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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저출생 현상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상부하달의 하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련 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문가 20인을 전문가 패널

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으로 ‘기회’ 준거에 7개의 정책, ‘서비

스’ 준거에 11개의 정책, ‘재화/상품권/세금감면’ 준거에 8개의 정책, ‘현금급여’ 준거에 7개의 정책, ‘권력’ 준거에 5개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은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

을 해결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저출생 현상, 유아교육정책, 보육정책, 상향식 정책 방안, 델파이 조사

Abstract This study agrees with the seriousness of the low birth phenomenon in our country and discusses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low birth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measur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n relation to the low birth phenomenon.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e policy is to establish 

a policy plan for up-to-dow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that can be reflected in the policy by 

member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one for top-down child education 

and child care. To this e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Delphi technique and 20 experts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were organized into expert panels. In this study, seven policies were 

proposed for opportunity compliance, eleven policies for service compliance, eight policies for compliance with 

goods/gift certificates/tax reduction, seven policies for compliance with cash benefits, and five policies for 

compliance with power. We hope that the bottom-up education and childcare policy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will provide specific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solving the low bir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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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저출생 현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국가적 성장 동력 상실이나 세대 간 불균형과 같은 여

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1]. 유럽

의 선진국에서는 150∼200년이 소요되는 출생 저하 

현상이 한국에서는 단기간에 급속히 하락했다. 1960년

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출산억제 정책에 더

해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 

불황이 맞물리면서 저출생 현상이 급물살을 탔다[2]. 현

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

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 6명이었던 합

계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명으로 떨어졌고, 1983년

에는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2.08명을 기록했다. 2005

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22명, 2015년 1,24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 1.17명으로 다시 낮은 수준을 보이더

니, 2017년에는 1.05명으로 최저 수준을 보였고 2020

년 현재 0.88명의 역대 최저 수준의 ‘인구 쇼크’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3].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저출생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이나 가족정책 

내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현상

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동안 저출생 현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

족, 저출생 위기담론의 미형성으로 출산율 감소의 원인

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4]. 저출생 현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공론

화된 2002년 이래 일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나, 대

부분의 연구가 저출생의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에만 집

중되었다[5].

저출생 현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학령인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공교육 

차원에서의 학교 및 학급의 운영이나 교실 수업의 변화

뿐만 아니라 각 급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유소년 인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040년경에는 현재의 78% 수준,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령인구는 65%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한다[6].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사 수 초과, 잉여학교의 

증가, 대학정원의 초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등

의 문제를 낳게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 사회의 

저출생 경향이 생산노동 인력의 감소, 적절한 세수 확

보의 곤란, 부양 계층의 증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등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7].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우려할 수준이다. 최근 우리사회

는 저출생 현상 문제의 시대적 현상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파생되는 미래 창출인력의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저출생 현상 대책에 대

한 다각적인 해법적 모색이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

하고 있는 실정이다[3].

유아교육·보육정책은 저출생 현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확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아동의 건전한 발달 등의 목적을 위하

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2015

년까지 제 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

는 10년 동안 저출생 분야에만 약 80조원에 이르는 투

자와 다양한 정책 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

등에 실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평가보고서에서 

저출생 대책 비용 가운데 85%를 보육에 쏟아 부었음을 

지적하면서, 보육에만 치중한 균형적 발전 미흡으로 국

민의 체감도가 낮았다고 1, 2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밝

혔다[8]. 우리나라는 2019년 3분기 현재 합계출산율이 

0.88로 전년동기에 비해 0.08명이 감소한 초저출생 상

황이다[3]. 하지만 GDP 중 저출생 대책 비율은 1%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85%가 보육비이다[9]. GDP 대비 

저출생 대책 비율이 저출생에 성공한 선진국과 비교하

면 재원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예산의 균형감

마저 상실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책이 GDP 대비 

낮은 비율이지만 85%가 보육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

에서 저출생 현상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하향식 저출생 정

책이 아닌 상향식 정책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을 위해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체계적으

로 수용하고 보고할 계획이다. 

