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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위한 맞춤보육어린이집의 개발에 관한 연구

강기선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Research on Development of a Customized Nursery School for Nurses 

Ki-Seon Kang
Department of Nursing, JeJu Hall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취업모인 간호사의 일‧가족사이의 균형을 지지하고 사직‧이직을 방할 수 있는 맞춤보육어린이집에 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맞춤보육서비스의 황을 악하고, 가임기 간호사의 맞춤보육어린이집의 운 에 한 인식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  안 을 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고, 이직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요하며,  맞춤보육
어린이집은 취업모인 간호사가 365일 3교 로 연속 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보육을 도와주어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의 

실 을 지지하여 이직‧사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설되어야한다. 간호사의 역할 에서 돌  제공자의 역할은 간호사

의 최우선 역할이고 24시간 교 로 연속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퇴직한 간호사를 맞춤보육어린이집의 간호사 자녀 돌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맞춤보육어린이집이 취업모인 
간호사의 근무상황  인식‧요구에 맞춰서 운 이 된다면 간호사들의 사직‧이직률이 낮아지고, 결혼  출산 계획에 정
인 효과를 주어  출산율 개선에도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맞춤보육어린이집이 활성화 되려면 
안 한 돌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리고 로그램은 유아의 기본생활과 
습 형성을 돕는 것을 으로 시행하고, 교사의 자질향상을 한 보수교육이 지속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인 

리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a Customized Nursery School where working women can support work - life balance
and a reduction in retirement or turnover. The research method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Customized Nursery
services and to recognize the recognition and need of the operation of Customized Nursery School. 
The importance of securing skilled nurses and preventing them from changing their job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people cannot be emphasized enough. A Customized Nursery School must be opened to reduce the retirement or
change of jobs of working women nurses and to provide care for continuous work in three shifts from 365days to
support the balance between the working mother and family. It is considered that nurses will put their children in
relief when using retired nurses who have the ability to work 24hour rotation in a Customized Nursery School and
when a Customized Nursery School be ran suited for the condition and demand of working women nurses, it is 
expected to reduce retirement and the change of jobs, also to give positive effect on marrige and family planning
which would make improvement in low birthrate. To activate the Customized Nursery School, Creating a secure 
learning environment and qualification of educators great effort should be put. A program curriculum based on 'basic
life and habits' should be the center of education. Continuous management and effort will need to be placed in 
continuous development of 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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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아기를 부모

와 가정에서 보내기보다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차 증가하고 있고, 2013년을 기 으로 10년 의 통계치 
보다 3배가 넘는 비율의 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
는데[1], 이는 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취업으로 맞벌
이가 증가하면서 차 어린이집 이용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2,3]. 한 최근 사회 환경의 격한 변화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의 확   통  가족에 의한 

돌  체계의 약화 등으로, 일・가정 양립에 한 사회  

지원요구가 증가하고 있음과 동시에 결혼기피・  출

산・고령화・이혼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도 발
생되고 있어서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요구를 수렴하여 보육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필

요성이 두되고 있다[4].  
그리고 최근 세계화・정보화가 가속됨에 따라 과거 

주간근무의 형태는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일을 하는 형태

로 다변화 되고 있고,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취업모
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업무시간 동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일・가족 양립 가능성
을 높이는 요한 열쇠가 된다[5-7]고 하 다.  
그런데, 2017년 간호사 1884명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간호사의 61.3%에서 이직  퇴직 경험이 
있으며, 그 가장 큰 원인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라

고 보고되고 있다[8].  
한 최근 국민의 건강을 해 실시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보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 입

원환자를 돌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서비스가 성공하
려면 먼  의료법 상 간호사 인력기 의 변화로 래되

는 간호사 노동 강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료
법제 36조 제5호 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
른 간호사의 인력 기 으로는 의료 기 에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 당 1명의 간호사를 두어야하는데, 재 

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의 수는 15-20명으로, 선진 외
국과 비교해보면, 간호사에게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강
요하고 있는 형편이다[9]. 따라서 간호사들의 결혼  육
아로 노동의 강도가 더욱 가 되는 것을 방하여 사

