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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재 리에 한 시설장들의

인식유형과 개선 안

신원식
경남 학  사회복지학과

The Perception Types of the Directors on PCC Financial Management 

and its Improvements

Won-Shik Shin
Dept. of Social Welfare, Kyungnam University

  약  연  목  민간보 시  재 리에 한 시 들  주  식  형화하고 그 특  악

하는 것 다. 형별 특  통해 민간보 시  효  재 리  보 비스  질 향상  한 안  색하

는 것 다. 민간보 시  재 리  련  엄  25개  진술  가지고 27  시 들에게 Q  하게 

한 결과  가지 형  도 었다. 첫째, ‘재  독립형’  민간보 시  한 재 회계규칙  개 어야 하 ,

민간보 시  특수 과 독립  보 해야 한다는 형 다. 째, ‘공보 형’  민간보 시 에 한 지원

 공립보 시 에 한 지원만큼 루어 야 한다는 형 다. 째 형  ‘사업별 지원형’ 로 민간보 시  

규 , 특 에 합하는 규  하고, 그에  지원  해야 한다는 형 다. 연 결과  토 로 한 함  보

책 안  시하 다.

주 어 : 민간보 시 , 재 리, 재 독립, 공보 , 사업별 지원

Abstract  This study is to grasp its characteristics by typing a subjective perception of directors on a private 

childcare center(PCC)’ financial management. This study is used the selected 25 statements and 27 directors 

performed the Q sort. As this result, the three types were derived. Financial Independence Type perceived that 

a finance accounting rules for PCC has to revised, and it is in need of guarantee of PCC’ independency. 

Public Childcare Type is a type that a government support on PCC is aided as much as support of a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 Project Support Type is the type that a rule enactment and support is 

correspond to a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PCC. Based on the result of research, I presented a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n a childc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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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인 인간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보육

시설의 조직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목표 달성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보육교사들의 문성, 아

동들에게 합한 보육 로그램과 보육환경이 요하다.

유아기는 인지·정서·사회 역 등의 기 능력이 집

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이 시기의 발달 정도는 개인

의 생애 학습에 한 태도나 학습 능력에 크게 향을

미치므로 유아기 교육과 보육에 한 국가의 재정 인

책임은 으로 필요하다[1,2]. 최근 들어 보육의 질

향상을 해 만 5세아 리과정을 한 보육비 지원, 평

가인증제, 종사들에 한 국가공인 자격 리제, 표 보육

과정 개발 등의 정부 보육정책이 확 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기 약 5조 2,700억 원의 산을 투입하 는데,

어린이집 운 지원(3조 7,675억 원), 보육인 라 구축

(232억 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 (76억 원) 어린이집

지원(2,532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1조 2,192억

원) 등[3]이다.

보육에 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 됨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 재정운 의 투명성 확보는 가장 요한 문제로

두되었다. 이 까지 민간보육시설 재정운 의 문제

으로는 재정 황과 운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

재정운 과정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

다는 , 민간보육시설의 회계시스템이 부 하다는

[4] 등이었다. 그 결과 보육 산 규모와 서비스 용률이

라는 에서 한국 보육은 세계 인 수 에 올라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보육만족도는 낮은 편이

었다. 한 보육교사의 처우는 낮고 보육시설의 안 사

고와 아동인권 문제 등[5]이 나타났으며, 보육서비스의

반 인 질 수 은 높지 않다는 지 이 비 이 제기

되었다.

그 이유는 민간보육시설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

이다. 민간보육시설의 부분은 소규모로 운 되기 때문

에 시설 당 평균 사무직원의 수는 1-2명에 불과하여 사

무직원이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치며, 재무･회

계에 한 문성이 부족하다[6]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 정부의 보육비 지원의 확 는 학부모들에게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재정과 리에 많은 향을 끼

쳤다. 우선 학부모들의 보육부담 감소로 인해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조 지원에 따른 정산, 보육 로

그램의 질 향상을 한 시설운 등 보육시설의 재정

리는 시설장들에게 최 의 심사가 되었다[6]. 이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시설과

교재교구 등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이나 법인시설과 다른

별도의 재정지원과 재정 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간보육시설만을 한 재무회계규칙의 필요성을

제기하 던 배경에는 이러한 혼란과 딜 마가 존재한다.

