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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ECD는 회원국의 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 정책과 그 실행 과정을 보다 

효과 으로 리하는 략 개발을 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사업 

(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을 추진  

하게 됨.

◦ 질 향상 사업은 30여개국 표로 구성된 OECD 교육정책 원회(the OECD 

Education Policy Committee)에 의해 2010-2011년도 OECD의 최우선 신규

사업으로 선정됨. 

◦ OECD는 1998년〜2006년에 22개 회원국을 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주제검토사업(Thematic Revie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을 추진하여 참여국에게 정책 수립  실행 ‘내용’을 심으로 권고안

을 제공하 으며, 사업결과물로 Starting Strong I(2001)과 II(2006)을 발간함. 

◦ 본 신규사업에서는 질 향상을 한 효과 인 정책 추진 ‘방법과 략’에 

을 맞추어 회원국들 간의 정보 공유를 진하고 비교‧분석하고자 함.

□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 결과물을 산출

하고자 함

◦ Quality Tool Box: 질 향상을 한 회원국의 다양한 정책 략을 수집하여 

주제별로 비교‧분석함 (이는 Starting Strong III로 발간됨) 

◦ Country Policy Profile: OECD는 질 제고를 한 핵심 주제로 1) 교육과정, 

2) 교사, 3) 가족(부모) 참여를 선정함. 이 세 가지 주제 , 각 회원국이 

선정한 특정주제에 하여 집  조명함. 

 -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을 주제로 선정함. 

◦ Policy Forum: OECD는 문가 을 구성, 회원국을 방문하여 그 국가의 정



책 안에 한 정책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주요 계자들 간의 심도 있는 

화의 장을 제공함.

◦ Round Table Discussion  사업결과보고 회의: 회원국 정부의 고 공무원

을 상으로 질 제고 사업의 주요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각 국가차원에서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한 방향 설정  략 수립을 지원하

고자 함. 

□ 본 연구의 목 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한 1) 우리나라의 정책 

략과 사례 자료 작성  OECD에 제출, 2) OECD 회원국들의 정책 략 

(Tool Box) 검토, 2)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로 일(Country Policy 

Profile) 련 정보 제공  OECD로부터 획득한 정책 로 일 분석, 3) 사

업결과보고회의 참석을 통한 우리나라 정책 수립과 실행에 주요 사업결과 

활용방안 모색에 있음.

  *정책포럼(Policy Forum)은 5세 리과정 운 의 질 제고를 주제로 본 연구와  

연계하여 별도로 개최됨.

나. 연구 내용

□ OECD가 제시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한 8가지 정책 주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자료 분석  ( 문)작성

◦ 8가지 정책 주제: 1) 정책 목표와 2) 규정, 3)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4) 교

사 자격기   교육, 근무여건 개선, 5) 가족 참여와 6) 지역사회의 참여, 

7) 자료수집과 연구  8) 질 모니터링

□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질 향상을 한 다양한 정책 략과 도 과제

(Quality Tool Box) 검토  분석  

□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로 일(County Policy Profile)을 한 련 

정보 제공  선정국가(핀란드, 국, 뉴질랜드)와의 비교분석

□ 향후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한 정책  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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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방법

□ OECD 본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질 향상 사업에 참여

 ◦ OECD ECEC Network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연2회의 ECEC Network 

정기회의에서 질 향상 련 정책 략을 회의 주제로 채택하여 집  조명하

고 질 향상 사업의 추진 경과를 검함

□ 연구 의체 구성  운

◦ 계부처(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학계와 장 계자 등으로 구성, 연

구진과의 조 체계 하에 우리나라 제출 자료와 OECD가 제공한 County 

Policy Profile 검토  의견 개진

□ 련 문헌 검토  통계자료 분석

 ◦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지표 련 정보  통계 황(실내외 면 , 교사  

아동 비율, 교육과정 주요 요소, 교사 여 수  등) 

◦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정책  우수 사례 

□ OECD 질 향상 정책 략(Tool Box) 련 우리나라 자료 문 작성  제출  

 ◦ 상기 8가지 정책 주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요 정책 략과 우수 사례, 도

과제와 정책  교훈 등에 한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의 최신 자료를 균형 있

게 작성하여 OECD에 제출   

□ 우리나라 정책 로 일(Country Policy Profile)을 한 련 정보 제공  

OECD에 제출, OECD가 작성한 안에 한 검토  피드백 제공 

□ OECD ECEC Network 회의(질 향상 사업 회의) 참석을 한 해외출장 실시

◦제9차 ECEC Network 회의

 - 2011. 7. 6(월)-9(수), OECD 리 본부

◦질 향상 사업결과보고 회의  제10차 ECEC Network 회의

 - 2012. 1. 23(월)-25(수), 노르웨이 오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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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사업 
가. 개요 및 추진 경과
□ 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만3-5세 유아를 상으로 보편  서비스 기회 

제공의 목표를 이미 달성하여, 이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한 정책 마련

에 주력하게 됨.

□ 이에, OECD는 회원국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을 한 효과 인 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구축한 OECD 

유아교육과 보육 네트워크(OECD ECEC Network)과 연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질 향상(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됨.

□ 추진 경과: 1) 1단계: ECEC의 질 개념화 작업(‘09. 5월), 2) 2단계: ECEC 핵

심 정책문제 규명(‘09. 12월), 3) 3단계: OECD의 각국 련문헌 검토(‘10. 상

반기), 4) 4단계: 각 국가 질 지표  정책과 실제 련 자료 수집(‘10. 하반

기), 5) 5단계: 정책 안  실제 분석을 한 참여회원국 방문  정책 포

럼 개최 착수(‘11. 상반기), 6) 6단계: 결과보고서 Starting Strong III  국

가별 Country Policy Profile 발간(’12. 상반기)       

나. OECD 유아교육과 보육 네트워크
□ OECD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주제검토사업(Thematic Revie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1998〜2006)을 종료하면서 참여국 표들

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형성된 데이터 베이스와 네트워크를 사업 종료 후

에도 지속하기를 희망함. 

◦ 이에 OECD 교육 원회에서 후속사업으로 'Starting Strong Network'를 제

안, 추진함(Follow-up to Start Strong II: Proposal for a network on ECEC 

policy knowledge base, 2006. 3월).

□ ECEC Network는 회원국의 지속 인 자료 업데이트를 통한 일종의 자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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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clearing house)로써 기능하고 동료학습의 형태로 후속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주요 분야 규명 등의 역할 수행을 목 으로 함. 

◦ 연2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2007. 6월〜2012. 1월, 총 10회), 평균 25여개

국의 회원국이 참석함. 

◦ ECEC Network의 의장국은 노르웨이(2011년에 미국으로 변경), 부의장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포르투갈, 멕시코임. 

 - 의장국과 부의장국 표는 Network Bureau Member로서 회의주제에 한 

사 , 사후회의 debriefing, 정기회의 소집단 토론 리더 역할 수행  온라

인 토론을 통한 Network의 반 인 운 에 여함.

다. OECD-Korea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포럼 개최
□ ‘5세 리과정’ 도입 발표(‘11.5.2)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아에게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한 ․장기 후속계획

을 수립하고자 함

◦ OECD 국가들의 교육과정 구성․운 지원 정책 비교·검토  우리나라에  

합한 질  제고방안 모색의 필요  구체  소통의 장 마련 

□ OECD- Korea 정책포럼 개최 결과, 리과정 시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 사항과 시사 을 도출함.  

◦ 교사연수의 내용과 상의 선정, 구체 인 연수 방법에 해 의함.

 - 유아교육과 보육의 연수는 달체계의 차이일 뿐이므로,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연수가 요구됨

 - 교사교육  연수 시간의 부족은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나는 보편  문제

임. 사  연수와 더불어 분기나 학기별로 리과정 담당교사 간 워크 을 

통해서 상호 장운 에 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함.

◦ 5세 리과정 운 의 질 리체계로 모니터링과 평가체제 구축이 필요함.

 - 평가를 통한 질 리는 OECD의 모든 국가의 공통 문제임. 기존 유아교육

과 보육 평가체계(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언

됨. 유치원의 장학지도 활용 방안을 극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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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리과정을 안정 으로 시행하기 해서는 향후 3-4세에게도 리과정 

확   등교육과정과의 연계, 나아가 아보육과정과의 연계로 인 발

달을 고려한 연속 인 과정으로 운 되어야 함.

◦ 기타 다문화가정 유아 상 교육 강화, 서비스 이용  운  시간의 차이

를 고려한 기본과정에 한 개념 정립 등이 요구됨.  

라. OECD-노르웨이 유아교육과 보육 정부고위직 회의
□ ‘강한 출발: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한 정책 실행(Starting Strong III: 

Implementing Policies for High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을 주제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36개국 표단이 참여하여 개최됨.

◦ OECD는 회원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우수정책 사례로 우리나라의  

‘만5세 공통과정 도입( 리과정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질 보장)‘과 노르

웨이의 ‘교사 문성 제고 정책(Competent Staff: Pedagogical leadership)’

을 소개함. 

◦ ECEC 투자는 유아 발달과정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더불어 여성 사회활

동의 뒷받침이 되고 있음. 정부 계자  일반 에게 ECEC 서비스의 확

  질 향상의 필요성에 하여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질 향상 사업의 결과물로 Starting Strong III 발간

◦ Starting Strong III는 각 국가의 서로 다른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  단계에

도 불구하고, 질 향상을 하여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효

과 인 정책수단을 제시함: 1) 정책 목표와 규정, 2)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3) 교사 자격기   교육과 근무여건 개선, 4) 가족과 지역사회 참여, 5) 

자료수집과 연구  모니터링

 - 각 정책수단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1) 이론  배경, 2) 국제비교자료, 3) 

도 과제와 략, 4) 정책  교훈, 5) 자체 검을 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함. 

3.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프로파일
가. 목적 및 구성
□ 유아교육과 보육은 사회 ·경제  이익창출, 평생교육에 있어서 더 나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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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성취, 교육  불평등과 빈곤 퇴치, 그리고 세 간의 사회  유동성 증

진과 같은 효과들을 가져옴. 이러한 사회 ‧경제  이득은 유아교육과 보

육의 질과 한 련이 있음.

□ 우리나라는 교육과정과 학습기  개발  실행을 정책 로 일의 주제로 

선정함. 주요 비교 상 국가는 국가수 의 공통과정을 시행하며 유보 일원

화체제 국가인 핀란드, 뉴질랜드, 국으로 선정함. 

□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정책 로 일은 1) 우리나라의  정책 성과와 정책 

수행 수 , 2) 교육과정  학습기 의 설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 3) 

선정된 국가( 국, 핀란드,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공통과정 비교, 4) 정책

역의 비교검토, 5) 도 과제와 략으로 작성되어 있음. 

나.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투입과 성과
□ 우리나라는 아동 련 반 인 성과지표에서 OECD 평균 이상이거나 근

한 수 을 나타냄.

◦ OECD 평균이상 는 평균의 정책 수행 수 을 나타낸 지표는 신생아 생

존율, 18세 미만 아동빈곤율, 3세 미만, 3세, 5세의 서비스 이용률, PISA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수임.

◦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지표는 출산율, 여성취업률, 남녀 정

규직 임 평등비율임. 

□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  개선 고려 사항은 1) 여성취업률 증진, 2) 남녀임

격차 해소, 3) 유치원 교사  아동 비율 감소와 4) 보육교사의 자격기  개선임.  

□ 근래 정책개입의 원칙은 소득 심의 사회복지 모델로부터 생애주기 , 인

자본개발 모델로 환됨. 유아교육과 보육은 생애주기  모델에서 요한 역

할을 함.

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 우리나라는 최근 모든 5세를 한 공통과정인 리과정 시행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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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는 유치원에서는 유치원교육과정을, 어린이집에서는 표 보육과정을 

실행하 음. 

□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투입 요소와 성과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음(즉, 상된 

ECEC 기 과 교사의 수행정도, 교육과정이 근거한 가치 과 원칙, 한 

상된 아동 성과). 핀란드와 뉴질랜드, 국(스코틀랜드)는 통합된 ECEC 교육

과정을 실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다른 OECD 국가와 같이 인지학습과 사회정서  요소

가 결합되어 있으며, 문해, 수, 신체활동, 과학, 미술, 놀이, 음악, 실질 인 

기술( : 손씻기) 등과 련된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특히, 한국은 유아에

게 외국어와 테크놀로지에 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하나임. 

□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에의 시사 은 1) 교육과정 

근방식 검토,  2) 등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3) 최신 정책연구결과를 반

함으로써 교육과정 내용에 한 재검토, 4) 유아의 행복,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고찰, 5) 교육과정에 한 부모의 기 , 6) 유아의 

건강, 유아기에 있어서 ICT 사용 등과 같이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에 한 

논의, 7) 유아교육과 보육 교직원의 리더십과 리 역량 증진 등임. 

4.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 질 향상 정책 
□ 국가마다 정책 개발과 실행 단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효과 인 다섯 가지의 공통 핵심 정책 

수단을 제시함.   

◦ 정책 수단 1: 질에 한 목표와 규정 설정 

 - 명확한 질 목표와 최소 기  설정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움. 연

구결과에 의하면, 명확한 질  목표 설정은 정치  의지를 강화하고, 우선

순  부문에 략 으로 자원 배분하는 것을 도움. 

◦ 정책 수단 2: 교육과정과 학습기  개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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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과 학습기 은 유아의 학업 성취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 주요 도 과제는 1) 교육과정 목표  내용 정의, 2) 상 학교 교

육과정 연계, 3) 교육과정 개발  개정 시 교사와의 논의, 4) 교육과정의 

효율  실행, 5) 교육과정 내용과 운  평가임.

◦ 정책 수단 3: 교사 자격기 , 교육  근무여건 개선 

 - OECD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의 다양한 교사 자격기 을 제시함. 

교사 련 공통의 도 과제는 1) 교사 자격수  강화, 2) 자격을 갖춘 교사

의 임용, 유지  다양화, 3) 지속 인 교사 연수, 4) 사립기  교사의 질 보장임.  

◦ 정책 수단 4: 가족  지역사회 참여 

 - 부모와의 트 십 형성  지역사회의 참여는 교사가 유아에 한 지식과 

정보를 향상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함. OECD 국가들이 당면한 도 과제

는 1) 부모의 낮은 인식  동기 부족, 2)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정 상 

유아를 한 서비스 지원, 3) 부모의 시간 제약, 4) 부모간의 다양성  불

평등 발생임.

◦ 정책 수단 5: 자료 수집, 연구  모니터링

 - OECD 국가들은 7가지 모니터링 상 는 목표를 제시함: 1) 유아의 발달, 

2) 교사의 수행, 3) 서비스의 질, 4) 규제 순응도, 5) 교육과정 실행, 6) 부모 

만족도, 7) 교사인력 공   근무여건. 목 에 따라 면 , 찰, 표 화 검

사, 서비스 질 평정 등을 한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들이 사용됨.

5. 향후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유아를 한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1) 교육과정 근방식 검토,  2) 등교육과정과의 연계 강

화, 3) 최신 정책연구결과를 반 함으로써 교육과정 내용에 한 재검토, 4) 

유아의 행복,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고찰, 5) 교육과정에 

한 부모의 기 , 6) 유아의 건강, 유아기에 있어서 ICT 사용 등과 같

이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에 한 논의, 7) 유아교육과 보육 교직원의 리

더십과 리 역량 증진 등임. 

□  유아교육과 보육(ECEC) 서비스 질 제고를 한 가장 요한 정책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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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 교사, 즉 인력의 요성이 강조됨. 구체 으로 교사의 자격요건과 양

성과정, 연수, 월 수 과 근무환경을 포함한 근무여건의 개선이 요함.

◦ 모의 취업증가, 이주민 가족의 증가, 생애 기 서비스에 한 교육  

의 강조 등으로 ECEC 교사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역할의 수행이 양과 질, 

내용의 측면에서 강화됨. 교사 양성과정과 지속 인 연수교육의 제공이 

요함. 

◦ 교사의 질 리를 교사 개인의 직 교육, 즉 양성과정과 자격요건에 을 

두는 것도 요하지만, 직교사가 하나의 으로서 다양한 학력연한과 경

력, 사회문화  배경의 교사가 상호조력과 장 컨설 을 제공하며 력하

는 인 구성의 마련을 강조함.

◦ 우리나라의 경우 ECEC 질 제고의 인력 리를 해 양성과정과 자격요건의 

강화를 강조하나, 2012 OECD 보고서에서는 연수제공과 교사 수의 근로여

건에 해서도 강조함.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 으로 간과된 교사 티

칭제의 도입, 국가수 의 표 연수 개발, 연수기 의 다양화와 재정 지원, 

다양한 선이수과목 인정과 경력 인정안,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교사들의 교

직내 이동 수용과 경로의 마련이 요구됨. 

 □ 유아기 ECEC 서비스 질 제고를 한  다른 주요 정책수단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ECEC 과정 반에의 극 인 참여와 력을 제언하고, 이를 

도모하기 한 각 국 ECEC의 략과 노력을 제시함.

◦ 교육  에서 가정학습환경의 질과 가정 상호작용과 교육과정의 요성

을 논의함. 부모-교사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계의 질이 보다 요함. 아

동이 경험하는 환경은 가정과 ECEC 기 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이웃의 

양질의 환경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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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 지식경제  정보화 사회에서 육아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한 생애 기부터의 인 자원 개발에 주목하기 시작 

◦ 상당수의 OECD 국가들은 이미 만 3-5세 상의 보편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 제공을 달성하 으며, 질 제고에 지 한 정책  심과 노력을 경주하

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선진화정책, 아이사랑 랜 등으로 유아교육과 보

육의 질 제고를 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질을 보장하는 제도 , 기술  기

제에 한 련 연구가 부족하며 교육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의 복합 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질 제고에 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OECD는 회원국들이 보다 효율 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을 리하는 과 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자 ‘유아교육과 보육 질 제고(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됨.

◦ 질 제고 사업은 30개국 표로 구성된 OECD 교육정책 원회(the OECD 

Education Policy Committee)에 의해 2010-2011년도 OECD의 최우선 사업

으로 선정됨.  

◦ OECD는 1998년〜2006년에 22개 회원국을 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주제검토사업(Thematic Revie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을 추진하여 참여국에게 정책 수립  실행 ‘내용’을 심으로 권고안

을 제공하 으며, 사업결과물로 Starting Strong I(2001)과 II(2006)을 발간함. 

본 신규사업에서는 질 향상을 한 정책 ‘방법과 략’에 주안 을 두고자 함.

□ OECD ECEC Network과 연계하여 질 제고 사업에는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

은 3가지 핵심주제별로 참여하고 있음. 



2

- ii -

 ◦ OECD 신규사업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질 제고의 핵심으로 1) 교육과정, 

2) 교사, 3) 부모참여의 세 요소를 선정하여 집 조명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실행을 정책 로 일의 주제로 선정함. 