직・이직을 막고, 일・가정의 양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도록 도와주기 한 맞춤보육서비스의 도입은 국민의 건

강  안 , 간호인력 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요한 일

이다.  
재 국의 종합병원 등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지만, 

운 자의 입장에서 야간 근무할 보육교사 확보  운

의 어려움으로, 부분 오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종일
제로 운 되거나 녁 11시까지 시간 연장어린이집 형
태로 운 되고 있어서, 3교 로 24시간 연속 근무를 해
야 하는 간호사는 자녀 돌 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러한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없는 형편이다[10].
그런데 정부에서도 2002년부터 가장 오랫동안 심

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것이 맞춤보육서비스 이며, 이 
에서도 시간 연장・24시간・휴일보육 서비스에 큰 심
을 기울여 왔는데도 여 히 취업모의 경력단  상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7]. 그리고 간
호사를 한 맞춤보육어린이집은 시간 연장・24시간・
휴일보육서비스 이 셋 부를 아우르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24시간 어린이집과 련해서 

취업모의 일・지속성  일・가정양립의 효과에 한 연
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부분의 연구들이 아동

의 발달과 련되거나 보육교사와 부모의 어린이집 운

에 한 인식도 련 조사연구들[6,11], 기존 운  인 

24시간어린이집 이용 확충과 련하여 학부모나 보육교
사를 상으로 운 에 한 인식도나 만족도를 알아보는 

연구 등이 있으며, 그나마 사례가 어 일반화 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6-7,12]. 그리고 간호사 상의 어린이집
에 한 연구로는 24시간 어린이집에 한 인식과 요구
를 알아본 연구  아기 자녀를 둔 간호사 엄마의 양

육의 기 감을 알아본 연구, 간호사 엄마의 육아 경험에 
한 연구[10,13-14] 등 소수의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로 드물게 있을 뿐이다.
이에 본연구자는 문헌을 통해 최근 맞춤보육서비스의 

황을 고찰하고, 가임기 간호사를 상으로 어린이집 
운 에 한 인식과 요구를 악하여 취업모인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보육어린이집의 개
설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하 다.  

1.2 연구의 목적

맞춤보육(시간 연장・24시간・휴일보육)서비스와 
련된 황을 악하고 간호사의 맞춤보육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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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  요구를 알아본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로 이루어졌으며, 취업모
의 근로형태와 맞춤보육서비스 이용실태와 운  실태  

문제  등을 악하고자 하 다. 

2.1.2 설문조사

연구 상은 종합병원 5곳에 근무하는 만 22세에서 39
세사이의 가임기[15,16] 간호사, 즉 여성의 출산율이 가
장 낮은 연령층(19세 미만과 4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
[17]의 간호사를 상으로 하 고, 연구 상자 400명  
피험자 동의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충실히 답한 378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 에 

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에 한 연구[10]와 24시간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6]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 다. 그리고 문항의 성과 문제  등을 악

하기 하여 간호학박사 3인과 조산원 1인, 간호사이면
서 보육교사 면허소지자로 재 시간 연장어린이집을 운

하고 있는 2인에게 문항을 검수 받아 의미가 불분명하
거나 하지 않은 문항은 수정  보완하여 최종 으

로 일반  특성 3문항, 24시간 어린이집 운 에 한 인

식 4문항, 어린이집 운 내용에 한 요구 3문항으로 구
성하 다.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에 걸쳐 

실시하 고, 본연구자가 각 병원의 간호부를 직  방문

하여 조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여 허가를 받고, 병동
의 수간호사를 통해서, 피험자가 휴식시간 동안 쉽게 
근할 수 있는 장소에 동의서와 설문지를 비치하도록 하

여, 피험자가 자의 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그 장소에 두고 가면 연구자가 나 에 자료를 

수거하 다. 

2.1.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 자료는 SPSS 18.0 PC 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 으며 일반  사항에 한 어린이집 운 의 

인식정도는 빈도분석  집단별 평균분석, 독립표본 t검
정 등을 통해 분석하 다.