재 민간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

무･회계규칙’과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재정

리를 하고 있으나, 이들은 사 공 주체로서의 고유성

을 인정해 것을 요구하고 있다[7,8].

민간보육시설 재정과 련한 선행연구들은 부분 재

정지원의 공 자 측면에 을 맞추고 있다. 재정지원

방식뿐만 아니라 효율 인 재정운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한 보육시설의 반 인 리에 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 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민간보육

시설 재정 리와 련하여 시설장들의 주 인식을 유

형화하고, 그 특성을 토 로 민간보육시설의 효율 인

재정 리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2. 민간보 시  재  련 쟁

2.1 민간보 시  재

유아 교육과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은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주된 정책 의제

를 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에서 만 5세 이하

부분의 아동들에게 보육이 시작되며, 만 3세 이상 심지어

만 3세 이하 아동들의 입학률(enrolment rate)도 높아지

고 있다. 부분 으로 이것은 법 자격요건(entitlement)

이 확 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를 한 재원의 부분은

공공부문으로부터 마련되었고, 정부책임은 개 앙정

부와 지자체가 분담하 으며, 종종 교육부, 사회부, 고용

부 등으로 분할되기도 한다. 입학률이 증가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교육과정과 보육의 질, 보다 효과 인 서비

스 달을 한 서비스 통합, 투입 비 성과 등에 심

을 가지게 되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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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재정수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가 지원하는 보조 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아의 부

모가 지불하는 입소자 부담 으로 이루어진다. 보조

수입은 인건비 보조 과 기본보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받는 간식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기타지

원 등이 있다[10]. 재 정부의 재정지원은 국공립

법인보육시설에 해 인건비 운 비를 지원하는 반면,

국공립에 비해 더 많은 유아를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

에는 교재교구비 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정도

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편

되어 있다[11]는 것이다.

2.2 민간보 시  공공  확보

OECD는 국가가 ECEC에 투자하는 이유로 첫째, 서비

스 경제의 확 와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둘째, 여성에게

보다 공평한 방식[2]으로 일과 가정의 책무를 조화시키

기, 셋째, 출산율 하와 지속되는 이민 등의 인구문제,

넷째, 아동빈곤과 교육 불이익에 응하기, 다섯째, 공

공재로서의 ECEC를 들고 있다[12].

우리나라 보육시설 약 4/5를 차지하는 개인 설립의

민간보육시설은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공교육

의 의미를 교육의 제공자, 비용 부담, 교육 상, 교육 내

용, 교육 목표 측면에서 해석한 것을 민간보육시설에

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13].

첫째, 민간보육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

고 운 하는 것은 아니나, 보육 계법( 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을 통해 리･지원되는 기 이다. 둘째, 비용 측

면에서 공보육은 정부의 산으로 제공되는 보육을 의미

하며, 3-5세 무상보육이 국공립뿐 아니라 민간보육시설

에도 용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3-5세 보육은 공보육의 요건을 충족한다. 셋째, 민간보육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은 구나 근 가능한 보편성

을 제로 하므로 보육 상의 보편성이라는 공보육의

요건에 부합된다. 넷째, 보육 내용의 공통성 측면에서도

민간보육시설은 공보육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리과정

이라는 국가수 의 공통보육과정이 국의 모든 공사립

보육시설에서 동일하게 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

이 운 하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도 보육의 제공자,

비용부담, 보육내용, 보육 상 등의 측면에서 공보육을

제공하는 기 으로 정의될 수 있다.