 - OECD국가들의 경우,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이루는 순서에 있어서 

부분 동일연령 상의 커리큘럼 통합이 우선 으로 달성되는 경향이 있음.

 - 련선행연구에서는 유치원교육과정과 표 보육과정은 내용체계상 큰 차이

가 없음을 지 하고 통합하여 운 할 것을 강조

 - 재 유치원교육과정과 표 보육과정이 모두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

로, 통합교육보육과정 개발  운  방안 마련은 시의 함.

□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정책 략과 사례 자료 작성  OECD에 제출

 ◦ OECD 회원국들의 정책 략 (Tool Box) 검토

 ◦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로 일(Country Policy Profile) 련 정보 

제공  OECD로부터 획득한 정책 로 일 분석, 

 ◦ 사업결과보고회의 참석을 통한 우리나라 정책 수립과 실행에 주요 사업결

과 활용방안 모색에 있음.

  * 정책포럼(Policy Forum)은 5세 리과정 운 의 질 제고를 주제로 본 연구와   

 연계하여 별도로 추진됨.

2. 연구 내용 
□ OECD가 제시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한 8가지 정책 주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자료 분석  ( 문)작성

◦ 8가지 정책 주제: 1) 정책 목표와 2) 규정, 3)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4) 교

사 자격기   교육, 근무여건 개선, 5) 가족 참여와 6) 지역사회의 참여, 

7) 자료수집과 연구  8) 질 모니터링

□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질 향상을 한 다양한 정책 략과 도 과제

(Quality Tool Box) 검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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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로 일(County Policy Profile)을 한 련 

정보 제공  선정국가(핀란드, 국, 뉴질랜드)와의 비교분석

□ 향후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한 정책  제언 제시

3. 연구 방법
□ OECD 본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질 제고 사업에 참여

□ 연구 의체 구성  운

◦ 계부처(교과부, 복지부), 국회의원(여야 교과 와 복지  의원), 학계와 

장 계자 등으로 구성, 연구진과의 긴 한 조 체계하에 운   

◦ 연구진 구성: 유아교육 문가 1인  보육 문가 1인

□ 련 문헌 검토  통계자료 분석

◦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본 통계 황(서비스 이용률, 기 수, 아동  교사 

수, 비용지원 등) 

◦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정책 이력  성과 련 문헌 분석

□ 정책 략(Quality tool box)  국가 로 일(Country policy profile) 작성

◦ 정책 략

- 질 제고를 한 성공 인 정책 수행을 한 실질 인 략 발굴 

  (국가별로 ECEC 서비스의 질 개념화  지표 악, 질 제고 정책 수행을 

돕는 도구, 체크리스트, 자료, 략 규명 등) 

◦ 국가 로 일 

- 국가별 정책  요구  정책 안 진단, 시간변인이 정책 실행의 효과에 

미치는 향 악, 정책실행의 장애요인( : 주요 계자들의 상충된 입장) 

규명 등

- 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로 일 획득을 통하여 정책의 우선순  

결정  이에 근거해 국정 과제로 반드시 채택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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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정책 수립  실행을 한 연구 수행을 정당화하고 략 추진에 

조력. 국제연구와 국가별 경험으로부터 증거에 기반한 정책 권고 제시 

□ OECD 주 의 방문 연수 실시

◦ OECD의 추천에 의한 정책포럼 개최 비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유   

부처 공무원  주요 계자 상의 OECD 방문 연수 

◦ OECD 교육국의 오리엔테이션  통합교육보육과정 우수사례 국가 방문, 

계자 면담  장 시찰

 - 방문국가: 국, 핀란드, 랑스 OECD본부 

□ OECD-Korea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포럼 개최

◦ 목 : 새로운 공통과정인 5세 리과정의 효과 인 실행을 돕기 하여 

OECD 문가가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다양한 주요 계자들 간의 

화를 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일 시: 2011. 9. 22(목)〜23( ) 

◦ 장 소: 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소세미나실

◦ 주 제: 5세 리과정 실행을 한 과제와 략

◦ 참석인원: 청자(총 92명)에 한해 참석 

   * OECD 문가 (총 4인)

- Dr. Deborah Roseveare(OECD 교육훈련정책국장, ECEC 네트워크 총 )

- Miho Taguma(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사업 책임자)

- Prof. Helen May(University of Otago 교수, 뉴질랜드 국가교육과정(Te   

Wh riki)개발자)

- Dr. Pamela Oberhuemer(독일 Independent Early Years Consultant,    

Director, State Institute of Early Childhood Research,  유럽 페스탈로

 교육 회장)  

◦ 진행 방식: 문가 발표  참여형 워크 (소집단 토론 형태) 

- 92명의 참석자를 3개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토론 실시

□ 자문회의  간담회 개최

◦ OECD 질 제고 사업 참여의 방향 설정과 특히, 통합교육․보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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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실행 계획 내용의 타당성과 실 성 등에 한 장 계자, 분야 

문가와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

□ OECD ECEC 질 향상 사업 회의 참석을 한 해외 출장 실시

◦ OECD ECEC Network 사업 제9차 회의 참석

- 일 시: 2011. 7. 6(월)〜9(수)

- 장 소: OECD 리 본부

- 주 제: 부모와 지역사회의 ECEC 참여(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 회의주제 련 국가자료 발표  질 향상 사업 추진 경과 공유

◦ OECD 정부고 직 회의  ECEC Network 사업 제10차 회의 참석

- 일 시: 2012. 1. 23(월)〜25(수)

- 장 소: 노르웨이 오슬로

- 주 제: 1) 정부고 직 회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한 정책 략 

           2) ECEC Network 제10차 회의- 정책연구의 질 향상(Advancing    

Research in ECEC)



- vi -

Ⅱ.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사업 

1.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가.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사업 추진 배경

□ 지식경제  정보화 사회에서 육아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한 생애

기부터의 인 자원 개발을 시함. 

◦ 상당수 OECD 국가들의 경우, 이미 만 3-5세 상의 보편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 제공을 달성하 으므로, 질 제고에 지 한 정책  심과 노

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이에 OECD는 회원국들이 보다 효율 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을 진하는 효과 인 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자 ‘유아교육과 보육 질 향상(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됨.

◦ 질 향상 사업은 30개국 표로 구성된 OECD 교육정책 원회(the OECD 

Education Policy Committee)에 의해 2010-2011년도 OECD의 최우선 사업

으로 선정됨.

□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사업의 4가지 결과물

◦ Quality Tool Box: 질 향상을 한 회원국의 다양한 정책 략을 수집하여 

주제별로 비교‧분석함 (이는 Starting Strong III로 발간됨) 

◦ Country Policy Profile: OECD는 질 제고를 한 핵심 주제로 1) 교육과정, 

2) 교사, 3) 가족(부모) 참여를 선정함. 이 세 가지 주제 , 각 회원국이 

선정한 특정주제에 하여 집  조명함. 

 -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을 주제로 선정함. 

◦ Policy Forum: OECD는 문가 을 구성, 회원국을 방문하여 그 국가의 정

책 안에 한 정책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주요 계자들 간의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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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장을 제공함.

◦ Round Table Discussion  사업결과보고 회의: 회원국 정부의 고 공무원

을 상으로 질 제고 사업의 주요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각 국가차원에서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한 방향 설정  략 수립을 지원하

고자 함. 

  

나. 추진 경과

 ○ 1단계: ECEC의 질 개념화 작업을 한 자료 비  토론 ('09. 5월)

 ○ 2단계: ECEC 핵심 정책문제 규명 작업을 한 자료 비  토론(‘09. 12월)  

 ○ 3단계: OECD의 각국 련문헌 검토  working paper로 요약(‘10. 상반기) 

 ○ 4단계: 각 국가 질 지표  정책과 실제 련 자료 수집 (‘10. 하반기) 

 ○ 5단계: 정책 안  실제 분석을 한 참여회원국 방문  정책포럼 개최   

      착수(‘11. 상반기)      

 ○ 6단계: 결과보고서 Starting Strong III  국가별 Country Policy Profile 

  발간 (‘12. 상반기)

2. OECD 유아교육과 보육 네트워크 

가. 추진 배경
□ OECD는 여러 회원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검토하면서(Thematic 

Revie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각국의 정부부처 공무원

을 상으로 여러 차례의 워크 을 개최하여 호응을 얻음. 

□ Starting Strong II 보고서의 완성과 더불어 그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을 

종료하게 되면서 참석한 각국 표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형성된 데이

터 베이스와 네트워크를 본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하기를 희망함. 이에 2006

년 3월 OECD 교육 원회에서 'Starting Strong Network'를 후속사업으로 

제안, 추진함(Follow-up to Starting Strong II: Proposal for a network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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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 policy knowledge base).

□ 본 후속사업은 2006년 10월 12-13일에 개최된 OECD Education Committee

에서 승인 후 착수됨.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고형일 원장이 

본 사업에의 참여 의사를 재차 표명함. 

□ 2011년 12월 재 Starting Strong Network 사업에 30여개국이 참여하여 회

원국으로부터의 호응도가 높음( : Australia, Austria, Belgium Flanders, 

Belgium   French, Finland, Canada, Germany, Ireland, Kore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Northen Ireland, Denmark, Hungary, Japan, 

Slovak Republic, ,Portugal, Slovenia, Sweden, United Kingdom(England) 등). 

□ 연2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2007. 6월〜2012. 1월, 총 10회), 평균 25여개

국의 회원국이 참석함. 

□ 2008년 6월까지 벨기에가 ECEC Network사업의 사무국 역할 수행하 으며, 

2008년 12월부터는 OECD 사무국에서 담당하게 됨.

□ ECEC Network의 의장국은 노르웨이(2011년에 미국으로 변경), 부의장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포르투갈, 멕시코임. 

◦ 의장국과 부의장국 표는 Network Bureau Member로서 회의주제에 한 

사 , 사후회의 debriefing, 정기회의 소집단 토론 리더 역할 수행  온라

인 토론을 통한 Network의 반 인 운 에 여함.

나. ECEC Network의 목적 

□ OECD 사업 검토과정에서 형성된 지식기반의 정기 인 업데이트와 회원 국

가간의 지속 인 정보 공유

◦ OECD 회원국의 정책 수립과 구 에 한 지속 인 자료 업데이트를 한 

포럼 개최

□ 유아교육분야의 정책에 한 일종의 자료센터(clearing house)의 역할 수행 

 후속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주요 분야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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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에 한 요구도  지표 개발 

로그램 규명

□ 선정된 정책 주제에 한 워크  조직  정책  메시지와 성공 인 정책 

실천 사례   공유    

◦ ECEC Network는 OECD의 연구결과  회원국 정책에 한 정보 의 

도구로서 역할수행을 하고, 정책입안자에게 새로운 정책연구를 안내하는 

‘정책 포털(policy portal)’을 개발하고자 함.

다. 참여회원국의 역할과 의무

□ 참여국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자료 수집  국가정보 제공

◦ OECD 회원국과 공유할 우리나라 ECEC profile(취원율, 시설 수, 지원규모) 

등의 지속  업데이트를 한 기  자료 제공

◦ OECD 회원국에게 우리나라의 성공  ECEC 정책 사례 소개  최근 정책

 동향을 알림.

◦ 매 회의주제에 한 발표  토론 

3. OECD-Korea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포럼 개최1)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1) 개최 배경

□ ‘5세 리과정’ 도입 발표(‘11. 5. 2) 이후 유아 단계에서의 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한 ․장기 후속 조치 추진 

◦ OECD 국가들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  지원 정책 검토  우리나라에 

합한 질  제고 방안 모색 필요 

1) 문무경‧최윤경‧김혜진(2012). OECD 국가 사례에 비추어 본 만5세 공통과정 운 의 질 제

고 방안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 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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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과 보육 발 을 한 주요 계자들의 공감  형성 필요

2) 목적 

□ OECD 국가들의 공통과정 운  사례가 주는 시사  도출

□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주요 계자의 토론을 통한 ‘5세 리과정’의 질    

운  방안에 한 의견 수렴

◦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학교수, 지방공무원, 유아교육진흥원, 보육정보센

터,  공사립유치원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 등 다양한 계자 집단의 정책  

화 (Policy Dialogue)의 장을 마련

□ ‘5세 리과정’의 바람직한 확  방안 모색

나. 주요 내용 

□ OECD 국가들의 공통과정 도입 정책 사례 검토  시사  도출 

□ 5세 리과정의 실행을 한 주요 계자 의견 분석 

◦ 5세 리과정 운 을 한 교사 연수 로그램 내용 구성 

◦ 5세 리과정 운 의 질 리 방안 

◦ 5세 리과정과 만 3-4세 교육과정  표 보육과정의 연계방안

◦ 5세 리과정의 바람직한 확  방향 

다. 주요 결과
1) 교사연수 및 지원

□ 교사 연수

◦ 연수 내용

 - 기존의 보육‧교육과정과 리과정의 차이 을 심으로 연수 내용을 자세

히 구성해야함.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차이 에 해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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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로 인식하는 것이 요함.

 - 발달이론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에서 모두 요하므로 발달이론을 추

가해야 함. 

◦ 연수 상

 - 만5세를 담당했던 유경험자와 만5세 담당 정 교사를 1순 로 교육해야 함. 

 - 체 교사를 상으로 연수 필요

 ▪ 향후 만5세 담당교사의 퇴직‧이직 상황에 비하여 체 교사를 상으로  

연수하여야 시행에 혼선이 없을 것임.

 ▪ 국가수  교육과정이므로 체 교사를 상으로 의무 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개발된 해설서에 근거하여 보육정보센터장, 장학사 등을 먼  연수할 필요

가 있음. 

◦ 연수 방법 

- 기존의 연수 네트워킹과 유사한 형태로, 문직은 육아정책연구소, 진흥원

에서 원장‧원감에게,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사‧학부모에게 진행하도록 함. 

- 기존 달체계 역할을 활용하여 연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 임. 

- 우선은 앙에서 지방으로 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와 연계한 세미

나를 추후 개최함으로써 반  이해도를 높임. 

- 앙연수는 동일하게 받고, 지역연수의 강사는 보육과 교육 공을 고려하

여 각각 시행하는 것이 효과 임. 

- 사이버 교육의 비 이 높으면 연수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상됨.

- 교육시간의 부족은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나는 보편  문제임. 벨기에에

서는 숙련된 교사가 장에서 다른 교사를 가르치면서 지식과 경험을 공

유함.  

◦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 연수

- 유아교육과 보육의 연수는 달체계의 차이일 뿐임. 리과정은 통합이 

요한 의미이므로, 앙연수에서 육아정책연구소가 장학사, 보육정보센터장

을 동일하게 연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장소는 상 없으나,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가 함께 연수받는 것을 제안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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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연수는 법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발  동기를 유발하기 한 인센

티 가 필요함. 

- 사  연수와 더불어 분기나 학기별로 리과정 담당교사 간 워크 을 통

해서 서로의 실행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함.

-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야간에 연수를 받아야만 하는 실정임. 다양한 교육

시간을 마련하거나 체인력을 제공하여야 함.  

2) 5세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 평가

◦ 기존의 평가체계와 연계한다면 질 리가 잘 이루어질 것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 커리큘럼 평가지표와 유치원 평가척도도 참고하여 두 

내용을 아우르는 통합 평가척도를 개발하는 방안과 재 이원체제에서 각

각의 평가를 용하는 방안이 있음. 

◦ 유치원의 장학지도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 

◦ 기에는 지원차원에서 장학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 임. 수업장학지원과 

평가는 엄연히 다름. 장학은 교사를 도와주기 한 것이고 평가는 수행에 

한 체 인 확인 작업이기 때문임. 

◦ 반면, 평가는 장학과 별개로 진행하여 질 리를 하는 방안도 제기됨.  

 - 지 의 평가 시스템에서는 실제 수업을 질 으로 실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음. 기존의 평가에서 평가 자체로 인하여 교사들이 긴장하고, 발 하

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평가(질 리)는 OECD의 모든 국가의 공통 문제 음.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품질 리, 품질평가 등의 단어 선택에 따라 다른 의미를 

달하는 것과 같이 용어가 요한 것으로 나타남. 

3) 3, 4세 유치원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 연계 방안

◦ 5세 리과정을 안정 으로 시행하기 해서는 3, 4세도 리과정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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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정으로 운 되어야 할 것임. 

◦ 5세는 독립 인 과정으로 운 되는 반면, 3, 4세는 아직 수 별로 운 되

므로 5세와의 연계성을 해서 별도로 3세와 4세 과정을 각각 마련해야 함. 

◦ 1, 2세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장에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임. 이와 마찬가

지로 등학교 과정과의 연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내용 구성

◦ 5세 리과정은 인  발달을 지향해야 함. 

◦ 과학  탐구나 문해력을 배양하는 과정은 오히려 형식 이라고 . 한 

과학 교육 등에 한 투자는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 보육과정과 교육과정 안에서도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 한 언 은 

이 지고 있으나 이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보육  교육과정은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우리말을 잘 한다는 가정 하에 이 지고 있음. 

다문화 교육에 한 재논의와 교사지원이 필요함. 반면, 다문화 가정의 지

원확 로 인하여 한국 아동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포  지원시스템이 요구됨.

□ 운  시간

◦ 단  유치원에서는 기본과정을 3시간 운 하고 나머지 2시간은 특성화 수

업을 하길 원함. 그러나 부모들은 5시간 수업을 원하는 실정임. 5세 리

과정에서 기본과정에 한 명확한 시간 설정이 필요함.

◦ 부모는 자녀들이 기 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원함. 이는 유아의 권리와는 

치되므로 언론매체를 통해 유아의 권리를 우선 으로 강조하는 내용의 

부모교육 실시가 필요함. 

4. OECD-노르웨이 유아교육과 보육 정부고위직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2012. 1. 23(월)~25(수), 노르웨이 오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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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강한 출발: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한 정책 실행” 

        (Starting Strong III: Implementing Policies for High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참석자: 총 200여명(11개국 장 , 36개국)

□ 한국 표단: 장미란 서기 (주OECD 한국 표부), 

             이  소장, 문무경 실장, 백송이 연구원(이상, 육아정책연구소) 

□ 일정 

◦ ‘12. 1. 23(월): 노르웨이 유아교육기   련 기  방문

- 국립과학교육센터, 실외유치원(Outdoor kindergarten)

◦ ‘12. 1. 24(화): OECD 유아교육과 보육 정부고 직 회의 참석

◦ ‘12. 1. 25(수): OECD ECEC Network 제10차 회의 참석

나. 주요 회의 내용 

□ OECD 교육국장 Barbara Ischinger는 개회사에서 OECD 회원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우수정책 사례로 노르웨이의 ‘교사 문성 제고 정책

(Competent Staff- Pedagogical leadership)’과 우리나라의  ‘만5세 공통교육

과정 도입( 리과정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질 보장 목 )’을 소개함. 

