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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개선에 따른 성과평가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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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2013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System

Jae Kyung Sook

본 연구는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의 주요 변경내용 8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보육현장 종사자와 부모, 보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비교를 

하였다. 보육교직원 200명, 보육담당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등 전문가집단 150명, 학부모 144

명이 2014년 2월말에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자체점검의 상시화와 소요기간 단축, 기

본사항 중 필수항목 확대, 현장관찰일 미고지, 관찰자 파견 수 조정, 재참여수수료 부과 및 참여대상 

조정, 확인점검과 인증유효기간 연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상별 질문문항은 모두 동일하였으나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3개 문항이 추가되었다. 빈도, 백분율로 일반적 인식수준을 알아보았으며, 집단

별 비교를 위해 1차적으로 집단의 크기가 같은 전문가 세 집단 간 분산분석을 하였고, 통계적 유의차

가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세 집단을 하나로 묶은 전문가집단, 보육교직원, 부모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 변경내용 각 항목별 집단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주요개정사항들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준수를 요구하는 기본사항 확인내용 점검과정의 일원화, 유효기간 단축과 불인증, 재참여기회 

제한 등 기준점수 미달기관의 관리방안과 현장관찰일 사전고지 및 불시방문에 대한 보육현장의 부담

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성과평가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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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를 통해 일

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제도는 2004년 평가인증 법

적근거 마련하고 2005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 2009에 평가인증 제1차 시행을,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평가인증 2차 시행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3차 지표를 개발하

고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14). 이 모든 과정에 걸쳐서 한국보육진흥원과 보

건복지부는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평가인증 운영체계에 대한 관련연구들에서 나타난 개

선요구에 기초하여 운영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여왔다.

1, 2차 시행의 평가와 3차 시행준비를 위한 포괄적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폭넓게 다루었다. 서문희와 김혜진(2012)은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폭넓게 진단

하였는데, 운영체계의 적절성에 대하서 현장관찰자와 교수집단이 불시방문관찰을 선호하는 것, 

현장관찰자가 대상규모에 따른 관찰인원 차등화 선호, 확인점검에 대한 보육관계자 전체의 동

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 등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관찰일을 사전공지하지 않는 운영방식으로

의 변경, 현장확인점검 제도의 강화, 불시점검과 현행평가인증제도의 전반적 강화에 대한 현장

관찰자의 강력한 요구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3차 시행에서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현장관찰 

파견인원 조정, 점수산정방식의 개선, 인증유효기간의 다양화, 점수결과와 재정 연계방안, 통과

점수가 낮은 어린이집 대상 집중지원교육 운영방식의 전반적 검토를 시사하였다. 

이미화, 서문희, 최윤경, 엄지원(2012)은 1, 2차 시행을 평가하고 3차 시행을 위한 제안을 하면

서 2차 시행 연구 결과, 인증제가 시설인가와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와 밀접한 관련을 맺도록 

보완의 필요성, 어린이집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체제의 정비의 필요성, 인증기간과 인증수준의 

차이를 둘 필요성, 인증지표에서 필수항목과 평정체계의 부분적인 재검토 필요성, 불시방문관찰, 

사후관리 강화, 특히 현장관찰자의 불시점검에 대한 높은 요구, 파견인원 차등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서문희 등(2013)은 평가인증제도의 중장기 개편방안을 모색하면서, 평가인증의 효과

성에 대해 전 관계자들이 기본적인 신뢰를 보였으나, 동시에 집단 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서문

희, 신희연, 송신영, 2009)에 주목하면서 이들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2013 운영체계의 개선은 이러한 평가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에

서 기대하는 것보다 2013 운영체계 개선은 앞당겨 시행된 면도 있다.   

이외에도 한국보육진흥원(2013)에서는 확인점검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았다. 김동례(2007)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인식한 평가인증제의 운영과정과 

사후유지 관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장관찰이 일회성이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지속적인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해익, 김남희, 정혜영(2013)은 평가인증 운영에 관하여 현

장관찰자간 능력차이의 최소화,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 현장관찰자간 일치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교육과 관리 등의 필요성, 어린이집이 특성과 영유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방식

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확인점검결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유효기간을 감축하는 것에 대한 역효과를 우려하였다. 사후유지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들

(김순덕, 2010; 박경희, 2009; 박경희, 2012; 홍은숙, 부성숙, 2011)은 대체로 현장과 교사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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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정숙(2010)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을 알아본 결과, 평가인증 전반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어려움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 평가인증제도 중 미국(NAEYC, 2014), 호주(ACECQA, 2014)를 주로 참고

하며, 이외에도 영국(Department of Education, 2014), 뉴질랜드(Ministry of Education 2014), 일

본(윤혜경, 2008) 등의 자료들도 검토되고 있다. 서문희 등(2013)은 미국, 호주와 일본을, 장혜진

과 손신영(2014)은 영국,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등의 질관리 방안을, 김미숙(2014)은 영국과 

뉴질랜드의 질관리 체계를 우리나라 체계와 비교하였다. 장헤진과 손신영(2014)는 선진 평가인

증제도가 대부분 현장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통하며, 기관과 영유아의 특성을 존중하되, 질관리

는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201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그간 운영되었던 결과를 토대로 운영체계를 일부 개선하여 진행

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13)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

정의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참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신규인증은 6개월, 재인

증은 4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4개월로 일괄 단축하였고, 평가인증 과정에 포함되었던 ‘자체점

검’ 과정을 상시화하여 각 어린이집별로 특성에 맞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을 완료한 

어린이집이 과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중도포기 감소 등 유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어린이집이 지켜야 하는 법적관련 필수항목을 확대하였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

집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기본사항’으로 확인하는 

바, 2012년도까지는 필수항목(4항목)과 기본항목(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3년도부터는 

기본항목 중 5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전환하여, 필수항목 9항목으로 강화하였다. 