최근에는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증진을 해 어린이

집 정보공시, 어린이집 운 원회 설치, 재무･회계 리,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 지 되어

왔다. 련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정보공시와 운 원회

설치에 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보육

시설 운 재정과 련하여 핵심 쟁 이라고 할 수 있

는 네 가지 민간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법인화에

련된 논의는 재도 지속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의 재무･회계 리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의 용을 받지만, 개인 설립의 민간보육시설에 용하

기에는 실 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이 지 되었다.

한 부분 민간보육시설이 회계업무를 담당할 행정직

이 별도로 없고, 시설장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9]에서는 보육시설 재

정 리에 한 반 인 보육이 지속 으로 필요하며,

민간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은 보다 간소하게 개정되어

야 한다는 주장한다.

3. 연

3.1 Q 진술 (statement)  수집

특정 주제나 상에 해, 각 개인들이 자신의 주

생각을 표 할 수 있고, 의사소통가능한 모든 텍스트

(text)들이 Q 진술문이 될 수 있다. Q 진술문은 논문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을 통해, 그리고 그 주제와 련된

상자들부터 면 을 통해서 수집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 보육시설 재정과 련한 연구논

문[5,6,7,11,14,15]과 단행본 보고서[4,8,9,10,16,18,

19,20,21]를 통해 진술문 70개를 수집하 다. 그리고 보육

시설장 10명을 상으로 면 을 통해 진술문 50개를 수

집하 다. 진술문은 연구자가 상자를 방문하여 1시간

여 동안의 면 을 통해 수집하 다. 연구 상자의 편의

(bias)를 이기 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와 연구 상자가 민간보육시설 재정운 에 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연구자가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보육시설장들과의 면 을 통해 50개의 진술문, 연

구논문과 학술 서를 통해 70개의 진술문을, 체 으로

120개의 진술문을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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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진술  표본(Q sample)

Q 진술문의 표본은 각 진술문이 해당 주제에 해

표성(representativeness)을 가져야 한다[22]. 진술문의

표성을 확보하기 해, 각각의 진술문이 민간보육시설

재정에 한 사항을 히 표 하는지에 해 진술문

에서 비슷하거나 복되는 항목과 연구내용에 부합하

는 정도가 낮은 내용들은 제외시켰다. 이를 통해 일차

으로 정리된 120개의 진술문을 70개로 으며, 그 다음

에 보육 문가 3명에게 2회에 걸쳐 각 진술문에 한 의

견제시와 수정사항을 보내 것을 요청하여 37개의 진술

문 세트를 작성하 다. 최종 Q 표본은 유사한 진술문 삭

제, 문장의 재구조화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체 으로

여섯 차례에 걸친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25문항의 최종

진술문을 도출하 다.

3.3 연 상  결 (P sample)

Q 방법론은 연구주제에 해 연구 상자 스스로 그

들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방법론이다. 연구자의

조작 정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결 (operant) 방법이

므로 상자의 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연구 상자

의 수는 포 연구의 경우 20∼30명 내외로 선정하며,

심층 연구에는 1명을 표본으로 선정[22]하기도 한다. Q

방법론에서는 연구 상자 무작 표집이 요구되지 않지

만, P 표본들이 연구주제와 련하여 표 , 포 이면

연구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표성과 포 성을 확보하기 해 보육시설의 규

모, 시설장의 연령, 보육사업 경력 등을 골고루 분포시켜

최종 으로 27명을 연구 상자로 표집하 다.

3.4 Q (Q sort)

진술문 카드는 체 으로 유사정상분포가 되도록 카

드 수를 강제로 할당하여 분류하도록 하 다. 진술문이

25항목인 이 연구에서는 각 수별로 [Fig. 1]과 같이 Q

분류 (sorting grid)을 작성하 다. 한 카드 분류 종료

후 가장 동의한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에

해 그 게 분류한 이유, 해당주제에 한 체 생각

을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

다.

