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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이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 으로써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 한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의 요구와 이해를 기 로 보다 체계 인 직장보육시

설 개원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 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개원한지 

2년 미만인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 5명으로, 심층면 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첫째, 직장보육시설장들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사업장 담당자들의 보

육시설의 특성  개원 차에 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

다. 둘째, 직장보육시설장들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탁체 운 방향

의 실제  용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직장보육시설장들은 개

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직원인 학부모의 집단  요구 조 에 따른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었다. 넷째, 직장보육시설장들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행정기 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복잡한 행정체계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

다. 다섯째, 직장보육시설장들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사업장의 특성

에 따른 보육시설 운 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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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평균(2.54명)과 비교해 최  수

이다. 출산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

한 교육비, 보육시설 부족, 은 층의 가치  변화, 출산으로 인한 사회활동 불이익 

등에서 찾을 수 있다(경향신문, 2010. 1. 15). 이러한 출산 문제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보육에 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 책의 하나로 국가에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직장에 하여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유아보육법시행령 20조 1항, 1992)함에 따라 직장보육시

설을 설치하는 기업과 공공기 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0년 20개소로 출발한 직장보육시설이 2010년 4월말 기  국에 

398개소가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운 형태는 사업장의 직 운 이 31.8%, 탁

체를 통한 탁운 이 68.2%이며, 탁운 인 경우 탁체의 유형은 법인․단체 

47.5%, 학 23.9%, 개인 28.6%이다. 한 직장보육시설 운 비 부담비율은 부모 

32.5%, 사업주 45.8%, 노동부 21.1%, 보건복지부 0.3%, 기타 0.3%인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은 범

하고 복잡한 문제로 보육 련 이론은 물론이고 행 법규  운 주체․지역사회․

학부모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황정숙, 2000). 한 직

장보육시설은 설치비용  운 비용 지원 주 부처인 노동부와 설치인가  보육시

설 운 규정 주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므로 개원  운 과정에서 

이원  행정체계를 거치게 된다. 더구나 사업장과 탁체의 운 방침을 따라야 하

는 탁운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사업장

과 탁체,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하 할기 과 긴 히 조하며 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일반 으로 보육시설 개원  운 리 활동은 시설의 체계  운 을 한 조직

과 인 ․물  조건을 갖추는 과정이며, 보육과정, 시설, 인사, 기타 필요한 직무에 

해 계획·실시·평가하는 단  문제해결의 연속 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김수

연, 나종혜, 2008). 이러한 에서 볼 때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결정자인 시설장의 

역할은 매우 요한 것이며, 보육시설의 질  수 은 보육시설의 최종 책임자인 시

설장이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Honing & Caldwel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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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희, 2008에서 재인용). 특히 보육시설 교직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원내 계뿐 

아니라 사업장과 탁체, 행정기  등 다양한 원외 계를 조율해 나가야 하는 

탁운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에게 이러한 역할은 더욱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

다. 

이 듯 직장보육시설 개원  기운 에 있어 직장보육시설장의 역할이 요함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직장보육시설 련 연구는 부모 만족도(김진이, 

2000; 박경자, 1997; 손지미, 1998; 유희정, 1997; Friendman & Galinsky, 1992)와 보

육교사의 근무실태(송경섭, 2006; 송경섭, 2008; 홍은경, 백연숙, 김성숙, 2007), 직장

보육 모형개발(이 순, 2006; 임선희, 정선 , 최 원, 2003), 직장보육 련법의 변화

과정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김지 , 2005),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체제(황순

옥, 2007)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의 역할이나 개원  

개원 기운 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직장보육시설의 68%이상이 

탁운 되고 있는  시 에서 탁운  직장보육시설에 한 연구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행정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탁운  직장보육시설을 개원하고 개원 기 

운 하는 과정은 타 보육시설과 다른 어려움이 따른다. 탁운  직장보육시설의 

효율  운 을 해서는 시설장이 개원  개원 기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이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 는지에 한 시설장의 이야기를 들어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이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겪는 어려

움이 무엇인지를 질  연구방법으로 알아 으로써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의 

요구와 이해를 기 로 탁운  직장보육시설의 개원에 따른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개원 기 효율 인 운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이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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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K, P 지역의 탁운  직장보육시설  개원한 지 2년 미만인 시

