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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d occupational accidents of child care worker. We surveyed 

392 childcare worker to investigate their experience of occupational accidents. Fifte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from occupational accdients survey for child care workers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more than one occupational accident, but mostly did not clai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urance. 

We suggested policy tasks to improve system for protecting child ca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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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노동시장,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 도입, 돌봄 서비스 양성지원 정책 등 돌봄 서

비스에 대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중 최근 급속하게 노동 공급이 증가한 분야는 보육서

비스업이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고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으로 인

해 보육시설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보육

통계에 따르면 1998년 약 17,000개소 정도였던 어린이

집 수가 2017년에 약 40,00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종사

자 수도 3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6년의 고용노동부

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서 나타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

스업 종사하는 근로자 수 155만명의 약 20% 수준이다.

하지만 돌봄서비스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상대적으로 공급량을 늘

리기 쉬운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개설되었으며, 가정어린

이집은 기존의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시

설관리가 열악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소규모 인

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관에 비해 종사자 개

인 당 수행해야할 업무의 종류와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 업

무스트레스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어린이집의 대부분 시설이 아동의 행동 편의에 맞

춰 설계되어 있어 성인인 보육교사에게는 불편함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아울러 보육교사는 운동성이 향

상되는 시기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돌봄 노동을 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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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육체적 노동 강도 수준이 높고, 영유아의 신체적 

자세에 맞춰 교사의 신체적 움직임을 조절해야하는 특성

이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장애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더불어 보육교사는 아동 이외에 부모 등 성인 양육자에 

대한 대면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로 분류된

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

해,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 지목 받고 있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정책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 수준

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형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

사자 수 5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

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은 인력활용의 여유가 없어 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과 질병 치료를 위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노동환경 및 특성이 보육교사의 건강과 안전

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육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고, 체계적으로 수

행된 연구도 부족하였다.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강문제는 장기적으로 아동과 보

호자인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보육시설 종사자

의 열악한 처우, 안전보건상의 문제는 우수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이직율을 높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미래세대인 아동 150만 명의 양육을 책임

지는 시설이므로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강보호 방안을 마

련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주요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학부모들의 보육수준에 대한 요구

가 높아졌지만,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의 열악한 근로조건, 건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

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봄 노동자로서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로 환경과 산

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392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표

본을 준거로 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인 보육교사의 일

반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Table 1> Type of Employment Contract

Category n %

Total 392 100.0

Region

Metropolis 286 73.0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92 23.5

Smaill counties and Towns 14 3.6

Type of Insititue

Public 77 19.6

social welfare foundation/ coporation 94 24.0

Private/home-based 166 42.3

Workplace 55 14.0

The number of employees

Below 5 38 9.7

6 ~ 10 178 45.4

11 ~ 20 134 34.2

21 ~ 30 21 5.4

Over 30 21 5.4

Charge

Infant 259 66.1

Preschooler 125 31.9

Handicapped Child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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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문항

설문 문항은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산재보상보험

법 등에 기반하여 개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형

태, 비정규직 고용 계약시 계약기간, 안전 및 보건 교육수

강 여부, 보육교사의 사고(재해) 보호 관련 보험 가입 현

황,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 몸이 아픈데도 나와

서 일한 날, 업무상 재해 경험, 재해 발생형태, 업무상 재해 

처리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2.3 연구절차 및 분석

조사는 2019년 8월~9월 두달 동안 온라인조사, 보육

교사 보수교육 현장에서의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으

며, 보육교사의 객관적인 근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

이집 원장의 개입 없이 무기명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

요 분석 변수는 기관유형, 종사자 규모, 담당반이었으며, 

카이스퀘어분석 및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표본 보육교사 392명을 고용형태로 분류해 보면, 정규

직 80.4%, 기간제(계약직) 17.1%, 파트 및 단시간 2.6%

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설립유형별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정규직 비율이 94.5%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5명 이하 어린이집의 정규직 비

율이 65.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담당반별에서는 장

애아반 담당 보육교사는 모두 정규직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 55.8%로 가장 많으

며,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2.5%, 2년 이상이 10.4%, 6

개월 미만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담당교사

가 교체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1년 미만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33.8%의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심

리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교사가 근무 중 사고(재해)를 당할 경우 보호를 받

을 수 있는 보험가입 현황은 선택가입인 어린이집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에 가입된 교사가 66.3%로 필수가

입인 산재보상보험 가입된 교사 57.9%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공제회에서 제공하는 

<Table 2> Type of Employment Contract

Category
Regular

(%)

Non-regular
Total (n)

shorterm (%) partime (%)

Total 80.4 17.1 2.6 100.0 (392)

Type of Institute

Public 83.1 14.3 2.6 100.0 (77)

Social Welfare Foundation/ 

Corporation
86.2 13.8 0.0 100.0 (94)

Private/home- based 71.1 24.1 4.8 100.0 (166)

Workplace 94.5 5.5 0.0 100.0 (55)


(df) 20.835(6)**

The number of employees

Below 5 65.8 28.9 5.3 100.0 (38)

6 ～ 10 80.9 17.4 1.7 100.0 (178)

