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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공교육의 활성화에 하여 재조명하려 하며, 이를 하

여 교사와 학부모를 상으로 공교육화에 한 인식과 공교육화 방향에 한 황

을 조사․분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립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그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공교육에 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은 서로 많은 차이를 보 다. 유아교육 공교육의 필요성에 하여 부모

들은 교육기회의 균등화 등을 이유로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사들은 

사립 유아교육기 들의 운 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 등의 이유로 유아교육 공교

육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유치원 교육환경에 해

서 살펴본 결과, 교사와 부모들은 우리나라 유아들의 유치원 취학 기회에 하여 

불공정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추진될 때의 교육비 재정부담에 해 국고지

원으로 무상화 되어야 한다고 하 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서 추진해야 하는 교

육 내용의 방식에 해서는 지역 심으로 로그램의 개발 실시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화가 추진된다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

에 해 부모들은 만 5세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4세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반면 교사들은 만 4세가 가장 많았으며, 만 3세 라는 의견으로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육여건과 련하여 공교육화 추진 시 당한 유치원 규모에 

해 부모들은 3-4학 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4-5학 이라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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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즉, 부모들이 교사들보다 공교육화 추진 시 당한 유치원의 학  수에 

해 더 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육여건과 련하여 교사 1인

당 당한 원아 수에 하여 부모들은 11-15명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16-20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셋째, 유아교육 공교육의 추진방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앞으로의 공립 유치원의 설립형태에 

한 생각에 해 부모들은 국가의 재정  지원과 리 감독이라는 의견이 많았으

며, 교사들은 교원인건비  운 비 보조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  

     주제어 : 공교육,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 지식사회로 변화하는  세계  흐름에 응하고, 세계화 시 에 주도  

역할을 하기 해 우리나라는 교육개 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의 교육제도로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효과 으로 경

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개 을 통해 신교육 체제를 확립하여 열린교육사회, 평

생학습사회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에서도 교육개  발  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교육 개선 안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안이 구체

으로 논의되면서 유아교육진흥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며, 유치원 교육

의 공교육화는 인간 발달의 토 가 형성되는 가장 요한 시기의 교육기 인 유치

원의 교육기회 확   균등을 통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이상인 평등성을 추구하는

데 그 일차 인 필요성이 있다(교육부, 1996). 

1999년 교육부에서 마련한 교육발  5개년 안은 유아교육 기회 확   질  제

로를 해 만 5세아 무상 교육, 소득층 원아교육비 보조, 유치원 종일반 운  확

 실시 등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제로 볼 수 있다. 학부모의 사 교육비 부담

이 크고 아직까지 만 5세아  30%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가장 큰 과제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 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목할 

만한 발 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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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다른 어떤 교육 역보다도 만 3～6세 유아를 상으로 하는 유아

교육 역은 발  속도나 내용 면에서 지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 ․고등학

교․ 학 등의 정규학교 교육 역에서는 물론이고 성인교육 역에서조차도 교육의 

기회 확 나 질서 수  향상을 한 노력이 하나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비해 유

아교육은 공공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 틈새에서 

조기교육의 틈을 타고 거 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2000년 조사 자료에 따

르면 부모들은 부모들 로 교육비로 유아 1인당 월 20만 원 정도 지출하는 등 사교

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양옥승, 2002). 이제 유아교육은 국제 경쟁력에서 뿐 아

니라 국내 으로도 계층간, 시․군․구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이 가장 심화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기의 유아교육은 조기 교육이나 탁아에 목 이 있었기 때문에 방 인 조치로

서 혹은 보상교육의 차원에서 주로 소득층의 만 3～6세 자녀를 상으로 한 선별

주의 이념에 기 하여 제공되었다. 그리하여 가정 이외의 탁아(보육)를 필요로 하는 

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가계에서 고비용 지출의 부

담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  능력과 소양이 부족한 교사에 의

해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교육의 질  수 도 매우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오

늘까지도 지속되어 유아교육의 기회 불균등과 질  수  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교육 선진국의 최근 변화인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통해 해결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세계 각 국의 유아교육은 20세기 후반 이후 보편화 추세에 있으며, 선진국

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계 속에 포함시키면서 그 상도 

진 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랑스 등 교육 선진국에서는 3세부터 체계 인 유아교육을 실시해오

고 있어 취원률도 높은 실정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유치원이 유아들에게 보편 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 인 공교육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는 유아들

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해서 행정 ․ 재정 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

다. 만 5세아의 거의 부분이 정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아동들에 

해서도 국가의 재정  지원이 보장되어 완  무상에 가까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1996).