2.2 연구결과

2.2.1 문헌고찰 결과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흐름은 새싹 랜의 제1차 
장기 보육계획(2006-2010)에서 취업부모 지원 강화, 시
간 연장보육 활성화 등이 주요과제로 제시되었고, 아이
사랑 랜(2009-2012)에서는 ‘수요자 맞춤보육’이란 용
어가 본격 으로 사용 되면서 맞벌이가구를 한 보육료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 하여 제안되었

다. 그리고 제2차 장기 보육계획(2013-2017)에서 맞벌
이 등 실수요자 심의 보육체계 개편으로 더욱 강조되

었는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력
단  상과 취업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

고 있다[7]. 
보육서비스의 주이용자인 취업모의 근로실태를 살펴

보면 아취업모의 56.9%, 유아취업모의55.2% 정도가 
주 4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고, 1/3 이
상이 시간외 근로  주말근무를 하고 있으며[7,18], 
아취업모의 19.7%는 종일반 등원시간인 오  7시30분 
이 에 출근하고, 20.0%는 하원시간인 오후 7시 30분 
이후에 퇴근하며, 유아취업모의 12.6%가 오  7시30분 
이 에 출근하고, 19.7%는 오후 7시30분 이후에 퇴근하
고 있어서 약 20% 정도에서 종일반 운 시간과 련하

여 돌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어린이집 등원 이 과 

하원 이후에 별도의 돌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별도로 돌  자원을 추가 으로 

활용하여 아동 돌 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여의치 않을 
경우 직장을 사직하게 된다[19]. 

부분 취업 단 경험이 있는 취업 모 48.7%에서 그 
이유를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응
답하고 있다[7,20]. 따라서 추가자원을 활용하여 자녀 돌
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한 맞춤보육어린

이집의 개설은 돌 의 사각지 를 해소하고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에 한 실질 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수요・공  간 차이의 문제가 맞춤보육이 활성

화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강문희 외(2000)의 
연구결과에서 맞춤보육의 수요는 야간보육 72.4%, 24시
간보육 51.5%로 보고되었고[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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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spond
ent 

Percent
age

would you like to use or 
recommend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Definitely 
not would 15 4.0

Not would 50 13.2

Would 211 55.8

Definitely would 102 27.0

All 378 100.0

(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야간보육 55.2%, 24시간 보육 
48.4%, 휴일보육 46.7%의 수요가 있다고 했으며, 2015
년 학부모 상의 연구결과에서는 맞춤보육(시간 연장 
・24시간・휴일보육)어린이집 운 이 필요하다가 58.4%, 
이용할 의사가 있다가 62.5%이었다. 반면 어린이집 운
자의 응답에선 36.7%만이 필요하다고 했고, 27.0%만
이 그 운 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맞춤보육서비스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시간 연장

보육의 황은 2015년 서울시 체 어린이집(6,742개소)
 2,000개소(29.7%)는 시간 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되
어 운 되고 있으며, 이용 아동의 5.1%(427명)는 미 지
정시설에서 시간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
고 지정시설  미 지정시설 모두에서 혼합연령보육 등 

시간 연장보육의 질  문제, 보육교사 근무환경의 악화
문제, 운 상의 비효율성, 체계  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 한 시간 연장보육
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그리고 재 국에서 운  인 24시간 어린이집은 

98개로 체 어린이집수 비 1.4%정도인데, 24시간 어
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이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

고, 이용자가 있어도 상자가 어서, 연구  조사의 
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휴일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용아동 여부에 상

없이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 하고 있으며, 부모의 
근로나 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교사는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이용아동이 한명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주 5일 
근무가 확산되고 휴일근무를 여가고 있는 추세를 반

하여 몇몇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토요일 보육거 화 방안

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7]. 
한편 취업모인 간호사는 365일 휴일 없이, 24시간 교
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365일 휴일 없이 24시
간 연속 으로 유아를 돌  수 있는 맞춤보육어린이

