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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어린이집 월별 정원충족률 변화 분석을 통한 

월별 통계자료 제공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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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Enrollment Change of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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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2015학년도에 지속적으로 운영된 어린
이집 39,775개소(합동 관측사례 477,300개)의 월별 정원충족률 변화를 이원오차성분(혼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원충족률은 2015년 3월 71.8%에서 2016년 1월 84.4%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6학년도를 앞둔 2016년 2

월(50.3%)에만 일시적으로 급락하였다. 2015학년도 내에서도 3월과 이듬해 1월의 정원충족률은 12.5%p까지 차이가 
났고, 1월과 2월의 정원충족률 차이는 32.2%p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각 년도 12월 말의 단일 시점에서의 어린
이집 이용 현황만으로 작성되는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가 향후 월별 통계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한, 어린이집 이용정도에 관한 월별 통계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 및 제공될 수 있
을 것이다.

주제어 : 어린이집, 보육정책, 영유아,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Abstract  Enrollment rate of childcare centers is an important indicator that regulates supply and demand of 
childcare services in South Korea, but monthly enrollment rate difference of childcare centers has not been 
studied. This study examines monthly enrollment rate difference from March 2015 to February 2016. Data for 
this study is drawn from the Korean Childcare Centers database and includes information about 39,775 
childcare centers. Enrollment rate had increased steadily from 71.8% in March 2015 to 84.4% in January 2016, 
whereas it decreased by 50.3% in February 2016. The result showed that enrollment rate difference between 
March 2015 and January 2016 is about 13%p, and even those of between January and February 2016 is 32%p.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upply and demand of childcare services need to be regulated 
based on monthly enrollm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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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3년 말 43,770개소까지 꾸 히 증가했던 한민국

의 체 어린이집수가 2014년 들어서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 고[1], 2016년 2월 말에는 42,568개소로 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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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7-48만여 명의 아동이 

출생한 것에 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43만여 명의 

아동만 출생하 기[3] 때문에 어린이집 수요는 더 감소

할 망이고, 이미 2015학년도에만 1,800개소 이상의 어

린이집이 폐업하 다[1]. 장차 어린이집 신규 설치 감소

와 폐업 증가, 학년도별 유아 인구수 차이가 운  인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에 미치는 향력을 정 하게 규

명하기 해서는 그에 우선하여 한 학년도 내에서의 월

별 정원충족률 차이가 밝 져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월

별 정원충족률 변동을 밝 낸다면, 이를 통해 유보통합 

통계 생산, 어린이집 수  조 , 어린이집 월수입 악을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정책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해서는 

각 년도 12월 말 기 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만 있고, 1

월부터 11월까지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 학년도 내에서의 월별 정원

충족률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1.1.1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통계 생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원활하

게 하기 해서도 어린이집의 월별 정원충족률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14년 11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http://www.childinfo.go.kr)’ 사이트를 통

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2]. 

그런데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의 국가승인통계는 매년 12

월 31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황을 기 으로 하는 반면, 

‘유치원 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 사이

트에서의 유치원 원아수는 4월과 10월 기 의 정보만 있

어 자료수집 시 에 차이가 있다[4,5]. 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계를 생산할 때, 어린이집의 월별 

정원충족률이 거의 일정하다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12월 말 기  자료를 유치원의 4월 는 10월 기  

자료와 통합해도 무방할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 통계 산

출 시 이 4월 한 번 밖에 없어 월별 비교 자체가 불가능

한 상황인데, 단지 어린이집에 비해 월별 원 차이가 

을 것이라는 상만 있을 뿐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2014년 12월 말 원(1,488,435명)과 2014년 4월 원

(1,362,771명)에 125,664명의 차이가 있다는 만 알려져 

있다[6]. 이처럼 어린이집 월별 정원충족률 차이가 크다

면 유치원 원아수 통계와 동일한 시 의 자료로 통합을 

해야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어

린이집 월별 정원충족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민국 통계청도 12월 말 기 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통계를 공표하고, OECD Family Databse에서도 

