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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목적 및 방법

가. 연구 목적
╶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검토하고 외국의 보육서비스 공급 유형

및 공공보육시설 설치 운영 상황을 파악함.

╶ 우리나라 보육비용 지원 현황을 검토하고 외국의 보육비용 지원 유형 및 수준을

파악함.

╶ 우리나라 양육수당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외국의 양육수당

제도를 파악함.

나.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음. 국내외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사업, 보육비용 지

원, 양육수당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음.

╶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해외 각국 관련 부처 및 국제기구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관련 정책 동향과 실태 자료를 수집하여 고찰하였음.

2.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 우리나라의 실태

-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은 5.2%, 이용아동은 전체 보육아동의 10.8% 정도에 불과하

고, 법인이 각각 3.9%, 8.9%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개인 민간 공급자에 의한 보

육임.

- 보육시설은 법적으로 비영리를 표방하지만 개인은 사실상 영리 목적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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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공공보육 공급 및 운영 주체

- 일본은 취업모 중심의 종일제 보육으로, 인가보육소는 국공립 48.6%, 민간 51.4%

인데, 민간은 90%가 사회복지법인이고 단지 1.9%만을 개인이 운영함. 2000년 이

후 국공립시설 일부를 법인에 매각, 임대, 위탁하여 법인시설이 다소 증가함.

- 호주는 2009년 기준으로 정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3%이고 22%를 지역사회 중

심으로 운영하며 75%를 개인이 운영함. 호주 최대 보육시설 체인인 ABC child

care center가 붕괴되고 비영리단체가 상당수 시설을 인수하여 비영리시설 비율

이 상당수준 증가된 것으로 추정함.

- 영국은 종일제 시설은 정부 11%, 비영리 자원기관이 22%를 담당하고, 취약 아동

중심의 아동센터는 공공이 68%를 담당하고 18%는 자원기관이 담당하며, 휴일클

럽과 방과후 클럽은 각각 31%, 24%를 공공기관, 각각 30%, 34%는 자원기관에서

운영함. 기간제 서비스 역시 사립은 37%이고 다수인 64%를 자원기관이 운영함.

- 미국은 공립부설이 8.0%, 헤드 스타트 9.0%로 정부를 통한 운영 비율은 낮으나,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개인 등에 의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비율은 모두 65%에 이르고 35%만이 영리 시설임.

- 캐나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소수이지만, 전체 기관보육서비스의 약 68%

가량이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32%가 영리로 운영되는데, 비영리시설 비

율이 주 준주마다 30~100%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음.

- 프랑스 유아학교는 모두 공립학교이고, 영아가 다니는 집단보육시설의 64%는 지

방정부, 29%는 부모협동 등 단체가 운영함. 주로 미취업모가 이용하도록 하는 일

시보육시설은 49%는 지방정부, 45%는 단체, 7%는 부모협동단체가 운영함. 부모

자녀센터도 62%가 정부가 운영하고 31%는 단체가 운영함.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는 90%가 부모가 직접 고용하고 10%는 가정보육기관(Creches

Families)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데 이러한 가정보육기관도 82%는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12%는 단체가 운영함.

- 독일은 동쪽과 서쪽의 지역 차이가 큰데, 사립시설의 상당부분이 비영리이며, 특

히 구교와 신교 등 교회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특성이 있음. 서독 일부 주를

중심으로 보면 2002년 기준으로 바덴-브르뎀버그(Baden-Wurtemberg) 주는 56%

가 자원단체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자원단체의 86%가 교회가 주체임. 노르드

하인-베스트팔랜(Nordhein-Westfalen) 주는 구교와 신교 등 교회가 운영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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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설이 50%를 차지하고, 이들은 포함하여 시설의 3/4를 자원단체가 운영함.

- 스웨덴은 2008년 현재 시설은 유아학교 74.9%, 레저타임센터 87.2%가 공공시설이

고 아동은 각각 82.0%, 90.9%가 공공시설을 이용함. 가정보육도 아동의 82% 이

상이 공공서비스 이용자임.

- 핀란드는 기관이용 아동으로 보면 대다수가 공공기관 이용 아동이고, 사립기관

이용 아동은 5% 미만임.

- 노르웨이는 2010년 영유아 이용 기관 중 46.3%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고

53.7%가 사립시설임. 최근 사립시설의 증가로 2000년과 비교하여 공사립의 비중이

바뀌어 사립이 우위를 차지함. 사립 기관은 2010년 2,849개소 중 67.1%인 2,369개소

는 전형적 기관이고, 22.4%인 793개소는 가정보육이며 약 50개소는 가정보육과 기

관을 겸하고 있는데, 운영자는 부모 협동,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등 다양하지만 대

체로 비영리로 운영함.

3. 보육비용 지원
□ 우리나라 보육비용 지원

- 공공시설은 시설별 지원, 민간은 아동별 지원이 기본적 보육비용 지원 틀이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민간시

설에 인건비 지원도 추진함.

- 부모보조금은 소득하위 70%에 전액을 지원함. 영아는 표준보육비용, 지원 단가

및 보육료가 근사하지만 유아는 지원단가가 실제 비용보다 낮아서 부모의 추가

부담이 있음. 또한 대부분의 시설은 특별활동 등 기타 필요경비를 수납함. 이러

한 비용구조는 정부 정책체감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함.

□ 외국의 공공보육 공급 및 운영 주체

- 일본은 표준보육단가 산정 후 국가와 부모가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부모 부담

은 8등급으로 차등화함. 그러나 실제 지방정부의 추가적 투자로 부모 부담은 국

가 기준보다 크게 낮음.

- 호주는 정교한 소득별 차등보육료 체계로 부모 비용을 보조함. 어머니의 취업 등

지원조건에 따라서 최대 주당 24시간과 50시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아동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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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유형, 소득계층 등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름.

- 영국은 취학전 2년 3, 4세 아동에게 연 38주 주당 15시간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보육은 저소득층은 아동센터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일반인은 세액공제로 부모

의 보육료 부담을 지원함.

- 미국은 저소득층은 헤드스타트 이외에 아동보육발달기금(CCDF), 위기가정일시

지원(TANF) 등의 취약계층 지원제도로 보육비용을 바우처 등으로 지원하고, 일

반인은 조세제도로 1인당 3,000불까지 비용을 소득공제함.

- 캐나다는 대부분 지역은 소득계층별 차등의 형태로 부모 비용을 지원하고, 퀘벡

주는 부모 부담 비용을 하루 7불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시설보조금을 지원함. 이

로, 14%를 부모가 부담하고 정부가 86%를 지원함. 이는 모든 시설 유형에 적용

하는데 시설보조금은 유형주체별로 다소 차등을 둠.

- 프랑스 유아학교는 무상이고, 육아지원서비스 비용분담은 기관 이용이나 가정보

육 보육비용의 42.7%는 정부가 부담하고 27.7%는 가족수당기금(Family

Allowance Fund)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27.3%는 부모가 부담함.

- 독일은 사립 시설이 상당부분 비영리이며, 교회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특성이

있고, 이들이 상당부분 재정을 담당하여 부모는 보육비용의 14% 정도를 부담함.

- 스웨덴은 보육료 상한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유아학교 8%, 레저타임센터

16%, 가정보육 10%로 정부가 80% 이상을 책임지며, 가정보육도 1985년 이래 부

모는 비용의 약 15% 정도만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지불함.

- 핀란드는 보육료 상한선을 책정하여 2005년 기준으로 첫째아 200유로, 둘째아

180유로, 그 이상아 40유로임. 공립보육시설 이용료는 저소득층은 면제이고 이외

는 가족 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대체로 지방정부가

85%를 지원하고 부모 부담률은 약 15%임. 소수이지만 사립보육서비스를 받는 경

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기본 수당이 자녀 1인당 2011년 160.64유로이며

소득 등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됨.

- 노르웨이는 2004년 보육료 상한선을 비용의 20%선으로 도입하여 적용함. 사립시

설도 부모부담은 총비율 19% 정도로 공립과 동일하고 국가가 60%, 해당 지방정

부가 23%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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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수당

□ 우리나라 양육수당 실태

-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

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음.

- 2011년 양육수당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36개월 미만으로, 지원 액수는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원, 2세아 10만원임.

- 2010년에는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 5만 1800여명이 지원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

음. 이는 0~1세 아동 대비 5.8%로, 중위소득 50% 이하 5세 미만 아동의 상대빈

곤률을 10.4% 정도로 추정할 경우(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2006) 대상자의 약 반

이상이 지원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외국 양육수당 사례

-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체 수당 사례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사례를 볼 수 있

고, 최근에 일부 스웨덴의 지방정부가 도입하고 있음. 어머니의 근로에 대한 대

체 수당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볼 수 있음.

- 핀란드는 1, 2세아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하고 자녀를 본인이 직접 양육하기를

원할 경우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 시간제 육아휴직(part-time child care

leave) 시에도 부분적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 아동양육수당 지불 조건은

부모 직접 양육이 아니고 공공보육서비스 미이용이므로 부모가 아닌 보육모를

이용할 경우에도 지불함. 사립 서비스 이용시에도 수당으로 지원함.

- 노르웨이는 1~2세 자녀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사립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고 부

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취학전 입양 아동에 최대 23개월까지 양육수당을 제

공함.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주당 33시간 미만이하로 시간제(part-time)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등하여 받을 수 있음. 1, 2세아의 2/3가 이 수당을 받음.

- 프랑스는 아이를 기르기 위해 직업활동을 중지하거나 노동시간이 감소된 경우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수급조건은 3세 미만의 자

녀이거나 20세 미만의 입양아여야 함. 자녀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최소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

택적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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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2001년에 부모휴직과 연계하여 양육수당(child rearing benefit)을 실시하

였으나, 2007년에 부모수당(parental allowance)으로 바꾸었음. 기간은 12개월로

축소하고 지원은 출산 전 소득의 67%, 최고 1,800유로로 상향 조정하였음. 최저

액은 300유로로 출산 전 미취업의 경우도 최저액인 300유로를 지원함

5. 맺는 말

- 외국의 보육시설 설치와 지원은 보육에 대한 기본 철학과 일관성을 보임.

- 공공, 비영리시설이 많은 국가가 시설보조금으로 보육료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시장에 기반을 둔 국가들의 지원은 부모보조금이나 조세방식으로 지원함.

- 양육수당은 영아는 부모가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철학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음.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오늘날 보육서비스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취업모나 저소득층

가정의 욕구 충족이나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적인 측면보다는 아동의 기본적

인 권리 보장이라는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인식되고 있다.

보육정책은 국가 통치 이념 및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이념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 및 부모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 국가 보

육정책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의 주체가 달라지고, 이와 같은 설치, 운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다시 보육의 성격을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 또는 공공 위주와

영리 위주 등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육시설 유형이나 보육서비스

유형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보육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조한 이유는 보육이 갖는 사회성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보육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육

아가 논의되어 왔다. 시장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비

용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불평등, 서비스 분배에서 나타나는 계층적 배제, 계급간

격차의 심화 등 시장 메커니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보육정책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는 것이

다(김종해, 1993; 조형, 1991).

보육정책 유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틀은 에스핑 앤더슨

(Esping-Anderson, 1990)이 제시한 사회민주주의 국가, 보수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이다. 메이어와 고닉(Meyers & Gornick, 2003)은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이러한 복지국가 유형을 적용하여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사회화

정도, 그리고 사회화 정도와 모성 취업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보면 동일한

복지국가 유형에서도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사회화가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덴마크

와 스웨덴이 영아와 유아 모두 높은 사회화 정도를 나타내고, 보수주의 국가들 중에

서는 벨기에와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사회화 정도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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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한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화 정도가 유사하게 낮다.

다른 분류체계로 OECD(1999)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유형을 자유방임적

접근방식(laissez-faire approach), 공공서비스 제공방식(public provision approach),

책임공유접근방식(shared responsibility approach)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북유럽의 국가들에서는 국가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

공서비스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보육시설을 정

부가 직접 공급하고 주로 시설보조금을 통하여 지원한다. 한편으로 미국과 호주 등

은 기본적으로 출산이나 보육은 가정의 책임이며 각 가정이 출산과 보육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저소득계층의 자녀와 같이 지원 대상을 특별한 대우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

하고 있으므로 시설 공급 역시 시장에 맡기는 부분이 크다. 그리고 독일 등의 국가

에서는 그 중간의 정책들로서 국가와 가정의 책임을 조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분

류하였다. 이러한 국가는 보육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비영리 공동단체의 역할이 크

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대체로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에 기초하면

서도 부분적으로 영유아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한편 서비스 비용 지원 방식으로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은 모두 시설로 들어

가는 운영비라는 점에서 그 구분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국가 통치 이념과 맥을 같

이 하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 시장 기능을 믿는 쪽은 아동별 지원으로 부모

의 선택권 보장에 초점을 두지만, 시장 기능을 믿지 못하는 쪽에서는 부모가 서비스

의 질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와 부모의 선택이 정책적 의도와 일치하느냐 하는 점

에 의문을 제기한다(Cleveland & Krashinsky, 2003).

호주, 미국, 캐나다는 민주주의 국가로 시장 오리엔테이션이고, 프랑스, 독일, 이태

리, 네덜란드 등 조합국가는 종교단체에 기초한 시설이며,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국가는 공공시설을 기본으로 한다. 아동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호

주나 네덜란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보육 수준이 낮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국가적 특성 때문에 아동별 지원을 선택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지원은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방식 중에 하

나일 뿐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보육서비스 지원 이외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Ⅰ-1-1>은 일부 OECD 국가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을 나타낸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지원방식은 크게

1) 2002년 연구로 현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서론  9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과 보편적 현금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현금 지원은 수당과 조

세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OECD 국가 중 일부를 제외하고 가족 지원의 약 40% 이상

을 현금 수당으로 사용한다.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에서 가장 보편적 형태는

수당이다. OECD 국가 중 유럽의 15개국2)이 보편적 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스위스와

이탈리아 2개 국가는 고용과 연계시키고 있다.3)

자료: OECD(2011). Family Database.

〔그림 Ⅰ-1-1〕 GDP 대비 가족 지원 지출 비율: 2007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조세를 통한 지원이 현금보다 비중이 높지 않으나, 캐나

다,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30% 이상을 차지한다. 조세정책으로는 세율인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와 같은 정액세 감면 등이 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의 체감에 대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2)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슬로바키아,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오

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체코, 일본임.

3) 스위스는 연방 프로그램은 한 명이상의 아동을 부양하는 농업근로자나 소규모 자영농(가족수당)

또는 배우자(가사수당)에게, 주 프로그램은 비농업 취업자 중 1자녀 이상 부양자이며, 주 정부

(칸톤)에 따라서는 농부를 포함하여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함. 고용자는 통상 아동수당 기금에 가

입하고, 칸톤에 따라 고용자가 지급을 보증하며, 공무원은 별도 제도가 있음. 이탈리아는 취업

자 또는 사회보험 복지급여 및 실업수당을 받는 자 중 1명 이상의 아동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 지급함. 연급을 받는 자영업자는 별도 제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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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서비스 비용 지원과 수당이나 부가급여와 같이 현금

지원을 두 축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은 세

액공제제도와 같은 조세정책을 자녀양육지원제도에 포함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GDP 대비 가족을 지원하는데 지출하는 비율이 2.25%인데, 덴마크, 프랑스, 스

웨덴, 영국 등이 3% 이상을 지출한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주로 부모 보육료를 경감할 목적으로 영유아 보육과 교

육 영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다. 보육아동의 70%가 정부가 정한 지원 기준의 전

액을 지원 받는다. 이렇게 영유아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었으나 GDP 대비 비율 평균

인 0.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서문희 최혜선, 2010).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가족을

지원하는 지원정책으로 보육정책이 유일한 정책이다. 현금 지원은 전무하고 조세 지

원도 미미하다. 보육정책을 저출산 대책과 동일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의 투자는 미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보육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상보육을 하는 나라도 없지만, 사실

무엇이건 무상 정책의 사용은 무상이 진정한 무상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

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보육 공급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 단가도 낮아서

사실상 현재 보육료 전액지원도 무상보육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들은

공공시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급자의 반발과 초기투자 비용의 부

담으로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공급구조를 바꾸어 보려는 노력은 거의하고

있지 않은 채, 부모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제안들만 계속되고 있다.

보육서비스 중심으로 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투자가 증가되면서 부모의 선택

권 보호 차원과 시설 중심의 재정 지원 쏠림 현상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양육수당

이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양육수당 대상 확대와 수준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

어져 왔다. 물론 현재의 지원 수준이나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부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그 성격이나 특성이 보편적 아동수당과

는 다른 서비스 대체 수당이므로 복합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확대 및 확충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양육수당은 모의 취업이

나 어린이집 설치, 운영 유형과 관계없이 영유아 모두에게 보육 및 교육서비스에 대

한 대체 수당이다. 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또는 부분적으로 자산조사나 출생순위를

제한하여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다르다. 영아를 부모가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철학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선택권 보장을 주요 이유로 하여 도입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책방향은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원칙이 근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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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공공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외국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검토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2. 연구목적과 내용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검토하고 외국의 보육서비스 공급 유

형 및 공공보육시설 설치 운영 상황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 보육비용 지원 현황을 검토하고 외국의 보육비용 지원 유형 및 수

준을 파악한다.

셋째, 우리나라 양육수당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외국의 양육수

당 제도를 파악한다.

3. 연구방법
첫째,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다. 국내 외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사업, 보육비

용 지원, 양육수당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해외 각국 관련 부처 및 국제기구 홈페이지에 접근하

여 관련 정책 동향과 실태 자료를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Ⅱ.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1.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현황

가. 설치 규모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어린이집 증가 속도에 비하여 국공립시설

설치는 부진하였다. 그 결과 2010년 12월 현재 38,02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28만여명

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는데, 국공립시설 5.3%, 법인어린이집 3.9%로 공공성이 비

교적 강한 어린이집의 수는 전체 시설의 9.2%로 소수이고, 그 대신 개인이 설치 운

영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이다.

〈표 Ⅱ-1-1〉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1995~2010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1995 9,085 1,029 928 22 3,175 3,844 87 미분류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9 401 74

(비율) (100.0) (5.3) (3.9) (2.3) (36.3) (50.9) (1.1) (0.2)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표 Ⅱ-1-2〉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1995~2010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

협동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2,388 미분류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29

(비율) (100.0) (10.8) (8.9) (4.0) (52.5) (22.0) (1.7) (0.1)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13

보육 아동은 2010년 12월 현재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이 약 13만 8천여명 정도로

전체 보육 아동의 10.8%이고 법인 및 법인 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약 17만명으로

13.9%인데 비하여,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이용은 민간개인어린이집 67만 2천여

명과 가정어린이집 28만1400여명으로 모두 95만3천명 수준인 74.5%이다(표 Ⅱ-1-3

참조). <그림 Ⅱ-1-1>으로 보면 2005년 예산이 확대되고 기본보조금이 도입된 이후

개인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증가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시 도별로 어린이집 공급률 시 군 구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평균

88.7%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은 시 군 구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아

동수 대비 12.4%이며 이용률도 서울이 11% 수준으로 가장 높다.