□ 노르웨이 교육부장  Kristin Halvorsen은 기조강연을 통하여 노르웨이 유아

교육을 소개하고 질 향상을 한 정부 노력의 요성을 강조함.  

◦ ‘행복한 유아기는 평생을 통해 지속되며, 한 명의 유아교사의 효과는 100년

동안 지속됨‘을 강조(A happy childhood lasts through life; The effect of 

one preschool teacher lasts for 100 years).

◦ 교사  아동 비율이 1:4, 재 체교사의 1/3만이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

함. 교사 문성이 노르웨이 ECEC에서 가장 큰 이슈임.

◦ 유치원교육과정(National framework for kindergarten)에서 사회  유능성 

발달에 보다 비 을 둠.

◦ 아버지도 의무  출산휴가 1년 부여, 출산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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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만 5세 아동의 98%가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으며, 국가가 비용 지원 

◦ 앙정부, 지자체, 사립유치원 원장 등을 총망라한 이해 계자 원회를 구

성하여 유아교육 정책에 하여 토론  결정 

◦ 유아교육에 한 투자확 와 더불어, 교육과정 운 의 효과성과 교원자질 

제고, 기  경   리 개선 등 운 측면의 개선 노력을 통해 유아교육 

투자 비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임.

□ 기조강연: Dr. Steve Barnett(미국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al   

Research [NIEER] 소장,  Rutgers Univ. 교수)

◦ 많은 연구결과들이 유아교육과 보육(ECEC)에 한 정부 투자는 유아, 특

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옴을 입증하고 있음. 한편, 산층 

이상의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도움이 될만한 높은 질의 ECEC 서비스 제

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ECEC의 질 향상을 한 정부 투자의 확

가 필요함.

□ 패  토론: Nyamo Sabuni, 스웨덴 양성평등부 장 , Paraskevi 

Christofilopoulou 그리스 교육부 차 , Karen Kornbluh, OECD 미국 사 

◦ ECEC 투자는 유아 발달과정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더불어 여성의 사회

활동의 뒷받침이 되고 있음.

◦ 어머니가 아이를 직  돌보지 않고 시설에 맡기는 것이 유아 발달에 좋

지 않다는 그릇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정부 계자들, 한 일반인들

에게도 ECEC 서비스의 확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을 설득시켜야 

함.

◦ 그리스의 경우, 교사배치의 문제로 기 을 통폐합하며, 놀이 심의 교육과

정을 강조함.

□ 라운드 테이블 토론: 회원국의 사례 공유  토론

◦ (뉴질랜드)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교사자격, 학 규모 축소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규모 로젝트 보다는 교육과정 개발, 교직원 교육과 같은 소

트한 로젝트가 더 효과 임.

◦ ( 국) 직장 내 교직원 교육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 , 

를 들면 식 담당 직원과 아동들의 의사소통도 아동들에게 큰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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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좋은 성과를 내는 기 이 왜 그러한가를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유아교육기 에서 근무하려면 학수 의 유아교육

공자만 해당. 유아교육기 들로 구성된 원회의 자체 자격 리  교육, 

최근 부모들에게 질이 좋은 유아교육기 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함.

◦ (한국) 모든 5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부모부담을 경감

하기 하여, 2012년 3월부터 5세 리과정, 2013년부터 3-4세 리과정 실

시 정임. 이를 하여 재 2만여명 유치원  보육 교사에게 5세 리과

정 실행을 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한국은 사립부문의 비 이 매우 높

으므로 직연수만으로 교사의 질 향상을 기 하기는 어려움. 특히, 사립기

에 근무하는 교사 여, 근무 환경의 개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우수한 

교사를 임용하고 보유할 수 있음(2010년부터 한국정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에게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리과정을 가르치는 보

육교사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할 정임).  

◦ (노르웨이) 교육노조 TUAC 발표. 지난 10년간 유아교육 분야의 서비스가 

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응하는 문제 발생함. 사립유치원은 소규모부

터 규모의 국제유치원까지 매우 스펙트럼이 넓어 교사-학생 비율, 실내 외 

공간, 생 등 규제를 일률 으로 용하는 것은 문제로 두됨. 유치원교사

는 학졸업자  가장 낮은 임 을 받으며, 유아교육분야 공자가 부족하

여 다른 분야 공자로 채워지는 문제가 발생함. 

◦ (미국) ECEC의 질에 변화를 가져오는 4가지 요인은 국가원수  부처의 리

더십, 평가 심의 연구, 의사소통 략, 다양한 유 분야의 의견 수렴임. 유

아의 어휘사용의 격차를 발견하여 Early Learning 로그램과 어머니와 

유아를 한 가정방문 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함. 이 새로운 로그램으로 

미네소타주의 경우 보육시설 련하여 2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 교육 , 경제  기능을 수행함. 

◦ (일본) 유치원연합회에서 학회와의 력체계하에 장연구를 자체 으로 수

행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해 노력하고 있음. 

◦ (덴마크) 유아의 학습활동(Learning Stories)에 한 결과를 잡지발간을 통하

여 범 하게 알리고 있음. 

◦ (네덜란드) 과정(Process) 심의 평가를 수행 이며, 부모에게 서비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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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에 해 정보를 제공하는 마  도구로 활용함. 

◦ (노르웨이) 측정가능한 지표만의 평가는 지양하며, 가  평가에 모든 

과 의견을 포함하려는 노력을 경주함. 교사와 연구자 등 주체에 따라 다

른 수 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즉, 평가의 목 에 따라 평

가방법을 비롯한 제반 사항들이 결정되어야 함. 

◦ (싱가포르) 교사용 지도서가 무 상세한 경우, 오히려 교사의 자율성을 해

하는 상을 래함. 재 정부에서 지도서의 상세성 수 에 해 심각히 검

토 임. 

◦ (에스토니아) 2008년도에 교육과정 개발. 아동평가에 부모참여를 강화함. 

◦ (말 이지아, 포르투갈) 교육과정개발에 등 계자 포함, 유치원을 소집단

화하여 등학교와 연계함. 

□ Starting Strong III Tool Box 론칭

◦ 2010-2011년도에 질 제고 사업의 결과물로 Starting Strong III를 발간함.

◦ Starting Strong III는 각 국가의 서로 다른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  단계에

도 불구하고, 질 제고를 하여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효

과 인 정책수단을 제시함: 정책 목표와 규정,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교사 

자격기   교육과 근무여건 개선, 가족과 지역사회 참여, 자료수집과 연

구  모니터링

 - 각 정책수단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1) 이론  배경, 2) 국제비교자료, 3) 

도 과제와 략, 4) 정책  교훈, 5) 자체 검을 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함. 

□ 종합 토론 

◦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 측정: 회원국 ECEC 서비스의 질 측정을 

한 공통지표가 필요하나, 각 국가의 사회문화  배경  ECEC 체제가 다

르므로 국가간 비교가 기 만큼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취약계층 아동들을 한 정책: 소수 인종 아동, 취약계층가정의 유아들을 

한 정책은 필요하나, 소수에 불과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모든 재원과 

심을 집 시키는 것은 비 실 임. 

◦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 제고: 학부모가 ECEC 서비스기 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부모에게 역할을 부여하여야 함. 아동은 학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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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때 기  생활에 더 응을 잘 함. 교사는 자녀에 한 요한 정보

를 학부모에게 알려  수 있는 풍토 조성 필요

◦ 즉각 인 성과 요구 압력에 한 처 방안: 유아교육은 즉각 으로 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님. OECD 유아교육과 보육 회의에 

재정담당자를 함께 하여 인식을 공유할 필요 있음. 한 교육 문가보

다는 건강 련 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함께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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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로 일 

1. 목적 및 구성

가. 정책 프로파일의 목적

□ 유아교육과 보육(ECEC)은 여러 국가들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확고히 자리매

김함. ECEC로 인하여 사회  경제  이익 창출, 평생교육에 있어서 더 나

은 발달과 성취 달성, 교육  불평등과 빈곤 퇴치, 그리고 세 간의 사회  

유동성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 하는 연구결과가 가하고 있음. 이

러한 사회 ‧경제  이득은 ECEC의 질과 한 련이 있음.

□ ECEC의 질에 한 정의는 신념, 가치, 국가  지역의 사회 ‧경제  여건,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상이함. 국가간의 비교를 실시할 경우 이러한 

상이 을 유의해야 함. 

◦ 서로 다른 국가들의 정책에 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하여 본 정책 로

일에서는 ECEC의 질을 구조  질과 과정  질로 나 어 분석함. 질의 

목표로는 아동의 발달 성과를 설정함.

□ 국제문헌연구의 결과에 따라 OECD는 ECEC 질 향상을 한 다음과 같은 5

가지 정책 수단(Policy Lever)을 제시함(OECD, 2012). 

1) 질에 한 목표와 규정 설정

2) 교육과정과 학습기  개발  실행 

3) 교사 자격기 , 교육  근무여건 개선

4) 가족  지역사회 참여 

5) 자료 수집, 연구  모니터링 

◦ 다섯 가지의 정책 수단  한국은 교육과정과 학습기  개발  실행을 본 

정책 로 일의 주제로 채택함. 한국의 주요 비교 상으로 삼은 국가는 공

통과정을 사용하며 유보 일원화체제의 핀란드, 뉴질랜드, 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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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프로파일 구성

□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로 일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됨.

1) 제 1장: 한국의 현 정책 성과와 정책 실행 수준  

□ 제 1장은 1) 보육시설 이용률, PISA시험 성 , 노동시장의 결과 등 아이의 

생애주기와 련된 정책결과의 내용, 그리고 2) ECEC부문의 공공투자, 교육

국제표  분류(ISCED)에서 요구하는 아동  교사 비율등 ECEC와 ECEC인

력들에 향을 미치는 정책수행에 한 내용을 포함한 두 방사형 도표를 소

개함. 

◦ 방사형 도표를 통하여 한국이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어떠한 치에 있으

며, 어떠한 역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음. 

2) 제 2장: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결과

□ 제 2장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교육과정 는 학습기  설정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정 인 향에 해 정치  리더, 주요 계자  언론에게 알리고자 함. 

◦ 교육과정의 요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 

ECEC 공 의 질,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요한 요소, 정책방안 제시, 

한 재 연구가 미진한 부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3) 제 3장: 한국과 선정국가의 교육과정 비교

□ 제 3장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 을 때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의 

수 이 어떠한지 평가함. 한, 어떠한 교육과정 요소에 있어서 더 많은 

심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와 정책이슈에 한 정보를 제공함.

4) 제 4장: 검토해야 할 정책영역

□ 제 4장은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검토할 수 있는 역과 

변되는 사회 속에서 두되는 문제들을 제시함. 이 장에서는 ECEC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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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이 심을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역에 해 살펴 .

5) 제 5장: 도전과제와 전략 

□ 제 5장은 국가들이 교육과정을 개발, 개정, 실행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도

과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략들을 소개함. 이 장은 우리나라의 비교 상

국가들이 어떠한 략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련한 도 과제를 해결하는가

에 한 내용을 포함함.

◦ 구조  질은 유아들이 경험하는 과정을 구조화시키는 특성을 가진 투입

요소들을 의미함. 이러한 특성을 가진 투입요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기 에

서 뿐만 아니라 유아와 련된 모든 환경( : 지역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음. 규정으로 인하여 규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며 규제될 수 없는 

요소들도 존재함

◦ 과정  질이란 유아들이 유아교육과 보육 기 의 로그램을 통하여 직

으로 겪는 경험들로 이루어짐. 이러한 경험들은 유아의 발달과 건강

에 유의한 향을 미침(Litjens and Taguma, 2010).

2.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투입과 성과

□ 한국은 다음과 같은 아동 련 반 인 성과지표에서 OECD 평균보다 높

거나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 음: 신생아 생존율, 빈곤 한계선 이상에서 살아

가는 18세 미만 아동비율, 3세 미만, 3세, 5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

률, PISA의 읽기, 수학, 과학 시험 성취도

◦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지표는 출산율, 여성취업률, 남녀 정

규직 임 평등비율임. 

◦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  검토사항은 여성취업률 증진, 남녀임 격차 해소, 

유치원의 교사  아동 비율과 보육교사의 자격기  개선임

□ 지난 몇 년간, 정책개입의 원칙은 소득 심의 사회복지 모델로부터 생애주

기 , 인 자본개발 모델로 옮겨져 갔음. 유아교육과 보육은 생애주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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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서 요한 역할을 가짐.

◦ 많은 연구결과들이 ECEC, 특히 취약계층 유아를 한 ECEC는 유아기 

후의 공공 인 자본 투자보다 높은 회수율을 나타냄을 뒷받침 해주고 있음. 

ECEC는 삶의 토 를 형성하여 높은 학업성취율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주

며, 빈곤율을 낮추고, 사회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퇴자를 이고 노

동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함.

◦ 합리 인 비용으로 공 되는 높은 질의 ECEC는 취업모들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평등한 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가구소득을 높이고, 빈곤에 

처한 가정들에게 큰 도움을  수 있음. 한 여성취업률을 증진하고, 사회 

반 으로 거두어들이는 세 을 높일 수 있음. 

□ 첫 번째 방사형도표는 한국의 정책 투입 정도를 나타냄. 정책 투입 정도가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 성과의 수 과 련이 있는지 알 수 있음. 선정한 질 

목표가 다른 정책개입 효과와 상쇄되지 않도록 총체 인 정책 투입  효과

에 한 이해를 도움. 

□ 두 번째 방사형도표는 생애주기  근에 따른 한국의 정책성과를 나타냄.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제일 높은 수를 기록한 국가의 수를 100으

로 보고, 제일 낮은 수를 기록한 국가의 수를 0으로 . 방사형도표는 

국제 인 기 과 비교한 한국의 정책성과 수 을 보여 . 둘째로 국제 인 

비교를 통한 정책성과를 고찰을 유도하고, 어떠한 역에 있어서 개선이 필

요한지 논의함. 셋째로는 정책성과 개선에 있어 선정한 질 목표가 어떠한 도

움을  수 있는지에 한 논의 을 제공함.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비교 상국으로 핀란드, 뉴질랜드, 국

을 선정함. 

가. 정책 투입 
한국은 ISCED 기 의 교사  아동 비율을 제외한 정책 수행 련의 모든 

지표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그림 3-1 참조). 

1) 유아를 위한 공공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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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유아를 한 공공지출은 연령별, 한 각 형태의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에 한 지출로 구분됨.

◦ 평균 취업연령의 가구소득의 백분율로 계산한 3~5세의 교육  보육을 

한 공공 지출 수치는 OECD 국가의 최 치에 가까웠으며, 이는 한국의 3~5

세 유아를 한 공공지출 수 이 낮음을 명시함.

◦ 2007년 GDP의 백분율로 계산한 육아 련 보조 과 세  공제에 한 공공

지출 수치는 한국이 OECD 국가  최하 으며, 보육, 유아교육, 0~6세를 

한 보조   세 공제 지출은 핀란드와 국에 비하여 히 낮았음.

◦ 보육, 유아교육, 만 0-6세를 한 보조   세 혜택에 한 한국의 공공지

출 수 은 비교국가인 핀란드, 뉴질랜드, 국보다 히 낮음.

2) 육아휴직
◦ 한국의 유  육아휴직기간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 이고, 아버지의 육

아휴직기간은 평균 이하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무  육아휴직

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음. 

3) 교사 자격기준 
◦ 한국은 다른 OECD국가들에서도 보편 인 ISCED 기  3에 해당되는 보육

교사의 자격을 요구함.

◦ 유아교육 교사자격에 해서는 많은 OECD 국가들보다 높은 ISCED 기  5

를 요구하고 있음. 

4) 교사 대 아동 비율 
◦ 한국의 0-3세를 돌보는 교사  아동 비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함. 반면, 

3-6세를 돌보는 교사  아동 비율 OECD 평균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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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지표의 수는 0부터 100으로 나타남. 자료를 제공한 모든 OECD 국가들의 수  

최고치를 100으로 최 치가 0이 되도록 조정하고 평균을 계산함. 교사  아동 비율은 

모든 지역과 할구역의 비율의 평균 수치로 계산함. 최고치과 최 치을 기록한 국가에 

한 정보는 표 3-2 참고

[그림 3-1] 정책 투입 개요

<표 3-1> 정책 투입 방사형 도표의 최고치과 최저치
정책수행 련 지표 최 치 최고치

만 3세의 교육  보육을 한 
공공 지출 수치

(평균취업연령 가구소득의 % )
스 스(2.3) 스웨덴(43.4)

만 5세의 교육  보육을 한 
공공 지출 수치

(평균취업연령 가구소득의 % )
슬로베니아(5.9) 헝가리(46.9)

육아 련 보조 과 세  
공제에 한 공공지출(% GDP)

한국(0.2) 룩셈부르크(2.6)

정규직 유 모성휴가 (주) 호주, 미국(0) 그리스(25.4)

정규직 유 부성휴가 (주) 칠 , 에스토니아, 아일랜드(0) 독일(11.59)

ISCED 기 (보육교사자격) 

벨기에, 체크공화국, 핀란드, 독일, 
헝가리,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박공화국, 슬로베니아, 스웨덴(3)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국(5)

ISCED 기 (유아교육교사자격) 체크공화국; 슬로박공화국(3) 이탈리아(6)

만 0-3세 교사  아동 비율 미국 조지아주(1:17) 핀란드(1:3)

만 3-6세 교사  아동 비율  일본 (1:35) 핀란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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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성과
1) 아동 복지와 출산율

◦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장 낮으며, 1970년도부터 격히 하락

하 음.

◦ 한국의 신생아 생존율  빈곤 한계선 이상에서 살아가는 아동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음.

2)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 3세 미만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많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3세의 서비스 이용률은 평균보다 높음.

◦ 5세의 서비스 이용률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 임.

3) 중등교육과정 학업성취도
◦ 한국의 15세 학업성취도는 상 권에 속하 음. PISA의 읽기, 수학, 과학  

시험에서 한국학생들은 부분 국가의 학생보다 뛰어난 성 을 기록함.

4)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 한국은 25-29세 연령집단의 여성취업률이 평균보다 낮음. 즉, 정규직으로 일

하는 은 여성의 비율이 낮음을 나타냄.  