집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형태는 시간 연장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휴일보육 어린이집을 모두 통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에서 제시된 모든 운 상의 어려

움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2.2 설문조사 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상자의 연령은 ‘20-24세’가 111명(29.4%)으로 가

장 많았고, 결혼여부에서 ‘미혼’이 258명(68.3%)이었다. 
자녀수에서는 ‘없음’이 277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자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Spec. Respondents  Percentage

Age

20-24 years 111 29.4
25-29 years 106 28.0
30-35 years 87 23.0
35-39 years 74 19.6

Residence
J city 328 86.8

Besides 50 13.2
Marital
status

Single 258 68.3

Married 120 31.7

Children

One  37 9.8
Two  55 14.5
Three  9 2.4

Childless  277 73.3
All  378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2) 맞춤보육 어린이집 운 에 한 인식

가임기 간호사의 맞춤보육 어린이집에 한 인식조사

에서 ‘맞춤보육어린이집(24시간)을 자신이 직  이용하

거나 추천 하겠는가’의 질문에 ‘그 다’ 211명(55.8 %), 
‘매우 그 다’ 102명(27.0%)으로 총 313명(82.8%)이 
정 인 답을 보 고, ‘맞춤보육어린이집(24시간)이 있다
면 자녀출산 후 퇴직・이직이 감소되겠는 가’의 질문에
는 ‘그 다’ 206명(54.5%), ‘매우 그 다’ 72명(19.0%)
로 총 278명(73.5%)이 정 인 답이었다. ‘맞춤보육
어린이집이 있다면 추가 출산 계획을 세우겠는 가’의 질
문에 ‘그 다’ 199명(52.6%) ‘매우 그 다’ 48명(12.7%)
으로 정 인 답이 247명(65.3%)이었다. 한 ‘맞춤
보육어린이집이 있다면 출산율이 늘 것인가’의 질문에 
‘그 다’ 188명(49.7%), ‘매우 그 다’ 46명(12.2%)으로 
총 234명(61.9%)이 정 인 답을 보 으며, 자세한 결
과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Perception of Customized Child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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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the retirement or turn 
-over decrease after the 
birth of a child?

Definitely 
not would 7 1.9

Not would 93 24.6

Would 206 54.5

Definitely would 72 19.0

All 378 100.0

If there is a custo -mized 
childcare center, would 
you like to make addi 
-tional plans for 
childbirth?

Definitely 
not would 10 2.7

Not would 121 32.0

would 199 52.6

Definitely would 48 12.7

All 378 100.0

If there is a custo -mized 
childcare center, will the 
birth rate increase? 

Definitely 
not would 9 2.4

Not would 135 35.7

would 188 49.7

Definitely would 46 12.2

All 378 100.0

(3) 일반  특성에 따른 맞춤보육 어린이집에 한 인식

‘연령별’에 따른 맞춤보육어린이집 운 에 한 인식

을 비교분석한 결과 ‘맞춤보육어린이집이 있다면 출산 
후 퇴직・이직이 감소할 것이다’의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5-39세에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Perception of Customized ChildCare Center by 
Age

Variable Categories Me
an

Devia
tion

Signifi
cance

would you like to use or 
recommend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20-24 years 3.07 .64

.819
25-29 years 3.03 .75

30-35 years 3.02 .81

35-39 years 3.12 .83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the 
retirement or turn -over 
decrease after the birth of a 
child?

20-24 years 2.77 .65

.005*
25-29 years 2.83 .65

30-35 years 3.03 .74

35-39 years 3.08 .79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you like to make additio -nal 
plans for childbirth? 

20-24 years 2.77 .59

.695
25-29 years 2.80 .64

30-35 years 2.75 .82

35-39 years 2.68 .80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ill the
birth rate increase? 

20-24 years 2.65 .66

.487
25-29 years 2.71 .66

30-35 years 2.74 .75

35-39 years 2.81 .77

 (*p<.05 **p<.001)

‘결혼여부’에 따른 24시 어린이집운 에 한 인식정

도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문
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자세한 결과는 Table4
와 같다.