우리는 저출생 대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은 장밋빛 결과

를 예측하며 각종 정책을 도출하는 연역적 의사결정 방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 연구 94

Sortation
Selection 

criteria

Number 

of 

people

Qualification

Policy 

specialists

University 

professor
5

- Doctorate or higher.

- People with experience in publishing 

related papers such as low birth rate, 

infant education, and child care policies.

- Persons with experience in training 

and teaching related subjects.

Administrati

ve 

specialists

Scholarship 5

- Master's degree or higher.

-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child education administration.

- Persons with experience in 

implementing projects related to infant 

education and child care policies.

Field 

specialists

A principal 

and teacher 

with a 

certain 

degree or 

higher

5

- Master's degree or higher.

- More than 10 years teaching experience.

- From the relevant training in the field of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Parents

A parent 

with a 

certain 

degree or 

higher

5

- Master's degree or higher in education.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Parents with toddlers aged 3 to 5.

식이 주를 이루어 왔고, 이는 필연적으로 하향식 정책 

제안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만큼 실천의 장에서 느껴

지는 이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사회는 상향식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저출

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필요

하고 내용과 범위 역시 지금까지 누적된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론적 배경과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 및 

연구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는 방법론적 실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 등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더

불어 관련 정책의 수립과정에도 정부기관의 관계자, 연

구기관과 학자, 국회와 정당, 이익집단, 매스컴 그리고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와 집단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여 각종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여 구성원

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집단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묻고, 

이를 수렴하여 공유하며 조정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

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면서도 참여자들의 의견들

에 동일한 비중을 둔 후 종합하기에 상향식 유아교육·보

육정책 방안을 수립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에 공감하

고, 무엇보다 저출생 현상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상부하달의 하향식 유아

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육 관련 

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

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반복적 질문지 조사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 집단협의 방식인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저출생 현

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

하였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도출하

기 위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20인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참여자는 대학의 유아교육

과 교수로 구성된 유아교육·보육정책 전문가 5인, 유아

교육 담당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로 구성된 유

아교육행정 전문가 5인, 일정 경력과 학력 이상의 원장, 

원감 및 유아교사로 구성된 유아교육현장 전문가 5인, 

교육학 석사 이상의 유아를 둔 학부모 5인으로 구성하

였다.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의 선정 기

준과 자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lphi survey participants

2.2 연구도구

델파이 조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1차, 2차, 3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

의 구성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

육정책 방안 수립 연구의 방향과 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

지를 활용하였다. 이는 척도 개발을 위해 패널의 자유

로운 기술을 통해 수정 혹은 삭제, 보완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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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우선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조사과

정, 국내·외 저출생 관련 선행연구 등을 설명하였다. 이

후 저출생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의 방향, 저출생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

육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저출생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방안 수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저출생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방안 

수립 연구에 대한 기타 의견, 저출생 대책을 위한 상향

식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방안 수립 연구의 강점

(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도

구를 구성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의견과 선행연구 및 문헌을 기초로 하여 1차 시안을 마

련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연구

도구를 제작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지에서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의 형

태를 Gillbert와 Terrell가 제안한 사회적 급여 형태의 

여섯 가지 분류인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 및 세금

감면, 현금급여, 권력[10]에 기초하여 기회(8문항), 서

비스(11문항), 재화·상환권·세금감면(6문항), 현금급여

(7문항), 권력(5문항)의 범주로 유목화하여 5개 범주, 

37개 문항을 도출하여 구성하였고, 완성된 평가척도 1

차 시안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본 연구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델파이 질문지의 평정

기준은 미국교육연구학회(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ERA)의 교육 및 심리검사 

준거(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igocal Testing)로서, Grant와 Davis가 제안

한 대표성(representation), 명확성(clarity) 및 포괄성

(comprehensiveness)을 사용하였다[11].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대표성, 명확성, 포괄성의 