Not agee at all So so Very much agree

-3 -2 -1 0 +1 +2 +3

[Fig. 1] Q Sorting Grid

3.5 통계학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한 통계패키지인

PQMethod Release 2.11을 이용하여 코딩 자료를 분

석하 다. 상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Q 요인을 도출하

으며, Q 요인은 Q PCA(principal components factor

analysis), Varimax 회 을 통해 통계처리하 다. Q 요인

은 주로 진술문(statement) 각각의 요인가 (factor score)

를 이용하여 해석된다. 요인별로 산출된 수와 개방형

으로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요인에 한 특성을

정리하 다.

4. 결과

4.1 민간보 시  재 운 에 한 식

4.1.1 행렬

Q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기 은 세가지가있다. 첫째,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요인을 선정하는 방법,

둘째, 유의한 요인 재값을 기 으로 오차범 0.01 수

에서그요인안에 어도두개의 재값이2.58(SEr)=0.45

를 과한 요인을 선정, 셋째, Humphrey의 규칙인데 한

요인 내에서 값이 가장 큰 두 개의 재값을곱한 것

이 표 오차의 두 배보다 큰 요인까지 선정하는 방법

[22,23]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 번째 기 을 사용하여 요

인을 도출하 다.

민간보육시설 재정운 에 한 시설장들의 인식 유형

을 Q 요인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세 가지 요인

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은 보육시설 재정에 해 동일한

견해를 갖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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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s
demographic

data

1 2 3 age career

01 .1622 -.1052 .7727* 31 9

02 .6073 .3813 .4732 58 31

03 .5283* .0738 .2280 49 9

04 .6477* .1902 -.0204 57 28

05 .0145 .6165* .1502 43 18

06 .4788* .4209 .2068 33 10

07 .6772* .2494 .4987 61 29

08 .1288 .6126* -.4667 41 19

09 -.0953 .4965 .5754* 42 21

10 .6563* -.0557 .4511 43 24

11 .7324* .1552 .0731 58 23

12 .4058 .6375* .2945 45 23

13 .7324* .3019 -.0273 58 24

14 .7627* .0484 .2455 46 21

15 .2425 .6094* .4608 44 12

16 .1036 .7776* .0143 36 13

17 .5714* .3427 .2955 42 14

18 .4351 .2210 .5964* 40 21

19 .4970 .2697 .6297* 43 19

20 .4707 .6345* .2743 43 18

21 .2934 .6650* .0447 44 21

22 .2481 .3456 .7087* 37 12

23 .4168 .5170* .2729 36 15

24 .5630* .4545 .2637 39 20

25 .6422* .2454 .4597 48 22

26 .7360* .0930 .2478 44 19

27 .8130* .2826 .0455 43 16

<Table 1> Factor Matrix

Factor Characteristics F1 F2 F3

No. of Defining Variables 13 8 5

Average Rel. Coef. 0.800 0.800 0.800

Composite Reliability 0.980 0.970 0.952

S.E. of Factor Scores 0.138 0.174 0.219

<Table 2> Factor Characteristics

<Table 2>에서 제시한것과 같이 유형 1이 13명, 유형

2가 8명, 유형 3이 5명으로 구성된 응답군이다. 유형별 고

유값은 각각 12.5212, 2.3944, 2.0164이며, 각 유형별 설명

량은 27%, 18%, 16%이고, 세 개 요인 모두가 설명하고

있는 정도는 61%이다.

Component Eigenvalues % expl. Var. cum % expl. Var.

1 12.5212 27 27

2 2.3944 18 45

3 2.0164 16 61

<Table 3> Eigenvalues and % explanation

4.1.2 진술  가

진술문 각각의 요인가는 <Table 4>와 같다. Q 요인의

해석은 주로 진술문들의 요인가를 통해 이루어진다[22].