설의 시설장들이다. 이들은 모두 탁운  직장보육시설 개원 경험이 있는 시설장

들로서 P 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연합회 정기회의 시간에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하

여 참여의사를 밝힌 시설장 8인  개원한지 2년 미만인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 5

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그  시설장 1인이 면담시작 시 에서 개인 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K 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1인을 추가

로 선정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1년 동안 직장보

육시설 연합회 정기회의를 통해 정기 인 만남으로 친숙한 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차례 면담을 거쳐야 하는 연구과정 참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A,B,C,D시설장은 개원당시 시설장으로서는 임이었으며, E시

설장은 시설장 4년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A,B,D 시설장은 법인 어린이집 

한 기 에서만 교사, 주임, 선임의 경력을 가진 반면, C시설장은 사립유치원에서 교

사 경력을 가지고, 법인 유치원에서 교사, 주임, 원감의 경력을 가졌으며, E시설장

은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경력을 가지고, 공립어린이집 시설장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시설장명 나이 학력 시설장경력(총경력) 운 형태 보육정원

A시설장 37 학원졸 8개월(14년 8개월) 법인 탁 49

B시설장 32 학원재 1년 3개월(9년 3개월) 법인 탁 148

C시설장 44 학원재 1년 7개월(14년 7개월) 학 탁 45

D시설장 39 졸 1년 5개월(15년 5개월) 법인 탁 74

E시설장 46 학원재 5년 7개월(16년 7개월) 학 탁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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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탁운  직장보육시설장이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해 

알아보기 해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9월 28일까지 시설장 5인을 상으로, 

질  연구방법 의 하나인 심층면 법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연구주제의 변인

이 깊이 묻  있거나 변인들을 통제하기 힘든 성인학습자 연구에 합한 방법이다

(Merriam, 1991). 한 본 연구와 같이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이 개원  개

원 기 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한 반 인 이해를 추구하고자 할 때는 다

양한 사례들 사이의 공통 을 발견하고 종합하는 것이 상에 한 형을 보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사례들 간의 

련성을 찾아내어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 다.

직장보육시설장 면담은 연구 참여자 5인에 하여 2009년 6월 1일에 비모임을 

통해 연구의 주제에 해 설명한 후 2009년 6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1회의 집단

면담과 5회의 개별면담을 실시하 다. 추후 분석과정에서 추가 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해서는 화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장소와 시간은 면담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가능한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면담에 집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해 노력하 다. 면담장소는 집단면담의 

경우 연구자의 직장 회의실에서 실시하 으며, 개별면담의 경우 당일 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원장실, 교사실, 양호실 등에서 실시하 다. 면담시간은 집단면담의 경

우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에 걸쳐 실시하 고, 개별면담의 경우엔 각 시

설장들의 스 에 맞추어 오  9시부터 오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까지 3시간에 걸쳐 실시하 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  수행하 다. 면담형식은 반구조화 형태로 처음 실시한 집

단면담에서는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던진 후 

시설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각 시설장 별 개별면담의 주제를 결정하 다. 5회에 걸

친 개별면담 동안 회에서 충분히 나 지 못한 이야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심으로 다음 면담을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이 끝난 후 연구참

여자인 직장보육시설장에게 면담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형태로 작성하게 하

다. 화면담을 제외한 면담의 과정은 녹음하여 사하 다. 화면담의 경우 면

담하는 동안 면담내용을 연구자가 기록해 두었다. 사된 집단․개별면담 내용과 

화면담 기록, , 장기록 외 각 직장보육시설에 한 이해를 돕기 해 수집

한 보육시설 안내문, 사업장  탁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수

집하여 참고하 다. 집단면담의 내용은 직장보육시설장으로서의 자질, 개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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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운 과정에서의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의 역할, 지원 등에 한 것이

었다. 개별면담은 시설장의 개인  배경, 어린이집 운 , 사업장 분 기,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의 역할 갈등과 혼란, 탁운  직장보육시설의 특성 등에 

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  해석은 자료의 수집과 연속 인 비교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자료 분석에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하고,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과

정(Bogdan & Biklen, 1991)을 거쳐 이루어졌다. 즉 면담 사본 체를 읽으면서 

비 인 부호화 범주를 작성한 뒤, 범주에 약호를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범주를 