3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패널들이 각 평가범주와 평가

준거 및 평가요소의 적절성을 평정하였다. 평정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

음, 1-매우 낮음) 평정하도록 제작하였고, 측정 영역별

로 전문가 패널의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타 

의견란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응답에 참고가 될 수 있

는 용어들과 1차 시안의 구성과정 및 내용에 대한 안내

를 덧붙여 전문가 패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는 2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공유

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적절성이 검증된 

3차 시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3차 

델파이 조사지는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사분위수를 구하여 각 

패널에게 응답의 결과를 피드백 하였으며, 응답 평균이 

4.0점 미만이거나, 응답 분포가 평균 아래로 치우친 문

항(왜도>.0)을 수정, 통합 및 삭제하였다. 또한 기타 의

견에 제시된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 일부를 수정

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문항들을 통합하여 재구성하

였다. 이를 통하여 3차 델파이 조사지는 ‘기회’(7문항), 

‘서비스’(11문항), ‘재화/상환권/세금감면’(8문항), ‘현금

급여’(7문항), ‘권력’(5문항)의 5개 범주, 38개 문항을 

정리하여 구성하였고, 3차 델파이 조사지의 전체 구성 

형태는 2차 조사지와 유사하게 제시하였다.

2.3 연구절차

문헌 고찰과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구안된 1

차 델파이 예비 조사지의 타당성, 응답의 용이성, 문제

점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연구의 참여자인 유아교육·보육

정책 전문가 패널 1인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유아교육

학 전문가 3인에게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1

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문항, 응답하기 힘든 

문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지를 수정·보완하

여 최종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1차 델

파이 조사 설문지를 통한 연구의 방향과 틀을 구성하기 

위해 다수의 델파이 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 및 참

고하였다[12,13].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패널에게 E-mail로 배부하였다. 1차 델파이 조

사 기간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2주로 정하고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았다. 응답 시 어려

운 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문항은 전화, 문자, 메일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고, 전화, 문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

문가들의 응답을 독려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얻어진 전문가의 응답을 분석

하여 문항별 응답사례를 유목화하고, 문항별 항목을 수

정·보완 한 후 2차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2차 설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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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5단계 척도의 형태로 작성하되, 1차 설문에서 

서로 의견의 폭이 넓은 문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범주와 문항의 대표성, 명확성, 통합성을 

확인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기간은 2018년 3월 10일

부터 3월 23일까지 약 2주로 정하고 1차 델파이 조사

와 마찬가지로 E-mail로 배부한 후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았다. 전문가 패널이 조사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않도

록 전화, 문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얻어진 전문가 패널의 응답을 

분석하여 문항별 응답사례를 항목별로 수정·보완하고 

각 항목별 통계처리를 하여 3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차 설문지도 폐쇄형 5단계 척도의 형태로 작성하여 

범주와 문항의 대표성, 명확성, 통합성을 확인하였으며 

E-mail로 배부한 후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았다. 3차 

델파이 조사 기간은 2018년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

지 약 2주로 정하고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았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은 내용 분류 및 

Window용 SPSS 23.0 Program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14]. 개발 과정에 따른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1차 델파이 조사를 완료한 후 개방형 문항은 

각 문항별로 전문가 패널들의 유사한 응답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내용 분류를 실시하였다. 

둘째,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각 문항에 대한 전문

가 패널의 평정 값을 5점 척도로 점수화하고 통계적으

로 집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응답 

분포의 편포 경향을 살피기 위하여 왜도를 구하였으며, 

응답 분포가 밀집하는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사분위수를 

산출하여 패널들의 합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내용

타당도 확인을 위해 CVR 및 CV 지수를 확인하였고, 

전문가 패널 의견의 합의점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의도와 수렴도를 검토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

육·보육정책의 방안 수립과 관련한 참고문헌 및 선행연

구를 검토한 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방안 수립 방향 

의견을 수렴한 이후 1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를 통하여 저출산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

책의 방안 수립에 대한 1차 시안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는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저출생 현상 대책

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방안 수립 1차 시

안을 기술한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시된 1차 시안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