Variable Catego
ries

Me
an

Devia
tion

Signific
ance

would you like to use or
recommend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Single 3.06 .69 12.31
/.001*Married 3.04 .85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the
retirement or turnover decrease 
after the birth of a
child?

Single 2.84 .65
5.33

/.022*
Married 3.03 .81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you like to make additional  plans 
for childbirth? 

Single 2.79 .63
28.20

/000**Married 2.66 .83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ill the
birth rate increase? 

Single 2.71 .66 8.92
/.003*Married 2.72 .79

Table 4. Perception of Customized ChildCare Centers 
According to Marriage

 (*p<.05 **p<.001) 

‘자녀수’에 따른 맞춤보육어린이집 운 에 한 인식

정도를 집단별 비교분석한 결과 ‘맞춤보육어린이집이 있
다면 자녀 출산 계획을 추가할 것이다’의 문항에서만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자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Variable Catego
ries

Me
an

Deviati
on Significance

would you like to use or 
recommend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One 3.24 .76

.130
Two 2.98 .87
Three 2.77 .83

Childless 3.08 .73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the 
retirement or turn
-over decrease after the birth of 
a child?

One 3.05 .88

.061
Two 3.07 .76
Three 3.00 .58

Childless 2.90 .67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you like to make additional 
plans for childbirth? 

One 2.86 .86
   

.040*
Two 2.53 .82
Three 2.38 .65

Childless 2,81 .69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ill the
birth rate increase? 

One 2.76 .76

.831
Two 2.76 .76
Three 2.62 .77

Childless 2.73 .70

Table 5. Perception of Customized ChildCare Centers 
by Number of Children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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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춤보육어린이집 운 에 한 사항 

맞춤보육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요하게 여기는 기

의 우선순 를 살펴보면 1순 가 ‘교육 환경과 교사의 
자질’로 274명(72.5%)이었고, 2순 는 ‘집과 직장과 보
육시설의 거리’로 49명(13.0%)이었으며, 3순 는 ‘보육
비용’으로 24명(6.3%)이었고, 그 자세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Variable Categories Respon
dent 

Percen
tage

Priority of 
important 

criteria
when choo 

-sing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The teaching enviro 
-nment and qualifica 

-tions of the educators 
274 72.5

The cost 24 6.3

Nutrition, Health Care 22 5.8
Distance between 
home and facility 49 13.0

Program compilation 
applying in child-care 9 2.4

All 378 100.0

Table 6. Priority of important criteria when choosing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맞춤보육어린이집 운 로그램  가장 요하게 다

루어져야 할 내용의 우선순 를 살펴보면 1순 가 ‘기본
생활과 습 형성’으로 131명(34.7%)이었고, 2순 는 

‘정서  안정’으로 86명(22.8%)이었으며, 3순 는 ‘감염
방  안 리’ 로 63명 (16.7%)이었고, 그 자세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Priority of what should be treated as the most 
important of the children's operating programs

 Variable Categories Respo-
ndent 

Perce-
ntage

Priority of 
what 

should be 
treated as
the most 
important 

of the
children's 
operating 
programs

Formation of basic life and 
habit 131 34.7

Physical development, 
offer of nourishment 51 13.5

Infection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63 16.7

Emotional stability 86 22.8
Relationship with friends

Social life 26 6.9

Language development, 
Communication skill 12 3.2

Study guidance, 
Cognitive development 8 2.1

Artistic talent, 
Creative education 1 0.3

All 378 100.0

맞춤보육어린이집 운 에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 를 

보면 1순 는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한 보수교육’으
로 217명(57.4%)이었고, 2순 가 ‘보육 시설의 환경개
선’으로 88명(23.3%)이었으며, 3순 는 ‘행정부처의 철
한 리’로 48명(12.7%) 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Variable Categories Respo
ndent 

Perce
ntage

Priority of
policy

required for 
the

operation 0f 
Customized
ChildCare

Center 

continuing education of
child care educators 217 57.4

Education of parents 11 2.9
Management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department