재조정 하 다. 조정된 범주에 기 하여 동일한 범주끼리 분류하 고, 각 범주에 포

함된 사례를 심으로 의미를 추출해 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비범주에는 사업

장에서의 응, 계에서 오는 어려움, 탁체에 한 이해, 행정업무, 원아모집, 지

원체계가 포함되었다. 비범주  ‘ 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사업장과의 계, 

탁체와의 계, 행정기 과의 계, 학부모와의 계로 나 어 상자별 내용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비범주  ‘사업장에서의 응’과 ‘사업장과의 계에서 오

는 어려움’ 은 ‘사업장(담당자)에게 보육시설의 특성 이해시키기’ 범주에 포함시켰

다. 그리고 비범주  ‘ 탁체에 한 이해’와 ‘ 탁체와의 계에서 오는 어려움’

은 ‘ 탁체의 운 방향 이해하기’ 범주에 포함시켰다. 비범주  ‘행정업무’와 ‘지

원체계’는 ‘복잡한 행정체계 응하기’ 범주로 묶었다. 마지막으로 비범주  ‘원

아모집’과 ‘학부모와의 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학부모의 요구 조 하기’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최종범주는 사업장(담당자)에게 보육시설의 특성 이해시키기, 

탁체의 운 방향 이해하기, 학부모의 요구 조 하기, 복잡한 행정체계 응하기, 

사업장의 특성을 반 한 보육시설 운 하기로 구성되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업장(담당자)에게 보육시설의 특성 이해시키기

보육시설은 시설을 완공한 뒤 개원하기 까지 교직원 채용, 보육 로그램 계획, 

보육환경 비  원아모집 등의 개원 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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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시설장들은 사업장 담당자들의 보육시설 개원 차  보육시설의 특

성에 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원 비에는 물리  환경(공간 구

성, 시설  설비, 교육 기자재  교구), 설립 인가 신청  차, 보육과정 구성, 

․결산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황정숙, 2000) 사  비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비해야 하며, 개원 비에 한 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장들은 개원과정동안 비기간 부족과 개원 비에 한 산 미편성으

로 인하여 인건비를 제 로 지 받지 못하거나, 사소한 소모품까지 사업장에 요구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하고 5일 동안은 사무집기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었어요. (사업장)담당자에서 연락해서 노트북을 빌려 워드 작업만 하고, 3

일정도 지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탁체의 서류를 다운받아 비했었어

요... 그 지 않아도 나(시설장)를 비롯해 교사채용이 늦게 되는 바람에 개

원 비기간이 짧아 하루하루가 박한데 물자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

아 물자가 공 되는 순간부터 개원 비하는 내내 어린이집에서 거의 밤

샘작업을 해야 했어요. (A시설장, 개별면담, 2009. 6. 30)

사실 어린이집에는 사소한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일일이 

사달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개원 비하고 있는 동안 필요 경비를 미리 지

해 주면 훨씬 비기간이 어들고 일이 덜 힘들었거라는 생각이 들었

어요. (D시설장, 개별면담, 2009. 7. 21) 

사업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바깥놀이시설, 안  등

을 고려)  요소를 잘 고려하여 시설 개․보수비용을 약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

의 안 과 교육 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기숙, 박은해, 김희진, 

2003). 그러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있어 유아의 발달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완

공된 시설, 설비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했었던 과정을 회상하 다. 즉, 새로 설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 상의 문제 등으로 시설보수를 요청했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 다. 유아의 안   교육 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에서 직장보육시

설장들은 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한 운 상 

어려움이 있다고 단될 때 사업장에 수리요청을 하지만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리는 불가하다는 사업장의 답변을 받게 되며, 따라서 여러 어려움을 안고 

보육시설을 운 해 나가거나 반복 인 수리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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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한가운데에 움직이는 칸막이(자바라)가 있어요. 담임교사가 두 명

이니 (활동하다가) 필요할 때 교실을 둘로 나  수 있도록 설치했다는 설

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담임교사를 두 명 배치하더라도 교실 간에 칸막

이를 쳐서 하루일과를 운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체 교실을 다 그

게 설치해 두었더라구요. 아이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안 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 칸막이를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사업장에서

는 한번 설치한 시설은 철거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는 거 요. 돈 들여서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왜 철거요청을 

하는지 이해하기 한 노력을 기울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B시

설장, 개별면담, 2009. 7. 6) 

직장보육시설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장 담당자들이 보육시설 특성에 해 이

해가 부족한 것 한 운 상 어려운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장 담당자

가 자주 교체되는 것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여러 업무들을 새로이 시작해야 할 만큼 

어려움이 가 될 수 있다. 한 사업장 담당자에 따라 보육시설 지원규정에 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원 사항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기숙 외, 2003)은 직

장보육시설을 운 하는 시설장의 입장에서 큰 어려움으로 여겨질 수 있다. 

