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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purposed to provide implications in regards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at launched in May 2017. Three sectors of childcare 

polices on administration of childcare centers were reviewed in terms of 

suppor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Methods: Medium and long-term childcare plans and the main policies of 

previous administrations since 2004 when the Childcare Act was completely 

reformed, as well as the ‘Five-year policy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that was announced on July, 2017, were reviewed in terms of 

publicness of childcare, regulations on operation of childcare services, and 

customized childcare programs for diverse needs. 

Results: It was proposed that the concept of publicness of childcare should be 

conservative when focusing on public childcare centers. The regulations on 

operating childcare services should focus on improving structural dimensions of 

childcare quality to keep the well-being of children a top priority. Furthermore, 

diverse programs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to satisfy changes in 

childcare surroundings and the various need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outline 

childcare policies and carry out tasks under the new paradigm. The healthy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should be embodied as the final goal that forms 

the vision of childcare policies based on publicness, rationality, and diversity. 

            

❙key words  Korean childcare policy, Moon Jae-in administration, publicness 

of childcare, 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of childcare services, 

customized childcare programs  

Ⅰ. 서 론

문재인정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유아 양육에 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 다(국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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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원회, 2017). 이는 우리사회의 고질 인 난제인 출산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해결하기 

한 움직임의 방향성을 보여  것이다. 보육정책의 비 은 유아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구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한 실  방안으로  정부는 보육

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직원에 한 근무여건 개선, 보육교직원에 한 자격 리 등 보육의 공

기능과 질  향상에 방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실 으로 어린이집의 건강한 운 을 통

하여 구 될 때 안심보육환경 조성  유아의 행복추구권이라는 목표를 실 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보육의 목표는 명시 으로 유아의 심신 보호  건 한 교육뿐 아니라 보호

자의 원활한 경제 ․사회  활동지원이라고 제시되어온 바 있다. 그럼에도 실 으로 보육정

책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  행복 추구보다는 여성노동력 활용을 한 지원 부분에 더욱 방 을 

두고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듯 보육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 를 강조해 온 배경으로 인해 유아는 어린 시기부터 부모와 분리되어 장시간을 집단양육

체제 하에 생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다면 유아가 보호받는 기 의 역할과 환경의 질  

특성  실제 요구되는 수요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보육이 

추구하는 본연의 목표인 아동의 행복추구권에 부합되도록 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 이 균형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17

년 재 보육 장은 새 정부 출범과 제3차 장기 보육발 계획(2018~2022)을 수립을 맞이하여, 

정부의 보육 정책에 기 감이 고무되어 있다. 이즈음에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추진해왔던 다양

한 보육정책이 어린이집의 운  면에서 어떻게 구 되었는지를 살펴 으로써, 향후 개선된 보육

정책 수립을 한 토 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유아보육법 면 개정 이후 수립, 실시되었던 장기 보육

계획에 나타난 보육정책을 어린이집 운 과 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부분에 심을 두고 살펴

보고자 하 다. 첫째, 어린이집 운 과 련되어 보육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한 내용과 확보 수

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보육의 질 리에 필요한 규제 련 정책

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에 한 다양한 요구를 반 한 정책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아이를 기르기 안 한 보

육환경조성, 그리고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반 한 맞춤보육이라는 부분을 별한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운 과 련하여 보육정책이 어떻게 구 되어 왔는

지 평가하고 그에 따른 문제 을 살펴본 후, 향후 문재인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담당해야할 아동 

발달권 확보와 가족의 행복추구권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Ⅱ. 국공립어린이집을 심으로 하는 공공성 담보

국공립어린이집은 유아보육법에 제시된 7개 어린이집 유형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기조인 

공보육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핵심 인 어린이집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취약보육, 보육교사 호 제와 같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기피하는 정책을 우선 용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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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 인 운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 농산어 과 같이 낮은 보육 수요로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지역에 우선 설치되어 어린이집 근성 제고에 기여한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

집은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과 행 를 우선 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거  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안 미, 2009). 더욱이 무상보육이 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

간어린이집의 경우 추가 으로 지불해야 하는 보육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을 통한 

공보육 실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장 핵심 인 보육 서비스 공  주체로 인

식되어왔다. 

실제 보육의 공공성에 한 개념은 1차 장기 보육계획인 새싹 랜에서 정책목표로 제시된 

이후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가장 근간이 되어왔다. 언론, 의료, 교육, 통신 등의 역에서 사용되

어 온 공공성 개념이 보육에도 용된 것은 보육이 공공분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

육의 요구나 필요를 개인이나 가족이 응하는 것 신 공공 으로 응해야 한다는 에 기

한다(유희정, 김은설, 유은 , 2006). 

그러나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용어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것에 비해 용어에 

한 정의는 실제 으로 이루어지 못하 다. 이에 보육의 공공성은 부분 보육재정이나 보육서

비스 공  주체인 어린이집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즉, 보육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국가

가 부담해야 하는지, 보육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할 것인지, 공  주체인 어린이집의 사회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강조할 것인지,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표 인 이슈이다(백선희, 2011). 이  우리나라 보육사업에서 공공성이 논의될 때

마다 가장 강조된 측면은 바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보육사업의 공공성이 담보되기 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이 

체 보육 아동의 30%까지 확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하진, 이옥, 백선희, 2015). 실제

로 부분의 육아선진국의 경우, 공공시설로 운 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부

분 30%를 상회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보육법이 면 개정된 2004년 이후 국공립어