이 자료를 이용해 OECD의 다른 국가들과 한민국의 

0-2세 유아, 3-5세 유아, 0-5세 유아 어린이집 유치

원 이용률 통계를 비교하고 있다[7,8]. 2013년 기 으로 

한민국 아의 어린이집 이용률(31.4%)과 유아의 어린

이집·유치원 이용률(87.0%)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공표되어 있다[9].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통계

를 근거로 한민국 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고 단하고, 아의 과도한 어

린이집 이용을 이기 해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10]. 하지만 12월 말 어린이집 이용 황

이 다른 월에 비해 특히 높은 월이라면, 12월 말 시 을 

기 으로 산출된 한민국의 유아 특히 아의 어린이

집 이용률은 일 년 평균에 비해 과  추정된 통계이며, 

일 년 평균을 기 으로 산출할 경우 한민국의 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오히려 낮을 수도 

있다. 

1.1.2 어린이집 수급 조절 방안 마련

어린이집 수요와 공 (이하 수 )을 한 수 에서 

조 하기 한 방안이 마련되기 해서도 재의 수 상

황에 한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어린이집 

수 상황은 정원충족률로 단할 수 있다[6,11]. 정원충

족률이 10% 하락할수록 어린이집 폐업 험률은 5% 상

승한다고 알려졌으며[12], 지방보육정책 원회는 정원충

족률을 근거로 시군구 는 읍면동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허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13]. 

정원충족률 정보가 정확해야만 이를 토 로 어린이집 

수  조 을 한 방안도 제 로 모색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측정하고 이용할 때 

재까지는 월별 차이가 간과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정원충족률이 월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려고 한

다. 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보육통계

는 12월 말을 기 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

용한 다수의 연구들은[6,11,14,15] 12월 말 정원충족률 

황을 보여 다. 보육통계와 마찬가지로 지방보육정책

원회에서 신규인가를 결정할 때도 12월 말을 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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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고 있다[1,13]. 하지만 유아보육법에 근거

하여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국보육실태조사의 경

우 2009년에는 4월 말부터 6월 순, 2012년에는 8월 말

부터 10월 , 2015년에는 9월에서 11월 등 자료를 수집

하는 월이 달랐다[16,17].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의 경우도 1월[10,12,18], 4월과 9월

[19,20,21,22], 6월[23,24], 10월[25]로 자료를 수집한 월에 

차이가 있었다. 

정원충족률이 월에 따라 변하지 않거나 변동 폭이 작

다면 어느 시 의 정원충족률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무방

하지만, 월별 정원충족률 변동 폭이 크다면 정원충족률 

자료를 이용할 때 그 측정 시 을 고려해 주어야만 측정

오차를 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건복

지부의 보육통계나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사례와 같이 

측정 시 을 12월 말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12월 말

이 일 년을 표할 수 있는 시 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일 년 평균 정원충족률에 비해 12월 정원충족률이 일시

으로 훨씬 높으면 실제 수 상황보다 어린이집 공 이 

다고 오 하게 되고, 이와 반 로 일 년 평균 정원충족

률에 비해 12월 정원충족률이 훨씬 낮으면 실제 수 상

황보다 어린이집 공 이 많다는 그릇된 단을 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 년을 표할 수 있는 특정 월

을 찾아내거나, 어느 월을 선택하더라도 일 년을 표할 

수 있도록 보정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이를 해 월

별 정원충족률 차이가 우선 으로 규명되어야만 한다.

1.1.3 어린이집 월수입 변동 파악

정원충족률은 어린이집 수  상황을 단할 수 있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개별 어린이집의 수입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 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 액이 국 으로 동일하고, 아이행

복카드를 통해 매월 결제되므로 어린이집의 월별 원은 

곧 어린이집의 월수입으로 직결된다. 어린이집의 정원은 

정해져 있으므로, 원이 늘어서 정원충족률이 높아지면 

어린이집의 월수입이 증가하고, 원이 어서 정원충족

률이 낮아지면 어린이집 월수입은 감소한다. 다시 말해, 

정원충족률이 매월 일정하면 어린이집의 월수입도 변동 

폭이 작겠지만, 정원충족률 변동이 크다면 어린이집 월

수입 변동 폭도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월별 정원충족률

을 연구하여 어린이집 월수입이 은 월과 많은 월의 격

차, 평균 월은 언제인지 밝 내어 어린이집 수입에 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어린이집(4