48 12.7

Environmental
improvement 88 23.3

Connection between 
hospital, police etc 14 3.7

All 378 100.0

Table 8. Priority of policy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Customized ChildCare Center

2.3 논의

2.3.1 주이용자의 근로시간과 돌봄 공백의 문제

아취업모의 56.9%, 유아취업모의 55.2%에서 주 40
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고, 1/3 이상이 
시간외 근로  주말근무를 하고 있으며[7,18], 아취업
모  유아취업모의 약 20% 정도에서 종일반 운 시간 

련해서 돌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집 이외로 

별도의 돌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19] 따라서 24시간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간호사 취업모를 한 맞춤보

육 어린이집은 24시간 365일 휴일 없이 연속 으로 맞

춤보육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한 맞춤보육이 

활성화되려면, 이용자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취업모의 입장에서 맞춤보육어린이집을 이용
하지 않는 이유  ‘보육시설을 믿지 못해서’가 23-26%
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므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3.2 어린이집 수요‧공급 간 차이의 문제

2015년 학부모 상의 연구결과에서 맞춤보육(시간 
연장・24시간・휴일보육)어린이집 운 이 필요하다가 

58.4%이고 이용할 의사가 있다가 62.5%이었는데, 어린
이집의 운 자의 응답에선 36.7%만이 필요하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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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이 그 운 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고 있

다. 이러한 수요 공 의 차이로 인한 맞춤어린이집의 공

이 떨어져서 체 으로 서비스이용의 활성화를 방해

할 수 있는데, 그의 한 책은 운 자의 입장에서 맞춤

보육서비스 운 상의 어려움을 돕고 개선사항요구를 들

어주는 것이며, 이는 보육료의 실화[7, 21-24], 다양한 
연령층의 구성으로 인한 통합된 로그램 운 의 어려움 

 한 로그램의 부재[21-22,25], 안 리  

사항 시 처의 어려움에 한 책을 강구해야만 하며

[21-22,26], 문성을 지닌 교사 수 의 어려움 해소  

근로조건에 한 개선 등[7, 22, 24,25,27] 이러한 운
자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어 운 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

여할 수 있어야 맞춤보육어린이집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3.3 맞춤어린이집의 운영의 어려움

맞춤보육서비스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시간 연장

보육은 2015년 서울시 체 어린이집(6,742개소)  

2,000개소(29.7%)가 시간 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 되고 있는데, 혼합연령보육, 시간 연장보육의 질  

문제, 보육교사 근무환경 악화, 운 상 비효율성, 체계  

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간 연장보육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그리고 24시간 보육과 휴일보육은 어린이집으로 지정되
어 있어도 이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용자가 있어
도 상자가 은 형편이다. 최근 주 5일 근무가 확산되
고 휴일근무를 여가고 있는 추세를 반 하여 몇몇 국

공립어린이집에서 토요일 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토요일 보육 거 화 방안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7], 시간 연장형의 시설을 거 형식으로 운

하면 국가재정의 효율  운 과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29], 거 형식의 제도는 운  시 

근성의 문제와 아동의 이동 시 안 이 문제가 될 수 있

고, 돌보는 자의 달라짐으로 인한 아동의 응이 어려울 
수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를 한 맞춤보육어린이집은 
재 서울시에서 시범 인 거  형 시간 연장어린이집

에 제공되는 교사인건비100% 지원, 시간 연장 로그램 

운 비로 매월 반당 20만원 지원, 취사부 수당 매월 30
만원 지원, 차량운행비 매월 50만원 지원, 아동  교사
의 안 문제와 련하여 2명 이상의 교사 배치 등의 조
건이 동일하게 제공되면서 병원과 가까운 곳에 간호사를 

한 맞춤보육어린이집이 개설되어야만 간호사의 일‧가

정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이용률이 향상

되어 이직  사직 률을 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더불어 보육 서비스에서 가장 요한 사항인 아동
의 충분한 휴식과 정서  안정, 안 한 보호에 심을 가

지고 이용가구에 한 지원  가족과의 연계방안을 고

려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7].