정책 방안으로 ‘기회’ 준거에 8개의 정책, ‘서비스’ 준거

에 11개의 정책, ‘재화/상품권/세금감면’ 준거에 6개의 

정책, ‘현금급여’ 준거에 7개의 정책, ‘권력’ 준거에 5개

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기

회’ 준거에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보육료 지원 

확대, 방과 후 돌봄 비용 확대 및 돌봄 교실 확충, 부모

와 예비부모에 대한 의무 부모교육 실시, 유아교사 및 

영유아 부모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의무화, 유아교육

기관 질적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거점형(공동) 직장어

린이집 확대, ‘서비스’ 준거에 여성 육아휴직 확대,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의무시행 및 확대, 자녀 양육 기간 

중 유연근무제 시행, 출산전후 휴가 기간 연장, 가족 돌

봄 휴가제도 신설과 가족 돌봄 휴직의 실효성 확보, 임

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모성보호시간 도입, 아이돌보

미 사업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산모-신생아 대상 

건강관리사 지원, ‘재화/상환권/세금감면’ 준거에 임신-

출산 진료비용 지원 확대, 난임 시술 및 치료비 지원 확

대, 가족친화 인증 기업 인센티브 확대, 영유아 대상 급

식비 지원 확대, 환아(전염성 질환 포함) 치료비 지원 

확대, 영유아를 둔 가정의 세금감면 확대, ‘현금급여’ 준

거에 임신 준비 및 임신 시 현금급여 지원 확대, 출산 

시 현금급여 지원 확대, 아동수당비 인상, 가정양육수당

비 인상, 보편복지적(모든 가정) 영유아 교육비 지원 확

대, 선별복지적(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유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권력’ 준거에 부모보험 법제화, 일·가정 양립 관

련법 관리감독 강화,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인력센터 제도 도입, 분만취약지 지원 제도 

도입, 농어가 아동 돌봄 지원 확대 제도 도입 등이 제안

되었다.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의 방안 수립 1차 시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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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준거와 정책에 대한 대표성, 명확성 및 포괄

성의 적절성에 대한 패널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2차 델

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 중 

‘기회’ 준거의 정책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Opportunity Criteria Mean
Standard 

deviation

Skew

ness 
Q1-Q3 CVR CV

Agreement 

diagram
Convergence

1

Representation 4.24 .93 -1.21
4.00-

5.00
.68 .22 .75 .50

Clarity 4.44 .92 -2.46
4.00-

5.00
.84 .21 .80 .50

2

Representation 4.32 .69 -.52
4.00-

5.00
.76 .16 .75 .50

Clarity 4.60 .65 -1.41
4.00-

5.00
.84 .14 .80 .50

3

Representation 4.32 .90 -1.09
4.00-

5.00
.60 .21 .80 .50

Clarity 4.40 .87 -1.34
4.00-

5.00
.68 .20 .80 .50

4

Representation 4.24 .93 -1.21
4.00-

5.00
.68 .22 .75 .50

Clarity 4.32 .90 -1.46
4.00-

5.00
.76 .21 .80 .50

5

Representation 4.64 .49 -.62
4.00-

5.00
1.00 .11 .80 .50

Clarity 4.68 .48 -.82
4.00-

5.00
1.00 .10 .80 .50

6

Representation 3.96 1.21 -1.00
3.00-

5.00
.44 .30 .50 1.00

Clarity 4.48 .87 -1.98
4.00-

5.00
.84 .19 .80 .50

7

Representation 4.48 .92 -1.87
4.00-

5.00
.76 .20 .80 .50

Clarity 4.20 1.15 -1.48
4.00-

5.00
.60 .27 .80 .50

8

Representation 4.32 .75 -.62
4.00-

5.00
.68 .17 .75 .50

Clarity 4.44 .87 -1.45
4.00-

5.00
.68 .20 .80 .50

inclusiveness 4.56 .71 -2.11
4.00-

5.00
.92 .16 .80 .50

Table 2. Secondary Delphi survey results : Opportunity

Table 2와 같이 ‘기회’ 준거의 정책별 적합도 분석 

결과, 대표성 평균(M)은 4.36-4.84로 나타났으며, 왜도

는 부적편포, 사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6번 

정책 3.00-5.00), 내용타당도(CVR)는 .52-1.00, 변이

계수(CV)는 .08-.21, 합의도는 .70-1.00, 수렴도는 

.00-.75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책을 대체로 적합하다

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확성 평균(M)