린이집의 개소수  이용 유아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재 

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7%, 체 어린이집 이용 유아  국공립어

린이집의 재원아 비율은 12%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 이 사회 인 요구에 비해 더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

합 인데, 보육료 지원의 확 로 기하 수 으로 증가해 온 민간어린이집의 확충 속도를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설 속도로는 따라잡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의 주체인 기 자치단체가 재정부담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등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소극  자세를 취하는 것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자체나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제한

이며, 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여부가 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1년 보육발 기획단을 발족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공 율을 40% 수

까지 확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한 이후(보건복지부, 2001. 12. 17), 지속 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먼  2004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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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육법 면개정 이후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제1차 장기 보육계획에 해당하는 ‘새싹 랜’에

서는 3  정책목표  하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설정하고, 공보육 기반조성이라는 정책과제

를 한 세부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제시하 다(여성가족부, 2006). 이를 근거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해 공동주택 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는 방안, 농산어  

등학교 유휴 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 에 국공립어린

이집을 설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실행하 다(신나리, 송신 , 이은경, 2009). 

한편 이명박정부는 ‘아이사랑 랜’에서 주요 정책목표를 기존의 공보육 개념에서 국가책임제 

보육으로 확장하 다. 그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한 공보육 실 이 아닌 부모의 어린이집 이

용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국가책임제의 추진과제로 설정하 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

어진 박근혜정부에서는 제2차 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보육에 한 국가책임제의 실 을 

최우선 략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공공성 확 를 제시하 다. 주목할 만한 은 

공공성 실 을 할 주체에 직장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포함하고, 공보육 실  실 으로 이

들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비율을 포함해온 이다(보건복지부, 2013a).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성이 우리 사회에 도입된 이후 보육의 공공성 개념에 한 이해

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여,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공공성 련 정책 한 비일 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유해미, 2016). 특히 유아보육법 면 개정 이후 강조되어오던 국공립 확충 

정책은 지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쳐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양미선, 이규림, 

정지운, 김정민, 2016). 

그러나 지난 19  선 과정에서 당선자인 문재인 당시 후보를 포함한 부분의 선 후보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공보육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나

라의 공보육 개념은 재까지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 민간

인 라에 해당하는 직장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이 공보육 강화를 해 활용가능한지를 고찰

해보고, 문재인정부의 공보육 련 정책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장어린이집을 활용한 공보육 강화 가능성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주력하여 추진한 보육정책  하나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이다. 직장어

린이집은 설립유형 상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함께 정부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미지원시설에 비해 작은 반면 기업의 재정이 추가 으로 

지원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서문희 등, 2012; 양미선, 서문희, 

김정민, 2014; 양미선, 서문희, 이혜민, 2013). 특히 2013년 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책(기재부 등, 2013)’을 통해, 의무사업장의 범 를 정비하고 

보육수당  탁보육 등의 체수단을 지양하며 이행강제 을 부과함으로써, 2017년까지 모든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직장어린이집의 확

충 속도는 매우 빠르게 선회하여, 2007년 32개소에서 2016년 948개소로 증하 으며 이용 유

아 수 한 15,124명에서 52,30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 다. 2016년말 기  의무사업장 1,15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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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개소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총 63.2%가 설치의무를 이행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7. 4. 28).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법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별 어린이집 

수 계획에도 외에 해당하는 바, 문재인정부에서도 지속 으로 확충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기본 으로 직장어린이집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한 제도라고 보기에는 설립  운  

특성상의 취약 을 갖고 있다. 첫째로 정부지원시설의 한 유형인 직장어린이집은 운 비의 일부

를 지원받는데, 이 지원 의 재원이 국고 는 시도비 등이 아닌 고용보험 기 이라는 이다. 

이로 인해 의무사업장 기 에 해당하기는 하나 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 상이 아닌 지자체, 학

교 등에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설립유형 상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운 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 기 에서 지원되는 운 비는 근로자 원이 고용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이용은 일부 근로자를 해서만 사용된다는 에서 형평

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설치  리주

체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일차 인 서비스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성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유아가 이용 가능한 보편 인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극 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 안일 수는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직 인 비용 지불이 없고 운 비가 지

원된다는 을 들어 공보육의 직 인 주체로 간주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신

나리, 2016. 6). 오히려 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상, 다음 세 의 양

육에 한 책임을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하다. 

2. 공공형어린이집을 활용한 공보육 강화 가능성

공공형어린이집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해 2011년부터 시작된 것으

로, 사업 추진 당시 695개소 던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7년 1월 재 2,077개소로 크게 증가하

다(유해미, 김아름, 박기원, 2015).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자격을 갖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상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 리를 가장 요한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여, 보육교직원의 문성

을 강화하고, 재무회계를 심으로 운 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구체 인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해 정부는 운 비의 일부와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여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보육교사 여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지출 규모가 

상 으로 높은 수 으로 나타나,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정 인 혜택이 직

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양미선 등, 2016). 한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 인 부모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 인 부모의 인식 한 상당히 정

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유해미 등, 2015). 결과

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일정 수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사업 

참여에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안정 인 운 을 재정 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는 

정 인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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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민간 인 라인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체될 수 있는지는 여

히 쟁 이 될 수 있다(김진석, 2016. 6). 일례로, 공공형어린이집 상의 운 비 지원이 시작된 

수년 동안 보육교사의 평균 여가 최소한의 기 인 1호 에 머물러있다. 즉,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교사 경력에 따른 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여 히 민간 인

라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실태라고 할 수 있다(서문희, 이혜민, 이원선, 2014). 더욱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기조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도입으로 추진력을 잃은 것이 부인하기 어

렵다. 이에 유해미 등(2015)은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목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체하는 기능이 

아니라 민간 역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  수 의 제고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p. 116). 따라서 지난 박근혜정부가 공공형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를 번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3. 공공성과 련한 기존 보육정책  새 정부의 정책방향 평가  제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참여정부부터 가시화된 보육재정 확 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쳐 무상보육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공공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민간 

역을 통해 공  인 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공성 련 정책이 선회되어, 공공시설

인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미비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공공형어린이집  직장어린이

집 제도는 이들 기 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조를 약화시켰으며, 무엇보

다 이들 기 을 공공성이 담보된 보육사업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는 여 히 쟁 으로 남아있다. 