셋째, 현장관찰일정 공지방법과 어린이집의 규모별 현장관찰자 파견인원을 조정하였다. 현장

관찰 대상 어린이집에 현장관찰일을 일주일전 사전공지하고 있었으나 특정 원아 등원거부 및 

교재교구 대여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13년도에는 어린이집에 2주간의 현장관찰주간은 

사전공지하되 현장관찰일은 공지하지 않고 현장관찰자가 파견되도록 하였다. 또한 영유아 100인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에는 현장관찰자 3인을 파견하여 현장의 규모에 따른 현장관찰인원을 배

정하고자 하였다.  

넷째, 인증 유보된 어린이집의 재참여과정 중 재인증어린이집의 재참여과정을 폐지함으로써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인증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증참여 시 유지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규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재참여과정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질적 수준을 보다 개선함으로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참

여과정에 대한 참여수수료를 부과하여 어린이집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인증어린이집이 확인점검 결과를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

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확인점검 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기준점수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며, 재점검 시에도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

우 인증유효기간을 감축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을 요

약하면 <표 1> 과 같다.

본 연구는 2013년 운영체계 개선으로 인한 성과를 검토하고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보육현장 

종사자와 부모, 보육관계자의 2013년 운영체계 개선내용에 대한 인식수준 분석 및 집단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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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2013년도 평가인증 운영체계 개선안의 적절성과 성과에 대한 보육교직원, 전문가집단, 

학부모의 인식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2013년도 평가인증 운영체계 개선안의 적절성과 성과에 대한 보육교직원, 전문가집단, 

학부모의 평가는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

셋째, 2013년도 평가인증 운영체계 개선안의 평가결과 향후 3차 지표에 반영할 내용은 무엇

인가?

<표 1>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사항 개정사유

‘자체점검’의

상시화

소요기간단축

소요기간 : 6개월→4개월 소요기간 단축으로 참여과정의 효율성 증대

자체점검, 기본사항확인 실시 후 참여 확정 사전준비 충분한 어린이집 참여 유도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확대

필수항목(4→9항목), 기본항목(7→2항목)

- (필수항목) 기본항목 중 5개 항목을 필수항목  

으로 전환

- (기본항목)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발생 건수별 차등감점제 적용

시설, 운영기준 등 법적 기준 미흡 어린이집

에 대한 참여제한 및 패널티 강화 

현장관찰일

미고지

(이전) 현장관찰주간 사전공지, 현장관찰일  

일주일 전 사전공지

(현행) 현장관찰월 1주전, 2주간의 관찰주간  

공지

평가형식화 및 어린이집의 허위부당행위  

방지 등으로 인증제 실효성 제고

관찰자 파견 수

조정

- 100인 이상 어린이집 현장관찰자 파견인원 

증원(2→3인)

- 수수료는 3인 파견시 30→45만원으로 조정

정원에 따른 파견인원 조정으로 합리적  

개선 

재참여수수료

부과 및 

참여대상 조정

- 신규인증 재참여 수수료 부과 (참여수수료 

50% 수준)

- 재인증 재참여과정 폐지

- 수익자부담원칙 및 확인방문과의 형평성 

고려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품질관리 소홀 등에 

대한 제재

확인점검-

인증유효기간

연계

- 확인점검결과 95점 이상 유효기간 연장, 80점 

미만 보육컨설팅 제공, 75점 미만 재점검 

후 유효기간 단축

- 점검항목(33개→전체지표) 및

점검인원(1→2인) 확대 

확인점검 실효성 제고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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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내용

공통 ∙일반적 특성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조사대상은 보육담당 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보육교직원, 부모 총 5개 집단 494명으

로 조사대상 범위 및 인원수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중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공급자적 

입장인 반면에 학부모는 수요자의 입장, 보육담당 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는 이 두 집단 

사이를 통제 및 평가하는 입장이라고 판단하여 구성하였다. 이들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확보하

고 있는 명단에서 무선선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과정에서 먼저 동의를 구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 조사대상 범위 및 인원 수

조사대상 대상자 범위 조사인원 수(명)

보육담당 공무원 시도(17곳) 및 시군구(229곳) 50명

심의위원 2013.11월말기준 활동 중인 심의위원 50명

현장관찰자 2012.1 ～ 2013. 11월말에 근속한 현장관찰자 50명

보육교직원 2013년 재인증 참여 후 인증유지 어린이집의 종사하는 보육교사 200명

부모 2013년 재인증 참여 후 인증유지 어린이집의 자체점검위원 144명

합    계 494명

2. 연구도구 

1)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 주요 개정사항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그 적절성과 성과를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단계에서 현장관찰자, 어린

이집 원장, 유아교육과 교수 2인 총 4인이 참여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다음에 보

건복지부 및 보육진흥원 담당자와 2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각 대상별 질문지의 질문 문

항은 모두 동일하며, 다만 보육교직원 대상 질문에서는 3개의 질문문항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총 28문항으로, 질문지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변경항목에 대해 ‘참고사항’으로 안내

하였으며, 학부모설문지의 경우 내용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추가하였다. 조사내용과 참고

사항 및 설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3>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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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소요기간

∙평가인증 참여 전 지자체 확인 사항

∙평가인증 현장관찰일 고지 방법

∙현장관찰 파견 인원

∙재참여 과정 관련 사항

∙확인점검 관련 사항

추가(보육교직원) ∙현장관찰 일정 고지방법 변경으로 인한 변화와 어려움(3문항)

<표 4> 질문제시방법 예시 

22. 재인증 어린이집 중 불인증된 어린이집은 재참여 기회 없이, 평가인증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3. 인증 유보된 신규인증 어린이집이 재참여를 신청할 경우 추가로 참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⑥잘 모르겠다  

☐ 평가인증 후 기준 점수 미달 어린이집의 재참여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34-35) 