월과 9월) 세입·세출 자료를 분석하여 합리 인 표 보

육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

다[19,20,21,22].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

을 상으로 개별 가구의 (5월, 6월, 7월 등) 서비스 이용

료를 설문조사 하고, 그 비용을 통계청 (12월 기 ) 유

아 추계인구에 입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 다[26,27,28,29]. 이러한 연구들은 어린이

집과 유아 가정의 보육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한 

다각 인 시도들이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연구들에서의 자료수집 기  시 이 다른 경우 어

린이집 월수입이나 서비스 이용료 추정값에 오차가 발생

하지는 않는지, 서로 다른 월에 측정된 값이 일 년을 

표할 수 있는지, 어느 월에 측정을 하더라도 일 년을 

표할 수 있도록 보정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

1.1.4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추정

어린이집의 월별 정원충족률 차이에 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지만,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설립유형, 소재 지역

규모,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 운 기간, 

탁운  여부, 평가인증 여부, 정원, 특수보육 실시 여

부, 유아 반 구성의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따라서 정

원충족률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 내었다

[6,10,11,12,15,18,23,24,25]. 2015년 1월 말 기 으로, 설립

유형에서는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과 부모

동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높고, 사회복지법인어린

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낮았다. 소재 지역

규모의 경우 도시에 비해 소도시와 농어 의 정원충

족률이 낮았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낮았다. 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원충족

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운 을 하는 어린

이집은 직 을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높았

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미인증 어린이집에 비

해 정원충족률이 높았다. 정원이 큰 어린이집일수록 정

원충족률이 낮았다.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특

수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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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0-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0-2세를 보

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높은 반면, 3-5세를 보

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낮았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일반특성은 정원충족률과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분석한 선행연구들

은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 기 

때문에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의 차이만 

설명하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하는지는 살펴보지 못하 다는 제한 이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패 자료 분석방법(Cross-section 

time series analysis or Longitudinal data analysis)을 

용하여 어린이집 일반특성과 더불어 시간(월)에 따른 정

원충족률 변화를 규명하려고 한다. 패 자료 분석방법은 

횡단면 자료 분석방법에 비해 다 공선성을 이고, 

찰되지 않는 변수들로 인한 오차를 여 추정값이 정확

하다는 장 도 있다[30]. 

기존 연구에서는[10,12,18] 신규 설치되었거나 폐업을 

앞둬서 정원충족률이 매우 낮은 어린이집도 모두 연구

상에 포함시켰는데 그로 인하여 어린이집 일반특성과 정

원충족률의 련성이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신규 설치 어린이집과 폐업 어린이집

으로 인하여 정원충족률이 과소 추정되는지 알아보고자 

지속 으로 운 되는 어린이집만을 연구 상으로 하여 

월별 정원충족률 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폐업한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속 으로 운 되는 어린이집으로 

아동들이 편입하 다면 지속 으로 운 되는 어린이집

에서의 정원충족률 감소 폭은 크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

이다. 

2.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종합해보면, 유보통합 통계 생산, 어린이집 수  조  

방안을 마련, 어린이집 월수입 변동 악을 해 월별 정

원충족률 차이에 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

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정원충족률에 한 련성이 있

다고 알려진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2015

학년도 월별 정원충족률 변화가 어떠한지를 패 자료 분

석방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통계 

생산, 어린이집 수  조 , 어린이집 월수입 변동 악을 

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어린이

집 아동학 , 리과정 산 편성 갈등, 연도별 유아 인

구수 차이,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한 어린이집 정원충

족률 변화에 하여 심층 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탐색  연구로서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015학년도 한민국 어린이집의 월별 정원

충족률 변화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번 연구에서의 연구 상은 2015년 3월 이 에 설치

되어 2016년 2월 말까지 운 된 어린이집 39,775개소이

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2개월간의 어린이

집 측사례는 총 477,300개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원

충족률이 한 학년도 내에서 월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2015년 3월 이후에 설치되었거