개원 비를 하고 있는 에 사업장 담당자가 바 어 그동안 진행한 

내용을 설명하고 진행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했다. 처음부터 새로 시

작해야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고 힘들었다.(B시설장, 개별면담 후 , 

2009. 7. 14)

직장보육시설 시설장들은 사업장 담당자의 보육시설에 한 이해가 기반이 되었

을 때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에 한 지원이 제 로 이루어졌다고 회상하고 있었

다.

2. 위탁체의 운영방향 이해하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사업주 단체)는 직장보육시설을 직 하거나 법인, 

단체 는 개인에게 탁하여 운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 직장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에 탁할 경우 사업장은 탁체인 법인  단체와 약을 맺고 탁

체는 시설장을 견한다. 탁체는 사업장과의 약사항을 이행하기 하여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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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탁체의 운 방침에 따른 하루일과 운   보육 로그램 실시 등 구체 인 

사항들을 이행해 주기를 기 한다. 따라서 탁운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은 

탁체의 운 방향에 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탁

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들은 탁체의 운 방침에 해 제 로 이해할 시간  여

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개원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 탁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 방향이나 로그램

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히 개원시설의 시설장으로 내정

되어 왔기 때문에 사  교육이나 의견을 조율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런데 막상 어린이집에 와보니 탁체에서는 이미 학부모를 상으로 

어린이집 로그램에 한 홍보를 해 놓았더라구요.... 원장인 나는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을 학부모가 먼  얘기하는데....( 략) 

○○○( 탁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악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 탁체)가 탁 약 맺을 때 (학부모와 직장에게) 기 감을 갖

게 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

게 운 해 나가야 할 지 모르겠더라구요. ○○○( 탁체)와 이에 해 

이야기를 나 어야 하는데 행정 인 업무에 해 조율해 나가는 것만

으로도 서로가 벅차고 힘든 상황이라 여유가 없었어요. (B시설장, 개별

면담, 2009. 8. 10)

탁운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은 보육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의 장으로서  

사업장과 탁체의 운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은 탁운  직장보육시설장

만이 겪는 어려움이기보다는 피고용인으로서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유아교육기 장

들이 겪는 동일한 어려움일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의 개원에 있어 물리  환경

비  행정업무 처리 외 보육시설의 보육철학을 세우고 보육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시설장의 주요임무(김수연, 나종혜, 2008)임을 감안할 때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시설정비, 인 구성, 환경구성 등의 실천  작업 외에도 탁체의 운

방향  운 지침에 한 이해  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학부모의 요구 조절하기

사업장의 직원인 학부모들은 직장보육시설을 자신들의 복리후생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의 건의나 제안이 생활화되어 있으므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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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아주 사소한 불편함도 자주 사무실에 수 된다(이기숙 외, 2003). 이로 

인해 본 연구에 참여한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들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집단  요구를 조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모든 유아교육기 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유사하다. 그러나 개원하고 난 

후 입소 상자를 모집하는 타 유아교육기 들과 달리 이미 입소 상자가 정해진 상

태에서 개원 비를 해야 하는 것이 직장보육시설의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

할 때 개원 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의 집단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직장보육시설장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 직장보육시설의 학부모

는 자신이 속한 사업장이 보육시설의 소유주이고 시설장을 비롯한 교직원은 자신들

의 사업장에서 채용한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계를 이해하고 있다. 한 직장보육

시설의 학부모들은 한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직원으로서 유 감이 강하고 잠재 인 

집단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홍은경 외, 2007), 이들의 요구는 더 큰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

개원 비도 힘든데, 비 학부모인 어머니들께서 한꺼번에 찾아 오

셔서 여러 사항들을 구체 으로 요구하고 가셨어요. 교사 리나 로

그램 운 에 한 것은 원장인 내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학부모님

들의 지나친 간섭으로(인해) 개원하기 부터 회의를 느 죠. 그리고 

직  찾아 오셔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요구해 올 땐 정말 어떻게 처해야 하나 난감했죠. (B

