구목적: 보육교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돌봄’의 의미를 형성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보육교사의 돌봄’이 우리 사회에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촉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가 사회적 관계(영유아, 동료교사,

학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 속에서 구성하는 ‘돌봄’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 초임교사에서 벗어난 보육경력이 2년 이상이며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7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현장관찰, 현지문헌 조사, 심층 면담, 포토보이스

(photovoice)에 기반한 심층면담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말을 

최대한 살린 에믹 코딩(emic coding), 연구자의 목적과 관심을 토대로 한 에틱 코딩(etic

coding)을 교차하면서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존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선생님이라는 

권위와는 거리를 두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돌봄이란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욕심을 내려놓고 충분히 괜찮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가족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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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일환으로 가끔씩 충전을 하며 자신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나타났

다. 이러한 돌봄은 일차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만, 자신의 성장 또한 이끈다.

돌봄에 있어 아이들, 동료교사, 학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작

용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보육교사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 자체로 큰 조력자이다. 보육교

사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존중함으로써 표현하고 있었다. 동료교사는 돌

봄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이므로 보육교사에게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로 여겨

지기도 한다. 한편 동료교사가 제대로 협력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가장 힘들게 하는 존

재가 될 수 있었다. 학부모의 경우 보육교사를 ‘신뢰’하고 함께 돌볼 때 원동력이 되지

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거나 부모의 바람대로만 돌볼 것을 강요할 때 직업에 대한 회

의감을 느끼게 한다.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어린이집’은 물적, 공간적, 인적 지원을 해주

며, 아이들을 돌볼 때 보육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역사회’는 아이들이 타인과 교류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각자가 맡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줄 때 

보육교사의 돌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보육교사의 돌봄은 지극히 관계적인 

돌봄인 것이다.

보육교사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돌봄에 대해 끝없이 되돌아보며 성

찰하는 과정을 통해 ‘돌봄’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였다. 보육교사의 돌봄에는 끝이 정해져 

있기에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헤어지는’, 그리고 매일 성장하는 아이들과 ‘같이’ 조금씩 

자라나는 돌봄이다.

결론: 이 연구는 보육교사의 돌봄을 살펴볼 때 교사 개인을 둘러싼 체계에 대한 입체적

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보육교사의 돌봄이 갖는 의미를 범주화함으로써 

돌봄이란 온 사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 어린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일이라는 것과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 Words: 보육교사, 돌봄, 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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