은 4.44-4.88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부적편포, 사분위

수(Q1-Q3) 분포는 4.00-5.00, 내용타당도(CVR)는 

.88-1.00, 변이계수(CV)는 .07-.24, 합의도는 

.80-1.00, 수렴도는 .00-.50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책 항목을 대체로 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회’ 준거의 포괄성은 평균(M)이 4.65로 나타났

으며, 왜도는 -.1.58, 사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 내용타당도(CVR)는 .92, 변이계수(CV)는 

.16, 합의도는 .80, 수렴도는 .50으로 나타나 포괄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서비스’,  준거의 정책에 대한 대표성을 살펴보면, 

평균(M)은 3.96-4.06으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부적편

포, 사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10번 정책 

3.00-5.00), 내용타당도(CVR)는 .44-.92, 변이계수

(CV)는 .14-.30, 합의도는 .50-.80, 수렴도는 .50-1.00

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책을 대체로 적합하다고 평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확성 평균(M)은 

4.40-4.84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부적편포, 사분위수

(Q1-Q3) 분포는 4.00-5.00(7, 9번 정책 5.00-5.00), 

내용타당도(CVR)는 .68-1.00, 변이계수(CV)는 

.08-.20, 합의도는 .80-1.00, 수렴도는 .00-.50으로 나

타나 전문가들이 정책 항목을 대체로 명확하다고 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준거의 포괄성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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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Policy

Opportunity

1. Government support for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Nuri curriculum expenses) 

[Modify Content]

2. Expanding the use of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Modify Content]

3. Expansion of after-school care classes. [Modify 

Content]

4. Strengthening parental education for parents and 

prospective parents. [Modify Content]

5. Mandatory education for child abuse prevention 

for infant teachers and parents of infants.

6. Expanding support for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child education institutions.

7. Expansion of workplace daycare centers. [Modify 

Content]

Service

1. Expansion of paternity leave.

2. Mandatory enforcement and expansion of male 

(spouse) paternity leave.

3. Implementation of flexible working hours during 

child rearing.

4. an extension of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5. Establishing a family care vacation system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family care leave.

(M)이 4.68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1.58, 사분위수

(Q1-Q3) 분포는 4.00-5.00, 내용타당도(CVR)는 .92, 

변이계수(CV)는 .12, 합의도는 .80, 수렴도는 .50으로 

나타나 포괄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재화/상환권/세금감면’,  준거의 정책에 대한 대표성

을 살펴보면, 평균(M)은 4.56-4.76으로 나타났으며, 왜

도는 부적편포, 사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 

내용타당도(CVR)는 .76-1.00, 변이계수(CV)는 

.09-.20, 합의도는 .80-.90, 수렴도는 .25-.50으로 나타

나 전문가들이 정책을 대체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확성 평균(M)은 4.60-4.80으

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부적편포, 사분위수(Q1-Q3) 분

포는 4.00-5.00(6번 정책 5.00-5.00), 내용타당도

(CVR)는 .84-1.00, 변이계수(CV)는 .09-.20, 합의도는 

.80-1.00, 수렴도는 .00-.50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

책 항목을 대체로 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재화/상환권/세금감면’ 준거의 포괄성은 평균(M)이 

4.64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2.40, 사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 내용타당도(CVR)는 .84, 변이계수

(CV)는 .16, 합의도는 .90, 수렴도는 .25로 나타나 포괄

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금급여’,  준거의 정책에 대한 대표성을 살펴보면, 

평균(M)은 4.60-4.76으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부적편

포, 사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 내용타당도

(CVR)는 .84-1.00, 변이계수(CV)는 .09-.14, 합의도는 

.80-.90, 수렴도는 .25-.50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

책을 대체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확성 평균(M)은 4.52-4.80으로 나타났으며, 왜