11 ～ 20 81.3 14.9 3.7 100.0 (134)

21 ～ 30 90.5 9.5 0.0 100.0 (21)

Over 30 85.7 14.3 0.0 100.0 (21)


(df) 9.905(8)

Charge

Infant 81.9 16.2 1.9 100.0 (259)

Preschooler 76.0 20.0 4.0 100.0 (125)

Handicapped Child 100.0 0.0 0.0 100.0(8)


(df) 4.477(8)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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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인 영유아 생명 신체담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

스사고 배상책임,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보육교직원 상해

에 일괄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교

사들이 본인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기피하는 경향을 이용하여 사업주 전액 부담

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회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교육 수강 여부에 대

해서 질문했을 때, 매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없는 비율이 22.4%로 그 다

음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년 받는 

비율이 직장이 70.9%로 가장 높고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이 38.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없음의 비율 역시 

직장이 14.5%로 가장 낮고, 민간 및 가정이 32.5%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이하의 

<Table 3> Insurance Status

Category
Childcare Center Safety 

Insurance (%)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n)

Total 66.3 57.9 (392)

Type of Insititue

Public 63.6 53.2 (77)

social welfare foundation/ coporation 80.9 64.9 (94)

Private/home-based 57.2 50.6 (166)

Workplace 72.7 74.5 (55)

The number of employees

Below 5 57.9 44.7 (38)

6 ~ 10 60.7 55.1 (178)

11 ~ 20 72.4 61.2 (134)

21 ~ 30 66.7 76.2 (21)

Over 30 90.5 66.7 (21)

Charge

Infant 68.3 59.1 (259)

Preschooler 60.0 56.0 (125)

Handicapped Child 100.0 50.0 (8)

<Table 4> Course Confirmation of Safety and Health Related Education

Category Every Year Every 2 to 3 Year First Time 1 Not at all (n)

Total 54.3 11.5 11.7 22.4 (392)

Type of Institute

Public 59.7 11.7 13.0 15.6 ( 77)

social welfare foundation/ coporation 68.1 12.8 4.3 14.9 ( 94)

Private/home-based 38.6 14.5 14.5 32.5 (166)

Workplace 70.9 0.0 14.5 14.5 ( 55)

The number of employees

Below 5 42.1 10.5 10.5 36.8 ( 38)

6 ~ 10 56.2 10.1 11.2 22.5 (178)

11 ~ 20 53.7 14.9 13.4 17.9 (134)

21 ~ 30 47.6 4.8 14.3 33.3 ( 21)

Over 30 71.4 9.5 4.8 14.3 ( 21)

Charge

Infant 55.6 10.4 11.6 22.4 (259)

Preschooler 50.4 12.8 12.8 24.0 (125)

Handicapped Child 75.0 25.0 0.0 0.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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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혀 없음이 36.8%로 가장 높았고, 30명 초과의 경

우 1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392명 중 59.2%인 232명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하여 근무(presenteeism)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66.9%가 

그렇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5> Experience of presenteeism

Category Yes (%) No (%) Total (n)

Total 59.2 40.8 100.0 (392)

Type of Institute

Public 66.2 33.8 100.0 (77)

Social Welfare Foundation/Corporation 42.6 57.4 100.0 (94)

Private/home-based 66.9 33.1 100.0 (166)

Workplace 54.5 45.5 100.0 (55)


(df) 16.894(3)**

The number of employees

Below 5 52.6 47.4 100.0 (38)

6 ~ 10 59.0 41.0 100.0 (178)

11 ~ 20 59.7 40.3 100.0 (134)

21 ~ 30 71.4 28.6 100.0 (21)

Over 30 57.1 42.9 100.0 (21)


(df) 2.033(4)

Charge

Infant 57.1 42.9 100.0 (259)

Preschooler 63.2 36.8 100.0 (125)

Handicapped Child 62.5 37.5 100.0 (8)


(df) 1.318(2)

**

p < 0.01

<Table 6> The number of presenteeism days 

Category
1-3 days

(%)

4-10 days

(%)

10days over

(%)
Mean Std. Total (n)

Total 49.6 40.1 10.3 8.90 28.21 100.0 (232)

Type of Institute

Public 31.4 31.4 13.7 8.90 13.94 100.0 (51)

Social Welfare Foundation/ Corporation 72.5 7.5 5.0 3.88a 4.35 100.0 (40)

Private/home- based 52.3 19.8 9.9 6.95 11.71 100.0 (111)

Workplace 40.0 26.7 10.0 22.80b 72.19 100.0 (30)

F(3, 228) 3.109*

The number of employees

Below 5 40.0 25.0 5.0 5.70 3.80 100.0 (20)

6 ~ 10 54.3 20.0 10.5 9.65 36.49 100.0 (105)

11 ~ 20 46.3 23.8 6.3 5.31 4.55 100.0 (80)

21 ~ 30 53.3 26.7 13.3 21.87 50.34 100.0 (15)

Over 30 41.7 0.0 33.3 15.42 18.27 100.0 (12)