나 폐업한 어린이집은 연구 상에서 제외시켰다. 2015년 

3월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2015학년도 12개월

간의 모든 정원충족률 값이 존재하지 않고, 설치된 이후

에도 일정 수  이상으로 원아를 모집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어린이집을 연구 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월별 정원충족률 차이가 과 추정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폐업한 어린이

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5학년도 12개월간의 모든 정

원충족률 값이 존재하지 않고, 폐업을 앞두고 보육하던 

아동들은 어들고 더 이상 원아모집을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어린이집이 연구 상에 포함된다면 월별 정원충

족률 변화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2015학년도 12개월간의 어린이집 일반특성과 정원충

족률에 한 정보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보육정보공개API ‘어린이집

일람 황’ 자료를 사용하 다[31]. 어린이집정보공개포

털의 어린이집 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

스와 연동되어서 신뢰성이 매우 높고, 시 별 황이 수

시로 업데이트  장되므로 여러 시 의 자료를 병합

하여 패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5]. 다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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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어린이집일람 황’ 원자료에서 제공되는 어린이집 

고유식별번호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명, 어린이집이 소

재한 시군구, 인가일, 화번호 정보를 통해 2015년 3월

부터 2016년 2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병합(Merge)하 다. 

2016년 2월 말 기 으로 설치·운 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어린이집 체 41,512개소 에서 2015년 3월부터 2016

년 2월까지 12개월간 모든 자료가 병합된 어린이집은 

39,775개소로 병합성공률(95.8%)은 매우 높았다. 보육통

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어린이집명, 인가일, 화번호를 

해당 기간 내에 변경되어 12개월간의 정보가 정확하게 

병합되지 않는 어린이집(4.2%)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각 년도 1월 시 에서의 정원

충족률 변화는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된 바가 있고, 분석

시 을 2014학년도 이 으로도 확 하는 경우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어린이집일람 황에 입력된 정보가 변경

된 어린이집 사례수가 늘어나서 병합성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014년 12월에서 2015년 1월 사이에는 

인천지역의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  사건이 

으로 보도되어 이러한 사건이 이 시기의 어린이집 정

원충족률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2015년 2월과 2015년 

3월 사이에는 학년도별 유아 인구수 차이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2016년 3월의 경

우도 2015학년도 어린이집 이용가능 유아 인구수와 차

이가 있으며, 2016년 3월부터는 교사  보육 상 아동 

비율의 규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변동 폭이 커졌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외부 향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학년도 

내 순수한 월별 정원충족률을 규명하기 하여 분석시

을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로 한정하 다. 

2.2 분석 전략

본 연구에서는 월(시간)에 해서는 고정효과(Fixed effect)

를 가정하고, 나머지 어린이집 일반특성(집단)에 해서

는 확률효과(Random effect)를 가정한 이원(Two-way)

오차성분( 는 혼합효과) 모형을 사용하 다. 월에 하

여 고정효과를 가정하면, 월이 더미변수로 투입되기 때

문에 추가 인 자유도 손실이 있지만 기  월과 비교했

을 때 비교 월별로 정원충족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추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편, 정원충족

률은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18] 이를 통제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해서

는 확률효과를 가정한 추정을 하 다. 어린이집 일반특

성에 하여 확률효과를 가정하면 자유도 손실 없이 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추정계수를 알 수 있다는 장

이 있다[30]. 본 연구에서의 모형을 식으로 표 하면 

아래의 수식과 같다. 참고로, 확률효과에서 오차항의 1계 

자기상 은 일반화 최소제곱법(Generalized Least 

Squares: GLS)를 통해 추정하 는데 표본 크기가 충분

하므로 추정량은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

과 거의 같다. 

       
  

 

    

2.3 변수 설명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2개월간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이번 연구의 종속변수이다. 정원충족률은 

정원에서 차지하는 원의 비율(%)로 계산하 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

지 2015학년도 12개월이다. 12개월은 더미변수로 투입하

고, 2015년 3월을 기 집단으로 정하 다. 