이러한 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달성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유아교육을 한 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우리나

라의 경제  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질 높은 교육에 한 요구가 함께 높아

진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체 교육 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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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아교육 산수 으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질 높은 교육을 모든 유아들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먼  교육을 한 재정을 확보하기 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나정, 장 숙, 2002).

공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교육이어야 하

며, 보편 이고 립 인 교육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교

육의 공교육화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갖추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공교육의 활성화에 하여 재조명하려 하며, 이를 

하여 교사와 학부모를 상으로 공교육화에 한 인식과 공교육화 방향에 한 

황을 조사․분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립을 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아교육 공교육의 활성화방안 제시를 해 교사와 학부모의 공교육화

에 한 인식과 환경, 추진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 을 달

성하기 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 공교육에 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치원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교육 공교육의 추진방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교육 공교육의 활성화에 한 인식과 황, 추진방향을 분석하기 

하여 본 연구의 조사 상으로는 경상도 지역에 근무하는 직 유아교육기  교사 

194명과 원아생 부모 268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 교사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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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사의 일반  특성 (N = 194)

변  인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2

192

1.0

99.0

연령

20

30

40

137

32

25

70.6

16.5

12.9

학력

문 졸 이하

졸

학원졸 이상

106

83

5

54.6

42.8

2.6

유아교육기  근무년수

1년 이하

1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5년 이상

무응답

39

90

26

12

23

4

20.1

46.4

13.4

6.2

11.9

2.1

소지 자격

유치원교사 1

유치원교사 2

보육교사 1

보육교사 2

유치원 원장, 감

8

63

88

23

12

4.1

32.5

45.4

11.9

6.2

합계 194 10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일반  사항에 해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

는, 여자가 99.0%로 여자가 부분이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20 가 70.6%, 30

가 16.5%, 40 가 12.9%로 나타나 20 가 가장 많이 응답하 음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문 졸 이하가 54.6%, 졸이 42.8%로 나타나 문 졸 이하

가 가장 많았으며, 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  근무 년 수에 따라

서는, 1년-5년이 46.4%, 1년 이하가 20.1%, 6년-10년이 13.4%로 나타나 근무 년 수

는 1년-5년이 가장 많았다. 소지 자격에 따라서는, 보육교사 1 이 45.4%, 유치원

교사 2 이 32.5%, 보육교사 2 이 11.9%로 나타나 보육교사 1 이 가장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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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표 2

학부모의 일반  특성 (N = 268)  

변 인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51

217

19.0

81.0

연령

20

30

40

7

224

37

2.6

83.6

13.8

학력

고졸 이하

문 졸

졸

학원졸 이상

무응답

84

86

87

7

4

31.3

32.1

32.5

2.6

1.5

직업

자 업

문직

공무원

회사원

학생

주부

기타

무응답

34

17

21

47

1

136

11

1

12.7

6.3

7.8

17.5

.4

50.7

4.1

.4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무응답

17

87

90

49

13

8

4

6.3

32.5

33.6

18.3

4.9

3.0

1.5

합계 26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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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사항에 해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81.0%, 남자가 19.0%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30 가 

83.6%, 40 가 13.8%로 나타나 30 가 많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졸이 32.5%, 

문 졸이 32.1%, 고졸 이하가 31.3%로 나타났으며, 학력분포가 고른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라서는, 주부가 50.7%, 회사원이 17.5%, 자 업이 12.7%로 나

타났으며, 주부가 많았다.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200-300만원 미만이 33.6%, 

100-200만원 미만이 32.5%, 300-400만원 미만이 18.3%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은 300

만 원 이하가 많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교사용과 학부모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

사용은 성별, 연령, 학력, 유아교육기  근무 년 수, 소지자격, 재직기  등 교사의 

개인  특성을 설정하여 조사하 으며, 학부모용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등 학부모의 개인  특성을 설정하여 조사하 다.