각 Q 요인의 해석과 정의는 +3, -3과 같이 높은 수를

갖는 진술문, 는 표 수(Z-score)의 값이 ±1 이

상인 진술문을 심으로 이루어진다.

statements
Factor array
F1 F2 F3

1
The responsibility of the PCC for the society

should be strengthened.
1 0 -1

2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 childcare

policies, welfare has been more emphasized

than education.

-1 -1 2

3
Reserves are necessary for a stabl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PCC.
2 1 0

4
The financial audit is performed to the PCC

because of the governmental support.
-1 -1 -1

5
The increased financial support raises the

level of expectation of publicness of the PCC.
0 0 1

6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P’CC by the

government is not desirable.
0 -2 -2

7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is higher in

the public childcare center than in PCC.
-2 -1 -3

8
The PCC are profit organizations rather than

non-profit organizations.
0 0 0

9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PCC are better

than those of the public childcare center.
-2 -3 -3

10
The personnel expenses of the PCC are very

lower than those of the public childcare center.
0 3 -1

11
The PCC have more difficulties in recruiting

children than the public childcare center.
2 0 0

12
The childcare cost per child is higher in the

PCC than in the public childcare center.
-3 -1 0

13
The biggest problem of the PCC is a high

turnover rate of the teachers.
0 2 -1

14 The PCC often are short of accounting specialists. 1 3 -1

15
The operation committee of the PCC has

achieved the original purposes.
-1 -2 0

16
Once the amount of subsidy increases, the volume of

the subsequent administrative affairs also increases.
0 2 3

17
The PCC are required to be subject to the Financial

Accounting Rule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0 0 -2

18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Financial Accounting Rules

to satisfy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he PCC.
3 1 2

19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or parents

needs to focus only on finance.
-1 1 0

20 It is not right to convert the PCC into corporations. 3 1 1

21
There are more regulations on the PCC in

comparison with the governmental support.
1 0 3

22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public childcare center

rather than providing the subsidy for the PCC.
-3 -3 -2

23
It is required to develop a standardized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for the PCC.
1 0 0

24
The PCC provides the childcare services to

substitute for the duty of the government.
2 2 2

25
It is desirable to provide government support by

project rather than convertingthe PCCinto corporations.
-2 -2 1

<Table 4> factor Q-sort values for each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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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세 개 유형 간의 상 계수를 나타낸 것

이다. 유형 1, 2의 상 계는 0.5907이고 유형 2, 3의 상

계는 0.4946으로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Q 방

법론에서의 요인 간 상 계는 양 연구에서의 요인분

석방법과는 달리 각 요인 간의 완 한 독립성을 제로

하지는 않는다[22].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Ⅰ 1.0000

Type Ⅱ 0.5907 1.0000

Type Ⅲ 0.5964 0.4946 1.0000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Factor Scores

4.2 형별 특

4.2.1 형 Ⅰ(재  독립형)

유형 Ⅰ은 민간보육시설을 법인으로 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민간보육시설의 실정에 부합도록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진술문에 매우 동의한다. 반면,

민간보육시설에 한 정부지원보다 공공보육시설이 확

되어야 한다는 진술문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가 공

공보육시설보다 높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Most agreed Q statements Z-Score

20. It is not right to convert the PCC into corporations. 1.550

18.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Accounting Rules to

satisfy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he PCC.
1.466

Least agreed Q statements Z-Score

12. The childcare cost per child is higher in the PCC

than in the public childcare center.
-1.932

22.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public childcare center

rather than providing the subsidy for the PCC.
-2.247

<Table 6> Characteristics of Type Ⅰ

조사 상자들이 25개의 진술문 가장 동의하는 진

술문과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에 진술문 카드를 분류한

이유(개방형 질문 면 을 통해 정리한 내용)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 다.