이러한 보육 이용 아동 현원은 정원 대비 82.2%이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89.5%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률이 77% 수준으로 가장 낮다

(표 Ⅱ-1-3 참조).

〈표 Ⅱ-1-3〉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0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정원 1,556,808 153,792 143,841 62,698 828,035 2,226 337,900 28,316

현원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1,898 281,436 21,901

현원/정원 82.2 89.5 79.3 81.5 81.1 85.3 83.3 77.3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 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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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그림 Ⅱ-1-1〕 유형별 보육 아동 증가 추세: 200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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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시‧군‧구 국공립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47개 동, 453개 읍면으로 총 500

개 지역이었으나, 2010년 말에는 미설치 지역이 28개 동 443개 읍면으로 총 471개

지역으로 29개 읍면동이 감소하였다.

〈표 Ⅱ-1-4〉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10
단위: 개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동 28 2 5 - 1 3 2 1 6 - - - 2 2 2 1 1

읍면 443 - - 1 9 - - 4 12 25 32 41 65 79 94 81 -

계 471 2 5 1 10 3 2 5 18 25 32 41 67 81 96 82 1

’09 500 4 9 3 23 4 2 8 26 42 70 90 132 162 205 172 1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09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1). 2010 보육통계.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은 사실 대부분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허수이기는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용된다. 2009년 3월

e-보육통계 기준으로 국공립 시설 대기아동은 1,831개 시설에 118,478명으로 시설당

평균 6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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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설치 실적
부모들의 국공립시설에 대한 욕구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래 국공립어

린이집 설치 예산은 점차 감소하여 왔다. 2011년은 약 270억 정도로 목표량은 16개

소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표 Ⅱ-1-5 참조).

영유아보육법상 공립어린이집은 시 군 구가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국

공립어린이집은 취약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2007년부터 초기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존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 택지, 국민임대주택 등 개발, 정비, 조성 사업시 어린

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2008년 1월에 신설하

는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 민간 시설을 매입

하여 국공립화하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증가 수준은 저

조하다.

〈표 Ⅱ-1-5〉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공립 신축
예산 38,280 19,800 20,216 9,910 10,948 1,982 2,706

개소수 400 110 112 50 46 10 16

리모델링
예산 - - 4,925 950 1,050 475 615

개소수 - - 45 19 25

장애아 전담

신축

예산 3,445 2,599 2,166 714 476 238 475

개소수 30 12 10 3 2 1 2

자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예산 내부자료.

정부가 영유아 수가 소수인 산간, 도서, 농어촌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장난감, 교재교구를 실은 차량이 해당 지역에 찾아가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을 2009년부터 실시하여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2011년

에 이를 20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나름의 소외지역 아동의 보육 접근성 제고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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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현황(2010. 8. 31)
단위 : 개 

구분 계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09

시설설치 9 1 1 1 1* 2 3 1

장난감버스 1 - - - 1 - - -

2010

시설설치 5 - - 1 - 2 2 -

장난감버스 5 - - - 2 1 2 -

주: *는 공동육아방임.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년 보육예산 설명자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민간어린이집의 반대도 있으나 사실

이보다는 시 군 구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국공립어린이집 건축은 시

군 구 소관업무인데,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은 건축비, 기자재구입비에 한한다. 건축

비 부담비율은 중앙, 시 도, 시 군 구가 50:25:25이다.4) 건축비 지원 어린이집 규모는

개소당 330㎡기준이며 최대 396㎡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1㎡당 1,201,300원

이다. 기자재구입비는 일반 어린이집 신축은 60천원, 장애전담어린이집 신축은 80천

원이다.

그러나 시 군 구는 건축비의 25% 부담 이외에도 부지매입비, 설계 및 타당성 조

사 용역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면적 330㎡와 단가 1,201,300원/㎡의 제한으

로 차액 추가부담 등 부담이 있다. 2009년 실적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

저, 2009년 국공립신축 사업 중 다수는 지자체 소유부지 활용, 무상기증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부지매입비를 부담한 경우는 6개 사업인데, 평균 지방비부담은

16억 9백만원이었다. 둘째, 신축 등 연면적은 평균 597.74㎡로 정부지원 기준 396㎡

보다 크다. 2009년 신규 국공립시설 39건 중 정부지원 기준 396㎡를 초과하여 신축

하는 경우가 23건, 59%이었다. 셋째, 실제 국공립시설 신축 사업비는 정부기준 396

㎡ 이하 평균 지방비가 310,682천원이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하여도 275,496천원이다.

전체 비용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부지매입비 제외시 2.7%～50%이다. 부지매입

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4억~73억이다. 정부기준 초과시설의 평균 지방비는 부지매입

비 제외 시 1,294,175천원이다(표 Ⅱ-1-7 참조).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시 도지사는 시 군 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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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소수 비율

설치비용

평균사업비

(부지매입비 제외)

평균국비

(부지매입비 제외)

평균지방비

(부지매입비 제외)

전체 39 100.0
1,319,601

(1,072,050)

195,795

(195,795)

1,123,806

(876,255)

396㎡

이하
17 41.0

504,618

(469,432)

193,936

(193,936)

310,682

(275,496)

396㎡

초과
22 59.0

1,886,545

(1,491,263)

197,088

(197,088)

1,689,457

(1,294,175)

〈표 Ⅱ-1-7〉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용: 2009
                                                            단위: 개소, %, 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1). 내부자료

2. 외국 보육서비스 공급
외국의 공공보육 공급 및 운영 주체 사례로 독특한 보육체계를 운영하는 일본, 우

리나라와 비슷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미 국가들로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보

수주의 국가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사회민주주의형으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

이 등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일본
1) 보육정책 개요
일본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지원기관으로는 유치원과 보육소가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학교교육법」과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은 학교교육기관으

로, 보육소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법적으로 정착되었다. 부처도 교육성과 후

생노동성으로 나누어 각각 유치원과 보육소를 관장하는 이원화된 행정 체계 내에서

아동을 교육 보육하고 있다. 보육 및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는 후생노동성의 고용균등

아동가정국 주도 하에 국가 중앙차원, 도도부현, 시구정촌 차원의 전달체계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인가보육소는 취업모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만 대기아동이 해소되는

지역의 이들 시설에는 미취업모의 자녀도 입소가 가능하다.

일본의 보육정책은 1990년대 이후 소자녀화가 가속화되고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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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가운데 발전하였다. 일본은 1994년에는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으로

보육, 고용, 교육, 주택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인 ‘엔젤플랜’을 문부(교육)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 등 4개 부처의 합의 하에 만들었고, 이어서 1999년에는 엔젤

플랜을 재정비하여 1999년에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의 6대

신이 합의한 ‘소자녀화대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2000~2004년도의 5개년 계획)인 신

엔젤플랜을 제시하였다.

신엔젤플랜에서는 엔젤플랜의 계획을 한층 심화하여 보다 많은 보육소를 설립하

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이용자의 욕구에 부

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

다. 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일시보육, 질병 중인 아동보호, 영유아건강지원,

다기능 보육소 등 다양한 시설과 함께 이용시간대를 다양화하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녀양육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일본의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은 20세기 초반의 프랑스에서 채택한 출산력 지원

정책과 유사하다고 평가받는다(Peng, 2002).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기

혼여성 근로자들이 출산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지원 제도

를 확충하였다.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2) 보육서비스 이용
일본의 보육시설은 전통적으로 인가 보육시설과 인가외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인

가 시설의 경우 대부분 지방정부와 사회복지법인이 공급 주체로 종일제를 기본으로

시간제보육, 야간보육, 병아보육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 인가

보육시설 이용률은 영아 22.8%, 유아 41.7%이다(표 Ⅱ-2-1 참조).

〈표 Ⅱ-2-1〉 인가 보육소 이용률(2010. 3. 1)
단위: %

구분
3세 미만 3세 이상

보육아동 보육률 보육아동 보육률

보육아동 및 보육률 742,085 22.8 1,338,025 41.7

자료: 全國保育團體連絡會(2011a). 保育情報. No. 410.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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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2〉 인가외 보육시설 현황(2010. 3. 1)
단위: %

구분 시설수 보육아동수

베이비호텔 1,695 30,712

기타 인가외 보육시설 5,705 148,964

계 7,400 179,676

(사업소내) (3,988) (58,222)

자료: 全國保育團體連絡會(2011b). 保育情報. No. 415. 2011. 6.

인가외 보육시설에는 직장보육인 사업소내 보육시설, 베이비호텔 등이 있다. 이들

은 총 7,400여개소로 약 18만명의 아동을 보육한다(표 Ⅱ-2-2 참조).

일본 보육에서 가장 큰 과제는 대기 아동해소이다. 보육소 부족으로 보육소를 이

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하여, 이를 줄이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2010년 10

월 기준으로 48,356명으로 4월에 비하여 1.8배로 증가하였다. 대기아동은 대부분이

영아이다(全國保育團體連絡會, 2011a). 이러한 대기아동 해소 방안으로 일부 시정촌

에서는 가정보육모 제도를 지방정부 사업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방

정부 기준으로 보육시설이나 보육실을 인증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시설인 인

정어린이집이 확대하는 추세이고 지역에 따라서 개인에게 민간보육소를 인가하기도

한다.

‘인정어린이원’은 유치원 또는 보육소 등이 각각의 고유한 역할 이외에, 유치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을 함께 행하고 보육소는 3세이상 아동에게 ‘학교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법적 시설을 의미한다. ‘인정어린이원’은 설치자가 다른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상호 제휴 협력하는 ‘유보(幼保)제휴형’, 유치원이 보육 기능도 함께 가지는 ‘유치원

형’, 보육시설이 유치원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보육소형’, 그리고 지방의 특성에 따

라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공동으로 가지는 시설을 새로이 마련하는 ‘지방재량형’

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인정어린이원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문부과학성 장관과 후생

노동성 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조례에 인정기준

을 밝히게 하고 있다. 지방재량형은 동경도의 경우, 동경도 인정보육소 설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인정어린이집은 2011년 4월 1일 현재 762개소이다. 사립이 다수이다

(표 Ⅱ-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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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인정어린이집 현황(2011. 4. 1)
단위: 개소

구분
공 사 구분 유형별

계
공립 사립 유 보제휴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

수 149 613 406 225 100 31 762

자료: 全國保育團體連絡會(2011b). 保育情報. No. 415. 2011. 6.

3) 인가보육소 공급 주체
일본의 인가 보육시설 중 47.8%가 공영보육시설이고 52.2%가 민영보육시설이다.

민영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공공단체나 사회복지법인만이 설치 및 운영의 주체

가 될 수 있다.

〈표 Ⅱ-2-4〉 인가 보육소 주체
단위: 개소, %

구분
2008 2001

전체 공영 민영 전체 공영 민영

수 22,898 10,935 11,963 22,231 12,580 9,651

비율 100.0 47.8 52.2 100.0 56.6 43.4

자료: 日本 保育硏究所(2011). 保育白書 2010.

〈표 Ⅱ-2-5〉 일본 인가 보육소 설치 및 운영 주체
단위: 개소, %

구분
설치 운영

수 비율 수 비율

공영 11,353 49.6 10,935 47.8

국가 - - - -

도도부현 4 - 2 -

지정도시 1,089 9.6 1,031 9.4

중획시 963 8.5 936 8.6

기타 시정촌 9,297 81.9 8,966 82.0

민영 11,545 50.4 11,963 52.2

사회복지법인 10,390 90.0 10,722 89.6

사단 재단 230 2.0 244 2.0

의료법인 8 0.1 8 0.1

기타법인 714 6.2 784 6.6

기타 203 1.8 205 1.7

계 22,898 100.0 22,898 100.0

자료: 日本 保育硏究所(2011). 保育白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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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의 주체를 보다 자세히 보면 공영시설은 81.9%가 시 정 촌에서 설치,

운영하고, 공영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2009년 기준으

로 민영보육시설은 90.0%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그 이외의 시설도

10.2%는 법인이 설치하였으며 1.8%만이 개인이 설치자이다(日本 保育硏究所, 2010).

설치자와 운영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일본 보육소 시설 설치, 운영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주체는 대기 아동이 많은 지역에서 일

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주식회사, 기타 법인, 농협 등에 한정적으

로 허용하기도 한다.

공영보육소 비율은 2000년대 들어서 계속 감소하였다. 이는 공영보육소 민영화 정

책의 결과이다. 1990년대에 공영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

선 민영보육시설에 비하여 주민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서 입소율이 낮다. 1999년 기

준으로 민영시설 입소율이 평균 100%를 넘는데 비하여 공영시설은 86.7%를 기록하

고 있다. 두 번째는 공영시설이 연장보육, 일시보육 등 특수보육 실시 비율이 상대

적으로 낮고 자녀양육지원센터의 개소비율도 낮다. 특히 민영시설의 연장보육 비율

이 40.5%인데 공영시설은 9.4%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부모의 만족도도 공영보육시

설이 민영시설에 비하여 낮다(山縣文治, 2000).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대되면서 공영시설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민영화

는 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의 공설민영시설과 법인에 건물 대여 및 양도로 완

전히 시설의 운영 주체를 법인으로 바꾸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이는 「규제개혁 민간개방 추진 3개년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보육 당국

에서는 일시보육과 연장보육의 실시를 조건화하여 보육의 다양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업 추진 결과로 2000년까지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2008년 4월까지 8년 동안 민영화 시설은 약 1,772건으로 공립시설의 약 13.9%가 민

영화되었다. 이 중 특히 498개소는 법인에 양도되었다(日本 保育硏究所, 2010).5)

이러한 일본 공공 보육소의 민영화를 두고 우리나라 일부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설

치반대 논거로 삼기로 하지만, 일본은 99% 공공보육 공급 구조로 개인 위주의 영미

국가 유형인 우리나라와는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국공립시설 설치

반대로 논거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민간 위탁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던 보육교사는 위탁시설로 이관되거나 본인 희망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함. 가장 많은 것이 아동복지시설 개호복지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1년 동안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자격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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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
1) 보육정책 개요
호주의 보육정책은 1990년대 이후 보육시설 균형 배치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어

린이집 인증제도의 도입, 아동별 보육료 지원의 확대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호주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연방정부 담당 부처는 교육 고용 노사관계부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이다. 이는 2009

년 이전 각기 보육은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유아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담당하던 것을 조직개편으로 한 부처로 조정한 것이

다. 그러나 보육이 연방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유아교육은 지방정

부가 대부분의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다.

일부에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기도 하는데, 특히 담당

부처 통합과 더불어 보육과 유아교육의 경계가 더욱 허물어져 가고 있다. 또한 보육

과 유아교육의 기존 활동을 극대화하고 이원체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영유아 국가 아젠다(National Agenda for Early Childhood)

를 구축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 관련부서가 상호협력하고 있고, 일부 지방정부에서

는 아동청소년위원회(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를 설치하여 정

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 이익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OECD, 2006). 특히 2009년에 국가 영유아 개발 전략(Investing in the Early

Years-A National Early Childhood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중장기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등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2)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호주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크게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으로 구분된다.

인가보육은 종일제 보육(long day care),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방과후보육

(outside school hours care), 일시보육(occasional care), 가정내 보육(in-home care)

등이 있다. 이 중 가정보육은 0～만12세의 아동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통상 자

기 집에서 소수의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서, 가정보육센터로 지칭되는 관리 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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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구성된다. 가정내 보육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서비스로, 가정내보육센터의 관리를 받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조건은 주로 농촌

산간지역에 살거나, 경찰, 소방수, 간호사, 의사 등 부모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

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또는 미취학 아동이 2명 이상일 경

우 등으로 국한된다.

등록보육은 가족지원사무소(FAO)에 보육제공자로 등록한 조부모, 친인척, 친구,

내니 등에 의한 보육을 말한다. 이들 등록보육 제공자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보육

센터 등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이외 소외지역 보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탄력적 서비스(flexible services), 원주

민 아동을 위한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s

services), 이동 서비스(mobile children‘s services) 등이 있다.

한편으로 유치원은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

며 방학기간 중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유치원은 취학전 아동을 위한 정규반 이외에

도 나이 어린 아동을 위한 준비반(pre-entry)이나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

(occasional care) 등을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표 Ⅱ-2-6〉 호주의 3-5세 유치원 이용률과 0-4세미만 아동 보육 이용률: 1996~2005
단위: %

구분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유치원이용률

0～3세 7.0 6.0 4.8 4.9

4세 46.1 50.9 57.6 62.0

5세이상 4.7 17.9 17.0 18.9

보육이용률(0～4세)

보육이용률 53.8 58.9 55.8 59.9

- 공식보육만 13.7 15.8 19.1 21.5

- 비공식보육만 30.1 31.7 24.1 24.7

- 두가지 이용 10.0 11.4 12.6 13.7

미이용 46.2 41.1 42.2 40.1

계 100.0 100.0 100.0 100.0

주: 호주 보육실태조사 결과로 2005년부터 공식보육에 유치원도 포함하여 조사함.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http://www.ab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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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보육실태조사(Survey on Child Care)6)에 의하면 동 조사가 실시된 1주

일 동안 유치원을 이용한 만4세 아동 비율은 62.0%이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

나, 호주 취학전 1년인 만4세아 유치원 교육은 대개 무상으로 실시하고 부모는 학용

품비 등 일부 비용만을 부담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은 아니다.

보육시설 이용은 0~3세아의 경우 이용률이 59.9%이다. 1996년 이후 비공식보육의

이용은 감소하고 공식보육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2-6 참조).

인가보육과 등록보육 모두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은 길지 않다. 종일보육센터

의 경우 주당 평균 18시간, 가정보육센터 17시간 정도이고 일시보육은 5.8시간이다.

등록보육의 이용시간도 친인척 보육이 20.5시간으로 다소 길고 조부모 보육은 12.4

시간이다. 유치원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 역시 짧다. 조사대상 기간인 1주일 동안 유

치원 이용 아동 25만 7천여명을 분석한 결과 이용시간은 10～14시간이 40.7%로 가

장 많고, 15시간 이상이 27.4%, 5시간미만 10.6%, 5～9시간 21.3% 이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5).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짧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호주 보육

료 지원정책은 철저하게 취업모 중심의 정책으로 미취업모에게는 주당 24시간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호주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50%를 넘지 않고,

이들 취업조차도 시간제가 다수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4년 통계에 의하면

0～만4세 영유아를 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47.5%로 낮고, 여성근로자의 시간제 근

로 비율은 71.3%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보편화되어 있다(OECD, 2006).

3)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호주의 보육시설 공급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주 및 지역정부에 기초한 공공보육

시설은 종일보육시설 11.1%, 일시보육시설 22.9%, 학교밖 시설 21.0%로, 이 세 가지

유형의 보육시설 중 15.5%가 공공시설이고 이외는 민간시설로 민간의 비중이 매우

크다. 민간 중에도 일부 비영리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3/4이 영리에 기반을 둔 시설이다(OECD, 2002). 그러나 지방에 따라 차이가 나서

특히 빅토리아 주 같은 곳은 시설의 98～99%가 민간에 의해 운영된다.

종일제 시설만 보면 2008-2009년의 경우 정부가 설치한 시설은 3% 정도이고 22%

기 지역사회 및 비영리이며 75%가 개인 시설이다.