도는 부적편포, 사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2, 3, 4번 정책 5.00-5.00), 내용타당도

(CVR)는 .76-1.00, 변이계수(CV)는 .09-.16, 합의도는 

.80-1.00, 수렴도는 .00-.50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책 항목을 대체로 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금급여’ 준거의 포괄성은 평균(M)이 4.60으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3.26, 사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 내용타당도(CVR)는 .92, 변이계수(CV)는 

.19, 합의도는 .80, 수렴도는 .50으로 나타나 포괄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권력’,  준거의 정책에 대한 대표성을 살펴보면, 평

균(M)은 4.16-4.64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부적편포, 사

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1번 정책 

3.00-5.00), 내용타당도(CVR)는 .44-.92, 변이계수

(CV)는 .12-.22, 합의도는 .50-.80, 수렴도는 .50-1.00

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책을 대체로 적합하다고 평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확성 평균(M)은 

4.20-4.68으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부적편포, 사분위

수(Q1-Q3) 분포는 4.00-5.00, 내용타당도(CVR)는 

.52-1.00, 변이계수(CV)는 .11-.24, 합의도는 .70-.90, 

수렴도는 .25-.75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책 항목을 대

체로 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 준

거의 포괄성은 평균(M)이 4.76으로 나타났으며, 왜도

는 –1.30, 사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 내용

타당도(CVR)는 1.00, 변이계수(CV)는 .09, 합의도는 

.90, 수렴도는 .25로 나타나 포괄성도 높은 것으로 평

가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에 기초하여 다음

과 같은 정책의 내용이 수정되었다. ‘기회’의 1번, 2번, 

3번, 4번, 7번 ‘현금급여’ 6번의 내용이 수정되었고, ‘재

화/상환권/세금감면’의 7번 정책은 ‘기회’ 정책에서 이

동되었으며, 8번 정책은 새롭게 신설되었다. 수정된 내

용을 중심으로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전문가 패널의 반응에서 적합함이 나타났다. 전문가 패

널의 응답 결과에 기반하여 제시된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A final poli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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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Pregnancy-Pregnancy-Pregnancy-Pregnancy-Pregnan

cy-Preparation.

7. The introduction of the shorter working hours 

during parenting period.

8. Introduction of maternity protection time.

9. Expanding the Child Care Business.

10. Support for co-child care sharing.

11. Support health care providers for mothers and 

newborns.

Goods, 

recourse, 

tax relief

1. Expanded support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care costs. 

2. Expanded support for difficult procedures and 

treatments.

3. Increased incentives for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companies.

4. Expanded support for catering expenses for 

infants and children.

5. Expanded support for the cost of treating 

children. (including inflammatory diseases)

6. Expanding tax breaks for families with infants.

7. Expand child care support for infants using 

daycare centers. [Moving from Opportunity]

8. Expanded after-school care costs. [a new 

establishment]

Cash pay

1. Prepare for pregnancy and extend cash benefits 

upon pregnancy.

2. Expansion of cash benefits at birth.

3. Increase in child allowances.

4. Increase of domestic child care allowance.

5. Expanded universal welfare (all families) support 

for educa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6. Expand support for education expenses for 

infants and children. (low-income families, 

single-parent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etc.) 

[Modify Content]

7. Expanded support for infant teachers' treatment 

improvement expenses.

Power

1. Parent insurance legislation.

2. Strengthen supervision of laws related to 

work/home compatibility.

3. Introduction of the Nursing Support Manpower 

Center System to Support Alternative Manpower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4.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al Weakness Support 

System.

5.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expanding child 

care for farmers and fishermen.