설립유형,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규모,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 운 기간, 탁 여부, 평가인

증 여부, 정원, 특수보육 실시 여부, 유아 반 구성의 어

린이집 일반특성은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설립유형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동, 직장의 7개 유형의 더미변수인데, 그 에서 국공립

을 기 집단으로 정하 다.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규모

는 도시, 소도시, 농어 으로 구분되고, 도시가 기

집단인 더미변수로 사용하 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는 지원받는 경우 1, 지원받지 않는 경우 

0으로 구분하 다. 운 기간은 2015년에 설치된 경우 최

소 0(년)부터 1959년 설치된 경우 최  56(년)까지 값을 

가지는 연속변수이다. 탁 여부는 탁운  하는 어린

이집의 경우 1, 직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0으로 코딩하

다. 평가인증 여부도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1, 미인증 

어린이집인 경우 0으로 구분하 다. 정원은 최소 5(명)부

터 최  489(명)까지 값을 가지는 연속변수이다. 특수보

육 실시 여부는 아 담, 장애아 담, 장애아통합, 방과

후 담, 방과후통합, 시간 장형, 휴일보육, 24시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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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ooled Sample

(N=477,300)

Mean/

Freq.
S.D./%

Foundation type   477,300  100.0

 Public    29,149    6.1

 Social welfare    16,765    3.5

 Non-profit organization     9,668    2.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in 2015

 Private   163,453   34.3

 Home   248,663   52.1

 Parent cooperation     1,621     .3

 Workplace     7,981    1.7

City size   477,300  100.0

 Metropolitan   175,968   36.9

 Middle and Small   208,613   43.7

 Rural    92,719   19.4 

Labor cost subsiding (Received)    57,855   12.1

Duration      10.0    6.3

Commissioned   477,300  100.0

  Committed operation    19,904    4.2

  Direct operation   457,396   95.8

Accreditation (Yes)   377,363   79.1

Capacity      42.3   39.9

Specialized service (Yes)   109,959   23.0

Target age group   477,300  100.0

  Only aged 0-2   278,886   58.4

  Only aged 3-5     7,167    1.5

  Aged 0-5   191,247   40.1

Enrollment (%)      76.9   21.9

의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1,  실시하지 않는 경

우 0으로 코딩하 다. 유아 반 구성은 0-2세만 보육, 

3-5세만 보육, 0-5세 보육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 고, 

이 에서 0-2세만 보육을 기 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

로 투입하 다.

3. 연구결과

3.1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원충족률 

    기술통계

<Table 1>을 통해 연구 상 어린이집의 일반특성 기

술통계부터 살펴보겠다. 설립유형 에서는 반 정도가 

가정어린이집(52.1%)이었고, 민간어린이집 비 도 34.2%

로 컸다. 반면, 국공립(6.1%), 사회복지법인(3.5%), 법인·

단체등(2.0%), 직장(1.7%), 부모 동(0.3%) 유형의 비

은 었다. 지역규모는 소도시가 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도시 36.9%, 농어  19.4% 순이었다. 정부

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12.1%로 정부로

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87.9%)에 비해 

매우 었다. 평균 운 기간은 10년으로 나타났다. 탁

운 을 하는 어린이집 비 은 4.2%에 불과하 고, 부

분의 어린이집(95.8%)은 직 이었다. 80% 정도의 어린

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고, 20% 정도의 어린이집은 미인

증으로 남아있다. 평균 정원은 약 42명이었다. 특수보육

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23.0%로 특수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비 (77.0%)에 비해 었다. 유아 반 구

성은 0-2세만 보육하는 경우가 5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0-5세 보육하는 경우가 40.1%로 많았지만, 3-5

세만 보육하는 경우는 1.5%로 매우 었다. 12개월 평균 

정원충족률은 76.9% 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평균 정원충족률이 

어떠한지 추가 으로 살펴보았다[Fig. 1]. 

(단 : %)

[Fig. 1] The mean enrollment change by month 
March 2015-February 2016 (N=39,775)

이를 보면, 2015년 3월 평균 정원충족률은 71.8% 는

데 2016년 1월 84.4%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평균 정원충

족률이 지속 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학년

도 시작 직 인 2016년 2월 말에는 아동들의 기  이동이 

거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정원충족률이 일시 으로 

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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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ooled OLS Two-way error component

Coef. S.E. Coef. S.E.