[참고사항 : 재참여 ] 신규인증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심의 결과, 총점 및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 미달(75점 

이하)이면 [재참여]를 신청하고 미달 영역에 대해 재관찰 및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인증 

어린이집은 불인증으로 재참여 기회 없이 평가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설명] 평가인증 결과 총점 또는 일부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인 75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처음 참여하는 

신규 어린이집은 재참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부족한 영역만 준비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증을 받고 유지를 해오다 다시 신청하는 재인증 어린이집은 재심사 즉 재참여가 안 되며, 신규로 

평가인증을 다시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연구절차 

자료 수집은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4년 2월 24

일 ~ 3월 3일까지로 총 8일간 진행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및 결과 제시 

설문조가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운영사항 개선에 대한 일

반적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집단별 비교에 대한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아니다’의 5단계 척도문항을 5점 ~ 1점으

로 변환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분석을 하였다. 1차적으로 집단의 크기가 같은 보육담당 공

무원/심의위원/현장관찰자 집단 간 분산분석을 하여,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을 경우, 2차적으로 세 집단을 하나로 묶은 전문가 집단, 보육교직원, 부모의 세 집단을 대상으

로 분산분석을 하였다. 사후검증은 Duncan test를 하였다. 지면관계상 빈도와 백분율을 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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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고 문장으로 기술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한 경우에만 표로 제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평가인증 참여 전 자체점검과 기본사항 확인 및 소요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표 5> 평가인증 참여 전 절차와 기간단축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명)

문항
전체

(N=494)

보육담당공무원

(n=50)

심의위원

(n=50)

현장관찰자

(n=50)

보육교직원

(n=200)

부모

(n=144)

준비된 어린이집 참여유도 4.05(0.738) 4.24(0.687) 4.32(0.844) 4.12(0.718) 4.01(0.874) 3.94(0.430)

중도포기비율 감소 3.73(0.923) 3.90(1.036) 3.90(1.035) 3.72(1.031) 3.64(0.993) 3.75(0.664)

현장의 부담완화 3.55(0.995) 3.54(1.265) 3.90(0.863) 3.80(0.833) 3.54(1.046) 3.36(0.866)

<표 6> 평가인증 참여 전 절차와 기간단축에 대한 분산분석                                  (단위: 명)

문항
전체

(N=494)

전문가집단

(n=150)

보육교직원

(n=200)

부모

(n=144)
F 값

준비된 어린이집 참여유도  4.05(0.738) 4.23a(0.752) 4.01b(0.874) 3.94b(0.430) 6.464**

 중도포기비율 감소 3.73(0.923) 3.84(1.031) 3.64(0.993) 3.75(0.664) 1.889

현장의 부담완화 3.55(0.995) 3.75a(1.011) 3.54a(1.046) 3.36b(0.866) 5.637**

전문가집단은 보육담당 공무원+심의위원+현장관찰자의 합계를 의미함.

 **p<.01  
 사후검증은 Duncan test에 의한 것임.

평가인증 참여신청은 자체점검 및 보육담당 공무원의 기본사항이 확인 완료되어야만 가능하

다. ‘평가인증 참여신청 전 자체점검과 기본사항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준비된 어린이집의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심의위원, 보육담당 공무원, 현장관찰자, 보

육교직원 등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 에 80~90%가 동의하고 있는데 비하여 부모집

단은 ‘보통이다’에 81%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인증 운영체계 변경이 준비된 어린

이집의 참여유도에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 신청 전 자체점검과 기본사항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가인증 과정에서 중도포기율

을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보육담당 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보육교직원

의 네 집단은 ‘그렇다/매우 그렇다’에 65 ~78%가 대답하여 변경 안이 평가인증과정에서의 중도

포기율을 줄이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집단은 ‘보통이다’ 68.8%, 

‘아니다’에 18.8%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학부모를 제외한 네 집단이 평가인증 운영체계변경이 

중도포기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인증 소요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어린이집의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보육담당 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보육교직원의 네 집단이 58~74% 완화되었다고 답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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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집단은 49.4%만 완화되었다고 보았다. 이 결과로 평가인증 소요기간의 단축이 어린이집의 부

담을 완화시키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1차적으로 보육담당 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로 구성된 전문가집단 간 분산분석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적으로 전문가집단, 보육교직원, 부모간의 분산분

석 결과 p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문가집단이 보육교직원이나 부

모에 비해 참여유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도포기율 감소효과에 대한 인식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현장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에 대하여는 전문가집단과 보육교직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그러나 전문가집단과 보육교직원은 부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p<.01), 전문

가집단과 보육교직원은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데에 부모보다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

다. 

2. 어린이집 설치기준의 필수항목강화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 설치기준(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구비 등)이 필수항목으로 추가된 것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적절하다’와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부모는 

100%로 가장 높고 보육교직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73%로 나타났다. 특히 심의위원과 부모집단에서

는 ‘매우 적절하다’의 응답비율이 6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실 설치기준(인가정원 대비 보육실 면적 등)이 필수항목으로 추가된 것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는 ‘매

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의 응답율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보육교직원은 72.5%

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현장관찰자와 부모는 ‘매우 적절하다’에만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었다.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영유아 정원 대비 필요한 교사 수 등)이 필수항목으로 추가된 것의 적

절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부

모는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의 응답률이 100%로 가장 높고 보육교직원은 7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심의위원, 현장관찰자와 부모들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정기건강검진이 필수항목으로 추가된 것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매

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부모는 93.8%로 가장 높고 심의위원, 현장관찰

자, 보육교직원은 86%, 보육담당공무원이 66%로 응답하였다. 