6) 200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로 유치원 관련 자료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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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 호주 종일제 보육시설 운영 주체
단위: %

구분 2004-5 2008-9

정부 3 3

지역사회 및 비영리 26 22

개인 71 75

계 100 100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2010). State of child care

in Australians.

호주 어린이집 공급 및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호주 종일제 어린이

집의 약 1/3을 운영하던 영리 어린이집 체인 ABC 그룹이 2009년에 문을 닫고, 어린

이집들은 상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분산되어 다수가 비영리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단체들의 연합인 비영리 유한회사(2010 Good Start

Childcare Limited)가 다수인 650개 센터를 구입하여 운영한다.7)

보육은 시설보조금은 극히 제한적이고8)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아동별 지원이 주

된 지원 방식이다(OECD, 2006).

한편 호주의 유치원은 대체로 학교 부설이다. 호주의 학교 70% 정도는 정부나 비

영리단체가 설치주체이고 20%는 가톨릭 등 종교 단체이며 10%가 사립이다.

다. 영국
1) 보육정책 개요
전통적으로 영국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육을 강조한 국가인데,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영유아 보육 정책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중요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정부가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3, 4세 무상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영유아교육

보육기관 일원화와 무상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후 2004년에는 유아교육 개혁

10개년 계획(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을 발표하고, 2006년 영유아 무료 교

7) http://www.childcare.com.au/goodstart-childcare-limited

8) 연방정부가 1997년부터 지역사회 종일보육시설에 운영비 보조를 중단하였음. 다기능 보육시설,

일시 보육시설, 가정보육 조정기구에만 운영비를 보조하고, 취약지역 보육시설에 수리비를 보조

하며 신규 가정보육과 방과후 보육시설에 설비, 장비 등 설치보조금을 지원함. 한편 New

Southern Wales와 Northern Territories 주는 운영비 보조를 계속하고 있음.(OEC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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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간 및 주당 교육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10개년 보육 교육전략 행동계획

(Action plan for 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을 발간하여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선택성과 탄력성,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접근성, 보육 및 유아교육 서

비스의 질, 보육 이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0~19세 아동을 위한 개혁안인 Children's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은 영국을 아

동과 청소년 성장에 최상의 장소로 만든다는 데 목적을 두며, 2만 명의 빈곤 소외지

역 아동에 보육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 특수아동을 위한 투자, 개별 지도 필요 아동

을 위한 지원, 학교와 부모 연계 강화, 교사 전문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국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 및 보육정책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며, 중앙의 아

동 학교 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 and family)가 담당한다. 중앙에서

는 보육시설 기준과 보육의 질을 위한 기초로서 14개 영역으로 된 국가기준을 제공

하며, 지방자치 단체는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설

운영자의 조건, 인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표 Ⅱ-2-8>은 영국 보육과 유아교육 유형을 나타낸다.

〈표 Ⅱ-2-8〉 보육 및 유아교육 공급수: 2007~2008
단위: 개소, 명

구분
2007년 2008년

공급 정원 공급 정원

전체 112,600 2,494,000 109,700 2,502,200

보육(Childcare) 96,400 1,626,400 93,800 1,684,800

종일제 13,600 596,500 13,800 620,700

아동센터 종일제 950 51,100 1,000 50,000

기간제 8,700 248,100 8,500 243,500

방과후 클럽 8,500 259,900 8,800 282,700

휴일 클럽 5,800 230,300 6,500 262,600

가정보육모(등록) 59,800(69,200) 291,500 56,100(65,800) 275,300

유아교육(Early Years) 16,200 867,600 15,900 817,400

유아학교 450 28,400 450 30,600

예비학교만 있는 초등학교 8,900 306,300 8,700 275,500

유아학급과 예비학급 있는

초등학교
6,800 533,000 6,700 511,200

자료: UK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2008).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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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유아 기관은 보육과 유아교육기관으로 나뉘는데,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보

육, 방과후 보육, 계절별 보육, 아동센터, 가정보육모로 구분되며, 조기교육 서비스는

유아학교, 유아학급(nursery classes), 예비학교(reception classes)가 있는 초등학교,

유아반은 없고 적응반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제공된다.

2008년 보육 및 유아교육 공급자 조사(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08)에 의하면 2007년에 비해 보육과 유아교육 공급수는 다소 줄었는데, 종

일제의 비중은 2007년보다 약간 증가한 반면에 기간제와 가정보육모는 다소 감소하

였다. 유아교육기관은 예비학교만 있는 초등학교가 8,700개로 가장 많다.

3)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는 공공보다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상당수는 자원 기관이므로 실제 사립의 비중은 종일제센터가 2/3 수준으로

가장 높고 아동센터가 12% 정도로 가장 낮다.

〈표 Ⅱ-2-9〉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2008년
단위: %(개소)

구분 종일제 아동센터(종일제) 기간제 방과후 클럽 휴일클럽

민간 87 30 93 67 72

사립 65 12 29 37 38

자원 22 18 64 30 34

공공 11 68 6 31 24

지방당국 5 58 4 9 14

학교/대학 6 10 2 22 10

기타 3 3 1 3 4

계(수) 100(13,800) 100(1,000) 100(8,500) 100(8,800) 100(6,500)

자료: UK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2008).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08.

종일제 시설의 경우 공공기관은 단지 11%만을 운영하며 87%는 민간인데 비영리

자원기관이 22%를 담당한다. 한편 취약 아동 중심의 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68%를

담당하고 18%는 자원 기관이 담당하여 완전 사립은 12% 수준이다. 휴일클럽과 방과

후 클럽은 운영 기관은 각각 31%, 24%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각각 30%, 34%는

자원 기관에서 운영하므로 사립은 모두 37% 수준이다. 기간제 서비스 역시 사립은

37%이고 다수인 64%를 비영리자원기관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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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1) 보육정책 개요
미국의 보육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위한 소수의 공보육과 다수의 시장화된 보육서

비스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보육시장을 광범위하게 발달시켜 시장화

된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공적으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일반적인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제공하고 있다. 즉, 미국 보육서비스는 포괄성, 보편성이 결

여되어 있으며, 빈민 아동이나 장애아동 등의 취약아동 대상의 표적화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에서 공보육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88년 FSA를 통하여 복지 수혜

가족의 노동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보육지원을 확대하면서 시작되

었다. 이후 1990년 일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하에 보육개

혁이 실시되었으며,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L.104-193,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으로 아동보육

발달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을 더욱 확대하여 근로빈민가

족이나 복지탈피를 시도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출되는 연방기금을 증가시켰다. 이

개혁으로 각 주정부는 이후 6년간 약 200억 달러를 보육지원금으로 제공받아, 빈곤

편모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조기보상교육을 제공하거나 보육비를 보조하는 등의 제

한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의 아동 및 가족관련 정책들은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획

및 실행되고 있고, 여러 정책분야에 걸쳐 각기 이루어지고 있다. 육아정책을 담당하

는 주 정부 기관들은 주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복지부 혹은 사회부(복

지 담당), 고용 및 사회부(보육 담당), 교육부, 건강부, 정신 건강부, 혹은 주에 따라

아동 및 가족부 등으로 불리는 부서들이 담당하고 있다.

2)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미국의 보육제도는 단일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과 조기교육이 혼합되

어 있고, 공공과 민간, 영리와 비영리기관이 혼합되어 있으면서 분절적인 제도를 제

공하고 있다. 현재 미국 5세 유아 대부분은 유치원,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5

세 미만의 1/3정도, 3~4세 아동의 절반 가량이 일종의 사립 유치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3세 미만 아동 중 절반 가량이 보육시설에 있고, 절반이 가정보육시설,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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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리 하에서 보육되고 있다.

〈표 Ⅱ-2-10〉 5세 이하 아동의 보육 형태 유형: 2005년 봄

형태
아동 수

(단위: 1000명)

비율

추정치 오차 한계

5세 이하 아동 20,047 100.0 (X)

정규적 서비스 이용 12,726 62.8 1.2

친인척 보육 8,270 41.3 1.2

어머니 859 4.2 0.5

아버지 3,171 15.7 0.9

형제 540 2.7 0.4

조부모 4,614 23.0 1.0

그 외 친척 1,337 6.7 0.6

비친인척 보육 6,988 34.9 1.2

조직화된 보육 4,679 23.3 1.0

어린이집(day care center) 2,703 13.5 0.8

유아학교/유치원(nursery or preschool) 1,257 6.3 0.6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학교 942 4.7 0.5

기타 비친인척 보육 2,688 13.4 0.8

아동의 가정 758 3.8 0.5

제공자의 가정 1,956 9.8 0.7

- 가정 보육 1,123 5.6 0.6

- 다른 보육 형태 870 4.3 0.5

자가 보육 (B) (B) (B)

비정규 7,321 36.5 1.2

주: (X) 적용할 수 없음. (B) 비교하기에 너무 적거나 75,000 이하인 경우임.. 특정 형태에 속한

아동의 수는 중복됨

자료: Laughlin, L(2010). Who’s Minding the Kids? Child Care Arrangements: Spring

2005/Summer 2006. Household economic studies August 2010. U.S. Census Bureau,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2004 Panel Wave 4.

<표 Ⅱ-2-10>는 2005년 미국 센서스 자료인데, 영유아의 62.8%가 정규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받는데, 41.3%가 친인척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23.5%가 기관을 이용하고

13.4%가 개별 서비스를 받는다. 36% 정도가 중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3)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미국 보육시설을 행정적 후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공립부설이 8.0%, 헤드스타

트 9.0%로 정부를 통한 행정 지원 비율은 낮다. 그러나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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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개인 등에 의한 행정 등 비영리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비율은 모두 65%에 이

르고 35%만이 영리 시설이다.

비영리 사립 시설은 개인 시설이 25%이고 15%가 종교단체가 지원하는 시설이고

8%가 대규모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운영된다. 8%는 공립학교, 8%는 헤드스타트 공

급자이다. 영리 사립은 6%가 체인이고 29%가 개인 독립 시설이다. 가정보육은 모두

영리로 운영된다(OECD, 2000).

유치원은 원아 중 84.8%는 공공기관, 15.2%는 사립시설 이용자이다.

〈표 Ⅱ-2-11〉 미국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 주체 백분율 분포: 1990
(단위: %)

행정지원기관 유형 분포

비영리

공립부설 8.0

헤드 스타트(Head Start) 9.0

종교기관 15.0

비영리목적의 법인 8.0

비영리목적의 개인 25.0

영 리
영리목적의 법인 6.0

영리목적의 개인 29.0

자료: Willer, B, Hofferth, S, Kisker,E, et al. The Demand and Supply of Child Care in 1990,

NAEYC, 1991, Anndra, L Hofferth, 'Child Care in the United States Today', Financing

Child Care, Vol.6 No.2, 1996. 재인용

<표 Ⅱ-2-12>는 2008년 영유아 교사 급여 조사 자료로 이들을 고용한 주체가 누구

인가를 나타낸다. 이는 간접적으로 미국 영유아 서비스의 공급 주체를 가름하게 한

다. 이를 보면 정부가 고용한 교사는 2% 정도에 불과하고 98%를 민간이 고용하고

있다.

〈표 Ⅱ-2-12〉 영유아교사 고용 주체: 2008
단위: %(개소)

구분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사립 계

수 4,450 1,777 10,970 795,809 813,008

비율 0.5 0.2 1.3 97.9 100

자료: National Occupation Enrollment and Wage Estimate, May 2008. http://nccis.acf.hh.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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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캐나다
1) 보육정책 개요
캐나다는 주(provinces)와 준주(territories)로 구성된 연방정부로, 주정부별로 보육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다. 주정부의 사회/지역사회서비스부(Social/Community

Service Ministries)에서 보육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연방정부는 인적자원 및 사회개

발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 Social Development)가 보육과 관련된 주

무부처이다. 이외에 재정부와 보건부 등에서 사안에 따라 관련 업무를 협조한다. 한

편, 등록된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의 관리감독은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에서도 관장

하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지역사회, 지역 내 단체, 기업이 자발적으

로 개별 보육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시설로서 전국에 보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

치원은 1980년대 이후부터 대부분 공립교육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근거법, 주무부처, 재정지원, 기관운영 및 교사자격 등이 모두 독립된 형태

로 이원화 되어 있다.

모든 주 준주는 등록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등록된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이

용률, 질, 재정, 비용, 교사/직원 훈련, 임금, 관리감독 등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특히, 퀘벡 주는 다른 주와 달리 1997년 보편적 보육프로그램(universal child care

program)을 도입, 시행하고 있어 보육비용의 지원 양상이나 보육서비스 이용 등이

다른 주와 큰 차이를 보인다.

2)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캐나다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및 반일제 보육시설, 가정보육과 취학아동 방과후 보

육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제공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2007년 약 837,000여개에

서 2008년 867,000여개로 인가, 등록된 보육서비스가 4% 정도 증가하였다. 전체 보

육서비스 중 가정보육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이나 학령기 아동 보육 서비

스는 약 36%를 차지한다. 보육서비스 공급은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매년 평균

50,000여개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다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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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2008년

0-5세
종일제
-반일제

학령기
아동보육

가정
보육

전체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Newfoundland and Labrador)

5,868 4,840 735 397 5,972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Prince Edward Island)

4,824 4,016 859 35 4,424

노바스코샤 주(Nova Scotia)4) 13,247 10,913 2,688 110 13,711

뉴브론스윅 주(New Brunswick)
5)

14,170 7,999 7,162 345 15,506

퀘벡 주(Quebec) 364,572 117,146 162,9926) 88,771 368,909

온타리오 주(Ontario) 242,488 159,604 81,292 19,760 256,748

마니토바 주(Manitovba) 26,375 15,970 7574 3,645 27,189

사스카츄완 주(Saskatchewan) 8,850 5,844 999 2,330 9,173

앨버타 주(Alberta) 71,177 46,467 15,847 11,667 73,891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British Columbia) 82,386 44,670 28,233 14,635 87,538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1,730 915 453 400 1,768

누나부트 준주(Nunavut Territory) 970 878 135 0 1,013

유콘 준주(Yukon Territory) 1,293 533 253 232

계 837,923 419,765 309,222 142,327 867,194

〈표 Ⅱ-2-13〉 캐나다의 등록 보육서비스(2007, 2008)
단위: 개소

주: 1) 서로 다른 출처의 자료 사용으로 일부 주의 경우 합계가 100%가 아님.

2) 일부 주에서는 종일제와 반일제 미구분으로 캐나다 전체를 포함하지 못함.

3) 가정보육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연령 구분에 따른 수치 자료를 얻기가 어려움.

4) 노바스코샤 주는 0-5세 아동과 학령기 아동 미구분으로 전체 기관 서비스의 2/3(8,733)은

0-5세 범주에, 나머지 1/3(4,366)은 학령기 범주로 할당하였음.

5) 뉴브론스윅 주와 유콘 준주에서 연령으로 나누어진 수치는 이용서비스의 수치를 나타냄.

6) 퀘벡 주 학령기 아동의 보육 관련 자료 미확보

자료: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2008), Beach, J. et al.(2009)의 표를 재구성함.

3)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캐나다 보육서비스는 일부 극소수를 정부가 운영하고 대부분이 사립보육시설이다.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소수로 온타리오(Ontario)의 27개, 알버타

(Alberta)의 3개, 사스카츄완(Saskatchewan) 4개에서만 운영하며, 퀘벡주(Quebec)의

경우 모든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위원회에서 운영한다.9)

그러나 사립의 경우도 다수가 부모협동, 지원자 등 비영리로 운영되고 일부가 개

9) http://www.childcarecan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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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기업에 의하여 영리로 운영된다.

〈표 Ⅱ-2-14〉 캐나다의 등록 보육서비스(2007, 2008)
단위: 개소

구분
2007년
비영리
시설비율

2008년

비영리
시설(A)

영리
시설

전체
(B)

비영리시설
비율(A/B)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Newfoundland and Labrador)

30 1,683 3,892 5,575 30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Prince Edward Island)

44 2,061 2,814 4,875 42

노바스코샤 주(Nova Scotia) 54 6,868 6,733 13,601 50

뉴브론스윅 주(New Brunswick) 34 - - 16,364 33

퀘벡 주(Quebec) 86 240,157 39,981 280,138 86

온타리오 주(Ontario) 78 179,071 57,917 236,988 76

마니토바 주(Manitovba) 95 22,476 1,068 23,544 95

사스카츄완 주(Saskatchewan) 99.6 6,843 0 6,843 100

앨버타 주(Alberta) 47 30,354 31,960 62,314 49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British Columbia) N/A 42,447 30,456 72,903 58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100 1,368 0 1,368 100

누나부트 준주(Nunavut Territory) 100 1,013 0 1,368 100

유콘 준주(Yukon Territory) 52 659 371 1030 64

계 69 535,000 175,192 726,911 68

주: 1) 유치원이 공교육 체계에 속한 다른 주 준주와의 비교를 위해 반일제 유치원은 제외함.

2)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와 유콘 주는 등록된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수치임.
3) 뉴브론스윅 주는 영리/비영리 보육시설 숫자가 정확히 제공되지 않음. 보육시설의 약

33%가 비영리, 67%가 영리시설로 알려짐.

4) 온타리오 주의 비영리기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포함한 수치임.
5)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자료: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2008), Beach, J. et al.(2009)의 표를 재구성함.

<표 Ⅱ-2-14>를 보면 2008년 전체 기관보육서비스의 약 68% 가량이 비영리 단체

에 의해 운영되고 32%가 영리로 운영되는데, 비영리시설 비율이 주 준주마다

30~100%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 일부 주 준주는 비영리시설에 비해 영리 시

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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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프랑스
1) 보육정책 개요 
프랑스 보육 등 육아지원정책의 특징은 친가족 및 친출산이라는 점이다(Gauthier,

1996).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저하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 프랑스는 1901~1905년 사

이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았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30여년 동안 인구

가 정체상태를 보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폈다. 임신 초기부터 자녀가 아동기를 벗어날

때까지 보조금과 직 간접지원제도, 그리고 모든 보육과 교육과정을 정부가 책임지는

공교육제도를 통하여 정부가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의 기본방침은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 하에 국가

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육과 교육이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다. 보육시설(Creches)은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모성학교(Ecole Maternelle)는 2년 3개월부터 6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2~3세 아동은 두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모성학교도 대부

분 종일제로 운영되며 보호와 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적으로도 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육은 노동복지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é) 관할이며,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계

된 제반 업무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지역의 사회보건국(DDASS: Direction

Departemental des Affaires Sanitaires Sociales)에서 관장한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나 운영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프랑스는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유아는 공공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영아는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가정보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

책을 추진해 왔다.

유아는 세계적으로 가장 확고한 공보육체계를 확립하여, 프랑스의 만 3세 이상 유

아의 모성학교 취원율은 2002년 기준으로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3개월 이상 2

세 이하 아동은 약 36% 정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들 영아의 8%는 보육시

설(Crèches)을 이용하고 4% 정도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돌보며, 6%는 기타 인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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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64%는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즉, 유아는 공교육이 담당하고, 영아는 다수는 부모가 돌보지만 그 이외 대리양육

이 필요한 아동 중 약 1/2은 가정보육이 담당하고 있다(표 Ⅱ-2-15 참조).