Constant    78.75***  .30    79.18***  .65

Foundation type (Ref: Public)

 Social welfare   -10.31***  .25   -11.36***  .60

 Non-profit organization    -5.54***  .28    -7.26***  .71

 Private    -7.80***  .27    -8.81***  .59

 Home    -5.93***  .29    -4.58***  .62

 Parent cooperation   .61  .59    -4.48** 1.57

 Workplace   -10.77***  .31   -11.81***  .82

City size (Ref: Metropolitan)

 Middle- and small sized cities    -1.87***  .07    -1.95***  .19

 Rural    -4.49***  .09    -4.41***  .24

Labor cost subsiding (Ref: Received it)    -1.45***  .23   .03  .48

Duration (Y)     -.32***  .01     -.25***  .02

Committed operation (Ref: Direct)     2.03***  .23  -.29  .25

Accreditation (Ref: No)    11.18***  .08     2.56***  .08

Capacity     -.01***  .00     -.04***  .00

Specialized service (Ref: No)     1.86***  .08     1.80***  .16

Target age group (Ref: Aged 0-2)

 Only aged 3-5   -21.02***  .26   -27.04***  .22

 Aged 0-5     2.87***  .11     7.02***  .13

Month (Ref: March 2015)

 April 2015      -   -     2.01***  .06

 May 2015      -   -     3.48***  .06

 June 2015      -   -     4.59***  .06

 July 2015      -   -     6.08***  .06

 August 2015      -   -     7.55***  .06

 September 2015      -   -     9.80***  .06

 October 2015      -   -    11.39***  .06

 November 2015      -   -    12.19***  .06

 December 2015      -   -    12.20***  .06

 January 2015      -   -    12.48***  .06

 February      -   -   -20.31***  .06

# of Obs. / N 477,300 477,300 / 39,775

F (DF) / Wald χº 2880.58(16)*** 563,415.11(27)***

Rº within / between / total .09 .56 / .06 / .22

*p<.05, **p<..01, ***p<..001

<Table 2> OLS and two-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results on monthly enrollment change  

3.2 어린이집 월별 정원충족률 차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월별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차이를 보다 정교하게 알아보기 하여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확률효과 가정으로 통제하고 이원오차성분 

모형으로 분석하 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

원오차성분 모형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하여 패  데이터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합동 최소자승

(Pooled Ordinary Least Square: OLS) 추정 결과를 함께 

제시하 다.

앞서 살펴본 월별 정원충족률 기술통계와 같이, 어린

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Table 2>의 이원오차성분 모

형 분석결과를 보면, 월별 정원충족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에 비해 2015년 4월(b=2.01), 

5월(b=3.48), 6월(b=4.59), 7월(b=6.08), 8월(b=7.55), 9월

(b=9.80), 10월(b=11.39), 11월(b=12.19), 12월(b=12.20), 

2016년 1월(b=12.48)의 정원충족률이 2.01%p-12.48%p까

지 높았고(p<.001), 2015년 3월에 비해 2016년 2월의 정

원충족률은 20.31%p 낮았다(p<.001). 어린이집 정원충족

률은 새 학년도가 시작된 3월에 낮지만 4-10월까지 시간

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이는 11월 이후부터는 그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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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작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학년말인 2월 말에 일

시 으로 락을 하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시간 고정효

과가 존재하는지 F검정을 한 결과에서도 .1% 유의수

에서 월(시간) 고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에 한 

이원오차성분 모형 분석 결과도 살펴보겠다. 첫째, 설립

유형은 국공립에 비해 사회복지법인(b=-11.36), 법인·단

체등(b=-7.26), 민간(b=-8.81), 가정(b=-4.58), 부모 동

(b=-4.48), 직장(b=-11.81)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둘째, 도시규의 경우 도시에 

비해 소도시(b=-1.95), 농어 (b=-4.41)인 경우 정원충

족률이 낮았다(p<.001). 넷째, 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

원충족률은 낮아졌다(b=-.25, p<.001). 다섯째, 미인증 어

린이집에 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높았

다(b=2.56, p<.001). 여섯째, 어린이집의 정원이 많을수록 

정원충족률은 낮아졌다(b=-.04, p<.001). 일곱째, 특수보

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특수보육을 실시하

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높았다(b=1.80, p<.001). 여

덟째, 0-2세 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3-5세 유

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매우 낮은 반면

(b=-.27.04, p<.001), 0-2세 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0-5세 유아를 모두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