‘비상대피시설 설치기준이 필수항목으로 추가된 것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부모는 100%로 가장 높고 현장관찰자 98%, 심의위

원 96%로 답하였으나 보육담당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은 76%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필수항목이 4항목에서 9항목으로 강화된 것의 적절성’에 대하여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에 대하여 현장관찰자 94%, 심의위원 82%, 부모 81.3%가 응답

한 반면, 보육담당공무원은 64%, 보육교직원은 46%로 나타남. 특히 보육교직원은 ‘적절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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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에도 11.5%가 응답하였다. 이는 필수항목의 강화는 보육교직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된 5개 항목의 부적절성’에 대한 주관식 응답은 총 21건으로, 우선 인가 시 이미 확인

된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어린이집 설치기준과 보육실 설치기준, 정기검진)이 불필요하다는 의

견이 가장 많았다(12건). 또한 인가시점에서 적합했던 것이 평가인증시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하는 것의 어려움과 영아대상 목욕탕시설/변기설치/비상대피시설 기준의 부적절성

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면적에 따른 정원 산정과 실제 조정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6건),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보육교사들의 요구가 높았다(5

건).

 ‘기본사항(필수, 기본항목)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주관식 응답은 

총 17건으로, 우선 필수항목에 보육교직원의 처우, 이수해야 하는 추가교육, 원장의 자격, 자질검

증 등 보육교직원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7건). 이외에도 안전, 영양, 예결산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4건). 기본항목에 대해서도 필수항목에서 거론된 보육교직원에 관한 요구가 가장 많았

고(5건), 급식시설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1건).

‘시설 운영기준 및 법적기준 미준수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하

여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에 부모 69.5%, 보육교직원 68%, 현장관찰자 44%로 응답한 반면,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에 대하여 보육담당공무원, 심의위원, 부모는 30.6%~32%의 응답

을 보였다. 이는 보육교직원, 부모, 현장관찰자 집단은 미준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전문가집단은 ‘보통이다’ 에도 42%~48%를 보여 

대체로 애매한 태도를 나타낸 가운데 심의위원과 보육담당공무원은 미준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에 대하여 인정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 운영기준 등 법적기준강화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하여 현장관찰자의 92%가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에 응답하였고, 심의위

원 88%, 보육담당공무원 74%, 부모 6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보육교직원은 44.5%

로 비교적 낮은 응답수준을 보였다. 이 결과는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보육교직원 집단에게는 아

무래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대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7>에 제시하였으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의 문항에서 부모, 현장관찰자의 평가가 가장 높은 인식을 보인 반면에 보육교직원과 보육담당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인식을 보였다. 전문가집단의 분산분석 결과, 심의위원과 현장

관찰자는 거의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어린이집 설치기준의 강화, 미준수어린이집 참여의 

적절성에서만 현장관찰자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p<.001). 이는 보육담당공무원보다는 심의위원

이나 현장관찰자가 어린이집에 관한 전문성과 요구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장관찰자

가 어린이집 설치기준의 강화, 미준수어린이집 참여의 적절성에서 심의위원과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어린이집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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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필수항목강화의 적절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명)

문항
전체

(N=494)

보육담당공무원

(n=50)

심의위원

(n=50)

현장관찰자

(n=50)

보육교직원

(n=200)

부모

(n=144)

어린이집 설치기준 4.27(0.753) 4.02(0.714) 4.28(0.757) 4.62(0.530) 3.98(0.826) 4.62(0.488)

보육실 설치기준 4.25(0.775) 3.88(0.773) 4.46(0.646) 4.60(0.571) 3.89(0.813) 4.68(0.46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4.35(0.724) 4.04(0.533) 4.72(0.454) 4.66(0.557) 3.97(0.791) 4.74(0.438)

건강검진 4.19(0.784) 3.70(0.544) 4.32(0.713) 4.34(0.772) 4.21(0.652) 4.25(0.972)

비상대피시설 4.34(0.720) 3.84(0.548) 4.46(0.579) 4.66(0.519) 4.06(0.795) 4.75(0.435)

필수항목강화의 적절성 3.80(0.818) 3.64(0.631) 4.10(0.789) 4.28(0.573) 3.41(0.809) 4.13(0.698)

미준수기관 참여제한의 적절성 2.24(1.046) 2.32(1.133) 2.22(0.932) 1.66(0.688) 2.25(1.031) 2.42(1.113)

 질적 수준 향상 효과 3.74(0.850) 3.74(0.965) 4.10(0.580) 4.32(0.621) 3.39(0.843) 3.92(0.749)

<표 8> 필수항목강화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분산분석                                (단위: 명)

문항
전체

(N=150)

보육담당공무원

(n=50)

심의위원

(n=50)

현장관찰자

(n=50)
F 값

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 4.31(0.714) 4.02a(0.714) 4.28a(0.757) 4.62b(0.530) 9.955***

보육실 설치기준 4.31(0.734) 3.88a(0.773) 4.46b(0.646) 4.60b(0.571) 16.304***

 교직원 배치기준 4.47(0.599) 4.04a(0.773) 4.72b(0.454) 4.64b(0.557) 26.561***

교직원 건강검진 4.12(0.741) 3.70a(0.544) 4.32b(0.713) 4.34b(0.772) 14.186***

비상대피 시설 4.32(0.648) 3.84a(0.548) 4.46b(0.579) 4.66b(0.519) 30.288***

강화의 적절성 4.01(0.719) 3.64a(0.631) 4.10b(0.789) 4.28b(0.573) 12.113***

미준수어린이집 참여의 적절성 2.07(0.974) 2.32a(1.133) 2.22a(0.932) 1.66b(0.688) 7.227***

법적기준강화 4.05(0.775) 3.74a(0.965) 4.10b(0.580) 4.32b(0.621) 7.780***

  

  ***p<.001. 
  사후검증은 Duncan test에 의한 것임.

3. 현장관찰일 고지방법에 대한 의견 

‘현장관찰일 사전고지에서 미고지로 변경된 것의 적절성’에 대하여 현장관찰자의 84%, 부

모 74.3%, 보육담당공무원 62%, 심의위원 46%의 순으로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에 응

답한 반면 보육교직원은 14%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보육교직원 62%, 심의위원 36%가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다른 네 집단과는 달리 보

육교직원 집단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관찰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식적인 평가준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가?’