1) 교사용 설문지

표 3

교사용 설문지 구성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Ⅰ.인구통계학  변인
성별, 연령, 학력, 유아교육기  근무년수, 

소지자격, 재직기
6

Ⅱ. 유아교육 공교육에 

한 인식
유아교육 정의(1),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7) 8

Ⅲ. 유아교육 공교육의 

환경

유치원 취학기회(1), 교육여건(5), 교육비 재정부담(1), 

유치원 취학 연령(1), 유치원 규모(1), 원아수(1), 

교육내용(1)

11

Ⅴ. 유아교육 공교육의 

추진방향
설립형태(1), 행정  주체(1), 추진과정(2) 4

체 문항 29

교사용 설문지 문항은 련문헌(강문희, 2002; 고정곤, 2002; 김춘순, 1993; 김호인, 

1997; 서병만, 1995; 유송희, 2001; 이희숙, 1997)을 참고로 본 연구자가 연구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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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개발하 으며, 설문지의 설문항목은 인구통계학  변인 6문항, 유아교육 공교

육에 한 인식 8문항, 유아교육 공교육의 환경 11문항, 유아교육 공교육의 추진방

향 4문항 등의 총 29문항이며, 리커트 척도  명목척도의 응답형태로 측정하 다.

2) 학부모용 설문지

학부모용 설문지 문항은 련문헌(강문희, 2002; 김춘순, 1993; 김호인, 1997; 고정

곤, 2002; 서병만, 1995; 유소희, 2001; 이희숙, 1997)을 참고로 본 연구자가 연구목

에 맞게 개발하 으며, 설문지의 설문항목은 인구통계학  변인 5문항, 유아교육 공

교육에 한 인식 8문항, 유아교육 공교육의 환경 11문항, 유아교육 공교육의 추진

방향 4문항 등의 총 28문항이며, 명목척도의 응답형태로 측정하 다.

표 4

학부모용 설문지 구성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Ⅰ.인구통계학  변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5

Ⅱ. 유아교육 공교육에 

한 인식
유아교육 정의(1),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7) 8

Ⅲ. 유아교육 공교육의 

환경

유치원 취학기회(1),  교육여건(5), 교육비 재정부담(1), 

유치원 취학 연령(1), 유치원 규모(1), 원아수(1), 

교육내용(1)

11

Ⅴ. 유아교육 공교육의 

추진방향
설립형태(1), 행정  주체(1), 추진과정(2) 4

체 문항 28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 조사는 2003년 8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8주에 걸쳐 실시

하 다.

교사용 설문지는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설문지에 해 교육을 받은 유아교육박사

과정의 보조 연구자의 도움으로 본 연구의 개요를 설명한 후 교사에게 설문지를 배

부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도록 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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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완성된 설문지를 즉시 회수토록 하 다. 한 학부모용 설문지는 원아들 편에 

보내 다음날 가지고 오도록 하도록 하 다.  

4. 자료분석

앞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서 수집된 자료를 SPSS-WINDOWS 1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의 일반  배경을 악하기 하여 빈

도를 산출하 다. 빈도분석란 변수값들이 이루는 분포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이용된

다. 

연구문제의 검정을 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공교육의 활성화방안 제시를 해 공교육화에 한 인식

에 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에 주목하고 이를 비교․분석하기 하여 χ2
검증

(Chi-square)과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으며, 유치원 교육

환경에 해서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한 유아교육 공교육의 

추진방향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교육 공교육에 대한 인식

표 5

유아교사에 한 사회  인식의 향상을 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필요하다

구분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부모 268 4.00 .71
20.795*** .000

교사 190 2.75 .50

***p < .0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사에 한 사회  인식의 향상을 하여 유아교

육의 공교육화가 필요하다에 해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에 따라 살펴보면,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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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교사가 2.75 으로 교사보다 부모가 더 정 으로 반응하 으며, 이는 통