〈표 Ⅱ-2-15〉 프랑스 영아보육 유형 분포
단위: %

유형 가정보육 보육시설 조부모 기타 부모

비율 18 8 4 6 64

자료: OECD(2004).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France, 재구성.

3)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교육의 기회평등, 자유존중 이념을 근거로 아동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

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영유아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대부분이 정부와 단체 등 공공에 의하여 제공된다.

먼저 3세 이상아가 이용하는 모성학교(Ecoles maternelles)는 4～5세 아동의 거의

100%가 다닌다. 이 유치원은 대부분이 학교에 부설되어 있다. 유치원 아동 중 20%

정도가 사립학교에 다닌다. 그러나 사립학교도 교육부로부터 공공보조금을 지원 받

는다.

3세 미만아는 가정보육 이외에 기관도 이용하는데, 영아가 다니는 집단보육시설

(Creches Collectives)의 64%는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29%는 부모협동 등 단체가 운

영한다. 개인 등 사립에 의한 운영은 소수에 불과하다. 주로 미취업모가 이용하도록

하는 일시보육시설(Halte garderie)은 49%가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45%를 단체가 운

영한다. 부모협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약 7% 정도를 차지한다. 자녀양육지원센터

기능은 하는 부모자녀센터(lieux d'accueil parents-enfants)도 정부가 지원하는데 62%

가 정부가 운영하고 31%는 단체가 운영한다.

영아보육 대안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는 90%가

부모가 직접 고용하고 10%는 가정보육기관(Creches Families)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

는데 이러한 가정보육기관도 82%는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12%는 단체가 운영한다.10)

(OECD, 2006)

10) 프랑스의 가정보육모는 영아 가정내 보육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배경을 두고 있

으며, 가사사용인도 근로자로서 노동법전으로 제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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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6〉 프랑스 보육서비스 운영 주체 비율
단위: %

구분 집단보육시설 일시보육시설 부모자녀센터 가정보육기관

정부 64 49 62 82

부모협동 등 단체 29 45 31 12

자료: OECD(2006). Starting Strong Ⅱ

사. 독일
1) 보육정책 개요
독일은 전통적 남성부양자모델을 기본으로 어머니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조하는

이분법적 성 역할 규범을 가진 국가이다. 6세 미만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42%

수준이다. 따라서 보육시설 관련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보육정책을 강화하였다.

어린이들의 보호의 원칙을 규정하던 청소년복지법(Gesetz fuer Jugendwohlfahrt)이

1990년에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 1990.6.26.)으로 개정하여

보육, 교육서비스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법 22조는 무엇보다 ‘책임을 질 수

있고(eigenverantwortlich),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능력이 있는(gemeinschaftsfahigen)‘

인성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유아교육의 제1차 관심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이념을 실

현하기 위하여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은 어린이의 보호(Betreuen)와 제 능력의 육성

(Bildung) 및 덕성과 심성의 계발(Erziehung)을 주요 임무로 한다.

2005년에는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3세미만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2013년까지 영아의 1/3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

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2)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독일의 보육시설은 크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Kinderkrippen)과 4～6

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Kindergarten), 그리고 7～11세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는 호르트(Hort)로 구분된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시설은 지역에 따라 각각 분리설치 되어있거나 통합아동보육기관(Kindertagesst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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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Kindertageseinrichtung)이라 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육시설에서의 연령혼합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통합아동

보육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종일보육시설(Kindertagesstatte)은 학교수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

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아 주는 시설을 말한다. 보통 유치원은 하루 3시간 이상

의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그 이외의 보육시설에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4시까

지 하루 8시간 보육이 권장되며 유아의 경우는 교육적인 이유에서 하루 9시간 이내

의 보육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1년에 2회로 나누어 4주 휴원하는데 미리 충분한 예

고기간을 두어 일하는 부모들의 휴가와 보조를 맞춘다.

이외에 가정보육제도(Tagespflege)가 있어서 낮시간 동안 시간제나 종일제로 보육

인의 집이나 아기의 집에서 특히 생후 1년 영아의 발달을 장려한다.

영아 보육서비스 접근은 2007년 13.5%, 2009년 17.4%로 유럽 국가들의 평균 35%

에는 미달하는데, 통일 이전의 보육정책 특성에서 오는 지역 차이가 여전히 크다.

서독은 주로 부모가 비공식보육의 도움을 받으며 아동을 돌보므로 이용률은 12.0%

이고, 동독은 1년의 휴직과 보육서비스의 연계를 강조하므로 서비스 이용률은 41.3%

로 서독과 차이가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1). 통일 이전에는 서비스 이용률

이 서독 5%, 동독 56%이었다(OECD, 2006). 2010년 현재 영아 기관 이용은 23%인데

서독인 Saxony-Anhalt 주는 56%가 기관을 이용하는데, 서독인 North Rhine-

Westphalia 주는 14%만이 기관을 이용한다(Grathwohl, 2011).

유아 기관이용은 통일 이전에는 서독은 70%, 동독은 거의 100%에 육박하였었는

데, 2002년에는 서독은 이용률은 90%인데 종일제는 24% 수준이고, 동독은 종일제가

98.4%로 거의 전부가 시설을 이용하였다(OECD, 2006). 2009년 현재 기관 이용률은

동서 지역이 각각 90.5%, 94.6%로 유사하다(European Commission, 2011).

3)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독일의 경우도 자원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통일 전인

1998년에는 서독은 유아원의 64%, 영아 기관의 55%가 사립이고 방과후 호르트는

55%를 정부가 운영하였다. 반면에 동독이 노르딕 국가들과 같이 영유아기관의의

2/3, 호르트의 86%가 공공기관이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모두 공공보다

는 사립, 비영리 기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OECD, 2006). 2007년 공립시설의

지역차이는 최소 7%, 최대 40%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38

독일은 사립시설의 상당부분이 비영리이며, 특히 구교와 신교 등 교회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특성을 갖는다. 서독 일부 주를 중심으로 보면 2002년 기준으로 바덴

-브르뎀버그(Baden-Württemberg) 주는 56%가 자원단체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자

원단체의 86%가 교회가 주체이다. 노르드하인-베스트팔랜(Nordrhein-Westfalen) 주

는 구교와 신교 등 교회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50%를 차지하고, 이들은 포함하여

시설의 3/4을 자원단체가 운영한다(OECD, 2004).

아. 스웨덴
1) 보육정책 개요
사회민주주의 국가 중 보육선진국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은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는 사회정책의 이념적 특성하에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은 아동보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부

모에게 있지만,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주, 사회, 그리고 국가가 공동 부담해야 하고,

국가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웨덴은 또한 OECD

국가 가운데 빈곤 비율은 물론 빈곤 아동 비율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06).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여성을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가족정책

이 있다. 스웨덴은 가족수당과 공보육을 동시에 제공하지만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강

조하는 가족수당보다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공보육 정책에 더 많은 비중

을 두어 왔다. 1990년대까지 EU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나 1990년대 경기

침체로 출산율이 반으로 감소하였고, 사회복지 서비스 역시 그 지원이 삭감되었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2.13이던 출산율이 1990년대 1.6으로 격감하였다. 이러한 출산 수

준과 국가의 빈곤을 타계하기 위한 대책은 남녀 간의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여성에 대한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었다.

스웨덴은 1996년 7월부터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주관 부처로 이관하고

1998년에 관련법규를 사회사업법(Social Service Act)에서 교육법(Education Act)으로

변경하여, 1998년부터 국가수준의 보육목표와 지침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푀르스콜

라에서 보육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부터 교육부 소관인 국립교육

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영유아 기관 평가, 연구 및 감독 업무를 담

11) http://www.spiegel.de/intermational/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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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유아학교 - 46.2 86.2 88.9 92.7 93.0

공립 - 37.9 70.9 73.6 70.6 76.5

사립 - 8.1 15.4 16.3 16.3 16.6

가정보육 - 2.8 5. 0 4. 9 4.6 4.2

공립 - 2 3 4 1 4 0 3 8 0.3.

사립 - 0 5 1 0 0 8 0 8 0.7

당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국립학교진흥원(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

을 두어 종전에 국립교육원에서 하던 지원 활동을 담당하게 하였다(한유미, 2005)

2)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스웨덴 보육 교육대상은 1세12)부터 12세 아동이며, 서비스는 기관보호와 가정보호

(Family Day Car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기관은 만1～5세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위한 푀르스콜라로 불리는 유아학교(Preschool) 및 개방형 유아학교

(Open Preschool)와 초등학생을 위한 레저타임센터(Leasure time center) 및 개방형

레저타임센터(Open Leasure time center)로 구분된다. 개방형 시설은 미취업모 가정

의 자녀를 위한 것이고, 가정보육은 만1～12세 아동을 위한 것이다. 취학전에는 초

등학교 안에 개설된 유아학급에 다닌다.

〈표 Ⅱ-2-17〉 스웨덴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2008
단위: %

자료: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9). Children, pupils and staff - National
level. Part 2. Report 331.

스웨덴 아동의 기관 이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등록률을 기록하

고 있다. 만5세아의 경우 대부분의 아동이 유아학교나 가정보육을 이용한다(표 Ⅱ

-2-17 참조).

그런데 가정보육 이용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3년 7.1%이었으나,

2008년에는 4.2%로 낮아졌다(표 Ⅱ-2-18 참조).

12)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0세아의 대부분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고 직접

양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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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 비율

유아학교 가정보육 레저타임 유아학교 가정보육 레저타임

시설 9,949 　- 4,299 100.0 - 100.0

공립 7,447 　- 3,748 74.9 - 87.2

사립 2,503 　- 551 25.2 - 12.8

아동 432,621 22,762 346,130 100.0 100.0 100.0

공립 355,616 18,743 314,776 82.2 82.3 90.9

사립 78,007 4,019 31,354 18.0 17.7 9.1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가정보육비율 7.2 6.5 5.8 5.3 4.8 4.2

〈표 Ⅱ-2-18〉 스웨덴 가정보육 서비스 이용률: 2003~2008
단위: %

자료: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9). Children, pupils and staff - National
level. Part 2. Report 331.

이용시간은 취업모 자녀의 경우 2005년에 주당 평균 31시간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아동의 이용시간은 28시간이다(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 2006).

3)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앞의 <표 Ⅱ-2-1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아학교 이용아동이나 가정보육 이용

아동의 다수가 공공서비스이고 사립서비스 이용아동은 소수이다. 이처럼 스웨덴은

대부분의 아동이 공립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시설은 유아학교 74.9% 레저타임센터 87.2%가 공공시설이고 아동은

각각 82.0%, 90.9%가 공공시설을 이용한다. 가정보육도 아동의 82% 이상이 공공서

비스 이용자이다(표 Ⅱ-2-19 참조).

〈표 Ⅱ-2-19〉 스웨덴 육아지원 기관: 2008
단위: %

자료: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9). Children, pupils and staff - National
level. Part 2. Report 331. http://www.skolverket.se/2.3894/publicerat

공립과 사립 시설 이용 형태는 지역별 차이가 크다. 사립시설은 대도시 지역이나

교외에 많다. 스웨덴 289개 지방자치단체 중 60곳은 사립 시설이 전혀 없고 베스테

르보텐은 이용아동의 1/20 정도가 사립시설을 이용하지만, 스톡홀름 지역은 이용아

동의 30%가 개인 시설에 다니고, 웁살라 지역에는 아동의 1/4 정도가 사립시설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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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 부모협동 교사협동 기업 기타 사립 기타 공립

비율 82.0 4.8 2.0 7.5 3.4 0.3

그런데 사립보육시설도 거의 대부분이 비영리 시설로, 부모협동, 기업 등 자원단

체, 직원협동, 특수교사조합, 이들의 혼합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사립시설 이용아

동의 36%가 부모협동시설을 이용하고, 31.5%가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을 다니고 있

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립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다. 특히 부모협동보육시설

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이 선호한다.

〈표 Ⅱ-2-20〉 스웨덴 유아학교 공급 주체: 2009
단위: %

자료: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9). Children, pupils and staff - National
level. Part 2. Report 331. http://www.skolverket.se/2.3894/publicerat

자. 핀란드
1) 보육정책 개요
핀란드는 1927년 유치원보조법, 1936년 아동복지법을 마련하고, 1973년 핀란드 보

육사업의 기초가 된 영유아보육법 등 일련의 법제정을 통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

여 국가지원 보장을 확고하게 정립하였다. 1996년부터는 취학전 아동 누구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립보육시설과 유아학교(preschool)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재정을 투입하였고, 이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나갔다.

1997년 8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수당을 받게 되면서 공립과 민간에

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2년에는 핀

란드의 영유아교육 보육서비스의 주요 원리와 방향을 제시한 국가 수준의 강력한

영유아교육 보육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듬해인 2003년 ‘영유아교육 보육에 관한

국가교육과정(The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Finland)을 발표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배우고 습

득해야 할 기본 내용의 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핀란드의 0~6세까지의 영유아 교육 보육은 주로 보건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 관할하며, ‘국립보건복지연구센터(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Welfare and Health, STAKES)에서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취학전 6세아의 유아교육은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에서 담당하고, 국가교육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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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가 유아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활동에 관란 규정 등을 개발한다. 지방자

치단체는 영유아교육 보육서비스를 이행하고 조정하며,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양한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등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한편, 각 지방사무국

(Provincial State Offices)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감독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한

다(OECD, 2005).

2)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핀란드의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paivakoti)과 가정보육서비스(family day

care)로 나뉘고, 해당 지역 내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이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개방형

보육시설(open daycare centre)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연중

운영되며 종일제를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제 보육도 가능하며 교대로

근무하는 부모를 위한 24시간 보육서비스도 제공된다. 2004년 8월 1일 유아학급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일과 전 후 보육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각 지방정부는 지방

자치단체 아동당 연간 최소 570시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녀를 둔 부

모는 소득수준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 가능하다.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생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 3학년~9

학년까지의 특별활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생 1인당 매년 최소

570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OECD, 2005).

서비스 이용률은 영유아 중 0세아는 주로 부모가 돌보기 때문에 거의 이용이 없

고, 1세 27.5%, 2세 43.9%이고 3세가 62.3%, 4세 68.7%이고 5세가 73%이다.

〈표 Ⅱ-2-21〉 연령별 유아 기관 이용률: 2003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1.4 27.5 43.9 62.3 68.5 73.0

공립 1.3 24.9 40.3 57.4 63.6 68.0

사립 0.2 2.6 3.5 4.9 4.9 5.0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201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Finland. http://www.stm.fi/in/internet/english.nsf/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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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핀란드의 보육시설(paivakoti), 가정보육서비스(family day care), 개방형 보육시설

(open daycare centre) 모두 대부분의 공립으로 운영된다.

민간보육서비스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100%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서

비스로 전체 시설의 7%를 차지하는데, 부모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동양육수당

을 제공 받는다. 다른 유형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공급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유형이다.

기관이용 아동으로 보면 사립시설 이용 아동은 5% 미만이다(표 Ⅱ-2-21 참조).

차. 노르웨이
1) 보육정책 개요
노르웨이 영유아 보육교육업무는 2005년까지는 아동가족부가 담당하였으나, 이후

교육연구부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에게 많은 보육정책을 부여하고 있다. 최초의

유아원법은 1975년에 만들어졌고, 1995년 유아원법(The barnehager Act 1995)으로

국가 규정을 만들었으며, 2005년에 취학전 교육을 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이를 개

정한 새로운 국가 프레임을 적용한다. 이는 영유아 프로그램의 가치, 목적, 과정 목

표, 교육학적 접근 등을 담고 있다.

노르웨이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2009년에는 유아원 공급이

충분해지면서 유아원 이용이 개인의 권리로 명시되었다. 정부는 보육기관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2011년에는 7300만크로네13)를 투자하여 4,900개의 유아원 정원을 충

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999년부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아원 이용여부와

정도에 따라서 대체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노르웨이의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6세이고, 출산 후 부모휴가는 100% 소득

대체율로 44주이거나 80%의 소득대체율로 54주이다.

2)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노르웨이 영유아 정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유아원(barnehager)과 가정보육

(familiebarnehager)로 구분되며, 아동과 부모를 함께 이용하는 열린 유아원(open

13) 노르웨이 화폐단위는 Kroner로 NOK로 표기함. 1크로네는 약 2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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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hager), 그리고 학교 전후 시간 이용이 가능한 학동보육시설(Skolefritidordiningen)

이 있다.

영유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1~5세 아동의 수는 지난 수십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1995년 이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다시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89.3%가 기관을 이용하며, 주당 33시간 이상 이용 비율도 82.1%에 달한다. 2000년과

비교하여도 전체 이용률 및 주당 33시간 이용 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Ⅱ-2-22 참조).

〈표 Ⅱ-2-22〉 유아 기관 규모 및 1-5세 이용률: 2000~2010
단위: %

구분 1-5세 전체 주 당 33시간이상

2000 62.0 39.3

2005 76.2 58.1

2010 89.3 82.1

자료: Statistic Norway(2011). http://www.ssb.no/english/subjects/04/02/10/barnehager_en/

연령별로 이용률은 2009년 통계로 보면 영유아 중 0세아는 주로 부모가 돌보기

때문에 단지 4%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나 그 이후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1

세는 69%, 2세 86%이고 3세 이상은 95% 이상이다(표 Ⅱ-2-20 참조). 노르웨이 여성

취업률은 75.7% 수준이다.

〈표 Ⅱ-2-23〉 연령별 유아 기관 이용률: 2009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비율 4 69 86 95 97 97

자료: Statistic Norway(2011). Facts about education in Norway 2011 :key figures 2009

http://www.ssb.no/english/subjects/04/02/10/barnehager_en/

방과후보육은 6-7세 75%, 8-9세 47%로 평균 60% 정도로 산출되었다. 방과후 프로

그램 미이용 이유는 집에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있기 때문인 비율이 가장 높고

부분적으로 다른 서비스 이용이나 혼자 있는 아동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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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2010년 노르웨이 영유아 이용 기관 중 46.3%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고

53.7%가 사립시설이다. 2000년과 비교하여 사립시설의 증가로 공사립의 비중이 바뀌

어 사립이 우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립시설은 수는 공공시설보다 많으나 사립시설

에 가정보육이 포함되는 등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공시설 이용 아동이 더 많다.

2000년 이후 사립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정부가 영유아 기관 공급률을 높

이기 위하여 공공 기관도 설치하였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사립시설 인가를 독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립 기관14)은 2010년 2,849개소 중 67.1%인 2369개소는 전형적 기관이고, 22.4%

인 793개소는 가정보육이며 약 50개소는 가정보육과 기관을 겸하고 있다. 사립기관

은 부모 협동,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등 다양하지만 대체로 비영리기관으로 운영

한다.