우리사회의 아젠다가 총망라된 지난 19  선 과정에서 보육 련 공약으로 당선인인 문재인 

당시 후보를 포함한 부분의 후보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를 제시하 던 을 보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  국가책임제 실 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원칙 으로 일정 수  이상 이 져야 하며, 공공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정부

의 운 비 지원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에 부가 으로 

기여하는 형식이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

아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가 역차별을 받은 상황에 한 형평성 제고까지 가

능할 수 있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한민국’이라는 국가비  달성을 해 5  국정목

표와 20  국정 략, 100  국정과제, 487개의 실천과제를 계획하 다. 100  국정과제  48  

과제인 ‘미래세  투자를 통한 출산 극복’ 과제의 실천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을 40%까지 제고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 원회, 2017). 이는 지난 정부에

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공보육 확보를 한 일차 인 방법으로 두지 않고 안 인 방법

을 우선 으로 추진한 것에 반해, 새 정부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책임제를 실

하는 주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았다는 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련해서는 구체 인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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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공공인 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과제(17  과제)의 실천과제로 사회서

비스공단 설립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한 것을 설립 목 으로 삼고 있는데, 설립될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 할 공공사회서비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는 이다(국정기획자문 원회, 2017). 이는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직

한다는 취지로, 공단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보수를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안정  제공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김연명, 2017. 

4; 백선희, 2017. 5).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사업을 하나의 직렬로 포함하는 안에 해서

는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보육을 돌 노동으로 간주하여 문성을 해할 수 있

다는 과 그간 지속 으로 추진되어 온 유보통합의 해요소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등으

로 인해 지속 으로 문제 이 제기된 바 있다(열린부모교육학회 등, 2017. 7). 

더욱이 2016년 말 재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개소수는 41,084개소로, 정원 1,767,224명 비 

원은 1,451,215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2.1%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총 2,859개소에서 197,365명을 정원으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는 175,929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국 수치를 다소 상회하는 89.1%이다. 국

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여 체 어린이집 개소수 비 국공립어린이집의 비

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명백하나, 국에 설립된 어린이집의 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아닌 것

이다. 다시 말해, 재의 보육사업 황과 미래의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린이집의 양

 확 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하는 황이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무조건 인 확

충은 지양함과 동시에 확충 방식에 한 세 한 검토가 요망되는 상황으로, 신축 등과 같은 신

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확충이 아닌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매입 는 환 등을 통해 기

존에 지속 으로 논의, 추진된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결론 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는 신규 어린이집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국정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는 직 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더욱이 출산

률은 하락하는 반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82% 정도인  상황에서 신규 어린이집의 확충이 

한 방식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일자리 비

을 높이기 해 보육사업을 일자리 확충을 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고 하겠다. 더욱이 국공립어린이집 심의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제의 실 은 단순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가 아닌 질 으로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의 문성  특수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지역, 확충방식  

운 방식 등을 보다 체계 이고 세 하게 계획하여 근하는 것이 필수 이라고 하겠다. 

Ⅲ. 보육의 질 향상을 한 합리  규정 확보 

보육의 질은 일반 으로 ‘구조  질’과 ‘과정  질’로 구분된다. 이  구조  질은 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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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평가되고 확보되므로 제도나 기 을 개선함으로써 질  수 도 높일 수 있다. 법  규

제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는 교사  아동 비율, 집단 크기, 교사의 자격기  등이다. 반면 

과정 인 질은 어린이집 운 에서 변화 가능한 것으로 문가나 리자의 해석과 단에 근거

하여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 에 한 해석에 따라 질  수 도 변화될 수 있다. 를 들

면, 교사의 민감성, 정 인 상호작용, 발달에 합한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보육분야

의 반 인 질 제고를 해서는 법 는 규정의 변화와 련된 구조 인 근이 용이하다. 그

러므로 어린이집 질  운 과 련된 국내와 해외 규정을 검토하고 질  개선과정에서의 문제

을 악하여 향후 질  수  향상을 한 안에 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사  아동 비율  집단 크기와 련된 규정 변화  실태 

어린이집의 교사  아동 비율과 집단크기에 련된 규정은 유아의 발달에 향을 직  미

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다. 그  교사 

 아동 비율은 교사의 교수행동,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 유형, 래 간 상호작용 유형  아

동의 발달과 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민정, 2013; 임우 , 안선희,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 보육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보

육의 질  제고를 표방하고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보육교사 배치 기 으로 0세아 반의 경

우 1:3, 1세아 반의 경우 1:5, 2세아 반의 경우 1:7, 3세아 반의 경우는 1:15, 4세 이상 반의 경우 

1:20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발달과 련된 최 의 기 이라기보다 최소한의 기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NAEYC에서 인증 기 으로서 연령에 따른 교사  