시설장, 개별면담, 2009. 7. 15)

보육시설에서 개원 에 비 학부모의 요구를 조 하는 것은 시설장으로서는 매

우 어려운 부분이다. 비 학부모의 요구 수용 정도가 원아모집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서 달된

다는 것은 직장보육시설장에게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탁체의 

운 방침  시설장의 보육철학을 고수해 나가기란 새로 원을 맡은 원장에게는 쉽

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4. 복잡한 행정체계 적응하기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들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해주고 운 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장과 보육시설 운 방향을 제시하고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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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지원하는 탁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노동부, 인허가  리 감

독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할기  등 다양한 행정기 과의 련 업무를 수행해 나

가야 한다. 탁운  직장보육시설장들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겪는 행

정기 들과의 련 업무를 복잡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복잡한 행정업무로 인한 정

신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일반 보육시설과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

주에 의해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은 노동부를 통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지원과 운 비(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설치의무이행에 한 지도 감독을 

받는다. 한편 공공기  등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권장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며 그밖에 보육시설과 련된 기본 인 사항들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내

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직장보육시설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 인 행정체계를 

가진다(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2010). 즉 노동부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 

 운 비용 지원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설치인가에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장보육시설장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 따른 행정체

계가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시설장이 인건비 

지원  신청과정에서 행정기 들과의 계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보여 다.

직장보육시설의 운 비를 사업장에서 50% 이상 지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교직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인건비를 신청하는 달에는 신청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액을 사

업장에 신청해야 했어요. 그리고 연장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 인 

구청에 신청해야 했구요.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는 직장보육시설에는 지

하지 않는다고 하고...( 략) 신청 방법도 다르고.... 복잡했어요. 개원

비를 하는 동안 지원처와 지원내용에 해 알아보기는 했지만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유형에 따라 기 이 다르므로 지원사항에 해 악함

에 있어 어려움을 느 어요. 사실 할일이 무 많은 개원시기여서 더 

어렵고 힘들다고 느 던 것 같아요. (D시설장, 집단면담, 2009. 6. 15)

부분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장에서는 운 비 지원이 부담된다

고 하며 확인해 보라고 하던데 할청(구청)도 잘 모르고 있고.... 여기

기 알아봤는데 용 상이 아니더라구요. 직장보육시설마다 지원내

용과 지원해 주는 곳이 달랐어요. (E시설장, 개별면담, 0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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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은 개원 기 운 과정에서 인건비  운

비 지원 신청에 따른 행정업무에 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직장보육시설은 노

동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과 받지 못하는 시설로 나뉜다. 즉 노동부에서는 사

업주의 직장보육시설설치에 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

화를 도모하기 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의 임 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가운데 공공기  는 고용보험기 에서 운

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을 상으로 교재교구비 지원(공공기  는 고용보험 

기 에서 운 비를 지원 받는 시설 제외) 등의 운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

며 시간연장 지정 보육시설에 하여 시간연장 보육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직장보육시설장들은 그에 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  운 비 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직장보육

시설은 사업장에서 운 비를 지원받아 운 하는 시설이므로 개원  직장보육시설

장들은 개원년도 운 비 산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행정기  

간의 지원 사항  지원 을 사 에 악하고 있어야 한다. 즉, 개원하는 직장보육

시설의 시설장으로 내정되었을 때 직장보육시설의 특성  세부운 에 한 구체

인 내용을 미리 악하고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의 사례는 산수립과정에서 

직장보육시설장이 겪은 어려움을 보여 다.

  직장에서 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실 회계업무를 해 본 도 

없고 교육을 받은 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이 힘들었어

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여기 기 물어보기는 했지만 직장보육시

설의 회계는  다른 것 같고 해서 지원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참고하

라고  자료는 큰 항목으로만 잡  있어서 운 비 산출에 있어 어려

움을 느 어요.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장에서 운 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노동부의 인건비 지원,  구청의 소득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경로

를 통해서 운 비를 맞추어 나가잖아요. 운 비 지원에 있어 비율 용

도 다르고 해당되는 사항도 달라서 제 로 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어

려웠어요. (D시설장, 집단면담, 2009. 6. 15)

다음 사례는 직장에서 지원한 운 비지원  운 결과에 따른 결산보고과정에서 

직장보육시설장이 겪은 어려움을 보여 다. 