〈표 Ⅱ-2-24〉 영유아 서비스 공급 주체: 2000~2010
단위: 개소, %

구분
유아 기관 수 유아 기관 비율

총수 공립 사립 총수 공립 사립

2000 5833 2984 2849 100.0 51.2 48.8

2005 6278 2858 3420 100.0 45.5 54.5

2010 6579 3046 3533 100.0 46.3 53.7

자료: Statistic Norway http://www.ssb.no/english/subjects/04/02/10/barnehager_en/

14) 노르웨이 통계는 가정보육을 영유아 기관 안에 포함하고 있음.



Ⅲ. 보육료 지원

1.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 실태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보조금 지원과 부모 보육료 지원인 부모보조금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보

육재정은 시설별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 이외에 기능보강비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기능보강비는 설치비, 개보수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고, 시설별 지원과 보육

료 지원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 즉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이다. 영유아보육

법은 다양한 형태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

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설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

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

건비의 30%, 영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15)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이

외 차량운영비는 개소당 월 20만원(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을 지원하

고 있다. 2009년부터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취사부 1인

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별 인건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되고, 이러한 지원은 시설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정부는 보육료 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육료로 지원하고 있다.16) 지원액

15)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16)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에 시설별로 40만

원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음. 그 후 2003년에 민간어린이집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

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여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음. 2006년부터는 기본보조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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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한편 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 3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본 사업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영아 기본보육료는 아동별로

지원하므로 부모보조금의 성격을 갖지만 부모가 아닌 시설에서 바로 수령하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 도입시 이를 이용권에 포함하지 않아서 이러한

성격은 강화되었다.17)

〈표 Ⅲ-1-1〉 보육비용 구성
단위: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2010년 2011년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기본보조 292 134 86 340 164 109 350 169 112 361 174 115

보육료 361 317 262 372 327 270 383 337 278 394 347 286

보육비용 653 451 348 712 491 379 733 506 390 755 521 401

자료: 보건복지부(각연도). 보육사업안내

〈표 Ⅲ-1-2〉 영아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
단위: 명, %

구분 보육료 지원 영아 보육료 미지원 영아 소계 보육아동 대비 비율

영아전체 346,028 162,686 581,195 87.7

0세 75,610 36,549 120,108 93.4

1세 118,822 51,679 196,159 86.9

2세 151,596 74,458 265,688 85.1

(장애아) (716)

주: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원(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을 포함, 장애아통합지

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 보육통계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이용 영아 중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는

아동은 12.3%이다. 연령별로 0세 영아 93.4%, 1세 86.9%, 2세 85.1%만이 기본보육료

를 받는다.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본보육료 지급이 제외된 경우도 있겠으나 1~2세

중 상당수가 초과보육18)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간 일반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시설 규모별로 연간 50~120

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고, 동시에 부모 부담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

로 낮추어 통일하였음. 2009년부터는 기본보조금을 기본보육료로 명칭을 수정함.

17) 정부 예산상 항목은 보육료지원임.

18) 1-2세 2명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며, 이 경우 기본보육료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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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20인 이하 21～49인 50～76인 77～97인 98인 이상

월 지원액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만원 지원한다. 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

직장어린이집에도 지원한다. 2011년부터는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평가인증 상태를 유

지한 시설에만 지원한다.

중앙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 보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19) 신청 기준은 평가인증 유효, 전년도 하반기 6개월 간 정원

충족률이 50%이상 및 최근 3개월 간 유아 현원이 총 현원의 평균 30%이상 유지20)

되어야 하며 이외에 놀이터 설치여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여부, 어린이집이 입

주한 건물의 소유 형태, 보육교사 및 원장의 전문성,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비율, 시 도별 특성화 지표 등이 점수로 환산되어 반영된다. 총점 80점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러한 어린이집에는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일정액이 지원된다.

〈표 Ⅲ-1-3〉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단위: 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1).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안내

이에 앞서 지방정부 중에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

였다. 서울시는 국공립 민간시설 유형의 구분 없이 시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보

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에 ‘서울형 어린이집’

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국공립시설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 부산시도

2009년부터 소수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선발하여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

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공보육 지원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서울형 어린이집에 비하여 부산시 공인 어린이집 선정 기준이 엄격하며, 지원 수준

은 서울시가 부산시 보다 높다21)

19) 동시에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부모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화 특성화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비용 상한과 보육과정 운영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함.

20) 민간시설에만 해당됨.

21) 서문희·최혜선(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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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 보육료 지원  
1) 지원 기준
부모 보육료 지원은 부모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무상보육 및 다자녀 가구 지원으

로 구분되며 지원은 정부가 정한 지원단가에 의한다. 지원단가는 영아는 보육료 상

한액과 동일하지만 유아는 3,4세 197,000원, 만5세 177,00원으로 지방정부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2004년 이후 확대하여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100%, 3층

에 80%, 4층에는 60%, 5층에는 30%를 지원하였고,22) 2009년 7월부터는 새로운 보육

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009년 6월까지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을 나누었다. 2011년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준의 상한 소득 기

준은 4인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480만원이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맞벌이 가구의 부모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 중 약 15,000여 가구가 지원 대상으

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부모 소득 합산액의 25%를 감액하여 약

27,000명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보게 되었다.

취학직전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

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23) 2011년 현재에는 일반보육료와 같이 보육아

동 70%에 해당하는 4인가구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 전체

만5세아 공동과정 운영 및 무상교육 보육 방침이 결정되었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

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22)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시설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점차 그 대

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음. 2006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100% 정부에서 지원하였으

며,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100%, 3층에 80%, 4층에는 60%, 5층에

는 30%를 지원하였음.

23)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

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

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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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게 비용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원하였는데, 2010년부터는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상을 모두 추가 지원하다가 2011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전액 지원으로

제도를 소멸시켰다. 또한 2010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이 실

시되었다.

또한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

규모 5㏊ 미만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4,000만원 미만24)인 자의 자녀

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시

설 미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45%이다. 단, 5세아는 50%이다. 시설 미이용

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45%는 2010년 35%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2) 지원 규모 
차등보육료 이외 만5세아, 장애아 무상 등 보육료 지원 대상의 지속적 확충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건수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87만9천여건으로, 이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대비 68.7%이다. 만5세아는 만5

세 아동 중 63.4%가 지원 대상이다(표 Ⅲ-1-4, 표 Ⅲ-1-5 참조).

〈표 Ⅲ-1-4〉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10
단위: 명, %

구분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5세 이상 계

전체 보육 아동수(A) 125,133 229,486 331,637 243,264 180,542 169,848 1,279,910

보육료 지원 아동수(B) 87,934 160,377 222,257 162,554 124,337 121,421 878,880

보육료 지원 비율(B/A) 70.3 69.9 67.0 66.8 68.9 71.5 68.7

주: 방과후 포함됨. 5세 이상은 2010년의 경우 무상보육 대상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 보육통계

〈표 Ⅲ-1-5〉 보육료 지원 건수: 2010
단위: 건, %

구분 차등보육료 만5세 무상 두자녀 이상 장애아 총계

전체 보육 아동수(A) 1,130,632 149,278 - - 1,279,910

보육료 지원 건수(B) 755,100 94,621 14,221 14,938 878,880

비율(B/A) 66.8 63.4 - - 68.7

주: 농림부 지원이 제외됨. 2008년까지 두 자녀는 중복지원임.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 보육통계

24)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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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보육비용 지원

가. 일본
1) 보육비용 지원 개요
일본 보육비용 지원은 표준보육단가를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차

등하여 보육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보육시설에서 입소 아동의 보호 최소한

의 유지 등 보육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비25)라고 하고, 보육단가제도를 통하

여 이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

등 지불하게 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보육료 징수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단가는 정부가 매년 산출하여 고시한다. 표

준보육단가 산출은 보육시설 규모별로 총인건비와 관리비를 산출, 합산하여 이를 아

동수별로 균등하게 나누고 여기에 유아에 한하여 월별 일반생활비 정액을 합하여

보육단가를 산출한다. 표준보육단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크게 인건비, 관리비 및 아

동일반생활비로 구분되며, 인건비 및 관리비에는 다양한 세부항목이 포함된다. 표준

보육단가는 4세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아동연령26), 지역27), 시설의 규모28),

민간시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산급으로 추가한다. 또한 야간보육소 단가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산출된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50%를 부모 부담 보육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부담액 중 1/2은 중앙정부,

1/4은 도도부현, 1/4은 시정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분담을 아동

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5) 예전에는 조치비라고 불렸음.

26) 표준보육단가 산출은 아동연령별로는 0세아, 만1～2세아, 만3세아 만4세 이상아의 4가지로 구

분하고, 3세아는 아동 60명당 1인, 1～2세아는 아동 7.5인당 1인, 0세아는 아동 3.3인당 1인의

가산분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27) 지역을 8개 유형으로 분류함.

28) 규모에 따라서는 20인 미만, 21~30인 소규모 시설, 그리고 31～170인까지 10명 기준으로 분류

하고 171인 이상 시설을 둠. 교사대 아동비율은 0세아 1:3, 만1～2세아 1:6, 만3세아 1:20 만4

세 이상 1: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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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등보육료 
부모부담은 중앙정부에서는 부모 보육료 징수 기준을 소득계층에 따라서 8계층으

로 나누고 있다.29) 8계층은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시정촌주민세 비과세 대상자, 소

득세과세는 없으나 시정촌주민세 과세대상자, 그 이외의 소득세과세 대상은 전년도

과세수준에 따라서 차등한다.

<표 Ⅲ-2-1>은 보호자 소득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징수액을 나타낸다. 일본은 소득

계층에 따라서 A, B, C1～C3, D1～D21까지 26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보육료 징수는

2011년부터 이들을 8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8개 계층은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시

정촌민세비과세 대상, 소득세과세는 없으나 시 정 촌 주민세 과세대상자, 그 이외의

소득세과세 대상은 전년도 과세수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보육료를 차등하여 받고 있

다. 국민의 1%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는 전액을 감면하고 제2계층 부터

는 보육료를 차등화하여 내도록 하고 있다.

〈표 Ⅲ-2-1〉 일본 아동별 차등보육료 현황(2009)
단위: 엔

계층구분
정의 월액

구분 소득기준 3세 미만 3세 이상

제1계층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0 0

제2계층
제1계층 및

제4～8계층을 제외한

세대중 전년도 시정촌

과세기준

시정촌민세 비과세대상 9,000 6,000

제3계층 시정촌민세 과세대상 19,500 16,500

제4계층

제1계층을 제외한

세대중 소득세

과세세대중 과세액에

따라 구분

40,000엔 미만 30,000
27,000

(보육단가한도)

제5계층 40,000～103,000엔 미만 44,500
41,500

(보육단가한도)

제6계층 103,000～413,000엔 미만 61,000
58,000

(보육단가한도)

제7계층 413,000～734,000엔 미만
80,000

(보육단가한도)

77,000

(보육단가한도)

제8계층 734,000엔 이상
104,000

(보육단가한도)

101,000

(보육단가한도)

주: 20011년 18/100지역, 50-61인 기준 표준보육단가는 0세아 181,160엔, 1 2세아 110,480엔, 3세

아 57,910엔, 4세아 50,850엔임.

자료: 日本 全國保育協議會(2011). 保育年報 2010.

29) 201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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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일본 중앙정부 보육재정 규모는 2010년 3881억엔이고

2011년은 4100억엔이다.

그러나 실제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 및 전체 보육료 운영 비용에서 보호

자의 분담비율은 지방정부마다 각기 다르다. 국가 기준에서 정부 부담금 이외에 보

육료 징수 금액의 일부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각각 다른 징수 체

계를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실제로 국가가 제시한 표준보육비용을 그대로 수납하

는 지역은 없다. 예를 들어 지원이 많은 지역은 토요타시(豊田市)로 2010년 중앙 국

가가 부모로부터 수납하라는 기준의 43.3%만을 부모로부터 수납하며, 대부분의 지역

이 국가 기준의 60~70%를 부모로부터 수납한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3세아와 만4세 이상아의 보육료를 구분하고 영아 보육료를 세분화하며, 2자녀 및

3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의 보육료는 크게 낮추어 준다. 일부

에서 자방자치단체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국가기준을 상향조정을 요구

하지만, 국가 전반적 개혁 분위기 속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보육시설 등 국가 인가 외 시설의 보육료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원

하나, 응익(應益)부담원칙으로 인가 보육시설과는 다소 차이 있다.

나. 호주
1) 보육비용 지원 개요
호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동 보육료 지원과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방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그 전까지 지원하던 지역사회 종일보육

센터 운영비 보조금 제공을 중단하였다. 운영비는 부분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면

다기능 원주민보육시설(Multifunctional Aboriginal Care Service), 연방정부가 공급하

는 일시보육시설(Occasional Care Service),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보육 조정기

구(Coordination Unit)에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취약지역 보조금으로 취

약지역 지역사회 종일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에 시설 수리비 등을 별도 지원하

며, 이외에 장애아동 가정보육제공자에게는 장애아 가정보육추가서비스 비용을 별도

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신규로 설치하는 가정보육 및 방과후 시설에 대하여

설비, 장비 및 설치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New Southern Wales,

Northern Territories는 연방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OEC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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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보조금 지원
보육 관련 정부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

루며, 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2000년 7월부터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로

일원화되었다. 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 재산, 취업유무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득이 많더라도 일정액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급여는 종전 자산조사를 통해 제

공되던 아동보육부조(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

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를 통합한 것이다.

보육급여(CCB)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호주 주민이어야 하며, 둘째, 필수적인 예

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하고, 셋째, 아동 보육비용을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서비스의 유형에는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이 모두 포함된다. 인가보육

(approved care) 시설은 종일보육, 가정보육, 방문보육(in-home care), 방과후보육, 휴

일보육, 일시보육 등을 포함하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만 CCB를 받을 수 있다. 등록보육(registered care)은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가정

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육이며, 보육 제공자는 가족지원국(Family Assistance

Office)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부모가 보육제공자에게 댓가를 지불하는 것을 증

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 조부모가 무상으로 보육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등록보육에 대해서 요건이 맞는 경우 정부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한다.

CCB의 지원수준은 연간소득, 재산,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호자의 취업여부, 보

육에 대한 필요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설보육 또는 개인에 의해 돌보게 하는

등록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2011년 현재 부모는 취업 등 요건에 따라 아동 1인당 1주일에 최고 24시간, 50시

간의 비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당 24시간까지 기본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

은 취업 등 조건에 따라 50시간까지 지원을 보장한다. 24시간 이상 50시간까지 지원

받기 위한 조건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는 경우, 혹은

학업이나 연수중인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발과 관련된 정부 지원(Carer Allowance, Carer Payment)을 받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고 소득보장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

우가 해당되며, 최근에는 조부모가 주 보호자인 아동을 위한 특별보호 필요성이 인

정되면서 2004년부터 50시간 이용 조건을 면제하여 주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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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간당 최대 주당 최대 소득상한

인가 보육

한자녀 3.78 189.00 138,065

두자녀 3.95 395.00 143,095

세자녀 4.10 616.42 161,581

네자녀 4.10 821.89 192,109

이후 자녀당 가산 4.10 205.47 30,528

둥록보육

0.632 31.60 (50시간)

〈표 Ⅲ-2-2〉 호주의 보육급여(CCB)의 요건(2011)
구분 요건

24시간의

CCB

무조건 1주일에 24시간의 CCB를 받을 수 있음. 부모의 소득, 아동의 연령,

보육시설 이용시간 등에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급여임.

50시간의

CCB

보호자 근로 (일주일에 15시간, 2주일에 30시간 이상)

- 고용자, 고용주, 창업, 교육 및 훈련, 구직, 근로 기술 증진을 위한 자발적

근로 등

- 각종 휴가(직)자, Carer Allowance, Carer Payment 수혜자, 장애아동

돌보는 자 포함

근로 관련 조사 면제

- 부모 중 1인이 아동 Carer Allowance, Carer Payment(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지불하는 정부지원)를 받는 경우

- 조부모 중 1인이 아동 돌보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장애인, 해외거주 또는 감옥에 있을 경우(다른 한부모는

근로 조건 충족하여야 함)

〈표 Ⅲ-2-3〉 호주의 CCB 지원 기준: 2011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2011). Child care benefit

2011. http://www.deewr.gov.au/internet/facsinter.net/

호주 보육시설의 보육료에는 제약이 없고 시설간의 차이도 크다. 2004년 호주 보

육시설 센서스 자료를 보면 주당 보육료는 연령차이 없이 170불～260불 이상으로

개별 시설간 격차가 크다. 주당 200불 내외를 받는 시설들이 가장 많다. 그러나 정

부의 지원에는 시간당 단가가 적용된다.

모든 소득계층이 보육급여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 자녀수, 아

30) 과거에는 20시간, 21～50시간, 50시간 초과로 구분하였음. 50시간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이나 학업, 연수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을

넘을 경우에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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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보육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 크게는 가구

소득과 아동수별 지원 비율로 이 두 가지 요인이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

년 현재 인가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연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13만 3,443

불 이상이면 최소비율 16.8%를 지원 받고, 소득수준이 3만 9785불 이하이면 100%의

최고 비율이 적용된다. 그 외 연소득에는 1,000불을 단위로 매우 정교한 지원비율이

적용되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자녀수가 증가하면 지원 비율도 증가한다.

지원 수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지원수준은 인가보육은 소득계층

별로 차이가 있지만 등록보육에는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인가보육

이용자는 지원단가인 시간당 3.68불을 모두 지원 받으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지

원금액이 낮아져 최소 지원액은 단가의 16.8%인 시간당 0.615불이 된다. 그러나 등

록보육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액인 시간당 0.615불을 적용

된다. 등록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최고액은 시설보육의 최소액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설보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조정지수를 부여하여 지원수준을 약간씩 달리

한다.

다. 영국
1) 보육비용 지원 개요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소득층은 무상보육이지만 일반아동은 공공보육시설이

제한적이므로 비용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한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5세인 영국은 3, 4세 유아는 연간 38주 동안 주당

15시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 보육 교육 대상 서비스는 유치원, 유아원, 가정보육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

는 유아교육 개혁 10개년 계획(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에 의한 것이다. 영

국은 2004년 12월에 유아교육 개혁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06년 4월에 영유아

무료 교육기간 및 주당 교육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10개년 보육 교육전략 행

동계획(Action plan for 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을 발간하였다. 이 10개년 계

획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선택성과 탄력성,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접

근성,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 보육 이용가능성 등을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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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주요 실행계획으로 2006년 4월에 3, 4세 아동 무료 교육시설 이용기간을 연

간 33주에서 38주로 연장하였고(HM government, 2004; HM Treasury et al., 2006),

또한 빈곤층 자녀 2세아 무료 보육을 시범 실시하여 1만 2천명이 수혜받도록 하고,

65만명 이상의 아동이 슈어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 이용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영국은 2010년까지 아동빈곤을 퇴치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 영국 전역에 걸쳐 800여개 이상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설립하고31) 2006년

9월에 2,500여 개의 학교를 이용하여 학교시간 전후 아동보육을 제공하고, 2007년에

는 무료 교육 이용시간을 주당 12.5시간에서 15시간으로 시범확대하고, 2010년에 무

료 교육 이용시간 주당 15시간으로 전 기관에 확대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당 20

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1년 현재 첫째 아동은 주당 20파운드이

고, 그 이후 출생 아동은 아동 1인당 각각 일주일에 13.20파운드가 적용된다. 아동수

당은 부모 소득이나 저축 등에 관계없이 1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면세가 되는 급여이다. 아동 연령이 16세나 17세라도 교육이나 훈련 중이거나 또는

승인된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교육 중이면 수혜 대상이 된다. 아동이 함께 살지 않

더라도 아동을 부양하고 지불하는 액수가 수당 급여액보다 많으면 신청 대상이 된

다. 부모가 없는 아동은 보호자 수당으로 아동 당 주에 14.30파운드를 지급한다.