Table 3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

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으로 ‘기회’ 준거에 7

개의 정책, ‘서비스’ 준거에 11개의 정책, ‘재화/상품권/

세금감면’ 준거에 8개의 정책, ‘현금급여’ 준거에 7개의 

정책, ‘권력’ 준거에 5개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이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면, ‘기회’ 준거에 보육·유아교육비(누

리과정비)의 정부 지원,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

용 확대,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부모와 예비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유아교사 및 영유아 부모 대상 아

동학대예방 교육 의무화, 유아교육기관 질적 강화를 위

한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대, ‘서비스’ 준거에 여성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육아휴직 의무시행 및 확

대, 자녀 양육 기간 중 유연근무제 시행, 출산전후 휴가 

기간 연장, 가족 돌봄 휴가제도 신설과 가족 돌봄 휴직

의 실효성 확보,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

지원체계 마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모성보호

시간 도입,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지

원, 산모-신생아 대상 건강관리사 지원, ‘재화/상환권/

세금감면’ 준거에 임신-출산 진료비용 지원 확대, 난임 

시술 및 치료비 지원 확대, 가족친화 인증 기업 인센티

브 확대, 영유아 대상 급식비 지원 확대, 환아(전염성 

질환 포함) 치료비 지원 확대, 영유아를 둔 가정의 세금

감면 확대,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보육료 지원 확대, 방

과 후 돌봄 비용 확대, ‘현금급여’ 준거에 임신 준비 및 

임신 시 현금급여 지원 확대, 출산 시 현금급여 지원 확

대, 아동수당비 인상, 가정양육수당비 인상, 보편복지적

(모든 가정) 영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선별복지적(저소

득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영유아 교육비 지

원 확대, 유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권력’ 준거에 

부모보험 법제화, 일·가정 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인력센터 제

도 도입, 분만취약지 지원 제도 도입, 농어가 아동 돌봄 

지원 확대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에 공감하

고, 저출생 현상과 관련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한 후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수립된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

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은 5개의 준거와 38개의 

정책 구성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기회’ 준

거 (7개의 정책), ‘서비스’ 준거(11개의 정책), ‘재화/상

품권/세금감면’ 준거(8개의 정책), ‘현금급여’ 준거(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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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 ‘권력’ 준거(5개의 정책)가 제안되었다. 본 연

구에서 제안된 저출산 현상 대책을 위한 5개의 준거는 

Gillbert와 Terrell가 제안한 사회적 급여 형태의 여섯 

가지 분류인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 및 세금감면, 

현금급여, 권력에 기초하여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

/세금감면/현금급여, 권력으로 재유목화하여 제시하였

다[1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회는 목적을 달성

하게 만드는 유인과 제재로 의무교육, 장애인 특례입학 

등이 대표적이고, 서비스는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수행

되는 대인적 활동으로 개인상담, 직업훈련 등이 대표적

이다. 재화는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상품으로 식품, 의류, 주택 등이 대표적이고, 상환권 및 

세금감면은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교환가치를 가지

며 제한된 영역 내에서 자원들 사이 일정한 선택을 가

능하게 하고 정해진 교환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육서

비스 요금 감면과 식품교환권(food stamp) 등이 대표

적이다. 현금급여는 구매력 행사에 제한이 없어 교환가

치가 가장 큰 것으로 아동수당이 대표적이고, 권력은 

대상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미

국의 지역사회운동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38개의 정책은 Gillbert와 

Terrell가 제안한 사회적 급여 형태의 여섯 가지 분류

[10]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20명의 전문가 패널의 의

견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상향식 정책 제안의 방향을 적합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출생 현상 대책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

안 수립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및 관련 구

성원들에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전문

가와 관련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 저출생 현

상 대책을 위한 보다 전문성 있고 진실성 있는 정책 개

발과 작금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

으로 판단한 김병만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12,13, 

15]. 또한 몇몇의 정치적 지도자 결단에 의한 정책 수

립과 대중의 인기에 편승한 배금주의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을 통해서는 절대적으로 국가적·시대적 난제인 저

출생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선행적으로 제시된 

대부분의 저출생 현상 대응 정책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

는 부분으로 상향식(bottom-up model)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로서 저출생 현상을 바라봐야 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저출생 