탁체에서 회계보고 양식을 보내주어서 사업장에 결산보고를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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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업장 담당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양식이라며 새로운 양식을 

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의 회계규칙과 맞지 않는 항목이 설

정되어 있었지만 사업장에서 요구하니까 항목들을 맞추어 정리하기는 

했는데... (B시설장, 화면담, 2009. 8. 19) 

이처럼 직장보육시설은 개원 기 운 과정에서 매월 혹은 분기별로 직장에 보육

시설 운 결산 보고해야 하는 경우 탁체에서 회계 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은 

탁체에서 만든 양식을 그 로 사용하거나 탁체에서 직  사업장에 결산보고를 하

기도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타 보육시설과 달리 사업장에서 운 비의 일부를 지원

받고 노동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특성을 갖는다. 그로 인해 직장보육시

설 시설장은 사업장  노동부를 비롯한 할청에서 요구하는 회계 련 자료를 산

출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회계업무의 구체 인 사항을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더 힘들었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항은 보육시설의 

운 경험이 없는 임시설장의 경우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운영하기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 설치․운 하는 시설로써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 으로 설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해 사  보육수요를 악하여 그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규

모를 결정하여 설치한다. 그러나 부분 보육수요조사 실시하고 난 뒤 직장보육시

설이 설치완료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보육 정인원과 개원당시 모집

되는 보육인원에는 차이가 있다. 직장보육시설에 자녀를 입소시킬 경우 장시간 보

육에 한 우려와 남자직원의 자녀동반 출근에 한 부담 등의 이유(김선애, 한유

진, 2005)로 인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찬성하기는 하나 정작 자신의 자녀를 보내

지 않는 결과를 래하는 것이다. 

입소희망 수요조사 시 신청인원이 20명이었으나 실제 입소인원은 13

명으로 원아모집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자 직원의 경우 출·퇴

근의 번거러움으로 입소시키기를 꺼려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회

식에도 빠져야 하고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이해는 되지만 보육 정 수요에 맞게 보육교사를 채용한 

원장으로서 힘들었다. 어린이집이 사업장의 지원 을 받는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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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재원 인 원아 수에 비해 많은 수의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에 

한 심  부담이 컸었다. 사업장에서는 보육교사 인원을 입소원아 수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보육수요 정인원에 맞추어  채용한 보

육교사를 다시 해임하기는 쉽지 않다. (C시설장, 집단면담 후 , 

2009. 6. 15)

원아 수가 많으면 한두 명 그만 두는 것에 한 향이 겠지만, 

겨우 10명 남짓 있었는데 개원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부모 직장

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거나 조부모님의 입소반 로 퇴소하는 상황

이 발생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자녀 외에는 못 

받게 하니.... 그냥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참 조

하고 힘든 시간이었죠.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인근 지역에 홍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지 못하니... (A시설장, 개별면담, 2009. 6. 30)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가 보육정원의 1/3이상이면 운 이 가능하

다(보건복지부, 2010).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 운

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만 수용하기를 요구함으

로 인해 은 보육인원으로 운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업장에서는 근

로자의 복지차원으로 근로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수 인원으로 인하여 운 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효

율  운 을 해 지역주민자녀도 입소할 수 있도록 자체 입소기 을 완화함이 필

요하다.

한, 타 보육시설과 달리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노동 시간과 맞

물려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이기숙 외, 2003). 즉,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장 

의 근로자 자녀를 한 시설이므로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거나 야간 근무가 자주 있

는 등 사업장의 근무특성에 맞추어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김선애, 한유진, 

2005)을 제로 개원하게 된다. 직장보육시설 운  실제를 살펴보면 휴일보육, 야간

보육, 그리고 시간제 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른 유형의 보육시설에 비해 보육서비

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보육시간도 오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최장 17

시간 운 되는 경우도 있다(송경섭, 2006). 그러므로 사업장의 근무여건에 따라 보

육운  시간, 보육교사 교 근무  간식 제공 횟수  시간 등 구체 인 사항들

을 개원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 개원 기 운 과정에서 은 인원의 유아를 보

육하면서 극소수의 유아들을 해 다양한 보육시간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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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이다. 한 학부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까지 장시간 유아와 함께 생활