에 대하여 부모 80.6%, 현장관찰자 86%로 높게 응답하였고, 보육담당공무원 66%, 심의위원 48%

로, 보육교직원은 17.5%로 낮게 응답하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보육교직원 59%,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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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 현장관찰자, 보육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심의위원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육교직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현장관찰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린이집 허위부당행위(교구대여 등) 방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현장관찰자 82%, 부모 86%, 보육담당공무원 72%가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에 비교적 높게 응답하였고, 심의위원은 46%, 보육교직원 22.5%로 응답하였다.  

한편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보육교직원 51.5%, 심의위원 2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 

현장관찰자, 보육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심의위원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육교직원

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현장관찰일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경우 적절한 사전 고지 주간’에 대하여 전체로 볼 때 

1주 40.5%, 2주 33.6%, 4주 14.8%, 3주 11.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보육교직원은 1주에 79.5%, 심

의위원과 현장관찰자는 1, 2주에 보육담당공무원은 1, 2, 3주에 유사한 정도의 응답을 보였다. 반

면 부모는 1주에 6.3%만이 답하고, 2주(43.1%), 4주(38.2%)에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보육교직원은 

1주를 선호하고, 다른 집단들은 비교적 다양한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보육교직원에게만 별도로 질문한 현장관찰 불시방문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행사진행의 어

려움 91%, 관찰요일에 따라 현장의 준비도 차이가 큰 것에 대한 부담 71.5%, 현장관찰 진행에 

필요한 최소인원 관리의 어려움 56% 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린이집 유형과 보육정원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현장관찰일 미고지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현장관찰 주간에 어린이집 행사 계획과 진행의 어려움 (단위: %) 

<그림 2> 현장관찰 진행에 필요한 최소 등원 인원 관리의 어려움(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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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관찰일 고지방법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9>에 제시하였는데, 보육교직원

은 전체 집단 중 적절성을 가장 낮게 인식한 반면, 현장관찰자는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현장관

찰자 > 보육담당공무원 > 심의위원의 순으로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긴 관찰고지 주간으로 관찰요일에 따른 현장 준비 차이 큼 (단위: %)

<표 9> 현장관찰일 고지방법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명) 

문항
전체

(N=494)

보육담당공무원

(n=50)

심의위원

(n=50)

현장관찰자

(n=50)

보육교직원

(n=200)

부모

(n=144)

미고지의 적절성 3.12(1.037) 3.58(0.906) 3.14(1.246) 4.18(0.962) 2.25(1.079) 3.80(1.075)

형식적 평가준비 방지 3.27(1.269) 3.80(0.926) 3.28(1.089) 4.26(0.876) 2.38(1.087) 3.99(0.939)

 허위부당행위 방지 3.34(1.236) 3.94(0.867) 3.36(1.025) 4.22(0.910) 2.50(1.181) 3.98(0.806)

<표 10> 현장관찰일 고지방법에 대한 분산분석                                             (단위: 명)

문항
전체

(N=150)

보육담당 공무원

(n=50)

심의위원

(n=50)

현장관찰자

(n=50)
F 값

미고지의 적절성 4.05(0.738) 3.58a(0.906) 3.14b(1.246) 4.18c(0.962) 12.397***

형식적 평가준비 방지 3.73(0.923) 3.80a(0.926) 3.28b(1.089) 4.26b(0.876) 12.832***

허위부당행위 방지 3.55(0.995) 3.94a(0.867) 3.36b(1.025) 4.22a(0.910) 10.969***
  

  ***p<.001.
  사후검증은 Duncan test에 의한 것임.

4. 100인 이상 어린이집 현장관찰 파견인원 증가에 대한 의견

'보육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한 것의 적절성‘에 대

하여 부모 87.5%, 보육담당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82%, 보육교직원 71%로 전체적으로 적절

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보육정원이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평가에서 현장관찰자의 인원이 3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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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체

(N=150)

보육담당공무원

(n=50)

심의위원

(n=50)

현장관찰자

(n=50)
F 값

파견인원 증가의 적절성 4.08(0.816) 4.04(0.638) 4.02(0.869) 4.18(0.941) 0.557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시설 규모에 따른 현장관찰자 파견의 차등화가 공정한 현장관찰에 필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에 보육담당공무원 94%, 부모 93.8%, 심의위원 92%, 보육교직원 

78.5% 현장관찰자 76%로 답하여 전체적으로 공정한 현장관찰에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현장관찰자 

파견의 차등화에 대해서는 보육담당공무원이나 부모, 심의위원보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

육교직원이나 현장관찰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현장관찰자를 3명 파견하는 것이 어린이집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에 보육담당공무원이 94%로 가장 높

게 응답하였고, 부모 87.5%, 심의위원 82%, 현장관찰자 80%, 보육교직원 70%의 순으로 전체적으

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보육담당공무원은 현장관찰자 파견 인원의 증대가 평가의 

공정성 및 정교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관찰자 파견인원 산정에 어린이집 규모 기준을 정원이 아닌 ‘현원’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모 86%, 현장관찰자 84% 심의위원 64%, 보육담당공무원 56%, 보육교

직원 53%의 순으로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에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에도 보육담당공무원, 심의위원, 보육교직원이 

14~20% 범위로 응답하였다.  