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 < .001) 

즉, 부모가 교사보다 유아교사에 한 사회  인식의 향상을 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유아교육기 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필요
하지 않다

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부모 268 1.84 .74
-40.126*** .000

교사 193 4.53 .67

***p < .0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기 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

문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필요하지 않다에 해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에 따라 

살펴보면, 부모가 1.84 , 교사가 4.53 으로 부모보다 교사가 더 정 으로 반응

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 < .001)

즉, 교사는 유아교육기 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아교육

의 공교육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부모는 유아교육의 공교

육화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교육기회의 균등화 차원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필요하다

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부모 263 4.09 .70
42.010*** .000

교사 191 1.40 .64

***p < .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기회의 균등화 차원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필

요하다에 해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에 따라 살펴보면, 부모가 4.09 , 교사가 1.40

으로 교사보다 부모가 더 정 으로 반응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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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는 교육기회의 균등화 차원을 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는 그에 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8

교육비 재정부담 때문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아직은 이르다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부모 265 2.28 .87
-28.363*** .000

교사 193 4.40 .66

***p < .00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비 재정부담 때문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아직은 

이르다에 해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에 따라 살펴보면, 부모가 2.28 , 교사가 4.40

으로 부모보다 교사가 더 정 으로 반응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 < .001)

즉, 교육비 재정부담 때문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이르다고 교사는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는 그 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유아기가 발달 으로 요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필요하다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부모 267 4.20 .69
29.476*** .000

교사 191 2.04 .88

***p < .00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기가 발달 으로 요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공교

육화가 필요하다에 해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에 따라 살펴보면, 부모가 4.20 , 교

사가 2.04 으로 교사보다 부모가 더 정 으로 반응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 < .001).

즉, 부모는 유아기가 발달 으로 요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필요하

다고 보고 있었으며, 교사는 그에 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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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립 유아교육기 들의 운 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필요하
지 않다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부모 264 1.99 .69
-40.787*** .000

교사 190 4.54 .60

***p < .00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립 유아교육기 들의 운 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

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필요하지 않다에 해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에 따라 살

펴보면, 부모가 1.99 , 교사가 4.54 으로 부모보다 교사가 더 정 으로 반응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 < .001).

즉, 교사는 사립 유아교육기 들의 운 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필요하지 않고 보고 있었으며, 부모는 그 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1

기 교육의 연령 하향화를 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필요하다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부모 265 3.72 .88
25.075*** .000

교사 190 1.81 .68

***p < .001.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교육의 연령 하향화를 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

화가 필요하다에 해 살펴보면, 구분에 따라서는, 부모가 3.72 , 교사가 1.81 으

로 교사보다 부모가 더 정 으로 반응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

이를 보 다(p < .001).

즉, 부모는 기 교육의 연령 하향화를 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는 그 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유아교육 공교육에 대한 환경

표 12

우리나라 유아들의 유치원 취학 기회에 한 생각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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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공정하다 42 21.6 68 25.4

불공정하다 109 56.2 129 48.1

잘 모르겠다 42 21.6 69 25.7

무응답 1 .5 2 .7

합계 194 100.0 268 100.0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아들의 유치원 취학 기회에 한 생각에 

해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불공정하다가 56.2%, 공정하다와 잘 모르겠다가 각각 

21.6%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 불공정하다가 48.1%, 잘 모르겠다가 25.7%, 공정

하다가 25.4%로 나타났다.

즉, 교사와 부모들은 우리나라 유아들의 유치원 취학 기회에 한 생각에 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추진될 때의 교육비 재정부담

교사 부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학부모가 부담 1 .5 1 .4

학부모의 일부 부담과 국고지원 85 43.8 117 43.7

국고지원으로 무상화 93 47.9 136 50.7

만 5세아만 무상화 14 7.2 13 4.9

무응답 1 .5 1 .4

합계 194 100.0 268 100.0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추진될 때의 교육비 재정부담

에 해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국고지원으로 무상화가 47.9%, 학부모의 일부 부담

과 국고지원이 43.8%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 국고지원으로 무상화가 50.7%, 학

부모의 일부 부담과 국고지원이 43.7%로 나타났다.