아동 비율(항목 10.B.12)을 제시하고 있다(NAEYC, 2016, p. 99). 28개월 이하 아의 경우 교사 

 아동비율을 1:3 는 1:4, 21∼36개월의 경우에는 1:4에서 1:6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 30

∼48개월의 경우 1:6에서 1:9, 48∼60개월의 경우 1:8에서 1:10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  K학년에 

해당하는 유치반의 경우 1:10에서 1:12로 규정되어 있다. 유럽 국가에서도 유아의 연령 특성을 

반 하여 교사  아동 비율을 규정에 명시한다. 독일의 경우 0∼2세의 아는 1:5, 3∼5세 유아

는 1:14로 제시되어 있다. 국 웨일즈의 경우 0∼1세 아의 경우 1:3, 2세의 경우는 1:4, 3∼4세

의 경우 1:8 수 이며, 핀란드는 아의 경우 1:4인 반면 유아는 1:7로 제시하고 있다(안혜정, 유

한나, 2017).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사  아동 비율 기 은 아반의 경우 1세 

아는 1:5, 2세 아는 1:7로서 비교  여타 선진국의 기 과 유사한 반면, 유아의 기 은 3세 

유아의 경우 1:15, 4세와 5세의 경우 1:20으로 교사  아동의 비율이 하게 높게 나타나 여타 

국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 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듯 교사  아동의 비율은 보

육의 질을 측정하는 구조  질의 표 인 부분으로 향후 규정 개선의 필요성이 두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 규모를 의미하는 집단크기는 유아의 발달과 성장 그리고 교사의 직무와도 직․간

으로 련된다고 알려져 있다(안혜정, 유한나,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집단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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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에 처하는 반응 략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이 작은 경우 

교사는 정 인 략을 사용한 반면(김경숙, 2008) 학 의 규모가 큰 경우 부정 인 훈육방식을 

좀 더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홍계옥, 2003), 집단 크기가 과정  질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크기에 한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

라의 보육 장에서는 1인당 보육실 허용 기 이 부합되는 경우, 복수의 교사 배치를 해 행

으로 2개 는 3개 반을 공동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질 으로 집단크기가 커지게 

된다. 한편 외국의 경우 교사  아동 비율과 함께 집단 크기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NAEYC

에서는 인증 기 의 경우 집단크기가 0∼28개월까지는 8명, 21~36개월의 경우 12명, 30∼48개월

은 18명, 48∼60개월의 경우 20명, 유치반은 24명을 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NAEYC, 

2016, p. 99). 독일은 아반은 10명, 유아반은 25명을 넘지 못하고, 국(웨일즈)의 경우 2세 이

하는 12명, 3세의 경우 26명, 4∼5세반은 30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 스 한 

3세 이하는 최  12명, 4∼5세는 24명으로 되어 있다(안혜정, 유한나, 2017). 이 듯 선진 여러 

국가들에서 교사  아동비율 만큼이나 집단크기에 한 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규정으로 명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타 국가들의 유아반의 집단 크기는 우리의 교사  아동 비율 규정인 

4∼5세 유아반 20명과 차이가 없어 보이나, 교사  아동 비율과 함께 보았을 때는 차이가 있다. 

같은 집단 크기라도 최소한 교사가 2인이 배치되도록 규정하는바 단순하게 집단크기가 유사하

다고 단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반에는 리과정 보조교사가 투입되고 있다 하더

라도 규정상의 필수 인 인원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바, 구조  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복수의 학 을 하나의 공간으로 편제할 경우 4∼5세 유아반의 경우 2:40명의 집단구성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개정이 이루어져할 할 부분이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 운 에서 집단크기에 한 요성을 상기해 볼 때, 우리나

라의 어린이집 운  련 규정에서도 집단 크기 련 사항을 추가하여, 교사  아동 비율만큼 

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단, 집단크기를 결정할 경우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세 하게 계

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 으로 개별성이 강조되는 아반은 작은 규모의 집단이 유리할 수 

있으나, 유아반의 경우 래 간 경험 증진을 해 정 수 의 집단크기가 확보되는 것이 필요

하겠다. 선진국 수 에 비추어 어도 아반의 경우 1세반의 경우 1:4(8명까지), 2세 반의 경우 

1:5(10명까지)로 규정하여 아의 개별 인 상호작용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아반의 

경우에는 재의 교사  아동 비율을 3세 유아의 경우 1:12(24명까지), 4∼5세 유아는 1:15(30명

까지)로 정 교사  아동 비율과 집단크기를 규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탄력보육 지침으로 인한 교사  아동비율  집단크기 황

교사  아동비율이 법령에 명시된 것은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면 개정된 2004년도

이다. 구조  질에 한 최소한의 기 인 행 교사  아동 비율이 마련된 이 때, 외 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이 함께 마련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교육

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농어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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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서  산간 지역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 의 원활한 운 을 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정원 내에서 법 으로 명시된 보육교사 배치 기 을 과(0세는 제외)하여 학 을 구

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주목해 볼만한 은 2011년에 들어서 어린이집 운  지침인 ‘보

육사업안내’에 ‘ 과보육’이 명시되면서,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용되었던 특례 규정이 일반

인 운  형태로 언 되기 시작한 것이다(보건복지부, 2011). 즉, 1세와 2세반은 1인의 보육교사가 

담당 가능한 아 수보다 최  2명을 과할 수 있고, 3세 이상의 유아반은 최  3명을 과로 

수용 가능한 셈이다. 이로써 그동안 부분 이고 암묵 으로 통용되던 외 인 운  형태가 법

으로 인정되게 되었고, 특례 지역 이외에도 확  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지침은 보육의 질  제고를 해한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2013년에 이르러 변화되었다. 