현장관찰자 증원의 적절성에서 보육교직원 집단이 다소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으나 보육담당

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부모 집단 등은 평균 4.0을 전후하는 높은 점수를 보여 현장관찰

자 증원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표 11). 현원으로의 변경 필요성에서는 현장관찰자와 

부모집단의 동의 정도가 보육담당공무원, 심의위원, 보육교직원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

이다. 전문가집단의 분산분석에서 파견인원 증가의 적절성, 규모별 차등 적용의 공정성, 정교한 

평가의 가능성 항목에서는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원으로의 

변경 필요성에서는 현장관찰자가 보육담당공무원, 심의위원보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p < .001).

<표 11> 현장관찰자 증원의 적절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명)

문항
전체

(N=494)

보육담당공무원

(n=50)

심의위원

(n=50)

현장관찰자

(n=50)

보육교직원

(n=200)

부모

(n=144)

파견인원 증가의 적절성 4.04(0.789) 4.04(0.638) 4.02(0.869) 4.18(0.941) 3.76(0.862) 4.19(0.637)

규모별 차등 적용의공정성 4.11(0.744) 4.26(0.565) 4.16(0.710) 3.96(1.124) 3.97(0.793) 4.19(0.528)

정교한 평가의 가능성 4.00(0.781) 4.22(0.545) 3.94(0.890) 4.10(0.909) 3.81(0.904) 3.93(0.655)

현원으로 변경의 필요성 4.08(0.801) 3.48(1.249) 3.54(0.973) 4.46(0.676) 3.70(0.971) 4.19(0.849)

<표 12> 현장관찰자 증원의 적절성에 대한 분산분석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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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차등 적용의 공정성 4.13(0.800) 4.26(0.565) 4.16(0.710) 3.96(1.124) 1.677

정교한 평가의 가능성 4.09(0.781) 4.22(0.545) 3.94(0.890) 4.10(0.909) 1.545

현원으로 변경의 필요성 4.17(0.728) 3.48a(1.249) 3.54a(0.973) 4.46b(0.676) 15.261***

 

  ***p<.001

  사후검증은 Duncan test에 의한 것임.

5. 평가인증 후 기준점수 미달 어린이집의 재참여 금지와 참여수수료 부과의 적절성

‘재인증 어린이집 중 불인증된 어린이집은 재참여 기회 없이, 평가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것

의 적절성’에 대하여 현장관찰자 94%, 부모 75.7%, 보육담당공무원 58%, 심의위원 48%, 보육교

직원의 36%가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에 답하였고,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

지 않다’에 보육교직원 59.5%, 심의위원 34%, 보육담당공무원 24%가 응답하였다. 이는 불인증된 

어린이집의 재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보육교직원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준

다. 또한 심의위원도 상당수가 재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인증 유보된 신규인증 어린이집이 재참여를 신청할 경우 추가로 참여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의 적절성’에 대하여 현장관찰자 78%, 심의위원 68%, 보육담당공무원 56%, 부모 43.7%가 ‘적절

하다’와 ‘매우 적절하다’에 답하여 네 집단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보육교직원은 

‘적절하다’와 ‘매우 적절하다’ 28.5%, ‘적절하지 않다’, ‘전혀 아니다’에 49.5%로 반대의 

응답률이 더 높은 편이다.

 재참여 제한과 수수료 부과의 적절성에서 보육교직원은 평균 2.55, 2.73으로 상당히 낮은 동의

수준을 보여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보인 반면 현장관찰자는 집단 중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보여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표 12). 전문가집단의 분산분석에서 현장관찰자는 보육담당공

무원, 심의위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1, p< .05). 즉 현장을 직접 접하는 현

장관찰자가 보육담당공무원이나 심의위원에 비해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였다. 

<표 13> 재참여 제한과 수수료 부과의 적절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명)

문항
전체

(N=494)

보육담당공무원

(n=50)

심의위원

(n=50)

현장관찰자

(n=50)

보육교직원

(n=200)

부모

(n=144)

재참여제한의 적절성 3.47(1.032) 3.34(1.303) 3.22(1.075) 4.48(0.614) 2.55(1.133) 3.76(1.033)

참여수수료부과의 적절성 3.38(1.056) 3.40(1.030) 3.60(0.948) 3.92(1.122) 2.73(1.092) 3.24(1.090)

<표 14> 재참여 제한과 수수료 부과의 적절성 대한 분산분석(단위: 명)

문항
전체

(N=150)

보육담당공무원

(n=50)

심의위원

(n=50)

현장관찰자

(n=50)
F 값

재참여제한의 적절성 3.68(0.997) 3.34a(1.303) 3.22a(1.075) 4.48b(0.614) 22.457***

참여수수료부과의 적절성 3.64(1.033) 3.40a(1.030) 3.60ab(0.948) 3.92b(1.122) 3.207*

*p<.05, ***p<.001,
  사후검증은 Duncan test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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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체

(N=494)

보육담당공무원

(n=50)

심의위원

(n=50)

현장관찰자

(n=50)

보육교직원

(n=200)

부모

(n=144)

확인점검 필요성 3.64(0.959) 3.98(0.845) 3.54(0.973) 3.64(1.102) 3.39(0.970) 4.06(0.557)

유효기간 연계의 적절성 3.49(0.999) 3.86(0.926) 3.84(0.889) 4.12(0.895) 3.06(0.894) 3.62(0.989)

6. 확인점검결과-인증유효기간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

‘평가인증 사후관리의 방안으로 인증어린이집의 확인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모 81.3%, 

보육담당공무원 76%, 심의위원 62%, 현장관찰자 62%의 순으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보육교직원은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에 24%, ‘보통이다’ 

52%, ‘필요하지 않다’, ‘전혀 아니다’에 21.5%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증어린이집의 확인점검 점수를 평가인증 유효기간과 연계하는 것이 적절성’에 대하여 

‘적절하다’와 ‘매우 적절하다’에 현장관찰자 78%, 보육담당공무원 74%, 심의위원 72%, 부

모 68.7%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보육교직원은 ‘적절하다’ 32%, 

‘보통이다’ 39%, ‘적절하지 않다’ 26%로 응답해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인증어린이집의 확인점검 점수가 높은 집단에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의 적절성’에 