하게 되는 보육교사의 업무과부하(서문희, 이연희, 임유경, 2006)를 막기 한 책

을 수립해 두어야 하는 것 한 시설의 장으로서 어려운 일 의 하나이다. 일반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장시간 보육에 한 어려움을 겪지만 직

장보육시설은 사업장의 비상근무 등의 사정에 따라 운 시간에 한 융통성을 발휘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이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심층면 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탁운  직장보육시설의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 한 직장보육시설장의 요구와 이해를 기반으로 탁운  직

장보육시설의 보다 체계 인 개원 비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탁운  직장보육시설장들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직장보육시

설을 설치한 사업장 담당자의 보육시설 개원 차  보육시설의 특성에 한 이해

부족으로 개원 비기간 확보  지원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다. 이 듯 개원 비에 력을 기울여야 하는 직장보육시설장의 갈등과 회의가 

이어질 경우 직장보육시설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성공 인 기정착은 어려울 수 

있다(이기숙 외 2003). 직장보육시설의 성패는 재정 , 법 , 행정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연구 결과(황순옥, 2007)에 근거할 때 사업장 

담당자의 보육시설 개원  운 에 한 사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직장보

육시설을 설치하기 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담당자들을 상으로 한 보육시설의 특

성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 에 한 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 담

당자들의 직장보육시설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직장보

육시설 설치  기 운 과정에 따른 극 인 력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들은 박한 일정으로 탁체가 제 로 이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장으로 내정됨으로 인한 혼란스러움과 탁체가 구상하고 

있는 운 방향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 해 나가야 한다는 심  부담을 느끼고 있었

다. 이는 탁운  직장보육시설장들이 사업장과 탁체에 해 이해할 수 있는 충

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개원  탁 약, 시설장 내정, 시설장

내정자 사 교육, 직장보육시설 운 방향 수립 등 탁운  직장보육시설 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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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  비기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탁운  직장보육시설장은 탁체의 운

방향을 이해하며 그에 따른 보육시설 운 방향을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탁운  직장보육시설장들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집단  요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직장

보육시설 학부모 집단의 독특성으로 인해 학부모 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직무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송경섭, 2006; 유 정, 2003; 홍은경 외 2007)

와 일치한다. 학부모와의 계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클수록 시설장이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 몰입하거나 최선을 다하기는 힘들다는 을 감안할 때 학부모

와의 계로 인한 직장보육시설장의 스트 스는 시설장의 직무수행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그러므로 성공 인 직장보육시설 개원  기정착을 

해서는 학부모와의 정 인 계를 유지해야 한다. 즉, 직장보육시설장은 사업장

의 특성에 따른 학부모의 특성을 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유아를 이해하고 

잘 돌보기 한 력 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력 계란 보육에 있어서의 력 

 양육과 부모 삶의 질에 련된 상담을 포함한 상호 극 인 계 형성  유지

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직장보육시설장은 학부모와 유아에 한 정보를 공유함으

로써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인 라를 구축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운

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장보육시설장은 개원과정에서 경험하게 되

는 학부모의 요구를 일방 인 요구의 의미보다는 보육시설의 운 방향을 설립해 나

감에 있어 참고  의미로 수용하되 학부모에게 보육시설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운

방향에 한 이해를 시켜주기 한 노력을 기울임이 필요하다. 한 학부모와의 

계를 일방 인 요구와 수용의 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유아의 질 인 보육을 

해 상호 력 하는 력  계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해서는 학

부모의 자원 사활동 등을 기획하여 보육시설 운   유아 보육에 실제 인 

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

넷째,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이원 인 

행정체계에 따른 행정기 들과의 계 수립에 따른 어려움  행정기 들과의 복잡

한 행정업무에 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행정기 들과의 계 수립에 해 어려

움을 겪는다는 것은 직장보육시설의 사회  인 라를 구축하고 원활한 보육시설운

을 이끌어 가야 할 시설장으로서의 역할  자질에 있어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다. 직장보육시설장은 행정기 들과의 계 수립을 해 행정기 들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력  계를 유지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력  계를 유지

하기 해서는 행정기 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원 비 인 직

장보육시설장이 계 수립에 긴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 개원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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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므로 직장보육시설을 개원하게 될 시설장들을 상으로 하는 직장보

육시설 운 의 특성  행정기 과의 원활한 업무진행에 한 사 교육이 필요하

다. 