즉, 일시  유아 유동인원수 증감에 응하고자 용하 던 과보육이 정원처럼 운 되는 

행을 2014년부터 지하는 것으로 공지한 것이다(보건복지부, 2013b). 이는 교사  아동 비율에 

한 최소한의 기 을 수하여, 과보육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유아 

안 사고  학 방 등 보육의 질 하를 방지하도록 운  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과보육을 원칙 으로 지하나, 법인어린이집과 그 외 정부미지

원시설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동어린이집은 2015년 원아모집 계획에 따라 반편성 

 원아모집을 가능하도록 하 다. 이로써 부분 으로 과보육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한 

과보육 시 교사 1인당 보육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을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지

하거나 처우개선 여 등에 우선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다. 이후 2016년부터는 과보

육은 면 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질  제고를 한 기본 인 규정이 확보되는 듯 보 다.  

그러나 2016년에 면 지하려던 과보육은 보육사업안내에 ‘탄력보육’이란 명칭으로 변경

되어 연령별 정원 인정범  과가 여 히 허용되기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16). 다만 반별 탄

력보육의 허용 기 은 종 의 기 에서 1세반만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지방보육정책

원회에서 해당 허용 기  내에서 심의를 거쳐 시도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  여건 등을 고

려하여 반별 유아 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추가 인 차를 두게 되었다. 즉, 상기 사항을 제외

하면 탄력보육은 기존 과보육과 동일한 운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명칭만 개정한 것

에 불과하며, 보육의 질제고 측면에서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이다.

실제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원을 과하여 운 하고 있는 반은 체 조사

기   2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화 등, 2016). 특히 2세반(15.3%)과 1세반

(11.4%)에서 인원을 과하여 운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로 아반에서의 과보육이 이

루어짐을 알 수 있다. 설립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 민간,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농어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유아 수 에 어려

움을 지닌 사회복지법인이나, 미지원시설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과보육을 통해 운 비를 

충당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시설 규모면으로 보면 80인 이상의 시설  34%이상, 20인 

이하 시설에서는 13%로 나타나 기  규모가 커질수록 반별 정원을 과하여 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반에서 정원을 과하여 운 하는 비율이 유아반

보다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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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 운 에 아의 특성이 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아의 발

달권  행복추구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합하면, 과보육이 탄력보육으로 정책 변화를 보인 것은 보육 장의 질 하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령에 집단 크기에 한 명시가 없는 상황과 맞물려 안심보육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3. 보육의 질제고와 련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 평가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 운 에 있어서 구조  질에 가장 핵심 인 지표인 교사 

 원아 수에 한 규정은 유아의 발달  특성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더욱이 ‘ 과보육’이 

‘탄력보육’으로 용어만 변경되어 교사  아동 비율 증가를 허용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에 부

정  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 집단크기에 한 법령  규정이 없는 은 높

은 교사  아동 비율과 맞물려 유아 발달에 부정  향이 가 되므로, 지속 인 제도  개

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보육 련 국정과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에 한 목표와 

어린이집 리과정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만이 제시되어 있으며, 보육의 질제고를 

한 내용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교육부에서 담당할 국정과제인 ‘유아에서 

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과제(49  과제)의 일환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사, 교육

로그램  교육시설의 질을 균등화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  아동 비율만

을 보더라도 지역교육청별로 정하는 학 당 유아 수가 5세반은 최  24명( 주, 충북)에서 많게

는 28명(서울, 울산)까지 구성 가능하여, 교사가 1인만 배치되는 경우 어린이집보다 열악한 상황

인 을 고려하여 볼 때, 구조  질 련 지표 개선을 통한 질제고 정책으로는 타당하다고 평가

하기 어렵다. 더욱이 해당 국정과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교육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 해당하는데,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처우를 균등화하는 것은 그간 지속 으

로 논의된 부분이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로그램과 시설의 균등화를 추진한다는 은 아를 

포함하여 장시간 포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운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우려된다.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기  운  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경우 매우 신 하게 진행해

야 하며, 변화가 필요할 때는 유아의 안 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용하는 것이 유아와 가족

의 행복에 장기 이고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향후 교육시설의 질 균등화 

작업을 추진할 국가교육회의(국정기획자문 원회, 2017, p. 82)에서 보육의 질 제고를 해 고려

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교사  아동의 비율을 육아선진국 수

에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질  개선은 기본 인 질을 반 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안이다. 

둘째, 학  정원 구성에 필요한 집단크기를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크기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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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교사  아동 비율과는 다른 차원으로 유아의 발달에 향을 미친다. 최근 우리나

라의 양육환경의 특성 상 어린 시기부터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머무는 유아가 차 늘고 있

어, 집단크기에 한 규정 제정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해 무엇보다 요한 기 선

이라는 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평가할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은 보다 거시 인 차

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간 어린이집 운  련 법령  규정은 부모의 기  이용만

족도, 기  운 자의 원활한 재정확보 측면에서 좌우되다 보니 유아의 권리나 행복추구권에 

한 고려는 배제되어 왔으므로, 이를 자성하고 안심보육환경 에서 어린이집 운 과 련된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평가 방식을 체계 인 모형으로 구축하여 연차 으로 정책

을 타당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추진과제 계획 시 반 하는 송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요하다. 더불어 장기 보육계획에 제시되는 비 , 목표  과제의 타당

성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의 계획  평가 시 근거

로 삼을 원칙과 기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아의 행복권, 발달권  보호권 등에 입각