대하여 ‘적절하다’와 ‘매우 적절하다’에 현장관찰자 90%, 심의위원 74%, 보육담당공무원 

66%가 응답하여 세 집단은 대체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보육교직원은 49%, 부모는 

31.3%가 응답하였다. ‘적절하지 않다’, ‘전혀 아니다’의 응답으로 보육담당공무원 26%, 보

육교직원 20.5%, 부모 18.8%로 답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증어린이집의 확인점검 점수가 낮은 집단의 인증유효기간을 감축/불인증하는 것의 적절

성’에 대하여 ‘적절하다’와 ‘매우 적절하다’에 현장관찰자 90%, 보육담당공무원 74%, 부모 

63.2%, 심의위원 48% 응답하여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은 ‘적

절하다’ 23.5%, ‘적절하지 않다’, ‘전혀 아니다’ 45.5%가 응답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

는 입장을 더 많이 보였다. 

 평가인증 결과와 인증유효기간 연계의 적절성 평가에서 부모집단은 점검의 필요성에서 평균 

4.06의 높은 동의를 보였으나, 보육교직원은 3.39로 낮은 동의수준을 보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가 확연히 나타났다(표 14). 이는 전문가집단은 보육교직원과 부모집단의 중간에 속하는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의미한다.  

유효기간 연계의 적절성, 우수기관의 유효기간 연장의 적절성, 미흡기관의 유효기간 감축의 

적절성 등에서 보육교직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한 반면, 현장관찰자는 ‘매우 적절하

다’는 평가를 보여 현장을 잘 아는 두 집단의 평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집단

에서는 우수기관의 유효기간 연장의 적절성, 미흡기관의 유효기간 감축의 적절성 평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p<.05, p<.001). 현장관찰자는 심의위원과 보육담당공무원보다 

엄격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표 15> 평가인증결과-인증유효기간 연계의 적절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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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유효기간연장의 

적절성
3.46(1.047) 3.60(1.340) 3.94(0.890) 4.20(0.833) 3.35(0.994) 3.13(0.930)

미흡기관 유효기간감축의 

적절성
3.39(1.075) 3.80(1.050) 3.40(1.107) 4.22(0.790) 2.73(0.969) 3.87(0.710)

<표 16> 평가인증결과-인증유효기간 연계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집단 분산분석              (단위: 명)

문항
전체

(N=150)

보육담당공무원

(n=50)

심의위원

(n=50)

현장관찰자

(n=50)
F 값

확인점검 필요성 3.78(0.996) 3.98(0.845) 3.72(1.011) 3.64(1.102) 1.660

유효기간 연계의적절성 3.94(0.907) 3.86(0.926) 3.84(0.889) 4.12(0.895) 1.494

우수기관 유효기간연장의 적절성 3.91(1.068) 3.60a(1.340) 3.94ab(0.890) 4.20b(0.833) 4.138*

미흡기관 유효기간감축의 적절성 3.81(1.041) 3.80a(1.050) 3.40b(1.107) 4.22c(0.790) 8.547***

*p<.05, ***p<.001
  사후검증은 Duncan test에 의한 것임.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3년도 변경되어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 주요개정내용 및 사업성과 등에 대

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보육담당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전문가집단과, 보육현장을 대표하는 양축인 공급자로

서의 보육교직원과 수요자인 부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를 중심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공급자로서의 교직원, 수요자로서의 학부모, 전문가집단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간 비교결과를 통합하여 살펴보면, 전문가 세 집단은 전체적으로 운영

체계개선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고, 다음으로 부모, 보육교직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

위원은 보육담당공무원, 현장관찰자에 비해 보육교직원과 수요자인 부모 사이에서 비교적 중간

자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의위원의 구성 중 원장이 40% 포함된 것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생

각된다.  보육담당공무원은 전문가 세 집단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나타내고, 특히 필수항

목 강화의 적절성에 대해 낮게 평정하였다. 현장관찰자는 위 세 집단 중에서 질 관리에 대해 제

일 강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보육현장에서 직접 만나게 되는 현장관찰자와 보육교직원간의 입

장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차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서문희 등, 2011, 

2013, 이미화 등, 2012)과 유사하다. 서문희 등(2013)은 관찰주간 제시기간, 점수배점, 인증 유효

기간 등 평가인증 절차에 관련해서는 보육관계자 의견과 원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합의를 통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Dahlberg와 Moss(2008)는 전문가

집단의 지식이 보육현장의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맥락과 상황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보육교직원은 필수항목 강화, 현장관찰일 미고지, 재인증과정 중 재참여 기회 제한 등 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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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해 강화된 내용 전반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다. 보육교직원은 현장관찰일 미고지에 따

른 어린이집 행사계획과 진행의 어려움, 관찰요일에 따라 현장간 준비도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

한 부담, 현장관찰진행에 필요한 최소등원 인원관리의 어려움 등 실제적인 고충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보육교직원 또한 전문가이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별도 구성하여 집단비

교를 하였다. 