즉, 교사와 부모들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추진될 때의 교육비 재정부담에 

해 국고지원으로 무상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의 일부 부담

과 국고지원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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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공교육화가 추진된다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

교사 부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만 2세 4 2.1 1 .4

만 3세 70 36.1 26 9.7

만 4세 78 40.2 103 38.4

만 5세 42 21.6 137 51.1

무응답 - - 1 .4

합계 194 100.0 268 100.0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교육화가 추진된다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

하는 나이에 해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만 4세가 40.2%, 만 3세가 36.1%, 만 5세

가 21.6%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 만 5세가 51.1%, 만 4세가 38.4%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공교육화가 추진된다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해 만 4세가 가장 많았으며, 만 3세 라는 의견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들은 만 5세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4세라는 의견이 많았다.

표 15

유치원 교육여건과 련하여 공교육화 추진 시 당한 유치원 규모

교사 부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1-2학 4 2.1 25 9.3

3-4학 65 33.5 139 51.9

4-5학 95 49.0 85 31.7

5학  이상 29 14.9 18 6.7

무응답 1 .5 1 .4

합계 194 100.0 268 100.0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 교육여건과 련하여 공교육화 추진 시 당한 

유치원 규모에 해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4-5학 이 49.0%, 3-4학 이 33.5%, 5학

 이상이 14.9%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 3-4학 이 51.9%, 4-5학 이 31.7%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유치원 교육여건과 련하여 공교육화 추진 시 당한 유치원 규모

에 해 체로 4-5학 이라고 인식하 으며, 부모들은 체로 3-4학 이라고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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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유치원 교육여건과 련하여 교사 1인당 당한 원아 수

교사 부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5명 이하 2 1.0 15 5.6

6-10명 24 12.4 92 34.3

11-15명 55 28.4 105 39.2

16-20명 84 43.3 50 18.7

21-25명 27 13.9 6 2.2

26-30명 1 .5 - -

무응답 1 .5 - -

합계 194 100.0 268 100.0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 교육여건과 련하여 교사 1인당 당한 원아 

수에 해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16-20명이 43.3%, 11-15명이 28.4%, 21-25명이 

13.9%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 11-15명이 39.2%, 6-10명이 34.3%, 16-20명이 

18.7%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유치원 교육여건과 련하여 교사 1인당 당한 원아 수에 해 

체로 16-20명이라고 인식하 으며, 부모들은 체로 11-15명이 가장 많았으며, 6-10

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서 추진해야할 교육 내용의 방식

교사 부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재의 교육내용을 그 로 유지 19 9.8 23 8.6

지역 심으로 로그램의 개발 실시 123 63.4 111 41.4

지역  불평등해소의 차원에서 동일화 36 18.6 101 37.7

유치원의 독자 인 운 15 7.7 29 10.8

무응답 1 .5 4 1.5

합계 194 100.0 268 100.0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서 추진해야할 교육 내용의 방

식에 해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지역 심으로 로그램의 개발 실시가 63.4%, 지

역  불평등해소의 차원에서 동일화가 18.6%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 지역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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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로그램의 개발 실시가 41.4%, 지역  불평등해소의 차원에서 동일화가 

37.7%, 유치원의 독자 인 운 이 10.8%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서 추진해야할 교육 내용의 방식에 해 

체로 지역 심으로 로그램의 개발 실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 심으로 

로그램의 개발 실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  불평등해소의 차원에서 동

일화라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교육 공교육의 추진방향

표 18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앞으로의 공립 유치원의 설립형태에 한 생각

교사 부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지 의 형태가 합 7 3.6 3 1.1

교원인건비  운 비 보조  리 86 44.3 82 30.6

법인체 형태로 법제화하여 리 감독 18 9.3 29 10.8

국가의 재정  지원과 리 감독 77 39.7 154 57.5

무응답 6 3.1 - -

합계 194 100.0 268 100.0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앞으로의 

공립 유치원의 설립형태에 한 생각에 해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교원인건비  

운 비 보조  리가 44.3%, 국가의 재정  지원과 리 감독이 39.7%로 나타났

으며, 부모의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과 리 감독이 57.5%, 교원인건비  운

비 보조  리가 30.6%, 법인체 형태로 법제화하여 리 감독이 10.8%로 나타났

다.