2) 부모보조금 지원: 보육료 세액공제
저소득층 보육지원은 전국 800여개 이상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에서 실시되고 있

고, 그 이외는 세제제도를 통하여 부모 보육료를 지원한다.

영국의 세액공제는 2003년에 중류소득의 가정을 돕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부양

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에 참여

하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가 있다.

2002년 아동세액구제규정(The Child Tax Credit Regulations 2002)에 의한 아동세액

공제는 영유아 및 교육받는 아동을 양육하는 16세 이상 부모가 대상이며, 취업 및

31) 슈어 스타트(Sure Start)는 영국 잉글랜드 정부의 아동 대상 프로그램으로, 원래 5세 미만 아동

이 있는 가정을 위한 보육, 교육, 건강 및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모든 아이들

의 보육 가능성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과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며, 그 부모를 부모로서 그리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 부모 지역사회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

건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영국내 하위 20%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동과 그 이외

지역 아동의 격차를 없앤다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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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연계하여 세액을 공제한다. 아동세액공제는 대상 아동이 통상 만 15세 생일

이후 9월 1일까지 적용되고 장애아동은 만 16세 생일 이후 9월 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전일제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9세까지 적용되며, 16세 이상 17세 미만으

로 교육중인 경우에도 특정조건을 전제로 20주 동안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

다. 영국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 증 90%는 공제를 받는다. 최대 세액은 가족이 545파

운드, 자녀가 2,555파운드, 장애아는 경증 5,355파운드, 중증 6,485 파운드이다.

〈표 Ⅲ-2-4〉 연 소득수준별 자녀수별 아동가구 세액공제액: 2011
단위: 파운드

연 소득

주당 16시간 이하 근로

아동세액공제
주당 16시간 근로 아동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

90
최대

175
150 300 150 300

0 3,100 5,660 8,200 10,250 13,345 14,990 20,450 17,550 23,010

5,000 3,100 5,660 8,200 10,250 13,345 14,990 20,450 17,550 23,010

8,940 3,100 5,660 8,200 9,880 12,975 14,620 20,080 17,180 22,640

10.000 3,100 5,660 8,200 9,570 12,665 14,315 19,775 16,875 22,335

15,000 3,100 5,660 8,200 7,520 10,615 12,265 17,725 14,825 20,285

20,000 1,405 3,960 6,520 5,470 8,565 10,215 15,675 12,775 18,235

25,000 545 1,910 4,470 3,420 6,515 8,165 13,625 10,725 16,185

30,000 545 545 2,420 1,370 4,465 6,115 11,575 8,675 14,135

35,000 545 545 545 545 2,415 4,065 9,525 6,625 12,085

40,000 545 545 545 545 545 2,015 7,475 4,575 10,035

45,000 0 0 0 0 0 0 5,425 2,525 7,985

50,000 - - - - - - 3,375 475 5,935

55,000 - - - - - - 1,325 0 3,885

60,000 - - - - - - 0 - 1,835

65,000 - - - - - - - - 0

자료: HM Revenue & Customs (2011a).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http://www.hmrc.gov.uk

관련법(The Working Tax Credit (Entitlement and Maximum Rate) Regulations

2002, Reg. 20 and Schedule)에 의하면 근로공제는 기본이 1,920파운드, 장애요인

2,650파운드, 30시간 요인 790파운드, 두 번째 성인 및 한부모 요인 각각 1,950파운

드, 중증 장애요인 1,130파운드, 주당 16~29 시간 근로 1,365파운드, 또는 30시간 근

로 이상 요인 2,030파운드로 구성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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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동을 기르는 가족이 받는 공제는 소득수준, 자녀수, 근로여부 및 시간,

지출한 보육료 등에 의해 결정된다. 2011년부터 적용되는 제도는 지급 대상이 다소

축소되었는데, 먼저 일하지 않거나 부부가 주당 16시간 미만을 일하는 부모의 공제

금액은 아동세액공제액만으로는 연 소득 41,300파운드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한다. 최대는 한자녀 3,100파운드, 두자녀 5,660파운드, 세자녀 8,220 파운드이고 최저

는 모두 545파운드를 공제 받는다. 공제 대상 상한선이 낮아졌다. 다음으로 1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와 보육료 지출액에 따라 차등을 둔다. 최대 지원은 보

육료의 70%이다. 2006년 4월에 80%로 올렸다가 2010년에 다시 70%로 하향 조정하

였다. 부부가 종일제로 근로하며 연소득이 25,000파운드이고 세 자녀를 부양하면서

주당 300파운드 이상을 보육료로 지급할 경우에 16,185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33)

여기에 적용되는 보육서비스는 승인(approved) 보육서비스 및 등록(registered) 보

육서비스이다.

한편으로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업에 고용 취업보육수당, 보육비, 교육비 지원을 장려하였는데, 이는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고용주가 보육 바우처34), 계약에 의한 위탁 보육, 사업장에 유아원을 설치 운영하여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의 조세 부담과 보험금 부담을 감소

시켜 그 만큼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2006년 조사 결과 2.5%의 기업이 근로자의 보육 지원제도를 채택하여, 아동을 가

진 해당 근로자의 36%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8%

에 해당된다(HM Revenue & Customs, 2006). 또한 2008년 부모조사에서는 보육료

지원을 받은 부모의 28%, 전체 서비스 이용가구의 7%가 고용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hillips, Norden, McGinigal, & Cooper, 2009).

2007년 조사에서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을 지불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55%로 조사되었는데, 이중의 18%가 비용을 지원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04년 15%에 비하여 증가된 비율이다.

32) HM Revenue & Customs(2011b). Tax Credit Technical Manual

33) 자녀가 없는 경우는 설명 생략함

34) 기업의 보육 바우처는 급여의 일부를 보육 바우처로 받고 그 만큼은 소득세 대상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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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5〉 보육‧유아교육서비스 비용 지원 시 지원 주체
단위: %(명)

구분 전체
최연장 자녀 연령 가족유형

0-2 3-4 5-7 8-11 12-14 양부모 한부모

지방 교육당국 61 41 80 64 42 42 65 47

지방 당국 사회서비스부 4 5 3 2 4 7 3 6

고용주 19 34 12 16 9 8 24 3

보육지원기금 2 2 2 2 12 0 1 9

전 배우자 파트너 6 2 3 11 11 28 1 20

기타 12 18 7 6 23 16 10 18

(수) (483) (140) (276) (67) (69) (31) (452) (131)

주: (수)는 가중치 미부여

자료: Kazimirski, A., Smith, R., Butt, S., Ireland, E. & Lloyd, E. (2008).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2007: Parent's Use Views and Experiences.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가장 보편적인 지원은 지방교육당국으로부터의 지원으로,

61%가 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19%는 고용주, 6%는 전 배우자 및

파트너이고 4%가 사회서비스, 2%가 보육지원기금 등이다(표 Ⅲ-2-5 참조). 정부는

고용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의 증가를 바우처 등 기업의 근로자 지원정책의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이는 2004년에는 7% 수준이었다. 한편, 2008년 부모조사 결

과에서 고용주로부터의 지원은 73%가 보육바우처를 통한 지원으로 조사되었다

(Phillips, et al., 2009).

최연장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취학전 자녀의 경우 특히 영아가 고용주 지원

이 비율이 34%로 높고,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3~4세가 지방교육당국으로 지원을

받는 비율이 80%이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지원 받은 비율

은 낮고 배우자 및 파트너의 지원을 받았다는 비율이 20%이다.

라. 미국
전통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만을 국가가 책임진다

는 정책을 추진하여 온 미국의 보육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1965년

부터 실시하고 있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과 1996년 개인 책임과 근로기회법
(P.L.104-193,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에 의한 취업모 가정의 아동보육 보조금인 아동보육발달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에 의한 지원이다. 이외의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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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하여 보육료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나 헤드스타트 이외에는 부모들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저소득층은

가구소득의 18% 정도를 보육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미국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5세미만의 비용은 주당 평균 127불로 소득의

9.3%로 추정되었다(Laughlin, 2010).

가) 저소득층 지원
1965년부터 실시해 온 헤드 스타트는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어릴 때 부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가정하에서 어린이

에게는 교육, 보건, 복지의 혜택을, 가족에게는 부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포괄적

보육 서비스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종일제, 반일제 등으로 구분되나, 최근에는 연방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여 종일제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10%이상을 장애아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에 1994년부터는 전체 예산의 일

정부분을 임산부 및 3세 미만아를 위한 조기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에 사용하

도록 하고 있다.

2009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7억 9백만 달러 예산으로 65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있다. 전국 1,591개 지역사회 공 사립 비영리단체 및 학교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17,975개 센터 및 49,200개 학급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저소득측 아동 90만 4,153명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상

아동 중 11.5%가 장애아동이었다. 소요되는 비용은 아동 1인당 7,864달러로 산출된

다.

아동보육발달기금(CCDF)을 통한 보육료 지원은 1996년 개인 책임과 근로기회법

에 기초하여 가구소득이 주 가구 평균 소득의 85%에 미치지 못하는 부부취업 가정

에 대하여 자녀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 대상은

주 소득 평균의 50% 미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단지 2개 주에서만 85%를 적용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하는 정도는 주 및 지역, 아동연령, 보육유형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1998

년 기준으로 일리노이주는 지원 아동 1인당 6,866불을, 메릴랜드주는 지원 아동 1인

당 7,561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원방식인 전달체계로는 현금 지급 방식,

서비스 매입 계약에 의하는 방식, 보육 이용권(Voucher)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

치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주체는 2010년 자료에 의하면 1/3이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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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내용

저소득층

지원

헤드스타트 및

조기헤드스타트

- 저소득 가정 5세 미만 아동 교육 및

발달 서비스

아동보육발달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보육료 지원

- 부부취업 가정으로 중간 소득의

85%이하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 Block Grant로 보육서비스 이외 사용

위기가정 일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of Needy Families)

보육료 지원

-- 가구소득이 주 중간 소득의 85%이하

- 직접, 또는 아동보육발달기금(CCDF)를

통하여 보육 지원

세제지원

아동 및 부양자 보호 세금

감면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 보육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 1인 3000불, 2인 6000불까지

부양자 보육 지원계획

(Dependent Care Assistance Plan)

- 고용주가 근로자 자녀 보육비용으로 별

도 처리하여 소득에서 공제

- 연 소득 5,000불까지

- 근로자의 1/3정도가 사용

학교 등 공공에 의한 것이고, 대다수가 지역사회 활동기관이거나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유형도 주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종일제 보육시설, 시

간제 유아원 및 유아학교, 가정보육, 학교시작 전후 및 방학 기간 동안에 실시하는

학동 프로그램, 베이비시터나 친인척에 의한 아동의 가정 내 보육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이 그 지원 대상이 된다.

위기가정 일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of Needy Families) 사업도 가구소득이

주 중간 소득의 85%이하 아동에 이 사업 예산 및 아동보육발달기금(CCDF)를 통하

여 보육 지원할 수 있다

〈표 Ⅲ-2-6〉 미국 보육사업의 개요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11) http://www.chb.hhs.gov

2) 세제 지원
이외에 일정한 소득 계층 이상을 위한 보육료 지원으로 세제제도를 이용하고 있

다. 이는 세액 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세액감면으로는 아동보

호세금감면(Child Care Tax Credit) 제도를 통하여 아동 보육료를 간접 지원하고 있

다. 이는 취업모는 한 자녀는 연 3,000불까지, 두 자녀 이상은 연 6,000불까지 비용

을 신청한다.

또한 소득공제 제도로는 부양자 보호 지원계획(Dependent Care Assistanc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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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14세 미만이동에 대한 보육료로 연 소득 5,000불까지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부터 공제해 주고 있다(OECD, 2000).

마. 캐나다
1) 보육비용 지원 개요
공공시설이 제한적인 캐나다의 보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부담금,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보조금,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이 다양하게 결합하여 재정을 충당한다. 퀘벡주를 제외한 주 준주에서 보육서비스

는 기본적으로 수요자 부담으로 이용 아동의 부모가 보육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육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주로 아동별 지원으로 차등보육료, 아동세액

공제 등 지방정부에 따라 다양 방법이 채택되며, 최근에는 아동양육수당이 바우처

형태로 실시되어 광범위한 선택을 허용하고 또 미사용시에는 아동별로 적립도 가능

토록 하고 있다(OECD, 2006).

2) 부모보조금
캐나다 대부분의 주 준주의 부모 보조금 지원 제도는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우선 대상이 앨버타 주를 제외한 주준주에서 보육료는 일반

적으로 아동이 초등학생 최대 연령인 12~13세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

보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가구형태와 자녀수, 자녀 연령 등에 따라 다

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는 사회적 기준으로 부모의

취업, 학업, 훈련 상태나 장애, 건강상태와 아동의 특수욕구나 위험요인 등이 포함된

다. 둘째는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구형태별로 연간 순소득이 일정 금액 이

하이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다. 연간 순소득이 전액지원 소득기준과 미지원 소득기준일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일부 주 준주는 2007년에 비해 소득 자격기준이 올라갔으며,

나머지 주는 동일하다.

<표 Ⅲ-2-7>을 보면 캐나다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조금은 등록된 종일제 기관과 등록된 가정보육서비스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비

용은 부모가 아닌 보육시설에서 직접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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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7〉 주‧준주별 보육료 지원 가격기준 및 정부 지원액
단위: 캐나다 달러(C＄)

구분 가구형태
전액지원

소득기준

미지원

소득기준

최대 정부

종일제 지원액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한부모,한자녀 27,500 37,000 0~24개월: 35/일
2~12세: 24/일양부모,한자녀 27,840 37,600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한부모,한자녀 15,400 27,400 0~2세: 30/일
2~3세: 23/일

3세 이상: 22/일양부모,두자녀 21,200 53,040

노바스코샤 주
한부모,한자녀 16,800 24,912 연령 및 출생순위에

따라 16.75~20/일양부모,두자녀 17,700 34,992

뉴브론스윅 주
한자녀,2세이상 22,000 41,000 0~2세: 22/일,

2~6세: 22/일
6~12세: 10.75/일한자녀,2세미만 22,000 41,000

온타리오 주
욕구조사를 통해 자격여부 결정, 정해진 소득기준

없음.

마니토바 주
한부모,한자녀 15,593 27,796 영아: 560/월

미취학: 376/월양부모,두자녀 21,371 45,777

사스카츄완 주

영아 1명 19,800 36,720

영아 한 명,

미취학 한 명
21,000 72,720

앨버타 주

한부모,영아 35,100 56,052
영아: 607/월

영아 이상: 528/월양부모,두 자녀 (영아 한 명,

미취학 한 명)
39,600 79,560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한부모,한자녀 30,984 48,984 0~18개월: 750/월
19~36개월: 635/월
3세 이상: 550/월
6세 이상: 415/월양부모,두자녀 35,016 50,256

노스웨스트 준주
욕구조사를 통해 자격여부 결정, 정해진 소득기준

없음. 욕구는 공공부조 수준에 의해 결정
700/월

누나부트 준주 욕구조사를통해자격여부결정, 정해진소득기준없음. 700/월

유콘 준주
한부모,한자녀 22,262 35,211 영아: 625/월

미취학: 656/월양부모,두 자녀 32,765 56,270

주: 1) 노바스코샤 주의 최대 정부 종일제 지원액 중 2.25달러의 최소 부모 수수료를 포함함.

2) 마니토바 주의 최대 정일 종일제 지원액은 보육시설과 훈련된 가정보육시설로 한정함.

자료: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2008), Beach, J. et al.(2009)의 표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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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퀘벡주
퀘벡 주의 보육비용 지원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 1997년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퀘벡주 보육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법률(Québec's Act Respecting Childcare Centres

and Childcare Services)에서 ‘모든 아동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질 좋고 연속

성 있는 개별적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주의적 원칙을

밝히고, 일정 비용을 정부가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비용으로 직접 운영비로 지원하

고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형태로 투자를 강화하였다.

1997년에는 4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하루 5달러로 제한하고, 1998년 9월, 3세 아동

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2001년에는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하는 모든 보육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11월에는 보육비가 7달러로 상승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이는 보육비용의 14%이다. 즉, 86%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부

모의 소득이나 취업(학업)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

소득층 가족의 경우 주당 23시간까지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바. 프랑스
1) 보육비용 지원 개요
프랑스는 유아는 공공시설에서 무상으로 교육하는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영아는 가정보육을 활성화하여 부모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분법적 접근을 채택한 국가이다. 프랑스는 유아는 거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무

료 공교육을 받으며, 영아는 서비스 이용에 한하여 부모보조금을 가족기금으로 지원

한다. 유아도 서비스에 따라서 보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원은 기업과 국가가 조성한 프랑스 가족수당기금(Cnaf: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이다. 이는 모든 가족 수당 제도에 대해 돈을 조달하는 공공기

관으로서 123개 지역 가족수당기금(caf)으로 구성된 조직망의 상부기관이다. 중앙기

관인 중앙가족수당기금(Cnaf)는 사회복지정책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며 기술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지역 사무소에 재량권을 맡기고 있다. 재원은 기업과 국가로부터 조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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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비용 지원 : 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6세 미만의 자녀를 인가 받은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가정에서 도우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경우 부모가 지급하는 보육료의 일부분을 가족수당금고가 지급한다. 2011년

현재 수급조건으로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최소 395.04유로가 되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최소 790.08유로가 되어야 한다. 비급여

자 혹은 파트타임 근무자인 경우에도 소득액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정 내 보육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보육도우미는 반드시 “모성유아보호”기구가

인가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 때 고용임금은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아

이 한 명당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45유로를 넘지 말아야 한다. 자녀가 적어도 한 달

에 16시간 이상 보육을 받고 있다면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업, 탁아소에 보육담당

사회복지사 혹은 가정 내 보육도우미 요청 시 동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보육보조금도 하나의 수당 형태로 지원된다. 소득수

준을 3구간으로 나누고, 대상은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차등을 두며, 보육서비스 유

형에 따라서 차등으로 다르게 지원한다.

〈표 Ⅲ-2-8〉 프랑스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보조금 지원 상한선
구분 1수준 2수준 3수준

1자녀 20,079 유로 이하 44,621 유로 44,621 유로 이상

2자녀 23,118 유로 이하 51,374 유로 51,374 유로 이상

3자녀 26,765 유로 이하 59,478 유로 59,478 유로 이상

자료: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2011). Vos prestation 2011.