족률은 높았다(b=7.02, p<.001).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

원받는지 여부, 탁운  여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정

원충족률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이원오차성분 모형에 비해 합동 최소자승 모형

에서는 계수 값이나 통계  유의성이 과소 추정 되거나

( : 부모 동, 유아 반 구성) 이와 반 로 과  추정 

되는 것( : 인건비 지원받는지 여부, 탁운  여부, 평

가인증)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일반특성

(집단) 확률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LR 

검정을 하 고, 그 결과에서도 .1% 유의수 에서 어린이

집 일반특성 확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4.1 주요 분석결과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2015학년도 월별 정원충족

률 변동이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 정원충족률은 2015

년 3월 71.8%에서 2016년 1월 84.4%까지 꾸 히 상승하

다가, 2016학년도를 앞둔 2016년 2월(50.3%)에 일시 으

로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확률

효과로 가정하여 통제하고 월별 정원충족률 차이를 고정

효과로 가정한 이원오차성분 모형 분석에서도 거의 동일

한 결과나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 학년도 내에서도 3월

과 이듬해 1월의 정원충족률은 12.5%p까지 차이가 있고, 

1월과 2월의 정원충족률 차이는 32.2%p까지 벌어지는 것

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정보를 사용할 때 

자료수집 시 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도 내 월별 정원충족률 차이를 

규명하는데 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분석내용에 포함

시키지 않았지만 참고로 말하면, 본 연구 상 어린이집

들의 2016년 3월(71.7%)과 2016년 4월(74.1%)의 정원충

족률 평균과 변화패턴은 2015년 3월(71.8%), 2015년 4월

(73.9%)과 거의 같게 나타났다. 즉, 2016년 7월에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2016년 하반기 어린이집 월별 정원

충족률 변화양상이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격한 정책변

화가 없다면 본 연구에서 규명한 2015학년도 월별 정원

충족률 변화가 다른 학년도에도 거의 유사하게 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보충 인 논의를 하겠다. 

서론에서 2015학년도에만 1,800개소가 넘는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 지만 지속 으로 운 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폐업한 어린이집으로부터 아동이 편입을 하여 막상 정원

충족률 감소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의 제시했는

데, 지속 으로 운 된 어린이집의 2016년 1월 정원충족

률(84.4%)은 2014년 1월(84.4%)과 2015년 1월(84.7%)의 

평균 정원충족률[18]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 반 어린이집 아동학  사건과 유아 인구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낮아졌던 정원충족률이 어린이집 

폐업 증가로 이어졌지만, 지속 으로 운 하는 어린이집

의 경우 정원충족률이 차 상승해 2015년 10월부터는 

년 수 으로 회복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보육정책 원회는 12월 말을 기

으로 보육통계를 생산하고 인가 허용  제한을 결정하

는데 이번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2월 말은 어

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일 년 에서 거의 최  수 에 도

달한 시 이기 때문에 이를 기 으로 수 상황을 단할 

경우 실제보다 어린이집 공 이 다고 오 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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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말의 경우 일 년 평균 정원충

족률에 비해 8.8%p 높고, 6-7월이 해당년도 평균 정원충

족률에 가장 가까운 시 이다. 그러므로 12월 말을 기

으로 하는 보육통계를 이용할 때는 이를 유념해야 하고, 

지방보육정책 원회에서 인가허용  제한을 결정할 때 

12월 말 한 시 을 기 으로 하기보다는 일 년 평균이나 

해당 학년도  정원충족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2]에서도 2012년 1월 말 기  자료를 활용하여 정원충

족률과 폐업 험률을 추정하 는데,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에서 1월 말은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은 시 으로 밝

졌기 때문에 [12]의 연구결과에서 어린이집 폐업 험

률은 과소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4월과 9월을 기 으로 어린

이집 회계자료를 분석하 는데[19,20,21,22], 4월과 9월은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평균 정원충족률에 가깝기 때문