· 개인이 출연한 민간보육시설에 보조 을 지원한다

고 해서, 개인 투자분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하

다.(p4)

· 민간보육시설과 공공보육시설에 동일한 재무회계규

칙을 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p4)

· 설립비용에 한 보상 없이 민간보육시설을 법인으

로 환한 사례는 외국에도 없는 것으로 안다.(p14)

· 민간보육시설의 특수성을 반 하지 않고 공립보육

시설의 재무회계규칙을 용하는 것은 부 하

다.(p17)

· 공립보육시설 신축보다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한다면

반의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얻을 수 있

다.(p4)

· 민간보다 공립이 렴해 보이지만 실제 그 지 않

다.(p7)

· 원아 감소로 민간보육시설에도 원아모집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데, 공립보육시설 확 는 바람직하지

않다.(p7)

·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문성에 따라 달라지므

로 공립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없다.(p17)

민간보육시설은 개인이 설립과 운 비용을 지출하여

왔기 때문에, 설립자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간

보육시설을 보상 없이 법인으로 환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고 인식한다. 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

무회계규칙을 민간보육시설에 그 로 용하는 것은 민

간보육시설의 특수성을 반 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민간

보육시설의 실정에 부합하는 재무회계규칙의 제정과 민

간보육시성 재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이에 이 유형은 ｢재정 독립형｣이라 명명하 다.

4.2.2 형 Ⅱ(공보 형)

유형 Ⅱ는 민간보육시설의 직원 인건비가 공립에 비

해 매우 낮으며, 회계 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데에 매우

동의하며,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재정 형편

이 낫다는 진술문과 민간보육시설에 한 정부 지원보다

공립보육시설 확 가 바람직하다는 진술문에는 동의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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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agreed Q statements Z-Score

10. The personnel expenses of the PCC are very lower

than those of the public childcare center.
2.404

14. The PCC often are short of accounting specialists. 0.961

Least agreed Q statements Z-Score

22.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public childcare center

rather than providing the subsidy for the PCC.
-1.991

9.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PCC are better than

those of the public childcare center.
-2.130

<Table 7> Characteristics of Type Ⅱ

조사 상자들이 25개의 진술문 가장 동의하는 진

술문과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에 진술문 카드를 분류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 다.

· 회계는 부분 원장이 담당하고 있다. 문 인 교

육을 받은 회계담당자가 필요하다.(p5)

· 직원 인건비는 공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p8)

· 안정 인 시설운 을 해 립 운용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설개선, 직원복지가 증진된다.(p15)

· 획일화된 공립보육시설보다 지역과 실정에 맞춘 민

간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이 높다.(p21)

· ‘민간’보육시설이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질

높은 보육이 이루어진다.(p5)

· 민간보육시설은 지 까지 우리나라 보육을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보육의 질은 높다.(p5)

·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해서는 공립보육시설 신축

보다 민간보육시설에 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

다.(p12)

· 우리나라 보육발 의 거름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제공하 고, 재도 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p16)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은 공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한다. 때문

에 문 인 회계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할 재정 여력이

없으므로 민간보육시설에 한 재정 지원을 확 하여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사가 자 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종합 으로 이 유형은 민간보육시설에 한 정부지원

을 확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

이다. 이에 이 유형은 ‘공보육형’이라 이름 붙 다.

4.2.3 형 Ⅲ(사업별 지원형)

유형 Ⅲ은 정부 보조 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행정업

무의 양이 많아진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비해 민간보육

시설에 한 규제가 많다는 진술문에 매우 동의한 반면,

민간보육시설보다 공립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이 높다, 공

공보육시설보다 민간보육시설의 재정형편이 좋은 편이

다는 진술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사 상자들이 진술문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에 진술문 카드를 분류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 다.

· 무상보육 시행 이후 보육시간은 매우 늘어났고, 방

과 후 유아들도 많아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따른다.