현상은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세금감면/현금급여, 

권력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인과성 역시 

높다. 이에 저출생 현상은 국가 전체에 걸쳐 있는 통합

적인 사안이므로 교육과 복지를 뛰어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경계를 해체하고, 보다 근본적

이고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생 현상에 대한 대비책

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여 제 1, 2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였다. 뒤이어 2016년에는 제3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저출생 현상 대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의 책임보

육 실현, 일·가정양립 제도 확충, 임신·출산 지원 강화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생 극복을 국가의 중요 의제로 설정하였고 적극적

인 투자를 하였다.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3차에 걸쳐 실행해온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은 출산율 하락의 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구

조적 대응에 있어서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으며[9], 실제로 저출생 현상 반등에도 실패하였다. 후

속적으로 정부는 2019년 7월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

표하여 기존의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보여지고 있는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과 이

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 제안에 의미성이 있어 보인다.

한국의 저출생 및 초저출생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 가족 형성 등 3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저출생 현상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왔다. 1975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37개국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와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에 의하면[16], 대부분의 국가에서 HDI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가의 출생율이 반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HDI의 빠른 상승에도 불

구하고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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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매우 복잡한 구조적 문제에 기

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생 현상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다수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저출생 연구가 저출생 현상

을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는 기존의 연구들이 저출생 현상을 기계적 복잡성으로 

보고, 저출생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어느 

한 특징에만 집중하여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거

나 인과성을 찾고자 함으로써 역동적인 생태적 복잡성 

현상인 저출생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

인한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이나 가구를 동

일한 집단으로 보고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저출

생 현상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현상을 분석한 연구는 거

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 특히 특정 시기의 출산 행위나 

이미 완료된 과거의 행위를 중심으로 저출생 현상에 대

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미래의 행위에 대한 예측의 효과

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7,8].

그 동안의 저출생 관련 연구들과 이에 기반한 많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현상의 극복 성과가 미비

하다는 사실은 기존의 관점으로는 저출생 현상을 제대

로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대응 역시 바른 방향

이 아니라는 점으로 귀결된다. 저출생은 다양한 요인들

이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얽혀 이루어지는 복잡계적 현

상으로, 기존의 선형적이고 체계적인 상호작용의 관점

으로 저출산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생 현상은 작금의 

시대에 주요한 범국가적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저

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책적, 학술적 다

각도로 전개되어 왔으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장기화되고 있다. 해결 또

한 요원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노력들에

도 출산율의 반등을 이루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저출생 현상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출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

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함을 공감해야 한다. 특히 저출

생 정책을 계획·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하향식

(top-down model) 시각에서 접근한 담론(출산, 부모, 

여성, 출산시기 집중, 일 중심, 돌봄의 사회화)에서 탈피

하여 구성원 중심의 관점으로 접근한 담론(출생, 아이, 

가족, 전 생애적 접근, 일과 가족 삶의 균형, 돌봄의 가

족·사회 균형)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며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공교육과 공보육을 강조하며 다양

한 육아 관련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저출생 현상

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그간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영역에 재원

을 투자하며 저출생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문제의식 없이 선 정책 

제안-후 효과성 검토의 논리로 접근하였다는 점을 인식

해야 한다. 하지만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의문

점을 갖는다[19]. 이제는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성 담론에서 탈피해야 한다. 

공공성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참여 기

반을 공고히 하는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공공

성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정책은 보편적이고 공적인 영역을 지향하는 공공

성에서 함께 사는 삶의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있

음을 인지해야 한다[13,20].

저출생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재

정 문제를 탓하며 저출생 현상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어

서는 안 된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 해결의 답

은 우리가 갖고 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계획, 

집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시적 정책 추진과 이

에 대한 효과성 평가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

음이 자명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목소

리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

점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에서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

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에 있어 정책 전문

가, 행정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을 전문가 패널로 선정

하였다. 하지만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정책 

방안 수립에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정책입안자 또는 정

책연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의 연

구에서는 상기의 전문가를 포함히여 전문가 패널이 구

성되기를 제안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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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FGD(Focus Group 

Discussion) 등의 방법을 통한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인식 및 대응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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