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본 연구는 지역별 인구변화 및 이동에 따른 보
육이 필요한 수요자를 확인하고,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충원률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유형별 보육
시설의 선호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Ⅱ. 분석 절차

본 연구는 공공 Data를 활용한 보육 수요 분석
을 위한 연구로, 관련 요인들 간의 연관규칙을 찾
아내는 연관성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R 프로
그래밍 언어 및 RSudio 툴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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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 분석 흐름도

Ⅲ.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Open API 및 웹크롤링 기술을 적
용하여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어린이집정보
공개포털의 공공데이터를 추출 및 정제하여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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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역별 인구변화 및 이동에 따른 보육이 필요한 수요자를 확인하고, 어린이집 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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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needs for child care according to population change and movement by region, and analyzes 
the association with the recruitment rate by type of daycare center to find out the preference of child care facilities b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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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할 원천 데이터 항목은 표1

과 같다.

표 1. 데이터 수집 항목

구분 수집대상 수집방법
어린이집정보

공개포털 어린이집 상세 현황 Web
Crawling

국가통계포털 연령(각세대별)이동자
수

Web
Crawling

어린이집 원천데이터 수집은 Java 웹크롤링 데이
터 수집 방식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하여, Kafka 
및 Flume 기술을 이용하여 Kafka Topic의 메시지
를 HDFS()에 저장하였다. 그림2-1은 Java 웹크롤링 
수집을 위한 프로그램 코드 샘플이며, 그림2-2 및 
그림2-3은 Kafka 및 Flume 데이터 저장 코드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2-1. Java 웹크롤링 데이터 수집

그림 2-2. Kafka 수집데이터 분산처리

그림 2-3. Flume 데이터 저장

연령별 이동지수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인구이

동 통계 공공데이터 수집을 통한 HDFS Upload를 
통하여 파일 데이터 생성 및 연관성분석(FPGrowth)
을 수행하였다.  그림3-1은 Spark SQL 기술을 활
용하여 파일 데이터 생성 및 Summary를 수행한 
코드이며, 그림3-2는 Spark ML 기술을 이용한 연
관성 분석(FPGrowth) 코드이다.

그림 3-1. Spark SQL 파일데이터생성

그림 3-2. Spark ML 연관성분석

연관성 분석을 위하여 충원율 90% 이상 데이터를 
종속변수(crperson_rate_get_90_yn)로, 지역명, 이린이
집유형, 24시간 보육서비스 여부, 방과후 전담 여부, 
방과후 통합 여부, 시간연장형 여부, 영어잔담 여부, 
일시보육 여부, 장애아전문 여부, 휴일보율 여부 등
에 관한 데이터들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연관성 분
석을 수행 하였다. 다음 그림은 전국 어린이집을 기
준으로한 연관성분석한 결과를 제플린(Zeppelin) 시
각화 플랫폼을 이용하여 출력한 결과이다.

그림 4. 전국 어린이집 연관성분석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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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전국 일자별 어린이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린
이집 수 및 정원 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집 현원은 소폭 증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전국 일자별 어린이집 현황(2016년기준)

2015년도 시도별 0~5세 영유아 인구이동 분석
결과 서울시 영유아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
으며, 경기도 영유아의 경우 인구는 증가하고 있
다. 서울시 영유아의 경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 전국 어린이집 0~5세 인구이동 현황

그림 7. 서울시 영유아 인구감소 현황

전국 시도별 어린이집 충원률은 서울8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은 68.69%로 가장 낮은 
충원률을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집 충원률 90%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분
석한 결과 서울 50.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은 23.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8. 전국 시도별 어린이집 충원률

Ⅴ. 결  론

지역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지역별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지역 인
구 및 환경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전국 기준 정원비율이 민간형 52.50%, 가정형  
21.66%, 국롱립현 10.89%, 사회복지법인 7.6% 순
으로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공급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에 따른 공급의 차이로는 전국 
기준 정원비율이 일반 73.11%, 시간연장형 23.44%, 
장애아통합 4.75%(장애아 통합내의 국공립 비율 
72.01%로 보육서비스별로 공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충원률의 차이로는 충원률 90%이상 비
율 기준으로 서울시가 50.33%로 충원률이 가장 높
게 분석되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64.88%
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부모협동 44.16% 순으
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 집으로 보여진다.

보육서비스에 따른 충원률로는 장애아통합 
87.77%로가장 높으며, 장애아 전문 81.99%, 휴일보
육 81.09%, 방과후전담 81.05%, 영아전담 80.21% 
순으로 충원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충원률이 가장 
높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
린이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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