F(4, 227) 1.367

Charge

Infant 49.3 20.9 10.8 10.22 34.30 100.0 (148)

Preschooler 49.4 22.8 8.9 6.70 11.42 100.0 (79)

Handicapped Child 60.0 0.0 0.0 4.80 3.96 100.0 ( 5)

F(2, 229) .453

1) Accoding to post-hoc analysis(scheff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 and b groups is significant.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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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몸이 아픈데도 연속해서 일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1~3일 49.6%, 4~10일 40.1%, 10일 초과가 10.3% 순

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어린이집이 22.8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규모별로는 21~30명에서 21.89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5.3%로 나타났다. 1건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7.9%, 2건 3.3%, 3건 2.3%, 5건 1.5%였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8.1%가 있다고 응답

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2건 이상의 비율도 다른 유형

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종사자 규모가 11-20명인 어

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Table 7> The number of occupational accident experience 

Category No (%) Yes (%) 1 (%) 2 (%) 3 (%) 5 (%) Total (n)

Total 84.7 15.3 7.9 3.3 2.3 1.5 100.0 (392)

Type of Institute

Public 14.3 85.7 10.4 3.9 0.0 0.0 100.0 (77)

social welfare foundation/ 

coporation
16.0 84.0 10.6 1.1 1.1 3.2 100.0 (94)

Private/home-based 18.1 81.9 7.2 5.4 3.6 1.8 100.0 (166)

Workplace 7.3 92.7 1.8 0.0 3.6 0.0 100.0 (55)

The number of employees

Below 5 13.2 86.8 5.3 5.3 0.0 2.6 100.0 (38)

6 ~ 10 13.5 86.5 6.2 3.4 3.4 .6 100.0 (178)

11 ~ 20 19.4 80.6 11.9 3.7 0.0 3.0 100.0 (134)

21 ~ 30 9.5 90.5 0.0 0.0 9.5 0.0 100.0 (21)

Over 30 14.3 85.7 9.5 0.0 4.8 0.0 100.0 (21)

Charge

Infant 13.1 86.9 6.6 3.1 1.9 1.2 100.0 (259)

Preschooler 20.0 80.0 10.4 4.0 3.2 2.4 100.0 (125)

Handicapped Child 12.5 87.5 12.5 0.0 0.0 0.0 100.0 (8)

<Table 8> The Method of Claim on Occupational Accidents

Category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hildcare Center 

Safety Insurance

Compensation 

Without Report

Private 

Expense
Total (n)

Total 13.3 7.6 2.9 76.2 100.0 (105)

Type of Institute

Public 14.3 7.1 0.0 78.6 100.0 (14)

social welfare foundation/coporation 20.8 20.8 8.3 50.0 100.0 (24)

Private/home-based 10.5 3.5 1.8 84.2 100.0 (57)

Workplace 10.0 0.0 0.0 90.0 100.0 (10)

The number of employees

Below 5 11.1 11.1 11.1 66.7 100.0 (9)

6 ~ 10 15.9 4.5 2.3 77.3 100.0 (44)

11 ~ 20 12.2 12.2 2.4 73.2 100.0 (41)

21 ~ 30 0.0 0.0 0.0 100.0 100.0 (6)

Over 30 20.0 0.0 0.0 80.0 100.0 (5)

Charge

Infant 10.0 3.3 1.7 85.0 100.0 (60)

Preschooler 15.9 13.6 4.5 65.9 100.0 (44)

Handicapped Child 100.0 0.0 0.0 0.0 1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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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19.4%로 다른 규모에 비해 높았으며 유아반 교사

의 응답 비율이 20.0%로 영아반 교사 1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업무상 재해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건강보

험 또는 민간보험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한다 13.3%, 어린이집안전공제회로 처리한다 7.6%, 

공상처리한다 2.9% 순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개선방안

4.1 결 론 

보육교사의 업무상 재해 실태와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

과, 다치거나 아픈 상태에서도 계속 근무해야 하는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보호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

스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고발생시 자신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

대로 알지 못하고, 해고위험, 재취업 시 불이익 등을 고려

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개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보육교사의 비율

이 약 30%로 나타나 보육교사 다수가 산재보상보험의 혜

택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

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4.2 개선방안

최근 10년간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종사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하지만 소규모 시설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자신의 보호와 관련된 의식이 부족한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에 진입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주무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노동자보호 주무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 간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정책대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실

시하는 어린이집인증평가 항목에 산재보상보험 가입 등 

산재와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3년 주기의 인증평가 시 보육교사의 안전보건교

육 사항을 확인하고 그 실태가 불량할 경우 고용노동부로 

통보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 어

린이집이 약 40,000개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또

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육아종합지원센

터에서 시행하는 보육교사 대상 직무교육, 아동학대 교육

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미 건

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사업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모형을 도입하여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안

전보건공단 지사와 연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의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노동

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

행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사회복지서비

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

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에 따라 산재예방요율

제 사업주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임

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

를 사회복지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아픈 상태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교사 지원 부족이었다. 2018년부터 

개인 건강과 질병으로는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있으나, 업무

상 재해로는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대

체교사 지원 사업 유형에 산업재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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