실시하고 있는 로그램에 따른 지원 책이 요구된

다.(p1)

· 서류작업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서 행정 직원이 별도

로 없는 민간보육시설에는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

다.(p1)

· 우리나라는 심의 행정을 펼치다보니 규제가

무 많다. 비 실 규제로 인해 범법자만 양성하고

있다.(p18)

·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무 많다. 각종 보고서류, 결

과서 등을 작성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할 시간이 없

다.(p22)

· 공립보육시설에 비해 행정원이 은 계로 규제와

검이 었으면 한다.(p19)

· 공립보육시설에 한 지원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에

서는 지원이 부족하고 보육비도 인상하지 못하기 때

문에 재정이 하지 못한 편이다.(p22)

재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행정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하되고 있다고 인식

한다. 민간보육시설의 특성을 반 한 정부 지원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오히려 지원을 확 해야 한다는 유형이

다. 이에 이 유형을 ‘사업별 지원형’이라고 이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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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agreed Q statements Z-Score

16. Once the amount of subsidy increases, the volume of

the subsequent administrative affairs also increases.
1.798

21. There are more regulations on the PCC in comparison

with the governmental support.
1.541

Least agreed Q statements Z-Score

7.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is higher in the

public childcare center than in PCC.
-1.726

9.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PCC are better than

those of the public childcare center.
-1.843

<Table 8> Characteristics of Type Ⅲ

5. 논   결론

이 연구의 목 은 민간보육시설 재정 리에 한 시

설장들의 주 인식을 악하고 유형화하는 것이었다.

유형별 특성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효율 인 재정 리

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한 방안을 모색하 다.

27명의 시설장들에게 엄선된 25문항의 진술문을 분류하

게 한 결과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별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유형 Ⅰ(재정 독립형)은 민간보육시설에 해 ‘사립’이

라는 실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한 민

간보육시설을 공공화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실정에 부합

하는 리･감독과 재정의 독립성 보장을 주장한다. 최근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이나 법인시설과 다른 별도의 재

무회계규칙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혼란

과 딜 마가 존재한다. 재 민간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

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어린이집 재무･

회계규칙’이 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정부지원시설과는

다른 사 공 주체로서의 고유성을 보다 명확히 인정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형 Ⅱ(공보육형)는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이 공공보

육시설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 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에서 제

공되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사 재산에 기반을 둔 민간보육시설은 이윤추구의 본성

으로 인해 ‘태생 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기

도 하지만[8], 보육서비스에 한 지속 이고 안정 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

할 제도 장치를 먼 마련하여야 한다.

유형 Ⅲ(사업별 지원형)은 정부의 보육정책 확 실시

로 민간보육시설에 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지 한다. 요구되는 로그

램별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산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민간보육시설의 독립성 보장을 주장하는 유형 Ⅰ과

정부의 재정지원 확 를 통해 민간에서의 보육서비스가

공공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유형 Ⅱ의 한 가운데에

있는 유형 Ⅲ은 로그램별로 산을 지원하면서 민간보

육시설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세 유형 모두 ‘민간보육시설에 한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는 공공보육시설 확 가 바람직하다’, ‘공공보육

시설보다 민간보육시설의 재정 형편이 좋은 편이다’, ‘민

간보육시설보다 공공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이 높다’는 진

술문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재 한국의 공공보육

시설 비 이 매우 낮은 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인식은 ‘민간’ 역에 한 자기 타산 인(self-interested)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기회가 차별

이기 때문이다. OECD[13]에 의하면, 보육서비스에 한

직 지원 방식과 부모들에게 보조 을 주는 방식 어

떤 방식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에 한 연구 결과, 서비스에 한 직 지원이 체 으

로 더 효과 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부모에게 보조 을

지 하는 방식이 새로운 모형이고, 민간의 서비스 제공

자들에게 책임성을 요구하는 행정부서가 미숙하기 때문

일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보육서비스 제도를 유지하기

해서 민간보육시설에 해 공공부문은 상당한 정도의 지

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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