하여 이들 권리가 균형 있게 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해 유아의 권

리 보호에 한 주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의 ‘아동권리 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근거하여, 단순히 기회의 제한  차별, 폭력  학  등으로부터 벗어난 보육환

경 마련을 넘어선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된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정책의 목표로 해야 할 것이

다(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2011). 이로써 최소 기 만을 명시하는 법령의 특성상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유아의 권리가 건강한 발달을 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를 면 하게 검

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Ⅳ. 다양한 보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

다양한 보육 수요에 한 맞춤형 보육은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부모, 유아의 요구에 부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으로 보육의 사각지 를 해소하고 취약보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비혼  만혼, 속한 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되면서 부부와 미혼 자녀

로 이루어진 가구와 3세  이상 가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맞벌이 가구와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유아를 가진 가정에서의 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아 보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와 보육 수요의 다양화를 고려한 맞춤형 지

원 방안은 지난 정부의 장기 보육계획에서 추진 과제  하나로 포함되어 실행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100  국정과제에서는 차별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고자 ‘다양한 가

족의 안정 인 삶 지원  사회  차별 해소’ 과제(65  과제)를 통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를 확 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과제의 세부 내용은 아동양육비의 단계  확  

 인상과 취약한 가정의 자립  해체 방을 한 로그램을 운 하는 방안만을 계획하고 있

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가족을 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한 구체 인 계획은 제시되지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한 어린이집 운  정책: 정책 고찰과 새 정부의 정책 제언을 심으로

   

 

 33

못한 상태이다.

어린이집에서의 맞춤형 지원은 크게 어머니의 취업 여부, 부모의 근로시간에 따라 보육 시간

을 다양화하는 방안, 장애아  다문화 가정 유아 등 보육 상을 고려한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는 모든 가정의 자녀 양육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고, 그 지원의 형태를 보다 촘촘히 다양화하

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십여 년 간 이루어진 맞춤형 보육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새 정부에서 고

려 가능한 향후 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  

2013년부터 부모의 소득 수 에 상 없이  계층의 보육과 양육을 확  지원하게 됨으로써 

0∼5세 모든 유아는 기  보육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고, 가정에서 양육될 때는 가정

양육 수당을 받는 것으로, 둘  한 가지를 선택하는 체계가 되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 가정 양육보다 지원과 혜택이 더 크다는 인식, 즉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 부모가 취업 등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에 한 리

양육을 당연시 여기는 상이 더해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한 부모의 바람직한 선택권이 왜

곡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실수요와 상 없는 업주부 유아의 기  쏠림 상으로 맞

벌이 등 실 수요층이 입소 역차별과 이용의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에 실 수요층의 입소 보장을 

해 맞벌이 가족의 입소 우선순 를 1순 로 조정하는 등의 실무 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부

모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아직은 반 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장시간 근로를 

하는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정의 보육 근성과 선택권 보장을 해 가장 요한 요소로 간주

되는 것은 ‘시간’이다. 이에 해당하는 표 인 어린이집 운  방식은 기  보육 시간을 연장하

는 시간연장 보육과 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되어 정책  쟁 이 되었던 맞춤반  시간제 보육을 

들 수 있다. 

1) 맞춤반 제도의 검토와 제언

부모의 취업 여부와 근로시간, 가족 구조에 따른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이용 시 종일반과 

맞춤반의 선택, 시간 연장(휴일, 야간, 24시간) 보육, 시간제(일시) 보육 등을 포함한다. 2015년 보

육실태조사(김은설 등, 2016) 결과에 따르면, 등하원 시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취업모

의 자녀는 7시간 59분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희망하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9시간 6분이며, 

우리나라 취업모의 평균 근로소요시간 한 9.4시간임을 고려한다면, 재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은 취업모의 실에 못 미치는 수 임을 알 수 있다. 즉, 어린이집만으로는 취업모의 유아 양육

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해 연 는 비 연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

에 없는 것이 맞벌이 가정의 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

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기  보육이 더 실한 취업모의 자녀가 

입소 우선 혜택을 받고  충분한 시간동안 신뢰할만한 기  보육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종일제 심 무상보육의 미비 을 보완하여 이용시간 차원에서 업주부, 맞벌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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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 하기 한 조정 방안이 지속 으로 논의되었는데, 이 

 표 인 것이 2016년 시작된 맞춤반 제도이다. 이는 미취업모의 경우 종일반(12시간)과 맞춤

반(6시간)  선택이 가능하되 보육료의 80%만이 지원 가능하며, 긴  상황을 비해 월 15시간

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련 맞춤형 보육이다. 도입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정책 으로 변화가 많았던 맞춤반 제도의 경우, 최근 어머니의 취업 련 증빙서류 

제출이나 신청 차 없이 부모가 자율 으로 종일반과 맞춤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논의되기도 하 다(김윤종, 이미지, 2017. 7. 20). 