2.3.4 맞춤보육어린이집에 대한 인식도

가임기간호사의 맞춤보육어린이집의 운 에 한 인

식도를 보면 ‘맞춤보육어린이집(24시간 운 )을 자신이 
직  이용하거나 추천하겠는 가’의 질문에 정 인 답

이 82.4%이었는데, 이 결과는 [10]의 연구에서도 82.2%
를 보여 거의 같은 비율의 결과를 보 다. 이는 [26]의 
결과에서 휴일보육 이용이유가 휴일 근무 87.0%, 갑작
스러운 사정47.8%로 나타났고, [20]의 결과에서도 부모
가 시간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이유가 퇴근이 늦어서 

79.2%, 녁에 돌  사람의 부재15.8%로 나타났었다. 
그리고 간호사는 특히 근무형태가 불규칙하고, 응  상

황 등 기치 못한 상황이 자주 생기는 직업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돌  공백의 걱정이 없는 365일 휴일 없는 
24시간 어린이집인 맞춤보육어린이집에 한 필요와 
실한 요구도를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결
혼 여부’별 비교분석 결과에서는 기혼・미혼그룹 모두에
서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10]의 연구결과에서도 
두 그룹 모두에서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미혼 두 그룹 모두에서 맞춤보육어린이집 운 이 실하

게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미혼에서도 원하
므로 간호사를 한 맞춤보육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결
혼을 유도한다거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 사료

된다.
‘맞춤보육어린이집(24시간운 )이 있다면 자녀출산 

후 퇴직・이직이 감소되겠는 가’의 질문에는 정 인 

답이 본 연구에서 76.3%이었고, [10]의 연구에서도 
77.8%로 비슷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 결과는 돌  공백

을 메워  수 있는 체 인력이 없을 경우 퇴직하는 사

례로 보아 맞춤보육어린이집으로 그에 한 근심이 사라

짐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연령별’에 
따른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 35-39세에서 즉 경력이 높은 간호사들에서 평균 이 

가장 높았는데, 이 결과는 간호사의 맞춤보육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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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보육의 부담감으로 인
한 간호사의 병원 장 이탈을 하시켜 재 국 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인력 수  불균형 문제의 해결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의미하고, 취업모인 간호사의 
경력단 을 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여부’ 별 비교분석 
결과에서 ‘기혼・미혼 그룹에서 모두  3.0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10]의 연구결과에서도 이 문항에서 유의한 결
과를 보 는데, 맞춤보육어린이집 개설은 취업모인 간호
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한 맞춤보육어린이집이 있다면 추가 출산 계획을 

세우겠는 가’의 질문에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 인 

답이 61.9%이었고, [10]의 연구결과에서는 정 인 

답이 53.4%를 보 다. 이러한 결과에서의 차이는 본 연
구의 상은 가임기 간호사여서 높게 나왔고, [10]의 연
구 상은 일반 간호사로 40  50  간호사가 24.3%를 
차지하고 있어서  추가출산이 어렵다는 생각이 반 되어 

다소 떨어진 결과를 보 다고 사료된다.    
한 연구결과에서 ‘자녀수’별 비교분석 결과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가 ‘1명’인 그룹에서 2.86으
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그룹에서도 2.81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실질 으로 추가 자녀 계획을 세

울 수 있는 가임기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높게 나왔으므로 맞춤보육어린이집을 개설하는 것은 추

가 출산을 계획하는데 아주 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결혼여부’별 비교결과에서 미혼그룹이 
2.82로, 유의하게 높게 나왔고, [10]의 결과에서도 미혼
그룹이 2.81로 높게 나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미혼’그룹에서 맞춤보육어린이집이 
운 된다면 결혼이 증가하고 자녀출산계획도 세울 수 있

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맞춤보육어린이집이 있다면 분만비율이 늘 것인가’