에 이 두 시 을 통해 어린이집 수입을 측정하는 것은 

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9월

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정원충족률이 82-84% 로 유지

되기 때문에 월수입이 다른 월에 비해 많고 안정 이지

만, 2월부터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비해 월수입이 상

으로 고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이

용 가정을 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료를 설문조사

[26,27,28,29] 할 때도 5-7월이 일 년 평균 정원충족률에 

가장 가까운 시 이기 때문에 이 때 측정된 값이 일 년을 

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서 5-7월과 12월의 정원충족률은 6.2-8.8%p 격차가 있었

으므로 통계청의 12월 기  유아 추계인구에 5-7월 값

을 입할 때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12월 말과 10월 말 정원충족률 차이는 

0.84%p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산하더라도 오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유보통합 이용  

OECD Family Database 통계, 이러한 통계를 활용한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12월 말 이용 아동수와 

유치원 4월 이용 아동수를 합산하여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12월 말과 4월 말의 정원충

족률 차이는 10.5%p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린이집 

12월 말 이용 아동수와 유치원 4월 이용 아동수를 합산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OECD Family Database

에 제출된 한민국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통계가 12월 

말이 아닌 4월 시  는 일 년 평균으로 계산될 경우, 

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

인 것으로 단된다. 

국보육실태조사의 경우 2009년에는 4월 말부터 6월 

순, 2012년에는 8월 말부터 10월 , 2015년에는 9월부

터 11월로 각기 다른 시 에 자료를 수집하 는데[16,17], 

4월과 11월은 정원충족률이 11.2%p까지 차이가 나기 때

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18년에 어린이

집을 상으로 국보육실태조사를 진행할 때는 조사

상자가 특정 시  황을 기 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조

사표에 기  시 을 명시하거나, 조사를 한 달 이내 에 

진행하거나, 월에 의한 오차를 보정하거나, 어린이집 

황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수집하고 보

육통합정보시스템에 없는 정보만 설문조사 하여 이 둘을 

어린이집별로 병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와 마찬가지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

용한 선행연구들에서의 자료수집 시 이 1월[10,12,18], 4

월과 9월[19,20,21,22], 6월[23,24], 10월[25]로 차이가 있었

는데, 앞으로 연구자들은 연구목 에 따라 자료수집 시

을 선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  1-3월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횡단면 자료 분석방법을 용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10,12,18,23,24,25]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를 밝 내었는데, 본 연구에서의 패 자

료 분석결과와 비교해보니, 횡단면 자료 분석을 한 경우 

어린이집 일반특성이 정원충족률에 미치는 향력이 과

소 추정 는 과  추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

행연구들에서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미

인증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에 비해 10%p 이상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 는데, 이번 연구에서 패 자료 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평가인증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가 

2.6%p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머지 부분의 차이

는 평가인증 어린이집과 미인증 어린이집의 찰되지 않

은 특성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주

제로 하는 후속연구들에서는 평가인증의 효과성이 과

추정 되지 않는 분석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4.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이번 연구에서의 제한 을 밝히고 이를 보완하는 후

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이번 연구에서의 첫 번째 제한 은 12개월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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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아 연구 상에서 제외된 어린이

집(4.2%)이 그 비 은 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일반특성과 정원충족률이 본 

연구에 포함된 나머지 어린이집들과 매우 다르다면 그 

비 이 미미해도 선택 편의로 인해서 추정결과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제한 은 2015학년도 일 년만을 

상으로 어린이집 월별 정원충족률을 분석했다는 것이

다. 2014학년도와 2016학년도의 어린이집 월별 정원충족

률 변화는 2015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이 시 부터의 월

별 정원충족률 변화는 2015년과 다를 것이라 망된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2016학년도 월별 정원충족률 

변화를 분석하고, 2015학년도 변화 양상과 비교함으로써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성을 밝 낼 필요가 있다. 

비록 본 연구가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어 후속연

구를 통해 이러한 들이 보완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월별 정원충족률 변화를 밝 냈다

는 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유보통합 통계생산, 어린이집 수  조 , 어린이

집 월수입 변동 악 련해서 개선 을 논의했다는 측

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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