◦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 을 때 가장 낮은 남녀 정규직 임 평등비

율을 기록하 음. 이는 큰 남녀임 격차가 있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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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련 성과지표 최 치 최고치

출산율 한국(1.15) 이스라엘(2.96)

신생아 생존율 (1000 명 기 ) 터키(983) 룩셈부르크(998.2)

빈곤 한계선 이상에서 살아가는 18세 미만 
아동 비율 (%)

이스라엘(73.4) 덴마크(96.3)

만 3세 미만 유아시설 이용률(%) 체크공화국(2.2) 덴마크(65.7)

만 3세 유아시설 이용률(%) 네덜란드(0.05) France(100) 

만 5세 유아시설 이용률(%)
터키
(50.9)

호주, 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100)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읽기 성 ( 수)

멕시코(425) 한국(539)

PISA 수학 성 ( 수) 멕시코(418) 한국(546)

PISA 과학 성 ( 수) 멕시코(415) 핀란드(554)

여성취업률(만25-49세) 터키(27.4) 슬로베니아(86.7)

남녀 정규직 임 평등비율(%) 한국(61.2) 이탈리아(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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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ings of full-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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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Korea

주: 각 지표의 수는 0부터 100으로 나타남. 자료를 제공한 모든 OECD 국가들의 수  

최고치를 100으로 최 치가 0이 되도록 조정하고 평균을 계산함. 최고치과 최 치을 기

록한 국가에 한 정보는 표 3-2 참고

[그림 3-2] 영역별 정책 성과 개요

<표 3-2> 정책 성과 방사형 도표의 최고치과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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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비교 및 시사점

□ 공통교육과정은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보육 기 을 이용하는 다양한 유

아 집단들에게 균등한 질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함. 최근 한국은 ECEC 분야

에 한 정책  심이 증 하고 있으며, 그  ECEC의 질 제고의 요성

이 부각되고 있음. ECEC 연구에 의한 교육과정 련 주요 정책  시사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과정이 취약하면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어려움.

◦ 교육과정  학습기 과 같은 공통된 틀은 교사에게 명백한 교육목표를 제

시해 주며, 수업의 흐름을 악, 학습일정을 체계화, 유아 발달에 가장 

요한 요소에의 심을 기울이며, 개별 유아의 요구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 . 한, 유아들이 취학 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도록 하

여 ECEC와 등과정의 연계를 보장해 . 나아가 학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녀의 

상태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 

□ 인지  신경과학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발은 유아들이 각 연령 에 합한 활

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발달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경험하도록 보장함. 

◦ 련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은 4세 에 언어, 수, 사회기술, 감정조 에 

한 뇌의 민감성이 최고조에 달함. 그러므로 ECEC는 유아의 요한 기술

과 능력 발달에 있어서 큰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양질의 교육과정은 

인지  사회  발달이 상호보완 이며 동일하게 요함을 강조함. 

◦ 아동주도  교사주도의 활동들을 통합하여 인지학습과 사회  발달성과를 

극 화할 수 있음. 아동주도 활동은 자원 사에의 참여율 증가, 고등교육 

진학의 동기 부여 등 장기 인 이익을 낳고, 교사주도 활동은 IQ 수, 수

학, 읽기  쓰기에 단기 인 정  효과를 가져옴. 

◦ 유아, 교사, 가족, 지역사회간의 트 십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함으

로써 각 지역의 유아에게 합한 ECE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8

- xxviii -

□ 한국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기 이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음. 

보육시설에서는 0세-5세를 한 표 보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서는 3-4세를 한 유치원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음. 최근 한국은 모든 5세

를 한 통합된 교육과정인 리과정을 시행함.

□ 한국의 교육과정은 투입 요소와 성과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음(즉, 상된 

ECEC 기 과 교사의 수행정도, 교육과정이 근거한 가치 과 원칙, 한 

상된 아동 성과). 핀란드와 뉴질랜드, 국(스코틀랜드)는 통합된 ECEC 교육

과정을 실행하고 있음.  

□  한국의 교육과정은 근거한 가치 과 원칙 이외에 기 하는 교사의 역할, 기

하는 아동발달 성과, 교사를 한 지침을 포함시키고 있음. 다른 OECD 

국가와 같이 한국의 교육과정은 인지학습과 사회정서  요소가 결합되어 있

으며, 문해, 수, 신체활동, 과학, 미술, 놀이, 음악, 실질 인 기술( : 손씻기) 

등과 련된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특히, 한국은 유아에게 외국어와 테크

놀로지에 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하나임. 

□ 국제비교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유아를 한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에 있어

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 교육과정 근방식 검토,  

2) 등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3) 최신 정책연구결과를 반 함으로써 교육

과정 내용에 한 재검토, 4) 유아의 행복,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고찰, 5) 교육과정에 한 부모의 기 , 6) 유아의 건강, 유아

기에 있어서 ICT 사용 등과 같이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에 한 논의, 7) 유

아교육과 보육 교직원의 리더십과 리 역량 증진 등임. 

□ 한국은 교육과정의 질 향상을 하여 만 5세 공통교육과정 시행  지역사

회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용과 같은 방안을 실행해 옴.

◦ 다른 국가들이 실행한 정책으로서는 교육과정 개발 시 학부모 참여, 교사를 

한 교육과정 내용 설명, 교육과정에 합한 평가체계 개발 등이 있음. 

◦ ECEC 교육과정의 질 제고 시 여러 국가들이 공통 으로 직면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1) 목표와 내용 설정, 2) 지속 인 발달을 한 교육과정 연계, 3) 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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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ix -

시행, 4) 시스템 평가임. 

 - 한국은  도 과제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설정에 집 하여 지자체에

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용권한을 부여하 음. 한 만 5세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을 통하여 연계된 교육과정을 마련하 음.

◦ 나아가 한국은 핀란드, 뉴질랜드, 국이 시행한 다음과 같은 정책 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1) 아동 개개인 심의 교육과정 설정을 한 학부모 참여, 2) ECEC 연령

의 유아들을 한 하나의 통합된 교육과정 개발, 3) 교사를 한 소통

도구  학부모를 한 자료 개발, 그리고 4) 교육과정에 합한 평가체계

를 구축을 한 교육과정 통합



Ⅳ.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 질 향상 정책

1.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전략2)

□ 많은 연구보고에 의하면, 유아교육과 보육은 더 나은 아동복지  평생교육 기반

으로서의 학습 성과, 아동 발달  학습의 형평  성과, 빈곤 감소, 세 간 사회

이동 증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출산율 증가, 사회 반을 한 보다 

나은 경제 , 사회  효과를 가져 옴.

◦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에 따라 결정됨. 질에 한 고려가 없는 서비스 기회 

확 는 유아에게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사회에도 장기 으로 생산

인 혜택을 가져오지 못함. 나아가, 질이 낮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정 인 효과

를 가져오기 보다는 유아의 발달에 장기간 지속되는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 

□ 일반 으로 유아교육·보육의 질은 요한 성과를 얻기 한 건이라는 에 동

의함. 최근 더 많은 OECD 국가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 국가마다 정책 개발과 실행 단계에 차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효과 인 다섯 

가지 핵심 정책 수단을 제시함. 

◦ 정책 수단 1: 질에 한 목표와 규정 설정 

◦ 정책 수단 2: 교육과정과 학습기  개발  실행 

◦ 정책 수단 3: 교사 자격기  향상, 교육  근무여건 개선 

◦ 정책 수단 4: 가족  지역사회 참여 

◦ 정책 수단 5: 자료 수집, 연구  모니터링

2)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의 Executive Summary의 내용을 번역,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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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 수단 1: 질에 대한 목표와 규정 설정 

□ 명확한 질 목표와 최소 기  설정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움. 연구결

과에 의하면, 명확한 질  목표 설정은 정치  의지를 강화하고, 우선순  부문

에 략 으로 자원 배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 한 명확한 질  목표 설정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더 나은 정부 리더십을 한 앙부처 간의 논의를 

진하고, 사회 ‧교육  목 을 공유하는 보다 일 되고 유아 심의 통합 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공 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교사에게 방향을 제시하

며 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많은 OECD 국가들은 구체 으로 질에 

을 둔 목표( : 교직원 자격기  개선  아동 심 교육과정 등)를 설정하고 있음.

□ 최소 기 은 보다 나은 유아발달을 한 여건을 보장하고 사립기 의 투명성을 

지원하며 서비스 공 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고 부모의 유아기 을 선택을 

돕는 정보를 제공함. 다수의 국가들은 교사  유아 비율, 실내외 면 , 교사 자

격기 , 교사, 유아, 부모간의 상호작용 빈도 등과 같은 구조 인 질의 지표에 최

소 기 을 설정하고 있음. 유아교육과 보육이 다른 부처 할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들은 종종 다양한 유아교육과 보육기  는 다양한 연령집단에 한 다른 

기 을 설정하고 있음. ‘통합 ’ 서비스 제공을 목 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기 에도 동일한 기 이 용됨.  

□ 질 향상을 한 목표 설정 시 당면하는 도 과제: 1) 목표에 한 합의 도출,  2) 

유아교육·보육 목표와 상 교육기   여타 아동 서비스 목표간의 연계, 3) 설

정된 목표의 실행

□ 최소 기  설정 시 당면하는 공통 인 도 과제는 다음을 포함함: 1) 질  기

에 충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한 재원 확보,  2) 다른 규제하에 있는 다양한 기

들의 투명성 결여,  3) 지역  요구와 제약 감안,  4) 최소기 의 실행,  5) 사

립기  규제 리

○ 이상의 도 과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재정  기술 , 정치  가능

성의 측면에서 개별국가의 구체 인 상황에 합한 다양한 략을 시도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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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수단 2: 교육과정과 학습기준 개발 및 실행  

□ 교육과정과 학습기 은 유아의 학업 성취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

◦ 다양한 유아교육·보육 기 의 균등한 질  수  보장

◦ 교사들에게 유아의 복지와 학습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 지원

◦ 부모에게 유아교육·보육기 의 역할,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등에 해 알려 .

□ OECD 국가들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각기 다른 근 방식을 채택함. 교육과

정을 이분법 (인지학습 지향  포  근; 교사주도 교수  아동주도 활동)

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각 근의 ‘부가  가치’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주요한 학

습 역에 한 은 맞춤식의 교육과정을 진하며, 교사, 부모, 유아, 지역사

회간의 트 십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은 특정지역의 유아와 지역

사회에 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합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만 3세부터 취학 까지 교육과정과 학습기 을 마련

하고 있음. 최근 교육과정과 학습기 은 평생주기 는 평생교육의 근에 포함

되어 있으며, 유아기부터 8세, 10세, 는 18세까지 연속 인 아동발달의 틀을 

마련하는 국가와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 교육과정 내용에 있어서 북유럽국가들은 

기 하는 아동의 발달  학습 성과보다 교사에게 무엇을 기 하는지를 구체화

하는 반면, 앵 로 색슨 국가들은 아동 성과 심의 근을 택하는 경향이 있음. 

많은 OECD 국가들은 국가수  교육과정에서 문해(읽고 쓰기)와 수에 을 맞

춤. 최근 놀이의 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연구에 기 하여 놀이를 기존의 교육과

정 역 내에 포함하거나, 하나의 독립된 교육과정 역으로 분리하기도 함. 소

수의 회원국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ICT와 같은 새로운 요소를 교육과정에 포

함시키기도 함.

□ 교육과정과 학습기  개발  실행에 한 주요 도 과제: 1) 교육과정 목표  

내용 정의하기, 2) 상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3) 교육과정 개발  개정 시

에 교사와 충분히 논의하기, 4) 교육과정을 효율 으로 실행하기, 5) 교육과정 내

용과 운  평가하기임. 이러한 도 과제를 해결하기 하여 회원국들은 주요 계

자의 참여, 특정 상 아동 지원, 교사 문성 계발을 포함한, 잘 계획된 교육과정 

실행에 주안 을 둔 략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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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수단 3: 교사 자격기준,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  

□ 더 높은 교사 자격기 은 보다 나은 유아의 발달 성과와 강력한 련이 있는 것

으로 발견됨. 유아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 자격기  자체가 아니라,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교사의 능력임. 즉, 결정 인 요소는 교사가 유아를 

활동에 참여시키고, 교사와 유아 간,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자극하며 다

양한 비계설정의 략을 사용하는 데 있음. 보다 문 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교사는 유아교육  보육 환경에서 더 안정 이고 민감하며 교육 인 자극을 제

공하는 것과 강한 상 이 있음. 

□ OECD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의 다양한 교사 자격기 을 제시함. 일반

으로 유치원교사가 기   가정 보육시설 교사보다 높은 수 의 자격기 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통합된 교사자격기 을 용함. 유치원교사 양성

교육은 등학교로의 원활한 이를 하여 종종 등교사 양성과정과 통합되어 

있음. 일반 으로 유치원교사는 보육교사보다 문성 향상의 기회가 많으며, 가

정보육교사의 경우 문성 향상의 기회가 매우 제한 임. OECD 국가들의 교사 

문성 제고는 다음 사항에 주안 을 둠: 1) 교육방법  교수 실제,  2) 교육과

정 운 ,  3) 언어  교과목, 4) 모니터링  평가, 5) 의사소통  리  

□ 교사 근무여건의 개선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함. 연구

에 의하면, 근무여건 개선은 교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 으로 근속하게 

함. 따라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은 다음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음: 1) 높은 교사 

 유아 비율과 작은 학 규모, 2) 경쟁력 있는 여  여타의 혜택, 3) 정한 

근무시간  업무량, 4) 낮은 이직률, 5) 양질의 물리  환경, 6) 유능하고 지지

인 기 장

□ 우수한 유아교육과 보육 교사와 련된 공통의 도 과제: 1) 교사 자격수  강화, 

2) 자격을 갖춘 교사의 임용, 유지  다양화, 3) 지속 인 교사 연수, 4) 사립기

 교사의 질 보장 

◦ 이상의 도 과제를 해결하기 하여 법  장치, 기 의 재배정, 재정  인센티

, 정책을 알리기 한 자료 수집 등의 다양한 략이 시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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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 수단 4: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  

□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는 건강한 유아발달과 학습을 향상시키기 한 주요한 

정책 수단임. 부모와의 트 십은 유아교육과 보육 교사가 유아에 한 지식과 

정보를 향상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함. 부모참여는(특히, 가정에서의 양질의 학

습 보장  교사와의 의사소통) 장래의 학업 성공, 고등학교 졸업, 사회․정서  

발달  사회 응과 높은 상 이 있음. 

□ OECD 국가들이 당면한 도 과제는 1) 부모의 낮은 인식  동기 부족, 2) 부모

와의 의사소통  특정 상 유아를 한 서비스 지원, 3) 부모의 시간 제약, 4) 

부모간의 다양성  불평등 발생. 특히, 이는 소수민족출신 부모의 참여와 련 

있음. 회원국들은 법  수단, 재정 /비재정  인센티 , 여타의 지원체제를 이용

하여 이러한 도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참여 한 요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됨. 이는 부모와 유아교육과 보

육 서비스는 물론, 다른 아동서비스와의 ‘연결자’, 특히, 취약계층 부모의 스트

스 감소  명한 선택을 지원하는 ‘사회  네트워크’, 사회  결속  공공질서

를 증진하는 ‘환경’, ‘자원의 근원(source for resource)’으로서의 역할을 함. 지역

사회 참여의 도 과제는 부모참여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됨. 즉, 지역사회의 인식

과 참여 동기 부족, 지역사회 간  지역사회와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간의 의

사소통 결여 등임. 지역사회의 고유한 도 과제로는 제 로 기능하지 않는 지역

사회 리,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간의 력  상 학교 교육서

비스와의 력 증진 등이 있음. 

◦ 지역사회를 단순히 ‘이웃’ 는 ‘지자체’로 간주하기보다, 비정부 단체, 사립재단, 

종교 단체, 도서   박물 , 스포츠 센터, 경찰서,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포 인 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익함. 

마. 정책 수단 5: 자료 수집, 연구 및 모니터링

□ 자료수집  모니터링은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평등하게 

근할 수 있는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한 사실과 경향  증거

를 구하는데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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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은 로그램 개선과 책무성에 있어서 요하며, 부모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합한 기 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 더 나은 자료수

집 체제와 모니터링은 질의 목표와 일 으로 연계되고, 아동 수 , 교사 수 , 

로그램 수 의 자료와 연결된다면 유아의 발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 

□ OECD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7가지 모니터링 상 는 목표를 제시함: 1) 유아

의 발달, 2) 교사의 수행, 3) 서비스의 질, 4) 규제 순응도, 5) 교육과정 실행,  6) 

부모 만족도, 7) 인력 공   근무여건임. 목 에 따라 면 , 찰, 표 화 검사, 

서비스 질 평정 등과 같은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들이 사용됨.

□ 가장 흔히 보고되는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의 7가지 도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유아교육과 보육 수요와 공 , 2) 교사의 질과 근무 여건, 3) 재정  비용, 4) 

유아 발달,  5)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 6) 서비스간  지역간 자료의 일

성 보장,  7)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여 수집한 자료 활용의 극 화임. 

◦ 차 많은 국가와 지역이 단순히 자료수집과 모니터링 자체를 해서가 아니라, 

먼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의 목 을 규명함으로써 효과 인 자료수집 체제를 

개발하고자 노력 임.

□ 연구는 정책과 실제를 알리는 향력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 

◦ 연구는 로그램의 성패를 설명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투자를 한 우선순      

부문을 정하며, 증거에 기반한 실제를 알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함. 

◦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주로 수행되는 연구의 유형은 특정국가의 정책에 

한 연구, 규모 로그램 평가, 종단연구, 실제와 과정에 한 연구, 참여- 찰 

연구, 국가 간 비교 연구, 정책 검토, 사회문화  분석, 신경과학  뇌 연구 등

을 포함함.

◦ 다른 유형의 로그램 는 다른 교수법의 효과 비교와 같은 양  연구의 활용

이 증 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지역  가치와 민주주의를 반 한 실제를 알리

는 데 있어서 질  연구의 요성에 한 인식이 증 하고 있음. 보다 나은 유

아교육과 보육 연구를 해서는 양 , 질  연구는 모두 필요함. 

□ OECD 국가들의 연구의 질 향상을 한 도 과제

: 1) 유아교육과 보육의 효과에 한 증거와 비용 비 효과 분석 필요, 2)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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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은 연구분야 는 새로운 심분야의 연구 확 ,  3) 연구결과 확산

□ 최근 OECD 국가들은 연구를 정책과 실제에 연계하고, 연구의 질과 양을 개선하

며, 연구결과를 국제 으로 확산하는데 을 맞추어 노력하고 있음. 

2. 정책수단 1: 질 제고 정책 목표와 규정 설정

가. 정책 전략과 도전 과제

□ 핀란드 정부는 유아교육  보육의 원칙과 정의를 담은 정책서(The Government 

Resolution Concerning the National Policy Definition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를 2002년에 발행하 음. 정책서를 통하여 핀란드 정부는 유

아교육과 보육의 주된 책임자는 부모이며, 사회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지지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유아 각각의 발달에 맞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가 제공 되어야 함을 강조하 음. 

□ 스웨덴 정부는 1990년  유아교육과정을 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함에 따라, 유

아교육  보육 목표와 범 를 재설정 하 음. 유아교육  보육 업무를 보건사

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 시키면서 육아지원 서비스의 을 사회와 가족의 

역에서 교육의 역으로 이동, 유아기가 학습과 발달을 진 시킬 수 있는 평

생학습과정의 요한 첫 단계임을 명시하 음.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균등한 질의 민간  공공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

스 공 을 하여 법과 재정체재를 정비하 음.