의 질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정 인 답이 61.4%이었
고, [10]의 결과에서는 60.3%이었는데, 이 결과는 맞춤
보육어린이집 운 이 출산율 증가 부분에서도 고무 일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3.5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가임기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요하게 여

기는 기 의 1순 가 ‘교육환경과 교사의 자질’이 185명
(70.6%)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343명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1순 는 ‘교육환경과 교사의 자
질’로 235명(68.5%)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 고[10], 
[5]의 연구에서도 1순 로 ‘교육환경과 교사의 자질’로 
일치하 다. 한 [6]의 연구결과에서도 1순 가 ‘교사
의 따뜻한 인성과 문  자질’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임
을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맞춤보육어린
이 집을 선택할 때 ‘교육환경과 교사의 자질’이 가장 
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맞춤보육어린이집의 로그램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내용의 1순 는 ‘기본생활과 습 형성’으
로 131명(34.7%)이었는데, [10]의 연구결과 에서도 1순
가 ‘기본생활과 습 형성’으로 나타났으며, 한 [5]의 
연구결과에서도 1순 는 ‘기본생활과 습 형성’으로 일
치하 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맞춤보육어린이집 운
로그램에서 가장 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로그램 

내용은 ‘기본생활과 습 형성’임을 알 수 있었는데, 간호
사 상 연구에서는 특이하게 ‘감염과 안 ’이 2 로 나

타났는데, 이는 보육교사 상으로 감염에 한 인식도
를 알아보는 연구결과에서도 감염과 련된 모든 문항에

서 인식이 체 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 는데

[30], 이는 아동들의 공동생활로 염병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간호사를 한 맞춤보육어린이집에서

는 더욱 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맞춤보육어린이집 운 에 필요한 련 정책의 우선순

를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에서 1순 가 ‘보육교사의 자
질향상을 한 보수교육’으로 154명(58,8%)이었는데, 
일반 간호사들 상의 연구결과에서도 1순 는 ‘보육교
사의 자질향상을 한 보수교육’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고[10],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을 매우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 연장어린이집 학부모를 상으로 한 연구결과[5]에
서는 1순 가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6]의 결과에서
도 시설과 환경이 좋아서 어린이집을 선택했다가 50.6%
로 나타나 일치함을 알 수 있어서 어린이들의 안 과 감

염병 방을 한 시설구축이 요함을 알 수 있으며, 간
호사의 근무지가 감염병 염이 가능한 환경일 수 있으

므로 간호사를 한  맞춤보육어린이집의 환경구축에서

도 안 과 좋은 질의 환경 구축을 고려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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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국민에 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시와 국민의 

건강  안 을 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고, 사직
‧이직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한 간호사는 

365일, 24시간 연속 으로 교  근무를 해야만 하기 때

문에 취업모인 경우 타 직종인 보다 육아에 한 어려움

이 크며, 종합병원들이 속한 소병원의 간호사의 이직
률은 22%에 달한다. 따라서 취업 간호사의 이직  경
력단 을 방하기 해 맞춤보육서비스를 용하는 것

은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실 하고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9].  
특히 간호사의 역할  돌  제공자의 역할은 간호사

의 최우선 역할이며, 문 이고 과학 인 지식 체를 바

탕으로 상자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돌 을 제공할 수 

있다[31], 따라서 퇴직한 유휴 간호 인력을 간호사 자녀 
돌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취업모인 간호사
의 근무상황  인식, 요구에 맞춰서 어린이집이 운 이 

된다면 간호사들의 퇴직・이직률이 낮아지고, 추가 출산 
계획에도 정 인 효과를 주어  출산율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안 한 돌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자질을 고려하여 채용하며, 유아의 기본생활

과 습 형성을 돕도록 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요하

다. 그리고 교사의 자질향상을 한 보수교육이 지속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인 리와 노력을 기울

인다면 맞춤보육어린이집의 운 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제언해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맞춤보

육어린이집의 사례가 고 선행 연구의 결과 한 한정

인 이 본 연구결과의 한계 이므로 이 결과를 맞춤

형 어린이집에 한 일반 인 인식의 연구결과로 확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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