이러한 논의는 어머니 취업 여부와는 상 없이 보육료 사용 액으로 부모가 자율 으로 이

용 시간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수요자인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보장으로 인해 부모의 

권리가 강화되어 보육서비스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업주부 상당

수가 어린이집의 종일반 이용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보육을 지원하겠다는 제도

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더욱이 안정애착이 요한 아기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 책임

보다 비용 지불 방식을 통해 부모의 권리 강화를 강조하는 과 그것을 통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에 해 좀 더 신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아의 어린

이집 장시간 보육 행을 개선하여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과 필요한 만큼의 기  보육을 조화롭

게 병행하고자 했던 맞춤형 지원 방안의 본래 취지가 새 정부에서 보다 강조되어 맞춤반 운  

 지원 방식이 세 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시간연장 보육의 검토와 제언

기  보육 시간(07:30~19:30)인 종일제 보육 이후의 보육 수요에 응하기 해 일부 어린이집

에서는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해 정부는 운 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6

년 12월을 기 으로 살펴보면, 8,296개 시간연장 어린이집에서 36,367명의 유아가 생활하고 있

으며, 844개 일반 어린이집에서 2,575명의 유아가 시간연장과 휴일 보육의 서비스를 받고 있

다(보건복지부, 2017).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같이 서비스 상 유아가 시간연장 보육

이 필요한 경우인지에 한 고려 없이 보육료 지원 아동에게 매월 60시간의 시간연장 보육이 지

원되고 있어 실수요자가 아닌 유아까지도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더욱

이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혼합연령반 운 , 로그램 질 하, 운 시간과 이용 희망 시간의 불일치 등이 불만족 사

항으로 보고되고 있다(서문희, 양미선, 2010). 따라서 시간연장 보육의 지원 상은 취약계층이

나 취업모 등 시간연장 보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로 한정하며, 시간연장 보육 사 이용 신청제 

도입으로 부모의 이용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 한 운  방식의 기본 제로 시간연장 보육 환

경이 유아에게 안정 이고 편안한지,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우선 고려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 시간연장 보육 컨설 과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질 리의 사각

지 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간연장 보육  24시간 보육은 반드시 필요한 아동에게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

도 인 보완이 추가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보육 통계에 따르면 258개 24시간 어린이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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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명의 유아가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의 

황과 개선방안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양미선, 2016),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의 경우 부

분 별도의 교사를 채용하나, 일부는 시간연장 교사가 24시간 보육을 담당하기도 하고(17.2%), 담

당 교사를 제외한 취사부 는 보조 교사의 별도 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인건비 부담에 따른 상이지만, 야간보육에 따른 유아  교사 안 문제, 교사 1인 근무로 

상황 발생 시 처의 어려움과 같은 운 상의 문제 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한 

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부모와 가족의 특별한 요구로 제공되는 장시간 보육으로 인해 

유아의 발달권, 행복권이 훼손되지 않기 해서는 24시간 보육의 운 방식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 먼  ‘24시간 보육 심의 원회’ 등을 설치하여 실수요자 검증 차를 마련해야 하고, 이용 

유아의 귀가  보호자가 정기 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도록 하는 등 24시간 보육 이용 보호

자가 수해야 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확인하고 장기 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사  보조 인력을 하고 충분히 지원함과 동시에 가족 연계 서비스 지원체

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아가 기 에 탁되어 으로 양육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덧붙여 물리  환경 측면에서 용 보육실 설치 기 을 강화하고, 수면실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을 한 정부지원 을 극 활용하여 유아가 물리  환경 측면에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하여 재 취약보육인 아와 장애아를 한 담 어

린이집이 운  인 것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보육을 재의 지정제에서 담제로 환하는 방

안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시간제 보육의 검토와 제언

시간제 보육은 양육수당 수  인 가정이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간 단 로 보

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시간제 일자리, 재택근무, 

부정기  일용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 양육기능이 취약한 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욕

구 증가 등으로 인해 일시 인 리양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을 고려한 제도이다(장 인, 최

신, 2008). 2015년 시작된 시간제(일시)보육 서비스는 사업 원년 당시 216개 기 에서 2016년에

는 347개 기 으로 확 되어 다양한 보육 수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

다(보건복지부, 2017).

실제 양육수당 수  가구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가구를 상으로 이

용 사유를 조사한 결과(김송이, 2014), 주양육자의 건강상의 문제 등의 불가피한 사유나 직업․

교육 훈련 참가 등 고용 련 사유가 주를 이루어, 어린이집을 정기 으로 이용하지 않는 업

주부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긴 하게 발생하는 리양육의 요구를 비교  충실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부모의 만족도 한 보통 이상으

로 나와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확 되고 그에 한 신뢰가 높아진다면 어린이집의 종일 이용을 

선호하지 않는 부모들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로 많이 이동할 것이라는 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약 차가 복잡하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등은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 의 걸림돌로 지 되고 있으며(김송이, 2014), 이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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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에 그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보육 제도가 성공하기 해서는 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하겠다. 한 운  방식 측면에서도 시간제 보육이 

어린이집에서 종일제 보육과 병행 운 되는 것은 서비스 질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처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별도

의 담당 교사를 채용하여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과 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수요자에게 근성

이 떨어지고 질  수 에 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

충하되 그 방식과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한 고민을 지속 으로 해야 할 것이

다. 이를 해 수요가 있는 지역 심으로 제공기 을 확 하고 근성  보육환경, 서비스 질 

등의 평가를 거쳐 제공기 을 재배치함으로써, 그간 사업의 우수성에 비해 성과가 제한 인 시

간제 보육 제도를 효율성 있게 운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다양한 보육 상에 한 맞춤형 보육 

맞춤형 보육 내용  특별한 요구와 배려가 필요한 취약 상에게 한 보육을 제공하기 

한 방안을 말하며, 그 상은 장애아와 다문화 가정의 유아가 표 이다. 상 유아의 수만

을 고려하더라도, 장애 유아와 다문화 가정의 유아는 소수의 취약집단에 해당하여, 여 히 

보육의 사각지 에서 미흡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이다. 그러므로 차 증가하는 장애 유아