나. 정책적 교훈

□ 교훈 1: 질 제고를 한 정책 목표의 우선순 를 정하고 구체 이고, 측정가능하

며, 달성할 수 있고, 실 이고 시기 한 목표를 설정하기

◦ (벨기에 네덜란드령)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목표와 목 은 모든 주요 계자에게 

분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함. 한 정책 목표의 우선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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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에 두고 다른 로젝트들은 2-3개

월 보류함. 

□ 교훈 2: 질 평가 기 의 필요성에 해 효과 으로 의사소통하기

◦ (슬로바키아 공화국) 유아교육의 질 평가 기 과 반  아동발달에 한 유아

교육의 정  효과에 한 주장을 설명하는 것이 요함. 이에 한 의회, 

세미나  언론토론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 이며 이는 기  변화에 한 지원

을 증진시키고 과정 설계에서 련된 주요 계자의 참여를 보장함.

◦ 질 평가 기  개정에 한 정부와 유아교육  보육 제공자 간의 합의 과정  

논의를 하기 한 매체 사용이 요함. 한, 개정을 옹호하는 매체는 합의 

도출 과정에 정 인 향을 끼침.

□ 교훈 3: 국가수 의 최 기 을 정의함에 있어서 유의하기

◦ (핀란드) 규제가 국가수 에서인지 지자체수 인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해 종종 논의되어 왔음. 리업무는 분권화되는 반면 서비스 질 보호  아동

의 안 을 해 국가수 의 최 기 이 필요함. 국가수 에서 기 이 정의될 경

우 이 법안은 국에 걸쳐 유아교육  보육기 의 최  질  수 을 보장할 

수 있음.

□ 교훈 4: 교육과정 목표 는 기  변경 시 다양한 주요 계자와 의하기

◦ (오스트 일리아) 국가품질안건 이행 동안 주요 의회로서의 역할을 해 국

인 주요 계자 모임을 형성하 으며 각 구성원들은 유아교육  보육과 학령

기 아동지도 분야를 변하며 단체, 학회, 훈련기   분과회 등을 포함함. 이

러한 주요 계자들간의 충분한 의는 질  목표와 기  개  시행의 참여를 

시도할 때에 필요하고 요하며 지원을 증 함.

◦ (뉴질랜드) 교육부는 2003년부터 새로운 규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후반까지 

기  련 모든 규제 제안에 해 유아교육  보육 분야에서 집 인 의가 

이루어져 왔음. 그 결과 규제변화  실행가능한 구조 제안의 강력한 수용을 이

끌어냄.

□ 교훈 5: 변경사항 알리기  추진을 한 충분한 시간 확보와 시행을 한 다양

한 분야의 문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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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유아교육  보육과 련한 국가 목표와 기 에 유익한 소책자 등의 

자료  설비 지원의 분배는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킴. 직원  운 진은 기

의 이 질  목표를 충족시키고 더욱 동기부여 되어야 함을 더 잘 인식하고 

있었음.

◦ (일본) 유치원 학 크기 기 이 유아 수 감소로 인해 각 반당 40명에서 35명으

로 변경됨. 최  10년 주기로 유사 수를 35명으로 체계 으로 낮추기 한 지침

이 있으며 이는 제공자가 인간  재정자원과 련한 변화에 스스로 비하는 

시간을 보장함.

□ 교훈 6: 근성, 비용부담능력, 공정성  질 간의 올바른 균형을 통한 단계 인 

실천방안 설계하기

◦ (스웨덴) 특정 아동과 가족을 상으로 하는 새로운 유아교육  보육 정책의 

실행은 질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에 효과 인 방법일 수 있음. 스웨덴의 경우 

주로 유아교육  보육의 육아비용 증가로 인하여 실직부모 는 시간제근무 

부모들은 종종 유아교육  보육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목표는 충족될 수 없음. 결과 으로 2001년 정부는 

유아교육  보육 분야와 비용 개 에 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함. 실직부모의 

아동은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음. 추후, 부모비용 상한제가 도입되었고 모든 지

방자치제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지함. 이러한 개 을 통해 유

아교육과 보육은 모든 유아가 혜택 받는 보편  복지의 핵심이 되었으며 서로 

다른 배경의 아동을 한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이용  근성을 

증진시킴.

◦ (캐나다; Prince Edward Island)  2008년 공립유치원연합회를 설립하 으며 이

는 유치원의 공립학교체제로의 원활한 환을 한 시행계획 추진하기 한 것

이었음. 유치원을 기 교육과정으로 이끄는 책임을 담당한 집단과 유치원 환 

작업 (KTT)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행계획이 주어짐. 권한  책임은 시행계획

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임무를 인식하도록 함.

□ 교훈 7: 새로운 혹은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경우에 모니터링 계획하기

◦ (멕시코) 모니터링 과정은 유아교육  보육 제공의 질  수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며 제공자와 계자가 기 을 용하는지 아닌지를 입증함. 유아교육  

보육 센터가 기 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교육부는 종종 이들이 기 을 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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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Quality Goals) 
1. 서비스 질 정책 목표은 다음의 SMART 요소에 의해 설정됨. 
   :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련성(Relevant), 시기 (Timely), 기한(Time-bound)

2. 서비스의 구체  목 의 설정은 ECEC가 추구하는 정책 목 과 연계됨.

3. 서비스 질의 목 은 정부 부처  서비스 공 자와 공유함.

4. 서비스 질의 목 은 일 된 공공 자   서비스 규제와 련됨.

수 있도록 지지하는 부가 인 략 는 계획을 제공해주며 이는 몇몇 유아교

육  보육 센터의 질  수 에 도움이 됨. 

◦ (오스트 일리아) 새로운 기   규제 시행의 요한 은 개편에 따른 수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임. 평가측정의 가치에 주목함. 즉, 새로운 평가  인증제

도 개발 시 정부는 200개의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에 한 모의평가를 실시

하 으며 이는 문제 인식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변화를 강

조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함. 한, 종일보육(LDC) 서비스의 25%를 유하는 

ABC 학습센터의 2008년 폐쇄시기에의 붕괴 이후 리목 의 사  제공자의 감

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함. 정부는 2009년 10월 산에서 큰 규모의 종일보

육(LDC)제공자의 재정  실 가능성을 평가하고 매년 재평가하는 계획을 공포

함. 한 교육부는 독립 이고 긴 한 조사 는 회계감사 수행의 권한을 가져

야 함. ABC 붕괴 응을 하여 고려된 다른 략들은 다음과 같음; 보육시설

을 폐쇄하기  42일동안 반드시 공지하여야하며 새로운 과징 제도가 도입됨.

다. 체크리스트

1) 서비스 질 목표 및 최저 기준

    



40

최저 기준 (Minimum standards)
5. 서비스 최  기 은 규제안에서 설정된 요한 체계 인 지표 제공

  (안 , 실/내외 공간, 아동  교사 비율, 교직원 자격)

6. 최 기 은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용됨.

 7. 요한 지표는 모니터됨. 체계 인 지표(안 , 아동  교사 비율) 뿐   

아니라, 로세스 질 리(교육과정, 아동  교사 비율, 학교와 가정 

연계)도 포함됨. 

8. 구체  실행은 모니터링으로 표면화됨 

  - 평가 결과는 부모, 일반인에게 공개

  - 표  기 에 부합되지 않는 서비스는 결과에 뒤따른 조치 시행

  - 서비스 지원과 연계함

  - 유아 서비스가 수 을 높일 수 있도록 부가  서비스 제공

  - 각 국가 상황에 맞춘 옵션 제공

3. 정책수단 2: 교육과정과 학습기준 개발 및 실행
가. 정책 전략과 도전과제

□ 스웨덴 정부는 유아교육과정을 개정하여 2011년 7월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을 시

행하 음. 언어  소통, 수학, 과학  기술 과목의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

서 교육  과업을 강화시켰음. 한, 평가  개발, 유아교육 시설장의 책임 부문

을 교육과정에 추가하여 시설장의 책임이 명확히 지침함. 새로운 교육과정은 아

동을 능동  학습자로 보고, 민주  가치, 계속 학습과 발달, 아동의 경험과 연결

하기, 단체활동, 그리고 보육과 놀이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스웨덴의 유아교육 시설들은 정부가 고안한 교육과정을 토 로 고유의 교수법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음. 국 교육과정에는 범 한 목표와 지침들이 

명시되어있지만, 어느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는 세부 인 내용은 표기하지 않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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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정부는 교육과정 운 원회  실행 원회를 설립하여 유아교육과 보

육분야의 표들과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교육과정개발에 하여 논의함. 한, 

교육  보육 문가들도 청을 하여 교육과정 지침 안에 한 논평을 받았음. 

□ 스웨덴의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정부의 임을 받아 유

아교육과정 개편 제안서 안을 작성함. 교육과학부는 학계, 지자체, 노조 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해 계자들로 구성된 거집단을 구성하여 개편에 한 

컨설 을 받았음. 학계 표들이 논평한 들을 개정된 교육과정에 반 시켰음.  

□ 스웨덴은 출생부터 만 20세까지의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생명의 고귀함, 개인

의 자유와 존엄성, 만인의 평등, 양성평등, 취약계층과의 연 , 환경존  등의 공

통된 이념과 가치에 근거한 학습을 추구하고 있음. 

◦ 스웨덴에서는 만 3세부터 보육시설을 연간 525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스웨덴의 국립교육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사를 한 유아교육과정 변경에 

한 정보, 안내  지원을 하고 있음. 

◦ 스웨덴의 국립교육원은 지자체 행정원, 유아교육 시설장 교직원들을 한 교육

과정 지침서  지원 자료를 공 하고 있음.

나. 정책적 교훈

□ 교훈 1: “아동”과 “통합  발달”에 을 맞춘 교육과정 개  지향하기

◦ (이탈리아) 일반 으로 아동에 을 맞추며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아

동의 개인  개성과 부모의 요성  향력을 명심하는 것이 요함. 아동  

그들의 발달에  맞추는 것은 성공 인 실행  주요 계자의 지원에 필수

이며 이를 “교육과정 설계 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벨기에 네덜란드령) 아동에게 실제 상황에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함. 아동은 자신의 생활환경과 다른 사람의 환경으로부터 학

습하며 조화로운 발달은 아동의 모든 발달 역에 한 잘 균형 잡힌 심이 요

구됨. 범 한 교육 제공에 목 이 있는 경우, 인지  근육 발달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 교훈 2: 교육과정 개  과정에 주요 계자  련 문가 참여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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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교육과정 개 을 결정할 때에 우선 으로 교육과정의 개편 이유를 

분석하고 그 다음 이 작업을 수행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요함.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함. 유아교육  보육의 책임이 있는 부처가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실무진이 구성되어야 하며 국 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실무진이 구성될 경우 

권한이 명확해야 하며 실무진은 안 제공을 해 설립되며 실무진 구성원들은 

각각 다른 문  배경과 력기술이 요구됨. 한 직무 달성을 해 회장에게 

비서직이 채용되며 평소 일의 50%의 유 휴가가 주어짐. 실무진은 아동의 학습

과 복지에 요하게 련된 여러 선택과 을 표함.

□ 교훈 3: 지속 인 아동 발달을 한 학습  양육의 일 성 수하기

◦ (벨기에 네덜란드령) 유아교육  보육 내의 서로 다른 학습 역 간에 수평  

일 성을 갖는 것이 요함. 각각 다른 역의 목 이 상호 련 있어야 하며 

이는 아동의 조기 학습  발달의 더 큰 지속성을 이끔.

◦ (일본) 2008년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경우 아동의 

환경  맥락에서 최근의 변화들을 고려하 으며 주로 아동이 자라나는 방식, 다

양한 생활습 , 가족 구성, 사회규범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함. 이는 

가정과 학습환경간 교육의 지속성을 증진시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더욱 명

확한 개념을 도출해내고 유아교육서비스의 요성에 한 주요 계자의 인식을 

더욱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 교훈 4: 교육과정 환에 한 인식 증진  시행을 해 충분한 시간 계획하기

◦ (룩셈부르크) 교육과정의 환을 시행할 때에는 모든 주요 계자들과의 효과

인 의사소통이 특히 요하며 시행과정에서 일 성을 보장함. 변화에 한 의사

소통은 한 개정된 교육과정의 진을 해 정책  수 에서 력 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우 수행가와 검사자 사이의 더욱 원활한 이해를 이끌어냄.

◦ (아일랜드) 향후 2년의 최우선사항은 교육과정 Aistear의 존재 인식을 지속 으

로 증진시키며 본 교육과정 시행에 있어 유아교육분야를 지지하는 것임. 본 교

육과정의 한 수행을 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며 검토 계

획 이 에 Aistear 교육과정을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의 제공이 

필요함.

□ 교훈 5: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기 장들은 교수법 실제 뿐만 아니라 재정  

인  자원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으며 효율 인 로그램 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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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 (Alignment)
1. 전체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 교육 목표에 연계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됨
2. 의무교육 과정과 연계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됨
3. 유아 성취도 및 교육기관 질 평가나 모니터링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됨 
4. 교육과정의 변경내용이 교직원 양성교육과정 및 현직교육과정에 반영됨
5. 규제 조건 및 재정 지원 체계와 연계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됨
목표, 범위 및 내용 (Goals, scope and contents) 
6. 교육과정의 목표와 지침이 명백함
7. 교육과정이 연령별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됨
8. 교육과정 내용이 학부모의 기대와 미래사회의 필요에 적절히 부합될 수           

      있도록 구성됨
9. 새로운/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양한 관련 이해관계자 (교직원 , 교육기관, 민간,      

      자원봉사 및 독립된 교육 제공자, 학자, 학부모, 지자체) 를 고려하여서 개발됨
10.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방과후 특별활동이 마련됨
11. 다양한 형태의 시설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내용과 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활용됨
12. 교사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활용됨
13. 교사, 학부모와 유아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활용됨 
교사교육 및 지원 (Training and staff support)
14. 구체적인 학습 방향과 세부내용을 담는 동시에 교사의 자주성과 자체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됨
15. 교직원들에게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자료들이 제공됨 (평가도구, 장남감, 책    

 및 그 외 학습자료들) 
16. 교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이 명백하게 명시됨

해 교사교육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함.

다. 체크리스트: 교육과정 구성, 기준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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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설계됨
   : 내용 및 교육학, 교육 보급 방식 (세미나, 워크숍, 현장교육), 교육 방식         

 (전문교육기관 또는 공무원을 통한 순차적 또는 일대일 교육) 
18. 교육과정 지원 자료나 교육 외에 교직원들에게 필요한 지원됨 (전화             

상담서비스/온라인 사이트, 요청에 따른 교육제공)
교육과정 실행 (Implementation) 
19. 개정된 교육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buy-in 시스템이 도입됨
20. 교육과정의 중요 요소와 도입에 대한 시범적용이 실행됨
21. 교육과정 도입 실행 시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실행 일정이 명백한 실행계획서를 준비
22. 유아교육과정 내용이 정책관계자, 교직원, 학부모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됨 
23. 행정기관체계와 및 독립성이 강한 유아시설을  감안하여 도입과정을 계획
모니터링, 평가 및 질 보장 (Monitoring, evaluation and quality assurance)
24. 교육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목적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됨
25. 목표, 달성방식 및 모니터링 수단은 신중하게 선정됨

4. 정책수단 3: 교사 자격기준,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

가. 연구결과의 활용

□ 정책수단 3에서는 교사의 자격, 양성(education), 연수(training)의 요성,  근로환

경의 요성에 해 논의하고, 정책  시사 을 도출함. 

1) 교사 자격 및 양성, 연수의 중요성 

□ 교사 자격, 양성, 연수( 문성 발달)의 개념

◦ ECEC 교사 ‘자격’은 ECEC 인력이 취득한 공인된 지식, 기술, 역량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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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인 ‘양성교육’은 ECEC 교사가 해당 역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취득하기 해 받아야 할 특정 수 의 교육을 일컬음. 교사 문성 발달, 즉 연

수는 해당 역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교사에게 그들의 교수활동을 향상 는 

최신화(업데이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종 직교육(in-service 

trarining), 지속교육(continuous training) 는 문  훈련(professional 

training)이라 일컬어지기도 함. 

□ 교사 자격, 양성, 연수( 문성 발달)의 당면과제

◦ 최근의 사회  변화는 아동기와 자녀양육에 한 통 인 견해에 도 과 변화

를 제기함. 1) 여성의 사회경제  역할의 변화, 2) 선진국의 증가하는 민족  다

양성(다문화), 3) 생애 기 교육의 목 과 의 변화. 특히 후자의 2개 변화가 

유아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 에 한 향을 미침.

◦ 교사가 아동으로 하여  양질의 교육  결과를 낳게 하고자 한다면  교사 양성

과 연수에 집 으로 투자해야 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아동의 최상의 인지

‧사회  발달결과를 낳는 가장 요한 요인은 바로 양성과정을 통해 잘 교육

받고 지속 으로 훈련된 문성 있는 교사임은 그 간 연구에 의해 지지되었으

며 보편 으로 동의되는 바임. ECEC 교사의 행동, 지식과 기술, 역량은 양성과

정  재교육과 연 되어 있으므로, 이는 요한 정책 사안임(OECD, 2006). 

◦ 그러나 이러한 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교사 자격요건  양성과정, 연수의 

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교사 임   서비스 비용의 상승에 한 우려로 정부

는 종종 이러한 투자에 미온 임(OECD, 2006).

◦ 연구결과들이 한 교사 양성교육과 지속 인 문성 발달의 연수의 요성

을 강조함에도, ECEC 교사의 자격, 양성, 연수 과정은 국가 간에, 그리고 이원

화 된 교육-보육간에 차이가 큼. 교사 자격의 경우, 교사에게 요구되는 공식

인 교육이 무한 것에서부터 학사, 석사 학 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사 연수

의 경우 산이 지원되는 의무교육에서부터 지원이 없는 선택사항에 이르기까

지 그 편차가 큼. 

◦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여부에 따라서도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양성, 연

수 요건에 차이가 남. 일원화된 국가의 경우 아동 연령 0세~취학  연령에 이

르기까지 모든 교사의 양성‧연수 요건이 동일하며(Eurydice, 2009; OECD, 

2006), 보다 높은 수 의 문성(Shonkoff & Phillips, 2000)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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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자격기 , 양성교육과 직연수가 요한 이유 

◦ 교사의 자격, 양성교육, 연수를 통한 문성 발달 → 교육의(pedagogical) 질 → 

아동의 발달 결과로 향을 미치는 유의한 상 을 가짐.