한 복잡한 행정체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직장보육업무가 행정기 별로 다원화되

어 있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기숙 외, 2003)으로 각 부처간 력  국가 인 차

원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개원과정 반에 한 이해부족

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으므로 계기 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개원에 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즉, 직장보육시설의 특성, 

직장보육시설 설치방법  련 법규, 직장보육시설의 개원과정에 필요한 지원, 사

업장과 보육시설과의 계 등에 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한 매뉴얼을 사업장 

담당자에게 보 함이 필요하다. 한 사업장 담당자와의 계 맺기, 인가신청 시기 

 방법, 교사채용방법, 결산서 작성법, 회계 리 방법 등 개원과정에 한 매뉴

얼을 만들어 직장보육시설을 개원하는 시설장들에게 보 하면 보다 효율 인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이 될 것이다.

다섯째,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들은 개원 기 운 과정에서 사업장 근로

자 자녀 외에는 지역주민 자녀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수의 유아를 보육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은 인원으로 인한 보육시설 운 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사업장에서 근로자 자녀만 보육 상범 로 제한한 기 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 사업장이 직장보육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의 외이미지 효과가 증가하

다(송경섭, 2006; 이기숙 외, 2003)는 연구결과와 같이 직장보육시설에서 지역주민 

자녀를 수용함으로 인한 사업장의 직·간 인 홍보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직장보육시설장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직장보육시설에 한 정 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즉, 출근할 때 다른 곳에 있는 보육시설에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편리함과 일하는 동안 자녀와 가까운 곳에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심리  안

정감, 자녀가 아 거나 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에 긴 하게 처할 수 있

는 가능성 등으로 직장보육시설 선호도가 차 높아지고 있다(송경섭, 2006). 한 

보육인, 건강 리, 교육활동, 보육환경, 이용가능성  정성 등 모든 항목에서 직

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보육시설에 한 만족도가 일반보육시설과 가정보

육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만족도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김진이, 2000; 김 주, 

2004; 손지미, 1998; Friedman & Galinsky, 1992)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이 탁운  직장보육시설의 특성에 한 이해를 기

반으로 개원  개원 기 운 과정 반에 한 지식 습득  사업장․행정부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권 2호, 2010

34

학부모와의 효율  계를 유지해 나감으로 인해 직장보육시설의 성공 인 개원  

바람직한 운 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감을 갖게 한다.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해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들은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서 사업장  탁체, 학부모와의 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행정기  별

로 다원화 되어있는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지만 탁운  직장보육시설의 성공

인 개원과 바람직한 운 을 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탁운  직장보

육시설의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은 복잡하며 그에 따른 시설장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계 속에 놓여 있는 탁운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은 성공 인 

사회  인 라를 구축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 의 효율성을 얻기 한 최선

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에 보

육시설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 에 있어 다원화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장 보육업무 담당

자와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내정자의 사 교육 의무제도를 만들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 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후속연구를 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원 후 기 운  정착과정의 어려움을 성공 으로 극복한 탁운  직장보육시설

장들을 상으로 심층 연구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원한 지 2년 미만인 탁운

 직장보육시설장을 상으로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에 한 어려움을 살펴

으로써 개원  개원 기 운 과정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원한지 3년 이상이면서 탁운

 직장보육시설을 성공 으로 운 하고 있는 시설장들을 상으로 심층 연구함으

로써 성공 인 탁운  직장보육시설 개원 기 운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을 한 직장보육시설 운 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 일반 보육시설과 다른 특성을 가진 직장보육시설에 한 이해와 실무에 련

된 직장보육시설장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장 담당자를 상으로 하

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 에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직장보육시

설을 지원하고 력하는 사업자 담당자의 보육시설 설치  운 에 한 규정, 보

육시설에 한 이해 등에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직장보육시설

의 효율  운 을 한 산․학․  력체제 개발이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과 

력기 과의 력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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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rincipals' difficulties in 

opening procedure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5 principals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qualitative study with several in-depth 

interviews in group and individu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Principals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 have hard time 1)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erson in charge about the distinctive 

nature of childcare center 2) in the relationship with consignee 3) due to 

collective demands of parents 4) because of the complex administration 

system 5) because of operation appli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igner. 

 

Key words: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center, principal, 

preoaratory prodecure for opening,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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