즉, 교사들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앞으로의 공립 유치원의 

설립형태에 한 생각에 해 체로 교원인건비  운 비 보조  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들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의 유치원의 설립 형태에 해 체로 국가의 재정  지원과 리 감독이라고 인

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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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행정  주체

교사 부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국가 37 19.1 19 7.1

지방자치단체 6 3.1 7 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68 35.1 69 25.7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 7 3.6 13 4.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 71 36.6 160 59.7

무응답 5 2.6 - -

합계 194 100.0 268 100.0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행정  

주체에 해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가 36.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5.1%, 국가가 19.1%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가 59.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5.7%로 나타났다.

즉, 교사와 부모들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행정  주체에 

해 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과정에서 우선 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

교사 부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우수한 교사의 확보 31 16.0 37 13.8

유아교육 담 장학  행정체계 설립 63 32.5 60 22.4

다양한 유아교육 로그램의 개발 47 24.2 135 50.4

유치원의 시설 설비 보수  신축 44 22.7 22 8.2

역별 교육자료의 개발 7 3.6 14 5.2

무응답 2 1.0 - -

합계 194 100.0 268 100.0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과정에서 우선 으로 투자해

야 할 부분에 해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 담 장학  행정체계 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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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다양한 유아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24.2%, 유치원의 시설 설비 보수  신

축이 22.7%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 다양한 유아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50.4%, 

유아교육 담 장학  행정체계 설립이 22.4%,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13.8%로 나

타났다.

즉, 교사들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과정에서 우선 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에 

해 체로 유아교육 담 장학  행정체계 설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

들은 체로 다양한 유아교육 로그램의 개발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해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유치원의 정식 학제로의 편입이 33.5%, 사립유치원에 

한 국가의 행정 , 재정  지원이 24.7%, 유아교육 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이 

16.5%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 공립유치원의 폭  증설이 22.8%, 5세아의 의

무교육이 21.6%, 사립유치원에 한 국가의 행정 , 재정  지원이 15.7%로 나타났

다.

즉, 교사들은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해 체로 

유치원의 정식 학제로의 편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들은 체로 공립유치

원의 폭  증설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교사 부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5세아의 의무교육 17 8.8 58 21.6

유치원의 정식 학제로의 편입 65 33.5 40 14.9

공립유치원의 폭  증설 13 6.7 61 22.8

유아교사의 질  수  향상 18 9.3 34 12.7

사립유치원에 한 국가의 행정 , 재정  지원 48 24.7 42 15.7

유아교육 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 32 16.5 33 12.3

무응답 1 .5 - -

합계 194 100.0 26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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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우리나라의 만 3～6세 유아를 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역은 다른 어떤 교육

역보다도 발  속도나 내용 면에서 지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 ․고등학교․

학 등의 정규학교 교육 역에서는 물론이고 성인교육 역에서조차도 교육의 기회 

확 나 질서 수  향상을 한 노력이 하나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비해 유아교육

은 공공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교육이어야 하

며, 보편 이고 립 인 교육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교

육의 공교육화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갖추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공교육의 활성화에 하여 재조명하려 하며, 이

를 하여 교사와 학부모를 상으로 공교육화에 한 인식과 공교육화 방향에 

한 황을 조사․분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립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 유아교육 공교육에 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 유치원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셋째 : 유아교육 공교육의 추진방향은 어떠한가?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공교육에 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은 서로 많은 차이를 보 다. 