수당은 자격조건을 갖춘 보육도우미 고용을 위해서는 100%가 지원 대상으로, 가

정 내 보육도우미 고용에 있어서는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419유로 한도 내

에서, 3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월 210유로의 한도 내에서 50%를 지급

한다. 자격을 갖춘 단체나 탁아소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부모가 지급하는 보육료의

일부분을 가족수당금고가 지급한다. 보육인 고용 비용에 대해 가족수당금고가 부분

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소득, 자녀 수, 자녀 연령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비용의

최소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근무기간 50%나 그 이하의 파트타임 근무로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

금”35)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육인 고용 비용 액수가 양분되어 지급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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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자녀가 주일이나 공휴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육을 받고 있다면 10%

인상 된 보육인 고용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0~6세 자녀를 위하여 고용할 경우에 전 년

도 소득에 기초하여 한 자녀 기준으로 20,079유로, 20,079~44,621유로, 44,621유로 이

상의 3구간으로 나누어 영아는 각각 448.25유로, 282.65유로, 169.57유로를 지원한다.

회사나 단체를 이용하는 경우 0~3세 보육으로 보모는 678.32유로에서 452.22유로, 가

정보육제공자나 소규모 보육시설은 819.67유로에서 593.53유로를 지원한다.

〈표 Ⅲ-2-9〉 프랑스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보조금 최대 지원
단위 : €

구분 1수준 2수준 3수준

단체나 회사 고용 보육

보육모(Childminder): 0~3세 678,32 565,27 452,22

보육모(Childminder): 3~6세 339,16 282,64 226,12

시설/가정보육자(Home child carer): 0~3세 819,67 706,57 593,53

시설/가정제공자(Home child carer): 3~6세 409,84 353,29 296,77

가정 고용 보육 보조금: 0~3세

0-3세 448.25 282.65 169.57

3~6세 224.13 141.35 84.79

자료: The French Social Security System. Schedule 1: Summary of family benefits. provided

under Section L511-1 of The French Social Security Code as of 1st February 2011.

http://www.cleiss.fr/docs/regime_france/an_a1.html

이러한 지원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유아 공교육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1.0%이다(OECD, 2006). 육아지원서비스 비용분담은 기관 이용이나 가정보육 보육비

용의 42.7%는 정부가 부담하고 27.7%는 가족수당기금(Family Allowance Fund)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27.3%는 부모가 부담한다(OECD, 2004). 보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아동 월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01년 기준으로 집단보육시설은 1,166유로, 가정보육

은 707~900유로이고, 가정내 보육은 1,671유로이다.

가구에서는 영아 보육 비용으로 연간 세금공제 이전 기준으로 연 평균 2,100유로

를 사용하는데, 분포상으로 보면 40%가 1,000유로 미만, 25%가 1,000유로 이상 2,500

유로 미만, 25%가 2,500유로이상 5,000유로 미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eprince, 2003; OECD, 2004 재인용).

35) 제Ⅳ장에서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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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독일
영유아 기관 이용에 따른 아동 1인당 비용은 4999불 정도이고 부모 부담은 평균

이용료의 14%로 추정하였다(OECD, 2006).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아기관에 다니는데, 무상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

에 GDP 대비 0.53%가 투자되며, 이 중 0.4%가 공공 재원이다. 이는 총 교육예산의

9.3%이다.

주로 3세 미만이 다니는 보육시설의 이용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나지만 대개 부모

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보육비용은 정부, 운영자와 부모가 분담

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회가 설립, 운영하는 비영리 어린이집은 교회도 상당

부분의 재정을 담당한다. 한편 2005년 연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연간 15억 유로 정도

를 영아 보육에 사용한다고 추정하였다(OECD, 2006).

지방정부로 베를린 시의 보육료 차등 지원 사례를 보면, 부모의 소득계층을 41개

단계로 분류하여 시간을 구분하여 보육료를 차등해서 내도록 하고 그 이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표 Ⅲ-2-10 참조).

자녀가 두 자녀인 가정은 한자녀 기준 보육료의 80%, 세 자녀 가정은 60%, 네 자

녀 이상 가정은 50%가 적용된다.

〈표 Ⅲ-2-10〉 독일 베를린 시 한 자녀 월 차등보육료 사례
단위 : €

등급 연소득 5시간 7시간 9시간 9시간 이상

1 22,500유로 미만 15 20 25 25

10 36,420~37,859유로 57 85 113 130

20 50,820~52,259유로 98 146 195 224

30 65,220~66,659유로 148 221 295 339

40 79,620~81,059유로 198 296 395 454

41 81,060유로이상 203 304 405 466

자료: Der Paritätische Berlin(2010). Rechtsvorschriften und Vereinbar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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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웨덴
1) 보육비용 지원 개요
스웨덴 영유아 기관 이용 비용은 시설보조금 위주로 보조하고, 부모의 보육비용

지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36)은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수 등과 각 지방에 따

라 그리고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한편, 비영리 단체나 부모협동 등에 의해 운영하는 사립보육시설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보조 방식은 인건비지원, 시설지원 등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방식은 시설보조금 지원이 주된 방법이지만 1993년에는 스톡홀름에서 처음으

로 아동별 지원을 실시하여, 현재 2개 지역에서 아동별로 지원되고 있다. 중앙정부

는 2008년 예산(Budget Bill for 2008)에서 아동보육 바우처 제도(Childcare voucher

system)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2) 부모보조금 지원
스웨덴은 공공시설과 시설보조금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영유아는 가구 평균소득의

3%를 보육료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부모보조금은 1999년부터 부모비용 상한제

(Maxatasa)를 실시하고, 2002년에 법제화하였다. 비용 상한제는 지자체간의 부모부담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로, 부모부담이 스웨덴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

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부모협동, 직원협동, 기업운영 사립 시설은 물론

소수의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족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 비용을 일정기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실제 보육료

부담 때문에 보육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출생순위에 따라 영유아는 첫째아는 최대 3%, 둘째아는 2%, 셋째 자녀 1%, 넷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방과후 보육은 첫째아는 최대 2%, 둘째아와 셋째 자

녀는 1%, 넷째 이상은 무료이다(표 Ⅲ-2-11 참조).

36) 기관보육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약 750～1000달러 정도가 들며,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아동보

육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충당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구당 소득에 따

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표준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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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출생 순위 1～5세 보육료(월) 6～12세 보육료(월)

1 1,260(195) 또는 월 소득의 3% 840(130) 또는 월 소득의 2%

2 840(130) 또는 월 소득의 2% 420( 65) 또는 월 소득의 1%

3 420( 65) 또는 월 소득의 1% 420( 65) 또는 월 소득의 1%

4 무료 무료

2007년에 적용한 상한 소득 기준은 42,000크로나이다. 이는 2004년 이후 같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모비용 상한제는 부모협동, 직원협동, 기업운영 사립시설은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소수의 사립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가족이 비용

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

다.

〈표 Ⅲ-2-11〉 스웨덴 종일제 부모부담 비용
단위: SEK

주: 2011년 9월 기준 1크로나(SEK)는 165원임. ( )는 미 달러임

자료: http://utbildning.regeringen.se

부모비용 상한제 적용은 지역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상한제 적용 이전에는 비

용으로 월 6,000크로나를 지불하는 가정도 있었으나 적용 이후 지역간의 격차는 상

당 부분 완화되어 2003년 조사에서는 최대 2,280크로나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한제

적용 후 시간제별 보육료를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

고 있다(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 2007).

2006년 기준으로 종일제 기준으로 유아원은 아동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105,000

크로나이고, 가정보육은 84,300크로나, 방과후 프로그램은 32,400크로나이다(표 Ⅲ

-2-12 참조).

〈표 Ⅲ-2-12〉 아동1인당 보육 비용과 부모부담
단위: SEK, US$, %

구분 스웨덴 크로나 미 달러
부모 부담

평균 최소 최대

유아원 105,000 16,200 8 30 3

가정보육 84,300 12,600 10 21 2

방과후 32,400 4,900 16 31 4

전체 72,500 11,200 10

자료: Korpi (2007) The politics of preschool: Intentions and decisions underlying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swedish pre-schoo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이러한 총 비용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유아학교 8%, 레저타임센터 16%, 가정



보육료 지원  71

보육 10%로 정부가 80% 이상을 책임진다. 가정보육 이용 아동도 시설 이용 아동과

마찬가지로 1985년 이래 부모는 비용의 약 15% 정도만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지불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크다.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통계에 의하면 유아학교의 경우 최저인 지자체는 3%이고

하위 90%의 평균은 10%이지만 최고는 30%로 조사되었다. 가정보육도 최저 2%에

서 최고 21%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레저타임센터 또한 최저 4%에서 최고 31%로

차이를 보였다(표 Ⅲ-2-12 참조).

2009년 기준 유아학교 총 비용 중 74% 정도가 직원 급여이고 14% 정도가 대지

및 건물 비용이다. 유아학급의 경우에는 총 비용의 65% 정도가 직원 급여이고, 20%

가 대지 및 건물 비용이다(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 2010).

보편적인 보육정책을 추구하는 스웨덴에서도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하는 정책

이 채택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유아학교 이용과 관련하여 취업, 학업 등의 이유

에 따른 제한은 이용하는 시간으로 구분된다. 현재 부모가 취업, 학업 상태인 경우

에 90%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당 40시간, 미취업 및 육아휴직 상태에 있는 부모 자녀

는 15시간 이용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조차도 2000년 이후 개혁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되었

고 그 이전의 영유아 서비스는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없는 부모

를 대상으로 제공하여서 지방자치단체 중 약 1/2이 미취업 및 육아휴직 상태에 있

는 부모 자녀에게는 이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2001년 1월부터 취업이나

학업 상태가 아니어도 최대 15시간의 유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고,

2002년부터는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 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자녀도

유아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모든 4～5세 아동에

게 연 525시간의 무상 교육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90년대 후반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1998년에 보육료를 반으로 줄이자는 사회민주당 선거 공약이 탄력을 받

아 비용 상한제, 미취업모 자녀를 포함한 보편적인 유아학교, 그리고 4세 이상 무상

정책 등의 개혁정책이 채택된 것이다(Korpi, 2007).

<표 Ⅲ-2-13>은 스웨덴과 일부 국가들의 가구특성별 부모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

이다. 스웨덴은 양 부모 두 자녀 가정이고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가정은 소득 대

비 4.0%를 부담한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부모 부담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비례하

여,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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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핀란드 퀘벡 주 스웨덴 영국

한 부모, 1자녀 0.67 4.7 4.8 2.7 18.2

한 부모, 2자녀 0.67 5.8 9.5 2.7 24.3

한 부모, 1자녀 1 7.9 8.8 3.4 23.4

한 부모, 2자녀 1 11.2 9.3 3.4 30.8

양 부모, 1자녀 1.33 6.9 3.9 3.9 7.1

양 부모 2자녀 1.33 10.7 7.7 3.9 9.9

양 부모, 1자녀 1.67 5.9 3.4 4.0 11.8

양 부모, 2자녀 1.67 10.8 6.8 4.0 16.5

〈표 Ⅲ-2-13〉 가족 및 소득특성별 부모부담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
단위: %

자료: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Canada, Finland

Sweden and United Kingdom, Volume 4.

2002년 현재 스웨덴에서 공공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GDP 대비 1.4%이다. 취학

전 교육과 방과후에 각각 0.2%, 0.4%가 들어가서 보육에 모두 2.0%가 투자되고 있

다(표 Ⅲ2-14 참조).

〈표 Ⅲ-2-14〉 육아서비스에 대한 공적 투자
단위: %, 달러

구분
핀란드

(2002년)

퀘벡 주

(2001년)

스웨덴

(2002년)

영국

(2003년)

GDP 대비 예산 비율 1.1 0.8 2.0 0.4

아동 보호와 교육(Child care) 0.9 0.6 1.4 0.1

취학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0.1 0.12 0.2 0.2

방과후(Out of school hourd care) 0.03 0.01 0.4 -

가족에 사용하는 총 예산 대비 비율 38 37 44 16

등록아동 1인당 연 비용(단위: USD) 7,665 - 6,496 2,629

아동 보호와 교육(Child care) 11,251 8,791 10,074 1,529

취학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2,823 - 4,096 3,986

방과후(Out of school hourd care) 5,427 5,981 3,057 -

등록아동 1인당 비용 GDP 대비 비율 29 - 24 9

아동 보호와 교육(Child care) 42 32 37 5

취학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11 - 15 14

방과후(Out of school hourd care) 20 21 11 -

주: 스웨덴의 육아는 preschool 전부 포함하고 취학전 교육은 만 6세아 유치반만을 포함 한 것임.

자료: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Canada, Finland

Sweden and United Kingdom, Volum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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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투자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복지위원회를 통해 보육부담금을 중앙

정부로부터 받거나 지방세 중 보육부담금 및 기타 지방세를 통하여 충당한다. 예산

은 주에서 편성하여 하부 지방정부에 정액보조금(Block Grant) 형태로 제공한다. 스

웨덴은 지역간 세율 차이에 의한 재정 상태의 지역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세

동일화(Income Levelling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을 위해 주어지는 각종 사회급여의 지출구조를 보면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가 GDP 대비 1.8%이고, 가족관련 급여전체에 이루어지는 지출은 모두

GDP대비 3.42%이다(OECD, 2006).37)

자. 핀란드
핀란드 보육비용 지원은 공공 및 사립 기관 이용과 부모 양육 지원이 혼합되어

있어서 먼저 전반적 지원 구조를 제시하였다.

핀란드는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들은 부모휴가(parental leave)를 하는데, 휴가가38)

끝나고 나면,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지는 공공 보육

시설 이용, 사립보육시설 수당을 받으며 사립보육시설 이용, 휴직하고 양육수당을

받으며 부모 직접 양육이며, 어린이집 이용과 부모 직접 보육이 혼합된 유형도 가능

하다. 법적으로 1973년 아동보육법으로 지방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

임을 명시하였고, 1990년에 만3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공공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거

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6년에 보육서비스는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였고, 1997년에 사립보육시설에 다니

는 아동에게 사립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즉, 육아휴직은 무급이지

만 육아휴직을 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돌볼 경우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공공어린이집에 가면 공립보육시설 이용료는 가족 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으로 지급되는데, 대체로 지방정부가 비용의 85%를 지원하고 부모 비용 부담률은

약 15%이다. 보육료 상한선도 책정되어 2005년 기준으로 첫째아 200유로, 둘째아

180유로, 그 이상아 40유로이다.

37) 노르웨이, 덴마크가 4%가 넘어서 가장 높음.

38) 핀란드는 105일1)간의 출산 휴가와 158일의 부모휴가가 주어진다. 부모휴가는 다산아 출산시

아동당 60일이 연장됨. 아버지는 어머니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 18일을 아버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수당을 받음. 출산휴가와 부모휴가는 최소액이 할 15.2유로이나 모두

소득수준과 연계됨. 이는 조세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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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5〉 부모 비용 지원 방식 분포(2006)
단위: %, 가구

구분 부모휴가수당 가정양육수당 공공보육시설 공공가정보육 사립보육 기타 계

3세 미만 28.9 41.5 11.7 11.1 2.4 4.4 100.0

7세 미만 12.5 25.8 32.4 13.4 3.8 12.1 100.0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2006). Finland's Family Policy. http://www.stm.fi

다음 소수이지만 사립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으로 기본 수당이 자

녀 1인당 2011년 160.64유로에다 소득 등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되는데 가산금의 최

고 액수는 135.09유로이다. 즉, 정부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을 주는 방식으로 부모 부담을 보조한다.

차. 노르웨이
노르웨이도 다른 노르딕 국가와 마찬가지고 보육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책임

진다. 노르웨이는 2004년에 비용 상한제를 도입하여 2011년 현재 월 2,330크로네를

상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모 부담이 총 비용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88%가 이 상한선을 지키고 있다. 방과후 보육 부모비용은 지방

정부가 결정한다.

시간당 부모 비용은 <표 Ⅲ-2-16>과 같다.

〈표 Ⅲ-2-16〉 연령별 시간당 이용 비용 (2010)
단위: NOK

구분 0-2세 3세 4-6세

유아원 83.68 62.76 41.84

가정보육 59.67 44.76 29.84

주: 2011년 9월 현재 1NOK(크로네)는 약 196원임.

자료: http://www.ssb.no/english/subjects/04/02/10/barnregnp_en/tab-2011-06-28-02-en.html

2011년 가구지출조사에 의하면 가구의 공공기관 월 지출 비용 평균은 2,298크로네

로, 소득별 차이를 보면 25만크로네는 2,090크로네, 소득 37만5천크로네는 2,229크로

네, 소득 50만크로네는 2,270크로네이다. 여기에는 급간식비나 기타 부대 비용은 제

외된다. 노르웨이 부모 부담정도는 지역 차이가 있는데, 이는 남부 및 동부 지역에

서는 비용에 소득격차를 두나 북부에서는 일정한 비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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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영유아 공공기관 중 식비나 기타 부대비용을 징수하는 비율은 94%인데,

2011년 1월 기준으로 한자녀의 부대 비용은 203크로네로 조사되었다. 사립 기관도

80%는 급식비 등 부대비용을 장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설의 운영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부모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정부 지원은

사립과 공립에 거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2010년 현재 사립시설도 부모부담은 19%

정도로 공립과 동일하고 국가가 60%, 해당 지방정부가 23%를 지원한다. 이는 최근

영유아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결과이다(표 Ⅲ-2-17 참조).

〈표 Ⅲ-2-17〉 사립기관 운영 재원(2010)
단위: %

구분 부모 정부 지방정부 타 지방정부 기타

비율 19 60 23 1 2

자료: Statistics Norway(2011). http://www.ssb.no/barnregnp_en/tab-2011-06-28-01-en.html

영유아 서비스에 투자하는 비용은 2004년 기준으로 GDP 대비 1.7%로 추정된다.

이는 덴마크 2.1%, 스웨덴 1.9% 정도 보다 낮으나 핀란드의 1.1% 보다는 높은 수준

이다.



Ⅳ. 양육수당

1. 우리나라 양육수당 실태

가. 양육수당 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은 영아 양육수당과

농어민 양육수당 두 가지이다.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24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친권자 및 후견인, 그 밖에 사실상의 보호자에게 지원되었다. 지원대상은 차

상위 이하 가구이며, 아동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 2011년 양육수당은 대상

이 차상위계층 이하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액수도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원 2세아 10만원으로 차등화되었다.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기

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원 아동, 양

육수당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제외된다.

농어민 양육수당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자(1자녀 기준)로39)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로 시설이용시는 정부지원

단가의 70%, 시설미이용은 정부지원단가의 45%를 지원한다. 만5세는 각각 100%,

50%를 지원한다. 수혜자는 시설 이용자가 연 평균 22천명, 시설 미이용자가 연 평균

19천명 정도이다.

나. 양육수당 지원 실적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2010년에는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 5만 1,800여천명이 지원

39) 2자녀는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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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0~1세 아동 대비 5.8%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5세

미만아동의 상대빈곤율을 10.4% 정도로 추정할 경우(보건복지부 서울대, 2006) 대상

자의 약 반 이상이 지원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에는 9만8천명40) 정도가 지원

받을 것으로 산정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 아동 규모를 11만 4천명으로 추정하였

으나 집행률이 저조하여 2011년 하향조정한 것이다. 소요예산은 2010년 657억원에

서 2011년 897억원으로 36.7%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전북이 아동수의 10%가 넘는 반면에 서울은 3.5%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기도도 3.9% 수준이다.