◦ 교사가 요한 이유는 교사가 ECEC의 과정과 내용의 질에 미치는 향 때문임

(Sheridan, 2009; Pramling & Pramling Samuelsson, in press 2011). ECEC 교사

의 교육과 재교육은 서비스의 질과 아동결과에 항을 미치고, 교사의 구체  

행동과 수행능력, 효능감 형성에도 향을 . 자격요건은 어린아이들을 상으

로 일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과 지식이 요한가에 한 인식과 련되어 있음. 

그 간의 연구가 규명한 유아 교사의 주요한 인  특성과 기술은 아동발달과 

학습에 한 이해, 아동의 을 발 시키는 능력, 아동을 칭찬하고 편안히 

하며 질문하고 응 하는 능력, 리더쉽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수업계획의 달

성, 어휘력과 아동의 사고를 이끌어내는 능력임.   

◦ 아동의 발달결과에 향을 미치는 보다 요한 요인은 교사의 자격요건 자체가 

아니라 양질의 교사가 창출하는 우수한 교육환경임(Elliott, 2006; Sheridan et 

al., 2009). 우수한 교사는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교사-아동간,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자극하며, 한 안내하기(guiding), 모방하기(modelling), 

질문하기(questioning) 등과 같은 교육 인 비계설정 략에 유능함.  

◦ 보다 문화된 양성과 연수는 안정 이고 민감하면서도, 발달  자극을 주는 교

사의 상호작용 능력을 길러주며(Shonkoff and Phillips, 2000), 교육과정에 한 

내용 이해도, 다학제  학습환경을 창조하는 능력과 연 됨(Pramling and 

Pramling Samuelsson, in press 2011).

□ 교사를 통한 질 리의 주요 요인 

◦ 교육수 (학력)과 교수학습 능력

   - 양질의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가 실제로 보다 우수한 교수학습 능력을 보이느냐

에 해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됨.  

   - 교사의 높은 교육수 이 ECEC 서비스의 질과 아동의 결과와 연 되었다는 다

수의 연구결과가 있음. 학사학 를 소지한 교사가 교실환경에서의 지  자극, 

반응성, 아동 학습활동에의 여 등에서 우수했다는 연구(Howes et al., 2003)가 

있으며, 국의 EPPE 연구결과는 교사의 자격요건, 리더쉽, 경력에 따라 E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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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질이 다르고, 이는 숙달교사-비숙달교사간 조력(trained staff 

alongside and supporting less qualified staff)과 교사의 아동발달과 학습에 

한 이해도에도 차이를 나타냄을 보고함(Siraj-Blatchford, 2010). 낮은 자격요건의 

교사가 많을 경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결과( 래 계  동)가 상 으로 떨

어졌음도 보고됨.

   - 한편 다른 연구들은 교사의 학력이 서비스 질  아동 결과와 무 하다고 보고

함. Early와 동료들의 연구(Early et al., 2007)는 교사의 질은 매우 복합 인 것

으로, 교사의 교육연한과 서비스의 질, 아동의 학습결과간에 단순하고 유의한 

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함. 단순히 교사의 교육연한을 늘리는 것은 교

실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학습성취를 늘리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유아기 교

육‧보육의 효과성 제고를 해서는 아동-교사간 상호작용을 돕는 보다 범

한 문성 제고의 연수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논의함. 구체 으로 교사-아동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역량이 요함을 지 함(Sheridan et al., 2009). 

 - EPPE 연구는 반드시 모든 교사가 높은 학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 다양한 학

력의 교사가 함께 일하면서 상호 정 인 향을  수 있음(Sammons, 2010). 

◦ 문화된 양성교육과 연수

- 교사학력 이외에 양성  연수 과정의 내용이 요함. 공과정(Specialisation)

이란 유아교육, 아동발달, 일반 인 교육 훈련 이상의 특정 내용에 을 둔 

교사 교육과정을 일컬음. 

- 아동발달과 교육에 한 한 양성교육은 교사의 효과성을 제고함. 

- 부 하고 불충분한 교육학  지식과 내용을 가진 교사가 구성한 교육환경은 

험스러울 수 있음. 아동의 기 발달과 보호에 한 교육내용이 교사가 아동

의 을 보다 잘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며, 놀이과 학습을 잘 연계하고, 교

사의 문제해결능력과 교수학습계획 능력이 우수하고, 아동의 문해력 발달을 독

려하는 어휘구사가 좋으며, 높은 학력과 문 연수를 받은 교사가 칭찬하기, 

질문하기, 반응성 등에서 아동과 보다 정 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됨.   

- 양성과 연수 과정의 내용보다 질이 교사의 교수능력 개발에 요하며, 교사의 

직 교육과 지속 인 직교육이 모두 요함. 우수한 교사는 양질의 양성교육

으로 비될 뿐만 아니라, 지속 인 직교육으로 특정 지식의 요구와 변화에 

히 처할 수 있게 됨.     

- 직교육, 즉 연수는 장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기  탁에 의해, 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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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나 워크 , 학술회의, 교과훈련, 장컨설 , 지도감독과 멘토링 등의 형태

로 이루어짐. 효과 인 연수는 교사가 최신 교과내용과 교육과정을 잘 알고, 

용, 응용할 수 있도록 도움. 연수는 장기간에 걸쳐 정기 으로 제공될 필요

가 있음. 

- 교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 요구도가 다양하고 교사의 배경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교사 교육이 가장 효과 인가에 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효과 인 연수방법의 하나는 교사 활동에 한 구체 인 피드백을  수 

있는 교과교육과 장 심의 컨설 임. 졸 학 가 없으나 연수를 잘 받은 

교사가 그 지 않은 교사에 비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됨(Burchinal et al., 2002). 효과 인 교사 연수는 교사의 다양한 배경과 특성, 

요구와 차이를 고려함(Elliott, 2006).

◦ 리자의 리더십

- 리직(managers)은 교사의 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함. 

교사의 질은 하나의 으로서 교사간의 정보 공유와 문성 제고를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는 리더십에 의해 유지됨. EPPE 연구결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

장과 리자  교사의 질이 학력  공과 히 연 됨을 보고함.(Sylvia 

et al., 2010) 

◦ 아동 연령별 교사 양성과 연수

- 미국의 NICHD 연구결과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교사 양성과 연수의 효과가 

다름을 보고함. 교사에 한 양성과정이 아기보다는 유아기(preschool age) 

아동의 결과에 보다 유의한 요인이라면, 나이가 어린 아기(걸음마 아동, 신

생아) 아동에게는 교사에 한 실질 이고 특화된 훈련과정, 즉 연수가 교육환

경의 질과 아동의 인지, 사회  결과에 보다 유의한 것으로 보고됨(NICHD, 

2000).

□ 사회  평등과 교사 연수

◦ 유아기 교육‧보육은 의무교육 시작 시 에 취약계층 아동에게 유리한 출발선

을 제공하는 요한 수단으로 인식됨.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과 다원화되는 가족 

배경은 ECEC가 이러한 다원주의(Elliott, 2006)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새

로운 교육 ‧조직  운용을 해야 하는 과제를 . 

◦ 사회  불평등의 방  통합과 함께, 유아 교사 연수에 지속 으로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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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내용은 다문화  근, 제 2언어에 한 근, 장애아동, 발달 으로 

험한 혹은 언어습득에 을 둔 근 등(Eurydice, 2009)임. 그러나 이러한 

근의 효과성에 해 구체 으로 알려진 게 없음. 

□ 정책  시사

◦ ECEC 교사 자격요건의 강화

- 양질의 교사가 질 높은 ECEC를 제공하나, 모든 교사가 동일하게 높은 수 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이는 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 고학력 

교사와 일반 인 교육수 의 교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바람직함.  

◦ 지속 인 연수의 제공

   - 지속 인 직교육은 양질의 ECEC 서비스 제공에 요함. 워크  참석, 높은 

수 의 교과목 훈련, 장 심의 컨설  는 교수학습에 한 리감독이 교

사의 문성 유지와 개발에 효과 임. 연수는 유아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

고 성장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건이며, 교사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

로 제공되어야 함. 

◦ 아기 교사 상 문 연수의 제공 

 ◦ 특화된 ECEC 직교육의 제공, 특히 보다 나이 어린 아동을 교육하는 데에 요

구되는 문 기술과 내용 지식, 다양한 교과와 발달 역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미완의 이슈들

◦ ECEC 질의 개념

  - 문가들은 여 히 ECEC에서 ‘질(quality)'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해 논쟁함. 

질의 단은 가치를 내포함. 교사 교육과 연수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는 

ECEC 질에 한 정의와 질을 측정하는 도구에 따라 다름. 아동의 발달결과가 

양질의 ECEC를 평가하는 가장 요한 요인이나, 이 에서도 과연 어떠한 발달

결과가 측정되어야 하는 논의는 남음. 

◦ 교사 양성과 연수의 내용 

  - ECEC 질의 개념에 한 논쟁은 교사 양성과 연수의 내용에 한 논의에도 연결

됨. 일부 문가들은 어린 아동에게 1) 의미(mean making)보다는 실행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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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에 해, 2) 놀이와 발견의 과

정, 아동의 개인 인 선택과 책임보다 미리 규정된 지식을 수하는 교육방식에 

해, 3) ECEC 교육과정이 발달 비도를 간과하는 에 하여 우려함.

◦ 교사 학력과 연수의 효과 

  - 교사 교육수 과 교육의 질 간에 상 이 있으나, 양자간의 정확한 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다양한 연수의 효과 한 아직 불분명함. 이에 한 보다 실

증 인 연구가 요구됨.

◦ 리자의 지식, 리더쉽과 역량

  - 교사 개인에 한 자격요건에 을 두고 논의되었으나, 리자(원장)의 지식, 

리더쉽과 역량 한 요함. 리자의 역량이 어떻게, 왜 요한지에 한 연구, 

그리고 리자에게 어떠한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가장 효과 인지에 

한 연구가 필요함.

◦ 민족  다양성에 한 교육 

  - 많은 국가에서 민족  다양성의 증가는 당면한 과제이므로, 교사 교육에서 다양

성 논의의 효과가 구체 으로 어떠한지에 한 연구가 필요함.  

2) 근무여건의 중요성

□ 근무여건이란?

 - ECEC 환경에서 근무여건이란 구조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교사의 임 , 교사-

아동 비율, 집단의 크기, 근무시간, 그리고 기타 특성으로 비재정  보수,  업

무, 리자의 리더쉽, 업무강도 등이 있음. 이는 교사의 직무 수행 능력과 근무만

족도, 직업만족도에 향을 . 

□ 근무여건의 문제

◦ ECEC 교사의 유입과 훈련, 근속은 어려운 과제임. 유럽 원회(European 

Commission, 2009)는 그간 많은 연구들이 교사 양성과 연수 외에, 교사의 ‘근

무여건’이 아동에게 안 하고 건강한 양질의 학습환경을 제공하는데 요한 요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 질 제고 정책  51

인임을 강조했음. 축 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ECEC 분야는 상 으로 열

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연간 40% 이상의 높은 

이직률을 낳고 보육의 질을 해함.  

□ 근무여건이 요한 이유

◦ 교사의 능력은 학력과 교육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임 , 보상에 의해 향을 받

음(Shonkoff & Phillips, 2000). 근무여건은 교사의 직업만족도와 직무수행능력, 

아동과의 정  상호작용과 발달 자극,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향을 . 

◦ 연구결과에 의하면, 낮은 여는 1) 교사-아동간 상호작용 방식, 2) 높은 이직률

과 연 됨. 교사의 잦은 교체는 교사-아동간 안정  계의 형성과 인지 으로 

한 자극을 주는 교사-아동간 상호작용을 어렵게 함.  

◦ 근무여건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근무여건의 다양한 요인 통

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임.

□ 근무여건의 주요 요인

◦ 많은 연구들은 근무여건(교사-아동 비율, 집단크기, 임 과 수당, 업무강도, 이직

률, 놀이 심의 인지  자극이 제공되는 물리  환경, 유능하고 교사지원에 

극 인 리자 등)이 아동의 발달결과보다는 교사의 만족도나 ECEC 서비스에 

미치는 향에 해 을 둠. 근무여건의 특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

◦ 교사  아동 비율

- 교사  아동 비율은 ECEC 질과 유의한 상 이 있음. 양호한 교사-아동 비율

은 교사의 스트 스를 낮추고 근무여건을 좋게 함. 교사  아동의 수가 증가할

수록 아동과의 정 인 언어  상호작용이 고 보다 제한 이고 틀에 박힌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음. 

- 양호한 교사-아동의 비율은 아동이 상호작용과 활동에 보다 조 이게 하며, 

아동의 인지 , 언어 , 학업성취의 평가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임. 교사-아동 

비율은 특히 나이 어린 아동에게 요함.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교사-아동 비

율이 아동 발달결과와 ECEC 질, 교사의 직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인지에 

한 연구결과는 부족함. 

- 교사들은 2세까지는 1:3, 1:4 보다 많은 교사  아동 수인 경우, 교사-아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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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상호작용이 어렵다고 보고함.

◦ 집단의 크기

- 집단 크기의 향력을 규명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교사  아동 비율을 함께 고

려해서 그리고 연령혼합 여부가 통제되지 않아 더욱 그러함. 연구결과는 집단의 

크기가 ECEC의 과정  질 (교사-아동간 계, 교사-부모간 의사소통 등)에 향

을 미쳐, 양호한 근무여건은 교사의 정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함.  

◦ 교사  아동 비율 외에, 교사(성인)의 수가 서비스 질과 교사의 직업만족도에 

향을 미침. 교사가 혼자인 경우보다 으로 함께 일하는 경우 서로에게 컨설

과 감독(supervision), 어려운 일을 상호 의논하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정  

향을 갖는데, 체로 이는 교사간에 상호 역할과 기 가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가능함. 보조교사의 고용이 반드시 큰 집단의 부  향을 상쇄하고 교사-아동

간 의 기회를 향상시키지는 않음.

◦ 보수: 임 과 수당

- 높은 임 과 좋은 근무여건이 직업만족도와 일에 한 동기부여, 그리고 간

으로 교육의 질, 아동에 한 보살핌과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침.

- 연구결과에 의하면, ECEC의 낮은 임 은 우선 으로 우수 인력이 ECEC로의 

진입하는데 해요인이 되고, 높은 이직률과 련되는데 높은 이직률은 아동의 

언어‧사회정서  발달, 교사-아동간의 계 형성에 향을 미침. 낮은 임 은 

ECEC 직업에 한 낮은 사회  인식과도 연 됨(Ackerman, 2006).

- 부분의 OECD 국가에서 ECEC 임 수 이 낮으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와 

같이 ECEC 교사에게 학사 학 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높은 임 수 과 사회  

신을 가짐. 이원화된 국가의 경우 개 만 3세 는 4세 미만 아동 상의 

교사에게는 상 으로 더 낮은 교육연한과 임 수 이, 그리고 만 3, 4세 이

상 아동 교사에게는 보다 높은 교육연한과 임 , 사회  인식이 부여됨.

- 휴가일의 수와 과근무수당의 지  한 직업만족도에 정  향을 미쳐, 

교사-아동간 상호작용과 연 됨. 

- 유아학교 교사가 ECEC 내에서 높은 직업  지 를 경험한다 해도, 덴마크, 스

웨덴의 경우에서와 같이 외부의 사회  인식은 내부 인식과 다르기도 함. 

ECEC의 직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성 편견을 타 하기 해서는 ECEC 인력의 

직업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이 변화되어야 함(OEC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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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률

- 많은 국가에서 ECEC 교사의 높은 이직률이 연간 30~50% 사이에서 나타남. 높

은 이직률은 낮은 서비스 질, 아동 발달 결과와 아동-교사간 상호작용과 연

되며, 보호의 연속성을 해하고 아동의 유의한 활동시간을 임.  

◦ 업무강도

- 과도한 업무량은 교사 스트 스과 연 됨. 업무강도는 주로 근무시간에 한 

것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족생활과 병행가능하며 육체  강도가 어떠한가가 

요함. 큰 집단크기와 교사  아동 비율, 업무강도로 스트 스를 받는 교사의 

수행도가 떨어짐.

◦ 물리  환경

- 풍부한 놀이, 학습 환경의 제공이 요하며, 보다 다양하고 넓은 공간이 아동

발달에 이로움. NICHD 연구는 교사의 보육과 물리  환경 특성의 유의한 

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공간과 도구의 구비가 요하며 공간이 충분할수록 아

동이 주의집 이 잘 되고 교사가 아동의 연령에 보다 합한 교수학습을 제공

한다고 함.

- 비교문화  연구는 물리  공간이 클수록 교사의 소집단 활동의 구성, 학습환

경의 조성, 그리고 아동이 놀거나 쉬고 배우는 보다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가

능해 공간의 물리  환경요인이 요함을 보고함. 그러나 연구결과가 한 

공간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한 구체 인 안내를 제공하지는 

못하므로 공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

□ 원장의 문성 발달 지원의 역할

◦ 근무여건은 정책 규제의 상으로 규제요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 의 운용에 

달라지는 기 의 특성이기도 함. 특히 근무여건 제공의 주요 요인은 기 장임. 

◦ 연구결과는 교사의 연수를 지원하여 교사가 최신의 교수학습방법을 배우도록 

하고, 정기 인 교사 회의와 동료간 컨설 과 격려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 장이 

교사의 직업만족도와 보육‧교육의 수행을 진작시키는 요 요인으로 나타남.

□ 정책  시사

◦ 근무여건 향상을 한 투자

- 집단 크기와 교사  아동 비율이 양호한 근무여건과 교사가 아동에게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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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집 과 시간을 보장하는 질  요인임에도, 이에 한 정책 실행에는 재정

 부담이 따름. 평균 교실 크기를 15명에서 10명으로 이는데 교사수의 50% 

증가가 요구됨. 게다가 정확히 몇 명 규모의 교실 크기가, 어떤 교사  아동 

비율이 가장 좋은지가 명확하지 않음.

- 유아기 교육‧보육에 한 사회  지 와 질의 향상을 해 정부는 유아기

와 등 교육을 아우르는 균등한 자격요건과 동일한 근무여건( , 수당과 

문성 발달의 기회 등)의 도입을 고려하게 됨. 직교육의 제공이 경력 개발과 

보다 강화된 자격요건의 취득과 연 되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함(OECD. 2006) 

◦ 우수교사의 근속을 한 경제 , 비경제  보수의 제공

- 보상은 좋은 근무여건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높은 이 이직률을 이

고 양질의 교사가 진입하도록 하며 직업만족도를 높임. 비경제  지원과 인센

티 의 제공 한 교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속 인 문성 발달을 견인함. 

- 가장 낮은 질의 ECEC 교사가 떠나는 이직률은 고무 으로 받아들여짐. 새로운 

연구결과는 질 으로 우수하지 못한 교사를 (강제로) 떠나게 하는 것이 학생 

성과를 확연히 향상시킨다고 보고함.   