유아교육 공교육의 필요성에 하여 부모들은 교육기회의 균등화 등을 이유로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사들은 사립 유아교육기 들의 운 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 등의 이유로 유아교육 공교육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에 한 공  책임론은 공명성의 견지

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 까지 유아교육계를 이끌어 온 

사립 시설들을 공교육체제에 포함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 교육환경에 해서 살펴본 결과, 교사와 부모들은 우리나라 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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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치원 취학 기회에 하여 불공정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추진될 때의 교

육비 재정부담에 해 국고지원으로 무상화 되어야 한다고 하 다. 유아교육의 공

교육화에서 추진해야 하는 교육 내용의 방식에 해서는 지역 심으로 로그램의 

개발 실시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화가 추진된다면 유치원을 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해 부모들은 만 5세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만 4세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반면 교사들은 만 4세가 가장 많았으며, 만 3

세 라는 의견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이 교사들보다 유치원 취학 연

령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일본, 랑스 등 교육 선진국에서는 3세부터 체계 인 유아교육을 실시해오

고 있어 취원률도 높은 실정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유치원이 유아들에게 보편 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 인 공교육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는 유아들

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해서 행정 ․ 재정 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

다. 만 5세아의 거의 부분이 정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아동들에 

해서도 국가의 재정  지원이 보장되어 완  무상에 가까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세 이하의 유치원 취원률이 OECD 최 수 이며, 이는 어린이

집의 취학률이 제외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3세 이상 유아를 교육 상으로 

극 간주하여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 혜택을 확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교육여건과 련하여 공교육화 추진 시 당한 유치원 규모에 해 부모

들은 3-4학 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4-5학 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즉, 

부모들이 교사들보다 공교육화 추진 시 당한 유치원의 학  수에 해 더 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육여건과 련하여 교사 1인당 당한 원아 수에 하여 부모들은 

11-15명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16-20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즉, 부모들

이 교사들보다 유치원 교육여건과 련하여 교사 1인당 당한 원아 수에 하여 

더 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기 의 효율 인 운 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정 수 의 재정  뒷받

침이 있어야 하고, 확보된 재정을 합리 으로 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학  수  당한 원아 수로 구성되어진 유치원이 운 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유아교육 공교육의 추진방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

고자 할 때, 앞으로의 공립 유치원의 설립형태에 한 생각에 해 부모들은 국가

의 재정  지원과 리 감독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교원인건비  운

비 보조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 즉, 부모들은 유아교육 공



공교육 활성화를 한 유아교육 황 분석  85

교육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교사들은 

교원 인건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행정  주체에 해서는 교사와 부

모 모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과정에서 우선 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에 해서

는 부모들은 다양한 유아교육 로그램의 개발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유치원의 정식 학제로의 편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즉, 유치원 공교육화가 순차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보다 많고 다양한 유아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유치원의 정식 학제로의 편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치원 공교육화에 한 부모, 교사의 인식과 련하여 연구되어져야 할 과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에 해 부모들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었으나 교사들은 아직은 이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유아교

육 공교육화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유아교육 공교육

화는 교사들을 비롯한 계자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

책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한 련연구가 계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둘째, 경상도 지역이라는 지역  한계가 있으므로, 국 단 의 다양한 계층과 연

령의 부모와 교사들을 상으로 한 확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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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activate public education, researched and analyzed 

real conditions of preschool education to know desirable directions of public 

education and help parents recognize public education. The final purpose is to 

offer basic materials to reestablish preschool education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First, parents' recognition concerning preschool education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wa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eachers. As for definitions 

of preschool education as a public education, parents understood that it means 

'the nation and self-governing bodies manage․aid both the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s', and teachers recognized that it means that 'the nation and 

self-governing bodies not only found․operate public kindergartens but also aid․
manage educational funds of private kindergartens. Second, the examin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s of kindergartens told that teachers and parents 

thought that opportunity to enter the kindergarten is not equal for all children 

in our country, and quality of kindergarten teachers is satisfactory. Also, they 

thought that curriculums of preschool educational organs have been set well 

according to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s, education quality is different 

according to preschool education organs' foundation-types. They recognized 

that facilities and apparatus of preschools are satisfactory, security and 

neatness of preschools are satisfactory, too. Third, the examination of 

developmental directions of preschool education as a public education proved 

following facts; as for foundation-types of kindergartens in the future when 

promoting preschool education as a public education, parents answered 

financial support and supervision by the government, teachers answered aid 

and management of operational fees as well as support for teacher personnel 

expenses.

Key Words：public education, public kindergarten, private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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