한편 보육교직원은 강화된 내용전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선내용의 전반에 대

해서 적절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관찰일자 미고지, 재참여 제한 등에 

대해서도 보통정도의 평가를 하여 균형 잡힌 태도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합리성, 효율성, 공정

성의 기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겪어야 하는 수고를 최소화하는 

적극적 지원자세가 필요하도 사료된다. 이는 평가인증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모든 보육관계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서문희 등, 2013; 이미화 등 2012; 이정숙, 2010; 황해익 등, 2013)들과

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필수항목강화의 적절성에 대해 가장 높게 동의하였으며, 현장관찰일 미고지에 대한 

동의수준도 높아 수요자로서의 입장과 요구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부모들은 연구초기의 우려

와는 달리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거의 없이 성실한 응답을 하였고, 이는 수요자인 부모들의 보

육현장에 대한 강한 요구가 제대로 표현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평가인증에 참여하

는 어린이집의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어린이집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다(박자연, 김희진, 2008; 정찬우, 2008)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

만, 한편 학부모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입장뿐 아니라 학부모만족도가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것

에 대한 우려들(서문회 등 2012; 이미화 등, 2013)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 등 

수요자 위주의 정책개발은 이러한 견제역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견제역할만이 아니라 

공급자인 보육현장과 상호협력하는 자원으로서의 부모로 재개념화 할 필요도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에 더하여,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우선, 법

적준수를 요구하는 기본사항 확인내용이 설립인가과정과 평가인증과정에서 중복되는 점을 일원

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들 수 있다. 이는 법적준수를 강화하는 취지를 살릴 뿐 아

니라, 어린이집의 질적 제고를 향한 지난한 여정에서 무엇보다 현장의 불필요한 수고를 줄여주

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점검 및 기본사항 

확인 후 평가인증 신청을 함으로써 준비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소요기간을 줄인 

시도는 같은 맥락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운영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선진형 평가인증 관리를 위해 필

요하다. 작은 시도로 정원 100인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에의 현장관찰 파견인원을 3명으로 늘

인 것은 비록 당사자인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갖는 부담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며, 지

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시간이 지나면 장점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맥

락에서 비율로는 가장 높은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느끼는 비용부담과 재참여 기회제

한 등의 어려움에 특히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가정원이 아닌 현원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 본 개정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집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

는 과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황해익 등(2013)은 어린이집의 다양한 특성들 특

히 영유아의 연령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 마오리족을 포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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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다양성 및 다양성 자체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하고 있다(김미숙, 2014; 장

혜진, 손신영, 2014).  

사후관리는 인증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효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 조사결과는 고무적이다. 이는 확인점검 시범사업 효과분석연구(한국보육진흥원, 2013)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과정을 거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육교직원 집단의 유효기간 단축 

또는 불인증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은 것은 추후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미흡한 기관에게 지원

과 불이익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인지, 세부적인 적용기준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요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장관찰 2주일 전에 알려주되, 관찰당일의 일자를 알려주지 않고 불시방문하게 된 개정사항

에 대해서 현장관찰자의 동의정도가 타 집단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은 시사점이 크다. 이는 다

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는 평가당일의 준비가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리고, 보육교사들도 형식적인 평가나 허위부당행위방지에 

보통정도로 답한 것으로 미루어, 불시방문은 개정의 취지를 비교적 잘 살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행사진행의 계획과 운영, 진행을 할 수 없는 문제,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에서 서로 차

이가 나는 불공정성의 문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 최소등원인원을 관리하는 문제들을 줄이

기 위해서는 사전고지기간을 1주일로 줄이고 불시 방문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절한 사전고지주간에 대해 집단 간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현장관찰자와 보육교직원 모두 1

주가 가장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음을 반영한 것이다.  

관찰주간 제시기간, 점수배점. 인증 유효기간 등 현장관찰일 미고지는 미국, 영국 등 유아교

육평가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많은 동의를 얻고 있으므로(서

문희 등,  2013),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정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준 점수에 미달한 재인증 어린이집에게는 재참여기회를 주지 않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 

모든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한 것은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

으로 생각된다. 재인증 어린이집이 질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평가인증

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관찰자도 다른 전문가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미루어볼 때 부분적인 출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준점수를 

미달한 어린이집 중에서 상위 10%에게는 기회를 주거나, 특정영역이 아주 우수하다면 그 영역

은 제외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평가체계는 공통적으로 평가보고서나 등급이 

확정되기 전에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단계가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1차 소명 및 개정

의 기회를 주는 것, 호주의 경우 사소한 수준에서 시정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등(장혜진, 송신영, 2014) 현장점검의 과정에서 협력적 소통을 하는 사례도 반영될 필요

가 있다. 

위와 같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질관리와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의 민감함이 함께 추구되고 있다(OECD, 2014). 한편 이러한 질관리에 대한 세계적

인 관심과 부담과는 달리, 보육교사의 과중해지는 업무와 낮은 처우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질

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할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데 대한 우려가 우

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Horwitz, 2014).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필요

로 하는 영유아(high need children)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입장(Noble, 2015)이 평가인증체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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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 변경내용 각 항목별 집단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주요개정사항들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준

수를 요구하는 기본사항 확인내용 점검과정의 일원화, 유효기간 단축과 불인증, 재참여기회 제

한 등 기준점수 미달기관의 관리방안과 현장관찰일 사전고지 및 불시방문에 대한 보육현장의 

부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대안은 2015

년에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3차지표의 운영개선안 설계에 반영될 실증적인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한편 전문가 각 집단의 표집이 적어 전체적으로 일관된 통계분석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제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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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main eight items amended in the 2013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system and to provide suggestions.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200 child care

center teachers and staff; 150 professionals consisting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hild care,

members for the accreditation committee, and inspectors at the site; and 144 parents. They

participated in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during the end of February, 2014. The

survey questions regarding the eight changed items were the same to all the three participating

groups, and three more questions were asked to child care center teachers and staff.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ies and percentages to present general recognition level. For a

group comparison, analysis of variance was first performed among 3 professional groups, all of

which has the same size. When there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the second analysis of variance was done among three groups of professionals including the

three groups, teachers and staff, and par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recognition among the groups regarding each changed item in the 2013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system, but overall, the groups evaluated the main amendments positively and the changes were

considered appropriate and necessary. However, it was found that in-depth reviews are needed of

procedure unification to check the basics to require legal compliance; management of unaccredited

centers such as valid period reduction and no accreditation, or limit for re-accreditation application;

and the burdens of child care centers about surprise visits and notice of inspection dates in advance.

▶Key Words :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accreditation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and

sugges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