◦ ECEC 원장에 한 인식의 제고

- 근무여건에 한 그 어떤 규제들보다 원장의 근무여건 향상의 노력과 교사연

수 기회의 제공이 요함. 원장의 교사 근무여건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로 근무환경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ECEC 질 제고에 요함 (OECD, 2006).  

□ 미완의 이슈들

◦ 근무여건과 아동발달의 계

- 근무특성이 로그램의 질, 이직률 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 비해 아동

의 발달 결과에 미치는 향력에 한 유의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음. 근무여건

이 ECEC 질과 아동 결과에 미치는 향에 한 보다 충분한 연구가 필요함.

 ◦ 어떤 근무여건이 어떤 아동에게 향을 미치는 가에 한 연구의 필요성

- 교사  아동 비율이 나이 어린 아동에게 더 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아동발달을 향상시키는 공간의 정확한 역할에 한 논의

와 아동 결과에 향을 미치는 성인의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특정 근무여건이 

어떠한 아동에게 서로 다른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 : 다문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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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달취약 아동 등)가 부족함.

나. 국제비교를 통한 관점의 확대 
교사 유형, 자격요건과 필수사항, 교사의 문성 신장, 근무여건에 해 국제 비교

에서 논의함.

1) 교사유형, 자격요건과 필수사항
□ 교사유형과 자격요건

◦ OECD 국가에서는 일반 으로 5개의 ECEC 직업유형이 있음.

- 보육교사 

- 유아교사; 등교사, 유치원교사, 유아학교(preschool) 교사 등

- 가정 보육  돌  교사

- 문교육사 (pedagogue)

- 보조 인력 

◦ 다양한 교사 자격요건이 있음 (ISCED 수  3~5). 이원화된 국가에서는 유치원/

유아학교 교사, 보육교사에게 상이한 교사 자격요건을 용함. 

◦ 유치원/유아학교 교사가 보육기  교사보다 높은 수 의 양성교육을 받음; 많은 

국가에서 보육교사는 ISCED 수  3을, 유치원/유아학교 교사는 ISCED 수  5를 

부여함. 

◦ 일본, 포르투갈과 같이 보육교사, 돌 교사, 유치원/유아학교 교사에게 동일한 자

격요건을 용(ISCED 수  5)하는 경우도 있음.

◦ 통합된 ECEC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국가는 0~3세 아동 상 교사에게 높

은 자격요건을 용함.

◦ 국가마다 교사 배치에 다른 근을 함. 일례로 뉴질랜드에서는 놀이센터와 유치

원 교사가 0~6세 동일한 연령 를 포 하지만, 유치원교사에게는 ISCED 수  5B

를, 놀이센터 교사에게는 ISCED 수  3의 자격요건을 용함.     

□ 교사 양성과정

◦ 다수의 국가가 유치원 는 유아학교(preschool) 교사 상 정규 풀타임과 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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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과정을 제공함. 상 으로 은 국가에서 보육  가정보육 교사에 해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함. 교사 양성교육은 사립보다는 공  기 을 통해 제공

되며, 특히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 그러함. 교사 양성교육 로그램은 교사 자격

요건과 연계됨. 보육교사와 유아학교/유치원 교사, 등 교사에 한 교육요건이 

다르며 이에 따라 상이한 양성 로그램이 제공됨.

◦ 그러나 통합된 공통과정을 용하는 국가에서는 보육‧교육 교사에게 동일한 양

성교육을 제공하며,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도 로그램 내에서 보육 공, 

유아교육 공을 선택할 수 있음. 몇몇 국가에서는 유아교사와 등교사의 양성

교육이 통합됨. 일례로 네덜란드에서는 4~8세 아동 교사의 양성교육이 동일하고, 

호주에서는 유아- 등교사에게 동일한 기 교육이 제공되나 세부 공을 택일하여 

선택하게 함.   

□ ECEC 인력 특성

◦ ECEC 교사는 매우 불균형한 성비를 보임. 부분의 국가에서 여교사의 앙치 

비율이 95% 이상임. 외 으로 멕시코는 남교사의 비율이 17%로 가장 높음. 

◦ 유아교사의 평균 연령이 약40세로, 보육교사 평균 연령 약38세보다 다소 많음. 

유아교사의 평균 연령은 40세로, 범 는 32세(한국)~48세(칠 )임. 보육교사의 평

균 연령은 38.3세로, 범 는 29.4세(독일 Saxony-Anhalt)~45.6세(독일 Hesse)임.  

보조교사의 평균 연령은 34세로, 범 는 26.5세(멕시코)~48세(칠 )임. 문교육사

의 평균 연령은 41.8세로, 34세(네델란드)~48세(칠 )임. 

□ 자격증 

◦ ECEC 교사가 되기 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함. 자격증 갱신 여부는 국가간에 크

게 다름. 많은 국가에서 보육교사보다 유치원/유아학교 교사에게 자격증 갱신을 

더 많이 요구함. 캐나다 Manitoba에서는 가정보육교사에 한 자격증 갱신이 

“매년”으로 가장 엄격함. 반면 독일은 매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핀란드의 경

우는 갱신이요구되지 않음. 보육교사의 경우, 뉴질랜드는 매 3년마다, 스코틀랜드

는 매 5년마다 자격갱 신이 요구됨. 유아학교(preschool) 교사의 경우, 벨기에 

Flemish Community는 5년 이후에, 일본에서는 매 10년마다, 뉴질랜드는 매 3년

마다 갱신이 요구됨. 핀란드와 이탈리아에서는 ECEC 교사에게 자격 갱신이 요구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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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를 통한 교사 전문성 제고
□ 연수기회와 재정지원

◦ 연수는 보육교사보다는 유치원/유아학교 교사에게 의무 으로 부여됨.

◦ 보육교사 상 6개의 연수 재정지원 모델이 보고됨. 

- 1) 정부, 기 , 교사의 공동 부담( : 호주, 스웨덴), 2) 정부, 기 의 공동 부담

( : 뉴질랜드, 노르웨이), 3) 기 , 교사의 공동 부담( : 이탈리아), 4) 정부 지

원( : 벨기에 Flemish와 French communites), 5) 기  지원( : 체코공화국), 

6) 교사의 개인 부담( : 이스라엘).

◦ 유아학교/유치원 교사 상 5개의 연수 재정지원 모델이 있음.

- 1) 정부, 기 , 교사의 공동 부담( : 핀란드, 일본), 2) 정부, 기 의 공동 부담

( : 노르웨이, 미국의 조지아주), 3) 정부, 교사의 공동 부담( : 헝가리, 터어

키), 4) 정부 지원( : 아일랜드), 5) 교사의 개인 부담( : 이스라엘) 

◦ 가정보육교사의 연수를 지원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핀란드와 벨기에 네덜란드령

는 가정보육교사의 연수가 의무사항으로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이탈리아

에서는 기 과 교사에 의해 공동 부담됨. 

□ 교육기 과 인센티

◦ 많은 국가( : 오스트리아, 일본, 포르투갈)에서 다양한 기 과 경로를 통해 연수

를 제공함. 정부, 고용기 , 학/학교, 그리고 비정부 기  등이 직교육기

임. 유치원/유아학교 교사 상 직교육이 주로 학(교)에서 제공된다면, 보육

교사 교육은 주로 비정부기 에서 제공됨.

◦ 교사의 연수를 장려하는 다양한 인센티 가 제공됨. 표 으로 훈련비용의 지원, 

임 보 , 승 자격 부여, 연구휴가 제공, 임 인상과의 연계 등임. 보육교사보다 

유치원/유아학교 교사에게 더 많은 인센티  유형이 주어짐.

◦ 사 이수인정제(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는 많은 국가에서 공식 ‧비

공식  학습을 통한 기술, 지식의 습득과 문성 개발을 인정하기 해 마련됨. 

직교육에 한 사 이수인정을 통해 ECEC 인력 반의 문성 신장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기능

을 가짐. 보육교사에 한 사 이수인정제 시행이 유치원/유아학교 교사에 비해 

보편 이며, 가정보육교사에 해서는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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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내용과 방식

◦ 체로 문성 제고를 한 직교육은 보육교사보다는 유치원/유아학교 교사에

게 더 보편화 됨. 주된 교육내용이 유아학교 교사 상인 경우 “개정된 혹은 새

로운 교육과정(curriculum)”이라면, 보육교사 상으로는 “방법과 실제 운용”에 

한 것임. 계획수립과 리(planning and management)도 자주 등장하는 교과

내용임.

◦ 교육내용  장애아 특수요구(special needs)에 한 것이 가장 게 다 지는 부

분이며, 취학 후의 과도기 이행(educational transition)은 취학을 앞둔 아동과 

일하는 유아교사 상으로만 이루어짐. 세미나/워크샵, 장 멘토링, 온라인 교

육, 공식  훈련 과정 등 다양한 유형의 연구가 제공됨.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 

과정보다는 면 면 집체교육을 선호하나, 상호보완 으로 이루어짐.

□ 개념 정의와 방법론

◦ 연수는 문성 신장을 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역량에 한 것으로, 직교사

로서 ECEC 직무 수행의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직 교육(in-service 

training) 과 지속되는 교육  훈련(continuous education/training)을 일컬음. 

◦ 교과내용은 언어 련(언어학습, 술, 수학, 과학, 정보  의사소통 기술 등), 새

로운 혹은 개정된 교육과정(curriculum), 교수방법(methods/practice) ( 지오 에

리아, 통합교육과 같은 교수방법론  략), 가치/윤리(윤리학, 반편견, 공평한 

기회, 시민권 등), 계획과 리(활동·교육과정의 계획, 로그램 만들기, 리, 리

더십 등), 의사소통(부모, 동료교사, 티칭, IT 사용 등), 모니터링과 평가(모니터

링, 목표/결과 비 아동 결과의 측정  평가, 로그램의 질과 교사 수행 등), 

건강·안 과 사회복지, 기타 특수아 요구와 교육  과도기 련 등이 있음. 

◦ 사 이수인정제(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는 정부, 인증기 , 고용기  

혹은 학(교)에서 교실 밖에서 이루어진 교사의 학습에 한 평가로, 주로 학

과 이수증, 인상 등으로 인정됨.  

3) 교사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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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ECEC 교사의 임 수 의 차이는 큼. 뉴질랜드와 칠 의 유아교사의 

이 최 임 의 2배에 못 미친다면, 캐나다 리티쉬 콜럼비아와 포르투갈에서는 

최 임 의 4배 이상임. 체로 유치원/유아학교 교사가 다른 ECEC 교사에 비

해 높은 임 을 받으나, 스페인에서는 교육·보육 교사가 동일한 임 을 받음. 

◦ 포르투갈과 캐나다 마니토바주 등 많은 국가에서 유아교사와 등교사가 동일한 

임 을 받으나, 국의 칠  잉 랜드주, 멕시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에서는 

등교사가 유아교사보다 더 많은 임 을 받음. 

□ 이직률은 교육·보육 교사 모두에게서 높은 가운데, 유치원교사는 평균 17.7%, 보

육교사는 평균 15.4%로 유치원교사가 다소 높음. 국가간 유치원교사의 이직률 차

이가 큼. 덴마크, 미국은 30% 이상, 벨기에 Flemish Community, 에스토니아, 잉

랜드는 5% 미만임. 보육교사 이직률은 미국 35%, 네델란드는 가장 낮은 8.9%

임. 

다. 정책전략과 도전과제
 ECEC 인력의 문성 제고와 근무여건의 개선을 한 정책 략과 도 과제에 

해 알아 .

□ 도 과제 1: 교사 자격의 강화

◦ 양성교육 로그램과 필수요건의 개선

 -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주에서는 보육교사 자격규정을 개정하여 ECE(Early 

Childhood Educator) 보조교사와 여타 인가 보육기 의 성인 근로자는 양성과정

에서 반드시 특정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함. 기존 ECE 련 교과목을 재구성하

여 훈련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이는 보육교사 상호 약에 의해 캐나다 주 

간의 인력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함이기도 함. 새로운 양성교육과

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존 이수교과목과 로그램들을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양성교육 내용, 기간, 비용과 달체계 등에 변화는 없음. 

 - 뉴질랜드에서는 1986년 보육서비스 소  부처가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

됨. 정부는 유보통합 1년 후, 새로운 앙 교육학사(Diploma of Education) 양성

과정을 만들어 1988년에 3년 과정의 통합양성 로그램을 도입함. 이 양성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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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 인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990년에는 질, 교육, 재정지원을 교사 

양성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다룸. 

  - 한국에서는 2009-2010년에 교사 양성과정을 유치원교사의 경우 학사학 이상, 보

육교사의 경우 35학 (12과목)에서 51학 (17과목)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언함. 

유치원교사의 경우, 2, 3, 4년의 다양한 학제를 통해 양성되는 교사의 수 을 균

형있게 조 하여, 과도한 배출이 가져오는 교사 질 리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

률을 해소하고자 함. 보육교사의 경우, 2014년부터 학에서의 교과 학 수가 51

학 으로 상향조정되고 3  교사의 학 수가 (4주 160시간의 실습교육을 포함하

여) 1,105시간으로 강화됨. 한 보육교사 실습이 원아 15명 이상의 인증기 에

서만 가능하게 됨. 

◦ 유아교사- 등교사의 자격 연계

  - 벨기에 Flanders에서는 유치원교사와 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동일하게 

하여 하나의 직업경로로 통합하고자 하며, 벨기에 네덜란드령에서는 유아교사의 

양성과정을 개선하여 등교사와 동일하게 함.

  - 핀란드에서는 1995년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을 등교사와 동일하게 학교 수

의 교과과정으로 바꿈에 따라, ECEC 교사와 등교사간의 상호교류  통합 효

과가 나타나고 아동의 유 연계와 취학 후 과도기 이행이 원활이 이루어짐.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간 이동성과 력의 증진 

  - 슬로베니아에서는 보육교사가 교육, 술,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복지 분야에

서 유아교사가 되기 한 부가 인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면 유

아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 호주에서는 유보통합 요구에 한 응 로써, 정부가 유아교육 양성과정을 제공

하는 학교를 늘리고 보육교사 양성교육원이 유아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

록 함. 다양한 양성과정의 경로가 교사양성과정과 직업훈련과정, 고등교육기  

간에 마련되어 새로운 양성과정의 기회를 제공함.

  - 한국에서는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계내에서도 유아교육 공의 유치원교사

가 보육학 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며, 보육교사는 유치원 종일제 

로그램에 종사할 수 있음.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 력 로젝트「 차」는 

2009-2011 3년간 3개 지자체에서 산지원을 통해 장 실무단계에서 ECEC 교

사들간의 정  상호작용과 교류의 효과를 보임. 구체 으로 유아교육‧보육 활

동계획의 수립과 실행, 가용한 인 ‧물 자원의 교류( : 읍면지역의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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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공유), 교사연수  등학교 입학 부모 오리엔테이션의 합동 실시 등에

서 상호 력함.  

◦ 교사 연수의 국가기  설정과 양성교육과정의 개선 

  - 호주는 개인, 업계,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수 의 ECEC 직업

훈련기 (훈련 패키지)을 만듬. 이 훈련 패키지는 산업기술 원회에서 개발된 것

으로, 국가수 에서 승인된 기 과 자격요건, 장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장에서 필요한 훈련의 결과가 함께 

제시됨. 매 3년마다 패키지 인증 차를 가짐. 한 ECEC 분야에서 국가수 의 

훈련 패키지들(Certificate III, Diploma, Advance Diploma)이 부가 으로 개발됨. 

마찬가지로 장 산업계의 지속 인 컨설 을 통해 표 훈련과정에 한 성

과 효과가 정기 으로 검토됨.

  - 한국은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에 최소 7과목의 교직‧ 공 교과학 이 필수과목으

로 요구됨(2008년 교사자격 부칙 19조 근거). 2009년에 보육교사양성과정 표 화

사업이 시행되어 보육교사 표 교과개요와 보육실습 지도지침  표 보수교육

과정이 개발, 2014년부터 시행 정임. 

  - 일본은 2008년 3월 보육교사 국가수  양성과정이 개정되어, 변화된 부모양육방

식과 이에 따라 요구되는 보육교사의 높은 질과 많은 역할의 수행에 부응하고자 

함. ‘보육센터의 질 개선을 한 실행 로그램’은 1) 보육 활동의 증진, 2) 아동

의 건강·안 의 보장, 3) 보육교사(nursery teachers)의 질과 문성 제고, 4) 보

육지원의 토  강화에 한 내용을 담음.

◦ 양성 로그램 분석  평가

 - 호주에서는 양성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해, 모든 ECEC 양성 교과목의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기 별로 다양한 양성과정에 해 검토함으로써 교사 양

성교육과정의 일 성과 질, 성을 확보하고 상호 부족한 부분과 차이를 악

하고 보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신생기 인 호주 아동 교육·보육 질 당국

과 호주 교수·학교 리더쉽연구소 2개 기 에서 ECEC 양성교육과정을 평가, 인증함. 

  - 노르웨이에서는 2002년에 NOKUT라는 양성과정 질 제고 기 (the Norwegian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을 설립, 2009년에 상 학교 교사 

양성과정과 견주어 유아교사 양성과정을 평가함. 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유아

교사 양성과정은 낮은 사회  인식과 지 를 가지고 있으며 우수학생들이 선택

하지 않고 배우는 학생도 교육과정 공부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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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남. 체로 3세 이상 아동에 비해 3세 미만 아동에 한 내용이 

부족하고, 다문화주의 련 교사역량 개발과 장애아동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학

 논의가 부족함을 지 함. 노르웨이 정부는 보다 하고 높은 수 의 근

화된 교사양성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교사양성교육 틀을 제시하고자 함. 

□ 도 과제 2: 교사 공

◦ 양질의 교사 공 은 부분의 OECD 국가의 당면과제임. 만성 인 교사 부족

상이 목격되며 특히 외딴 취약지역의 경우와 낮은 자격요건의 보육교사의 경우

가 서비스 질에 한 우려를 낳음. 교사 공 의 부족은 낮은 임 과 사회  지

, 과도한 업무량과 승진경로의 부족으로 우수인력의 진입이 낮은 데에 기인함. 

교사인력은 부분 주류집단의 은 여성으로 이루어진 동질 인 특징을 보임. 

◦ 비교사(학생)  교사에 한 재정 지원

 - 호주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한 기술 인 추가 교육에 한 비용을 없

앰으로써 학생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 으며, 고등교육 출 로그램을 통해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 음.  

 - 뉴질랜드에서는, 학생 보조 과 장학  제도가 있어 ECE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

생들을 지원하고, 정부는 Paifika와 Maori 몰입 (다문화) 로그램을 한 교사 

양성과정의 개발에 재정 지원함.

 ◦ 양성과정과 연수 로그램 재정 지원

  -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가 앙정부로부터 보육교사 연수 비용을 지원받음. 정부

는 어린이집에 입학이 허용되는 비율이 2007-17년동안 20-38%로 증가하도록 하

기 해 수요에 맞춰 교사공 을 늘리고자 함. 