와 다문화 가정 유아의 수요만큼 이들이 건강한 발달과 행복권을 추구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

도록 실효성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실행하기 해, 새 정부에서 고려해야 할 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 , 장애 유아는 ‘장애+ 유아’라는 이  취약성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한 특별

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2012. 8)에 따라 장애아 보육 지원의 법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의 기  이용률이 조하고 로그램․교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반이 미흡하다. 2016년 보육통계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이용 인 장애아는 총 

11,872명(2,430개소)으로 장애아 문 어린이집에 6,158명(177개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4,079

명(911개소), 일반 어린이집에 1,635명(1,342개소)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이는 장애

아 출 율을 2%로 가정했을 때 장애아  약 30%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

로, 통합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장애 유아를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20.0%, 장애 담보육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은 25.8%에 

불과하여, 나머지 60%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일반 보육교사가 장애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셈으로(이정림, 김은 , 엄지원, 강경숙, 2012), 장애 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문 인력의 

배치 비율 한 조하다.  

따라서 장애 유아를 상으로 특별한 욕구에 합한 지원이 통합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문성 높은 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먼  행법상 장애 유아  교사 비율이 1:3으로 

되어 있는 반면 장애 아  교사 비율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 이 없는 실정이므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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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교사 배치 기 이 하향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정림 등, 2012). 특히 교사  유아 

비율 규정 뿐 아니라 교사 자격 집단 간 역할을 구분하여 다양한 자격의 문 인력과 보육교사 

간의 역할에 한 조정과 처우 개선을 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 장애 유아 통합 

보육의 질 제고를 해 장애아 발달에 합한 시설과 환경의 기 을 강화하고, 그에 하여 확충 

지원해야 하며, 장애 진단 문가  구성과 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 인 진단과 배치를 우

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장애 유아를 상으로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후 완  통합보육을 지향하는 장애보육의 로드맵에 기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한 역량 강화와 자조  상담 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비장애 형제  가족을 지원 로그램까지도 개발, 보 하는 등의 장애 유아 가정 상의 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어린이집이 역할을 하는 것에 한 논의가 요구된다. 

한편, 다문화 가족은 2015년 기  89만 가구이며, 2020년에는 10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상되고,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유아 수도 지속 으로 증가 추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

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률은 약 50% 가량으로 높지 않은 수 이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지원 로그램  교사 연수 등 양질의 기반이 미흡하여 다문화가족 유아를 한 로

그램은 ‘인지발달’ 37.9%, ‘한 지도’ 43.4%, ‘이 언어 로그램 운 ’ 13.4% 정도이며, ‘알림

장․가정통신문’ 등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도 8.6%에 불과하다(서문희 등, 2012). 

유아기의 경험이 향후 성장 발달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의 

유아는 언어 등 양육 환경의 특수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일반 유아보다 더 실

하다. 특히 다문화 가족 내의 자녀는 아직 유아 자녀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 유아 자녀를 한 양육 지원에 한 심 제고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다

문화 보육의 체계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해 다문화 친화  교재교구 개발과 교사 연수 등

의 실시가 요구된다. 최근 정책의 우선순 에서 린 다문화 유아 상의 특별 로그램 개발 

보 , 다문화 친화 인 교재, 교구 세트 개발  교사 특별직무연수 등의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부모와 유아에 한 언어, 인지 등 발달 평가 도구 개발  보육 장 활용, 조기 언어

교육  통합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상된다. 

Ⅴ. 나가며

2004년 유아보육법 면 개정 이후, 지난 십여 년간 정부는 세 차례의 장기 보육계획

을 통해 변하는 보육 정책과 제도를 수립, 실행하 다. 어린이집은 그 흐름 속에서 부모의 

양육 지원과 유아의 발달과 행복 추구라는 두 축을 유지하며 많은 변화를 거쳐 정책을 실

행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책이 기  운  차원에서 어떻게 작용하 는지와 이를 기

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장기 보육계획을 해 요구되는 어린이집 운  련 제

언을 검토하 다. 

첫째, 국공립 심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제의 실 은 그간 두 정부를 거치면서 민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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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 해당하는 직장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통해 선회해왔고, 공공성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은 추진력을 잃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의 공보육 강화 방안으

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속 강조하되, 보육의 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확충지역, 확

충방식, 어린이집 기  운  등을 보다 체계 이고 세 하게 계획하여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구조 인 질 측면에서 집단의 크기와 교사  아동 비율 

련 규정은 해외의 육아선진국 기 에 비추어 볼 때 유아의 건 한 발달을 지원하지 못하는 방

향으로 수립, 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에서는 운  규정을 완화하거나 강화

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기 보다 유아의 안 과 건강한 발달을 최우선

에 놓는 노력이 실하다.

셋째, 다양한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보육을 실행하는 것이 차 더 요해지는 시 에 

어린이집 이용 시간 선택, 시간 연장 보육, 시간제 보육 등은 부모의 요구를 심에 놓고 비일

이고 즉흥 으로 수립, 운 되어 온 경향이 있다.  장애아, 다문화 가정의 유아 보육은 여

히 소극 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새 정부의 보육 정책에서는 부모 개인의 요구나 

가족의 특수성 뿐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유아의 발달과 행복 추구를 한 유아의 직  

요구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 고찰과 제언이 충분히 수용됨으로써 새 정부의 보육정책이 보다 효과 이고 

타당한 내용으로 계획, 실행되기를 바라며,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노

력을 통해 어린이집 운  방식이 선진화되고 보육의 질이 제고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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