〈표 Ⅳ-1-1〉 시‧도별 차상위 계층 이하 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 규모: 2010
단위: 명, %

구분 0세 1세 전체

수
0세아 수

대비 비율
수

1세아 수

대비 비율
수

0-1세아 수

대비 비율

전국 24,447 5.5 27,391 6.2 51,838 5.8

서울 2,572 3.0 3,393 4.1 5,965 3.5

부산 2,001 7.8 2,138 8.7 4,139 8.2

대구 1,875 9.6 2,291 11.7 4,166 10.7

인천 1,686 6.8 2,054 8.3 3,740 7.6

광주 1,054 7.8 1,134 8.3 2,188 8.1

대전 1,219 8.9 1,220 8.7 2,439 8.8

울산 383 3.5 465 4.3 848 3.9

경기 4,572 3.9 4,960 4.2 9,532 4.0

강원 706 5.9 867 7.2 1,573 6.5

충북 898 6.3 1,057 7.6 1,955 6.9

충남 1,060 5.4 1,156 5.9 2,216 5.6

전북 1,569 10.2 1,520 9.9 3,089 10.0

전남 1,236 7.8 1,278 8.2 2,514 8.0

경북 1,498 6.7 1,744 7.9 3,242 7.3

경남 1,519 4.9 1,686 5.5 3,205 5.2

제주 599 11.1 428 7.8 1,027 9.4

법정 보육료

지원 아동수
2,463 5,171 7,634 7,634

주: 법정저소득층 아동에는 한부모 가족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동, 모부자 시설,

미혼공동 생활가정, 여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입소 f아동도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40) 영아는 0세 77.8%, 1세 64%, 2세 44.7%가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으로 가정하고 420,000명, 1

세 330,00명, 2세 230,000명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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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자녀 지원액은 2010년 812억원이고 2011년 예산은 619억원이다. 그러나 여

기에는 시설 이용자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2. 외국의 양육수당 사례
자녀 양육과 관련한 대체 수당에 한하여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체의 대

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체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노동에 대한 대체이다.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체로는 핀란드와 노르웨

이의 사례로 일정 기간 동안의 유급 육아휴가 이후에 적용된다. 최근에 일부 스웨덴

의 지방정부가 도입하고 있다. 두 번째 어머니의 근로에 대한 대체 수당은 출산 이

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사례를 볼 수 있다.

가. 보육서비스 대체 양육수당
1) 핀란드: Child home Care Allowance
앞에서 보육비용 지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란드에서는 유급 출산 및 부모휴

가 이후 만3세 이하 영아기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부모

가 아동을 집에서 보육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양육수당을 지

원 받는다. 이러한 제도는 199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전체적인 보육지원 방식의 하

나이다. 사립시설 이용시에는 보육료를 수당형태의 현금으로 지원한다.

고용이 보장되는 육아휴직(child care leave)을41)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이후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이 때 자녀를 본인이 직접 양육

하기를 원할 경우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3세미만 혹은 취학연령의

자녀를 위한 시간제 육아휴직(part-time child care leave)제도도 있고, 이 기간 동안

부분적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수당 지불 조건은 부모 직접 양육이

아니고 공적, 사적 보육서비스 미이용 이다. 따라서 부모가 아닌 보육모를 이용할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불한다. 금액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본 금액 이외에

가족규모나 월급에 따라 금액이 추가된다.

2011년도 현재 기본 양육수당은 매달 315.54유로이다. 시설보육 서비스 이용 보조

41) 부모가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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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60.64유로에 비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 수준이 높다. 양육수당은 자

녀수와 소득에 따라 추가된다. 3세이하 자녀는 한 명당 94.47유로, 3세 이상은 60.70

유로가 추가된다. 소득에 따라서 추가되는 금액은 한명의 자녀에게만 지급되는데,

매달 168.86유로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단축형 부분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한 달에 90.36

유로를 받는다.

아동양육수당은 출산 및 부모 휴가 수당과 다르게 조세 대상 수입으로 사회보험

기관(Social Insurance Institution)에서 지불한다.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지불된다.

2010년 기준으로 가정 양육수당 받은 가구는 65,578가구로 가구당 평균 383유로를

받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사립시설 이용자는 13,998명으로 가구당 평균 202유로를

받았다. 시설과 직접 양육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가구도 13,998가구이다.

〈표 Ⅳ-2-1〉 핀란드 아동 보육 관련 보조금: 2011 
단위: €/월

구 분 사립시설 미이용 사립시설 이용 부분 양육 보조금

아동 1인당(2011) 315.54 160.64 90.36

- 3세 미만아 추가시 94.47 - -

- 3세 미만아 추가시 60.70 - -

- 부가 168.86 - -

기구 수 (2010) 65578(3.9) 13,998 11825

가구당 평균(2010) 383 204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1). Families with children. http://www.stm.fi

참고로 핀란드도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이 많은 국가인데, 대표적으로 보편적 아

동수당은 아동 출생순위에 차이가 나고, 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 1인당 46.79유로

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표 Ⅳ-2-2 참조).

〈표 Ⅳ-2-2〉 핀란드 아동수당 : 2011 
단위: €/월

구 분 첫자녀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

이상

한부모 가족 아동

1인당 추가 지원금

지원기준 100.40 141.56 141.56 162.15 182.73 46.79

자료: Ministry of Finance(2011). Budget revie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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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르웨이: Cash benefit for parents with small children
노르웨이에서도 부모에게 부모의 육아휴가가 끝난 후, 1, 2세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수당제도(Cash benefit for parents

with small children)'를42)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9년부터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대하여 보육시설에 보낼지 부모가 직접 돌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원 대상은 1~2세 자녀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고 부모가 직

접 양육하는 경우와 취학전 입양 아동으로 최대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수당

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주당 33시간 미만이하로 시간제(part-time)로 이용하

는 경우에도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표 Ⅳ-2-3〉 노르웨이 주당 공공보육시설 이용시간별 영유아 현금수당 규모(2007)
단위: %, 가구

구분 미이용 8시간 이하 9-16시간 17-24시간 25-32시간 33시간 이상

비율 100 80 60 40 20 0

연 지원액(NOK) 39,639 31,704 23,784 15,852 7,932 -

자료: 노르웨이 아동평등부(2007). The Rights of Parents with Small Children. http://www.regjeringen.no

현금수당 금액은 국회(the Strorting)가 정하며 비과세 대상이다. 2007년도 기준으

로 공공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39,639크로네(한달 412유로)를 국가로 부터 지원받

다.

이 수당은 아동법(the Children's Act)에 근거하여 부모가 합의하여 나누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될 경우 아동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지불된다.

<표 Ⅳ-2-4>를 보면 1, 2세아의 2/3가 국가 지원 영유아기관 서비스 대신 양육수

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차이는 거의 없고, 자녀수는 한

자녀일 때 비율이 다소 높으며,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상태가 85%로 가장 높

고, 다음이 휴직, 주당 37시간 이하 근로의 순이다.

42) 자료에 따라서는 ‘cash for care’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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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노르웨이 제 특성별 양육수당 수혜 비율: 2010
단위: %

구분
1-2세

전체

연령 6세 미만 자녀수 모의 근로시간

1세 2세 1명 2명 3명
주 37시간

미만

주 37시간

이상
휴직 미취업

비율 68 68 67 71 66 64 61 44 69 85

자료: Statistics Norway(2011). Children aged 1-2. Proportion of children in different groups for whose

parents recive cash-for-care http://www.ssb.no/kontantstotte_en/tab-2011-05-02-04-en.html

<표 Ⅳ-2-5>는 자녀 연령별로 양육수당 수혜자의 수당 미지급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인데 34%가 양육수당을 주지 않아도 기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

다. 이는 아이를 직접 부모가 기르는데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책임감을 나타낸다

하겠다. 어머니의 근로 특성별로 보면 근로시간이 주당 37시간 이상인 부모가 기관

서비스 이용 의사가 63%로 가장 높다.

〈표 Ⅳ-2-5〉 노르웨이 자녀 연령별 양육수당 수혜자의 수당 미지급시 서비스 이용 
의사: 2010

단위: %

구분
1-2세

전체

연령 자녀수 모의 근로

1세 2세 1명 2명 3명
주 37시간

이하

주 37시간

이상

유무급

휴가(직)
미취업

이용 41 42 39 44 40 20 43 63 49 25

미이용 34 34 34 32 35 40 33 5 35 40

모름 25 24 26 24 25 40 19 32 16 3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Statistics Norway(2011). Children aged 1-2. Proportion of children in different groups

whose parents want a place in kindergarten, if the cash-for-care will be discontinued.

http://www.ssb.no/kontantstotte_en/tab-2011-05-02-05-en.html

나. 어머니 근로급여 대체 양육수당
1) 프랑스
프랑스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직업활동을 못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그 축소 정

도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직업활동 선택보조금으로 프랑스

의 수당체계의 하나로 아동보육수당 중 기초수당(L’allocation de base)과 연동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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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두 가지로 운영된다

가) 직업활동 선택보조금((La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이는 첫 번째 아이 혹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

금”은 아이를 기르기 위해 직업활동을 중지하거나 노동시간이 감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수급조건은 3세 미만의 자녀이거나 20세 미만의 입양아여야 한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지했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첫

째 아이만 있는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적어도 24개월의 노후분담금, 둘째 아이

를 낳았다면 최근 4년 이내에, 셋째 아이부터는 최근 5년 이내에 노후 분담금을 지

불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병가, 출산휴가, 직업교육훈련휴가, 실업휴가(첫째

아이는 해당되지 않음),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지급기간 등은 모두 일을

한 시간에 포함된다.

수당지급액수는 2011년 기준으로 직업활동을 완전히 중지한 경우 매달 379.79유로

를 받으며, 이 때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60.40유로를 받는다. 파트타임 근

무를 하고 있거나 그 이하의 시간으로 근무할 때 매달 245.51유로를 지불 받으며 기

초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426.12유로를 받는다. 근무시간의 50~80%를 일하고 있는 경

우에는 매달 141.62유로를 지급 받으며 기초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322.24유로를

받는다.

수당지급기간은 한 명의 피부양자 자녀가 있을 경우 출생일부터 혹은 모성이나

부성육아휴가, 입양휴가 혹은 병가가 끝나는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두 명

이상의 피부양자 자녀가 있는 경우 막내아이의 세 번째 생일 전날까지 지급된다.

구분 100% 감소 50%이하 감소 50%초과 80% 이하 감소

기초수당 미지급시 560,49 426,12 426,12

기초수당 지급시 379,79 245,51 141,62

〈표 Ⅳ-2-6〉 직업활동 자유선택 보조금
단위 : €

자료: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2011). Vos prestation 2011.

기초수당은 자녀를 위한 교육관련 지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수급

조건은 출생의 경우에는 3세 미만이어야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이어야 한

다. 또한 2009년 소득이 자녀양육수당 수급조건 소득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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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유아환영정책
(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 출생 입양 특별수당
(La 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

- 2번째 이상아부터 시작, 아동수에 따라 차별

- 기초수당(L’allocation de base) - 자산조사에 의하여 3세 이상 3자녀 이상 가
족에 추가 지급

- 2000년 상한 연령은 20세에서 21세로 확대

-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보조금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 가정탁아모 및 내니를 고용한 경우 가구소득
별 차등 지원

-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La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 자녀양육을 위하여 취업을 중단한 경우, 시간
제 근무 및 직업 훈련 시에도 지급

- 종전 취업 증명서 제출

년 월 181.52유로이다.

나)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La comple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e)”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La comple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e)은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혜택보다 짧은 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수급조건은 자녀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최

소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종적인 선택은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이거나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인데,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

택 보조금”의 전체 금액이나 부분적 금액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직업활동의 자유

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을 중간에 포기 할 수 없다.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의 수당액수는 기초수당을 받

고 있지 않을 경우는 801.39유로이며, 기초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620.78유로이

다. 동 수당은 아이의 첫 돌 1개월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 입양일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될 수 있다. 모성육아, 부성육아, 질병 등에

대한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을 받는 경우, 이 “매일 수당”이 끝

나는 달부터 아이의 출생이나 입양의 첫 돌 1개월 전까지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

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

한 선택적 보조금”은 다른 보상금 제도들과 병행 될 수 없다.

〈표 Ⅳ-2-7〉 프랑스 가족기금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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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 계속)
구 분 내용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
(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Ajpp)

-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떄, 또는 장
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 대상

- 20세 미만, 치료기간을 명시하는 의료증명서
제출

- 월 결근횟수(최대 22일)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부부 1일 41.79유로, 한부모 49.65유로

- 그외 병원비 등 월 106.88유로 보조금 지급

장애아 교육수당(L’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Aeeh)

- 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의 교육과 치료에
드는 비용 보조

- 국가 및 의료보험제도,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전액 무료 기숙학교 미이용자 대상(방학, 주
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월 126.41유로를 기본으로 조건에 따라 보조
금 추가

가족지원수당(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 한부모 또는 부모 없는 가정 자녀 수당

개학수당(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 한자녀 가정에 한하여 학교에 입학 첫해 수
당 1999년부터 실시

- 가족수당, 주택수당 장애성인 수당 수급자에
적용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 Af) - 두 자녀 126.4 유로, 세 자녀 288.38 유로, 이
후 각각 161.97 유로가 추가되며, 11세와 16세
아이에는 35.55 유로, 14세 및 16세 이상은 각
각 63.21유로가 추가

가족보조금(Le complément familial) - 장애아동 양육 수당

주택보조금(Les aides au logement, Apl(개별화
된주택수당)CR, Alf(가족주택보조금)CR, Als(사
회보장부택보조금

- 저소득층 부모 대상 무주택자 혹은 주택자금
대출 상환자에 대한 지원금

성인장애자수당(L’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 최저 소득 대상 한부모에 13개월 또는 만 3
세까지

현재 연대책임자 수당(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 고아를 부양하는 모든 가정이나 부모에 지급

연금보험과 건강보험(Assurance vieillesse et
couverture maladie

- 연금보험: 다자녀, 또는 장애아를 돌보기 위
해 그만 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부모 대상

- 건강보험:

가족옹호사회활동(L’action sociale en faveur
des familles)

-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조금 지원

- 여가생활, 어린이교육, 전문가 참여를 통한
가정 보조 등 부모 지원

자료: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2011). Vos prestation 2011.

프랑스는 현금과 서비스와 조세가 균형을 이루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이

다. 참고로 프랑스의 가족기금에 의한 지원을 <표 Ⅳ-2-7>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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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독일 연방정부의 가족수당은 보편주의적 성격으로,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

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가족성과보상(Familienleistungsausgleich)

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소득분배를 가족을 위한 국가적 정책차

원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아동수당(Kindergeld)과 자녀세금공제

(Steuerfreibeträge)가 중심이 된다.

독일은 보편적 아동수당과 별도로 양육수당(Child rearing benefit)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1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취업하고 있는 부모에

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 부모는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최고

307유로, 연간 7,368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규급여와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매달 최고 460유로, 연간 최대 5,520유로를 받을 수 있는 대안급여 중 선택이 가능

하였다. 당시 연간 총소득이 부부의 경우 51,130유로 이하이거나 한부모인 경우

38,350유로 이하이면 자녀의 생후 6개월까지 양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7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자녀가 한명일 경우에는 연간 총 소득이 16,470유로 이하인 경우에 대

하여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16,470유로 이상 23,5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받는다. 또한 둘째 자녀이상의 경우 2001년도 출생한 경우 연간 부부의

경우 연간 총소득의 상한선이 18,924유로로, 한부모인 경우에는 15,952유로로 조정된

다. 둘째 자녀가 2002년도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상한선이 19,267

유로, 한부모인 경우에는 16,295유로로 조정되며, 2003년도 출생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경우 19,610유로, 한부모인 경우 16,638유로로 조정된다. 즉, 2001년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는 연간 총소

득의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방주마다 각기 다른 액수와 기간

에 대한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법 개정으로 양육수당(Child rearing benefit)을 없애고 부모수당

(Parental allowance) 제도를 도입하였다.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의 부여에 관한 법

률(Parenting Allowance and Parental Leave Act) 에 의하여 자녀 출생 후 출생이전

소득의 67%에 해당하는 비용을 12개월 동안 최소 300유로에서 최대 1,800유로까지

지원한다. 소득대체율은 높이고 기간은 축소하였다. 자녀 출생 이전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300유로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200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아동에

게 적용되며, 소득이 줄어들고 배우자가 자녀양육에 관여할 경우 2개월까지 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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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한부모는 14개월까지 지원한다. 부모수당 수혜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

할 수 없다.

참고로 보편적 아동수당은 1954년 처음 제도화한 이후 연방정부아동수당법

(Federal Child Allowance Act)에 의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제공된다. 2010년

현재 자녀수에 따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녀에게는 164유로가 지급되고 세 번째 자

녀에게는 매월 170유로가 지급되며 네 번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매월 195유로가 지

급되고 있다. 대상아동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임의로 사회봉사를 할 경우 가구

당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7세까지 연장 지급된다. 또한 아동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연령제한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수준

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동수당의 운영은 연방정부의 재정부에서 총괄하고 가족기

금의 명칭으로 노동청이 관여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의 재정은 전액 연방정부에서 국

비로 보조한다.



Ⅴ. 맺는 말

이 글은 보육서비스 공급 유형 및 공공보육시설 설치 운영, 보육비용 지원 유형

및 수준, 양육수당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은 5.2%, 이용 아동은 10.8% 정도에 불과하고, 법

인이 각각 3.9%, 8.9%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공급자에

의한 보육이다. 부모 보육료는 현재 아동의 70%까지 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저소득층 영아가 대상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로 민간 공급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시도한다. 최근 들어서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 대폭 확대와 같은 확대일로의 정책들이 주장되고 있다. 보육

의 사회적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기본적 방향성 없이 각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향으로 이해된다.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들은 보면 설치와 지원은 보육에 대한 기본 철학과 일관성

을 갖는다.

노르딕 국가와 보수주의 국가, 일본 등은 공공시설이 80% 이상인 국가도 있고, 다

수는 공공시설이 최소 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도 법인, 단체 등으로 비영리로 운

영된다. 반면에 영미국가들은 공립시설 비중은 미미하고 대다수가 사립시설들이지만,

비영리 운영 비율이 높다. 미국의 경우도 정부를 통한 설치 운영 비율은 낮으나, 종

교단체,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 등 비영리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비율이 모두

6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 캐나다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소수이지만, 전체

기관보육서비스의 약 68% 가량이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보육비용 지원도 이러한 설치 운영과 같은 맥락에서 공공, 비영리시설이 많은 국

가가 시설보조금으로 보육료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시장에 기반을 둔 국가들의

지원은 부모보조금이나 조세방식으로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유급 부모휴가 이후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체로 핀란드와 노르웨이

의 사례를 볼 수 있고 최근에 일부 스웨덴의 지방정부가 도입하고 있으며, 출산 이

후 어머니 근로에 대한 대체 수당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정책은 영아는 부모가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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