  - 한국에서는 유치원교사의 경우 지자체별로 교육청에 의해 진행되는 교사 연수가 

지방교육재정교부 에 의해 지원됨. 보육교사의 경우 2011년 교사 연수 산이 

12억4천8백만원,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산이 6억4천만원, 교사연수를 

수행하는 18개 보육정보센터 산이 40억4천만원 등으로 보육교사 연수와 문

성 개발을 한 다양한 재정지원의 통로가 있음.     

◦ ECEC 교사의 지  향상

  -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유치원 교육을 학교체계로 편입

시킴으로써 과거 직업훈련 교육에 머물 었던 교사양성과정을 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 교육으로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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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교사의 채용

 - 잉 랜드에서는 기 에서 우수교사를 채용하여 부모-기 간에 신뢰감이 형성되도

록 독려함. EYPS(Early Years Professional Status)는 국의 EPPE 연구결과 학

원 졸업 교사에 한 수요가 있음에 착안하여 도입됨. 

◦ ECEC 교사의 다양화

  - 캐나다 리티쉬 콜럼비아에서는 원주민 교사의 증가와 원주민 의 양성교육 

내용을 보강하는 노력을 함. 학별로 으로 원주민교사를 한 양성과정을 

제공하거나, 기본이수과정 이후에 원주민 공심화(specialty)를 제공하기도 함. 

  - 슬로베니아에서는 집시(Roma) 공동체와 교육기 간의 연계를 해 집시 보조교

사를 채용하여 집시 부모들과 교류하고 아이들의 취원율을 높이고 슬로베니아 

언어를 익히도록 도움. 집시 보조교사들은 집시언어와 문화, 역사로 교육을 받

음. 문화간 이해를 돕고 선입견과 이주민 오, 인종주의의 형성을 막고자 함. 

  - 한국에서는 이주민 출신의 보육교사를 훈련시켜 채용함으로써 다문화인구가 많

은 지역의 ECEC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ECEC교사로의 용이한 진입을 한 기존 역량의 인정

  - 국에서는 학원 졸업 수 의 교사지 를 확보하기 해, 련분야를 공하

여 역량을 갖춘 학원 졸업자가 유아기 문가 지 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

는 다양한 인증경로(validation pathway)를 개발함. 

  - 호주에서는 사 이수인정제(RPL)를 통해 ECEC 분야의 유경력자가 자격요건의 

취득과 승 이 용이해지도록 함. 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에 한 3개 자격

(Certificate III, Diploma, Advanced Diploma)에 한 국가수  평가시스템을 만

들어 재 600명의 RPL 평가자가 훈련되어 있으며, 외딴 취약지역의 교사채용

을 한 평가시스템 이용에 해서는 재정 지원함.  

◦ 다양한 지역과 국가 출신 교사들의 이동성 증진 

   - 캐나다 리티쉬 콜럼비아에서는 캐나다 국외에서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ECE 교사가 련 필수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청의 서류심사과정을 통해 검토한 

후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함. 

□ 도 과제 3: 교사 근속(Workforce retention)

◦ 교사 여  최 임 과 수당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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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마니토바에서는 임 보  보조 제를 도입, ECE 2 교사가 캐나다 달

러로 시간당 최소 15.5달러, 보육 보조교사가 시간당 최소 12.25달러를 받도록 

함. 한 2008년, 2009년 유아교사 연간 임 인상률이 3%로 유지되도록 하

으며, 2010년 마니토바주에서는 유아교사를 한 연 과 은퇴지원  립을 

시작하 고, 장기근속교사의 은퇴수당을 마련함.  

   - 한국에서는 2010년 사립유치원교사의 임 을 월 300달러 인상, 2011년부터 5세

리과정 보육교사에 월 300달러의 추가 임 을 지 함. 한 다양한 지자체 

특별수당  지원이 보육교사에게 제공됨( : 농어 교사특별수당). 

◦ 보상체계를 통한 계자들의 신 유도

   - 호주에서는 2009 공정근로법(the Fair Work Act)를 통해, 국가수 의 새로운 고

용기 을 마련하고 근 화된 보상체계를 도입함. 호주산업 계 원회에서 유

아교사에 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유아교사의 최 임 수 이 등 교원

의 임 과 동일하도록 함.

   - 아일랜드에서는 교육기술부의 유아기 교육정책과에서 2010년 인력발 계획

(the Workforce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고, 2011년 ECEC 임   보상체

계의 수립을 해 임  문가와 정부담당자, ECEC 양성 문가와 교사 표 

등이 모여 유아교사의 역할과 그에 합당한 임 기 을 설정함.  

◦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근무조건 상 지원 

  - 호주에서는 보육과 같은 임  직종 종사자와 고용주간에 임 상승과 근로조건

의 개선을 한 상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뉴질랜드에서는 개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의 계약 련하여 근로조건에 해 

유치원과 상을 하나, 그 지 않은 경우 교사와 고용주간에 직  상을 하기

도 함. 

  - 슬로베니아에서는 유아교사와 보조교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근로조건이 정부규제

와 국가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해짐. 유아교사는 매년 최소 5일 는 매 3년마다 

15일간의 연수를 받을 수 있음. 

◦ 경력교사와 복직교사에 한 지원

   - 벨기에 Flanders 에서는 경력교사의 근속장려를 해 공인 보육기 의 우수 경

력교사에게 추가 휴가일을 제공함.

   - 뉴질랜드에서는 우수교사가 복직하는 경우 수당을 지 하거나, ECEC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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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역으로 옮길 경우 이직보조 을 제공함.        

◦ 다른 학제의 교원들과 동등한 지 , 수당, 사회  가치의 부여

   - 벨기에 Flanders 에서는 연합기  소속의 가정보육교사에게 종일근로자 지 를 

부여하여 수당과 병가 여, 미충원 발생시 비용지원, 그리고 연 수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함. 그러나 휴일 여와 실업수당은 해당되지 않음.  

   - 한국에서는 리과정 수행 보육교사에게 유치원교사 수 에의 임 보 을 해 

정부가 임 을 지원함. 유치원교사와의 동등한 지  부여를 해 보육시설종사

자 는 돌 교사의 용어 신 ‘보육교사’ 명칭이 사용됨. 

◦ 승 과 직무 이동의 기회 제공

    - 벨기에 Flanders 에서는 새로운 Flemish 자격체계의 마련을 계획 으로, 가정

보육교사가 유치원교사가 되고(수평이동), 교사가 기 장이 되는(수직이동) 등

의 다방향의 이동성 경로를 마련하고자 함. 이는 양성  훈련과정, 사 이수

인증, 학 의 비교를 통해 가능할 것임. 

   - 이탈리아에서는 유아교사가 일정기간의 경력 혹은 시험을 통해 보상체계에의 

인상이 가능하며, 학교 리자로의 승진도 가능함. 교육부에서는 우수한 유아

교사에게 상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해 검토 임.

   - 한국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경력교사에게 

월 USD 400불의 보조 을 지 하며, 경력교사는 유치원 원장이 될 기회를 가짐.  

◦ 임 교사에 한 지원(Offering adequate support for beginning staff) 

  - 이탈리아에서는 임교사가 1년간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동안 e-러닝이 

포함된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지도교사로부터 지도와 지원을 받음.

  - 뉴질랜드에서는 교사 자격증 취득 이후 임시 교사 등록을 하고, 이후 2년 동안 

멘토교사 지도 아래 양성과정을 거침. 2년 후 멘토교사 입증하에 교사요건에 충

족하면 교사 의회 일원으로서 정식 교사자격이 주어지며, 이후 교사자격증은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교육부는 첫 2년간의 도입 양성기간과 멘토링 운

에 해 재정 지원을 함. 

◦ 근로조건에 한 모니터링

□ 도 과제 4: 교사 연수

◦ 질 제고를 한 교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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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에서는 교사 연수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고용주에게 교사 연수의 책임을 

부여함. ECEC 질 제고에 교사의 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공‧사립유치원 

체를 상으로 2007-10년 교사역량개발 사업을 추진함. 교사의 교육  리더쉽, 아

동의 참여 증진, 언어자극과 유  연계활동이 요한 요인임.

◦ 연수를 필수요건으로 하기

 - 국에서는 ECEC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매 3년마다 지역당국에서 제공하는 교사 

연수에 참여해야 함. 

◦ 지속 인 연수의 요성 인식

 - 국에서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통해 교사와 고용주들에게 높은 수 의 교사 자격

요건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강조, 연수의 요성을 인식시킴.     

◦ 수요 심의 교사 연수 설계

 - 핀란드와 멕시코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육 내용과 자료, 교수 략과 아동

심의 실제 활동 등의 범 한 기술을 포 하는 교사 연수 로그램의 마련을 계

획함. 

 - 포르투갈과 스웨덴에서는 언어발달, 수학, 실험과학, 학습과 복지에 한 아동 평

가의 내용을 시함. 스웨덴에서는 최근의 연수 로그램 평가를 통해 아동의 활

동평가 뿐 만 아니라 아동의 언어 , 수학  발달결과를 시함. 

 - 한국에서는 교사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수용하기 해 연수기회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등의 제공으로 연수시간의 제약을 없앰.    

◦ 다문화 교육의 제공

 - 벨기에 Flanders 에서는 교사인력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과

정이 다문화 사회에 하도록 함. 1995년 다양성 존  로젝트를 통해 교사들

의 인식체계에 환이 있었으며, 교사들은 다양성을 다루고 통합교육을 설계, 실

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한국에서는 2010년에 다문화아동 교사를 한 60시간의 연수 로그램과 교수학습

매뉴얼이 개발되었으며, 교사의 연수참여가 지원됨. 

◦ 교육과정 실행을 한 교사 연수의 실시

 - 뉴질랜드에서는 유아기 통합과정 '테 와리키(Te Whariki)'의 실행을 해 아동,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결과를 향상시키기 한 교사 연수를 실시함. 이를 통

해 교사의 교수 략 강화를 꾀하며, 정부는 학습평가 수행에 한 연수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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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목표에 맞는 효과 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 국에서는 최근 0~5세 상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EYFS(Early Years Foundation 

Stage)를 도입함. 지자체 당국이 교사의 EYFS 수행 지원과 련 연수 제공에 책

임이 있음. 새로운 교육과정의 실행을 해 교사훈련이 제공되어 왔으며, 주요 내

용은 반편견 활동, 기회의 균등, 아동 보호, 건강  안 , 교육과정 계획  학습 

목표 수립임. 

 - 한국에서는 2012년 리과정 수행을 해 2011년 2만명의 교사연수가 이루어짐. 

연수내용은 리과정과 재 유치원·표 보육과정과의 차이 , 리과정의 기본

원리, 학습‧발달 역, 교수학습방법 등에 을 둠.  

◦ 체교사 지원

 - 캐나다 마니토바에서는 연수 참여시 교사의 임 을 보 하는 보조 이 있음. 일

본에서는 연수 참여교사의 보수를 지불하고 체교사를 견함. 

◦ 연수비용 지원

 - 스웨덴에서는 교사의 역량강화를 해 2009-2011 3개년 "유아학교 발 계획(The 

boost for preschool)“하에 유아교육·보육교사에게 지속 인 연수를  제공함. 교육

내용은 유아교사의 교수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기 한 것으로 유아교사에게는 

학수 의 교사교육을, 보육교사(child-minder)에게는 고등학교 수  이상의 교사

교육을 제공하여, 주로 아동의 언어, 수학 발달과 유아학교 활동 평가에 한 내

용을 심으로 이루어짐. 연수기간 동안 임 의 80%를 정부와 유아학교 연합에

서 공동 지원함. 교사에게 문 학 를 주는 연구수업을 듣는 기회도 제공되는데, 

이는 유아학교에 학원 졸업 학력의 교사 수를 늘리기 함임. 

  - 슬로베니아는 매년 교사연수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교사가 승 과 상 자

격, 높은 학력수 을 취득하게 함. 교사연수는 특정 기 에 부합할 경우 지원이 

이루어짐. 가령 법이 정한 교사 학력연한에 도달하기 한 연수교육의 신청시에 

유효함.   

◦ 연수기 에 한 지원

  - 캐나다 British Columbia 에서는 다음의 3개 연수 계획를 수립, 실천함.  2005-7

년 2년간 문교육원(post-secondary institution)에 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

기  질 제고를 한 반성 (reflective) 교육과정 운 (practice)에 한 연수를 

제공함. 교육원은 ECE 문가들과 력하여 원주민, 다문화, 도·농 지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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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일제 종사자, 가정보육 등 다양한 배경과 조건의 교직원에게 연수교육의 

기회가 고루 돌아가도록 함.   

  - 한 2006-7년 지역사회의 ECE 상  이해 제고와 교사의 ECE 리더쉽 역량 

강화를 해 보육교직원 회에 CAD 2백만달러를, 주 기 에 보육공 자 상 

연수 제공과 교구교재 구비  시설·설비 보수, 비용 보조를 해 2천만달러의 

산을 지원함.

  - 뉴질랜드에서는 교육부에서 앙 연수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연수 공 자를 선정, 

3년 계약을 통해 원주민과 취약계층 지역을 우선 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별 요

구와 필요에 맞는 연수를 제공함. 

□ 사립 기  연수

  - 공립기 이 공  우 인 국가에서는 정부 정책실행이 직 인 향을 미치고 

성과를 보이지만, 사립기 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규제와 장

려책의 운 이 요구됨.  

□ 사립 기  규제

  - 국에서는 모든 ECEC 서비스와 교사에 한 단일 자격요건과 임 구조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함. 서비스에 한 지도 검(inspection)은 교육표 사무소로 일원

화되어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망라하는 기 이 제시되었고, 모든 가족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권 보장은 지자체의 책임 소 이 됨. 이는 공 자에 상 없이 

일 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사 역에 상 없이 동일한 양성과정과 

학력연한의 교사가 종사하도록 함을 의미함. 

 - 벨기에의 French Community는 자격증이 엄격하게 리됨. ECEC 시스템은 공·

사 역이 공존하는 가운데, 보육분야에서 공보육은 자격발 -검사-평가에 해, 

사보육은 자격발 -검사에 해 리를 받음. 교육분야에서는 3개 연수기 에서 

모든 공교육 기 을 상으로 무상연수를 제공함. 

 - 벨기에 Flanders 에서는 가정보육이 외부 감독없이 사 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

하기 해, 부모의 비인가 보육센터 이용에 한 세 감면과 보조  지 을 거부

함. 이는 가정보육교사 자격이 발 되고 공  기 의 규제감독하에 운용되도록 

하기 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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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적 교훈

□ 핀란드는 1990년 에 보육교사의 양성교육을 개편 시 가정보육모, 시설보육교사, 

재활센터 보육교사, 장애인시설 보육교사 등 각각 다른 형태의 보육교사에 한 

자격시험을 통합하여 직업 유동성을 높 음. 

□ 스웨덴은 2010년 교육학 를 유아교육, 등교육, 교과교육, 직업교육의 4개 학

로 새로 구분하 음. 이로 인하여 유아교사 양성의 질을 높여 양질의 교사를 유

아교육 시설에 공 을 할 수 있게 됨. 2011년에는 새로운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

이 소개되었음. 

□ 핀란드는 1995년에 유치원 교사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이미 학

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등학교 교사들과의 교류  상호작용을 진하

음. 이로 인하여 유치원 교사와 등학교 교사가 더 긴 히 력하여 아동이 유

치원에서 등과정으로 진학하게 되는 과정을 지원하게 되었음. 

◦ 핀란드는 1973년에 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가정보육시설이 다른 형태의 유아

교육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규제되도록 하 음. 개인사업자 던 가정보육모는 

지자체에게 고용이 되어 업무 련 교육을 받고 공공 행사에 참가 하게 되었음.  

◦ 핀란드에서는 지자체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요구 사항이나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에 한 악을 

어려워하 음. 이에 따라 2002년에 사회복지우수센터 (Center of Excellence on 

Social Welfare)을 설립하여 지자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 하고 교육의 질 

리를 맡았음. 이 센터들은 학을 포함한 여러 교육기 과 한 계를 맺고 

있으며 학에서 유아교육 시설의 교직원을 한 교육을 제공 등 교직원들의 필

요와 요구에 맞춘 교육지원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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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기준 (Qualifications)  
1.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의 직무개요 및 자격은 현 유아교육 및 보육 환경에     

적합하게 설정됨 
2.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의 직무개요 및 자격은 명료하고 취업자, 교직원 및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정됨
3. 유아교육 및 보육 교사 자격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자격과 연계되어 설정됨
4. 교사양성교육 내용은 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됨
5. 자격취득조건들은 양성교육기관들 사이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고,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양성교육 방법을 허락함
6. 영아 보육 자격은 중복적이거나 번거로운 절차없이 취득할 수 있음
7. 유아교육 및 보육에 종사자의 자격 및 직위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함
8. 유아교육 및 보육 자격은 여러 나라와 지역사이에 동일하게 인정됨
교사 수급 및 보유 (Workforce supply and retention)
9.  인력 공급과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음
10. 인력이 충분히 다양화 되어있음 (남자교사, 이민자, 인종 및 민족) 
11. 직무여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음 
    (급여수준 향상, 비금전적 혜택, 교사대 아동비율)
12. 포괄적인 인력 모집 전략이 있음 
    (입학 희망자, 졸업생, 전직자 소외집단 대상, 취약지역의 인원 충족) 
13. 인원충족이 힘든 지역에서의 근무 지원과 장려책이 마련됨
14.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검토하여 지원자격을 낮추는 가능성을 고려  

       해 본 적이 있음 
15. 아동의 발달 및 아동과 교사 간에 연대감 형성 향상을 위하여 경험이 많은   

      교사근속 및 이직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함
16.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을 위한 경력개발, 승진 및 유동성을 보장하는 기회가  

      제공됨

마.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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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들이 교육과 보육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18. 멘토링 등을 통한 교사들의 현직교육이 실행됨
교사교육 및 지원(Training and staff support) 
19. 전문성 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장과 교사의 이해도가 높음 
20. 교사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경력개발을 지원함
21. 경력개발을 위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음
22. 경력개발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교사를 배려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공됨
23. 경력개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24. 경력개발 강좌의 수강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강좌 내용 개선을 위하여 이용함

5. 정책수단 4: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가. 연구결과의 활용

□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

◦ 부모 참여(parental engagement)는 부모가 ECEC 서비스와 맺는 모든 공식‧비공

식 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종 가족-학교 트 십(family-school partnership), 

부모 여(parental involvement), 가족 여(family involvement), 부모 참여

(parental engagement)로 일컬어짐. 지역사회 연계(community engagement)는 

ECEC와 모든 형태의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결을 일컬음. 

◦ 가장 리 사용되는 부모‧지역사회의 참여 략은 6가지 유형으로, 의사소통하기, 

부모역할 수행, 가정에서의 발달 자극과 같은 아동 심의 3개 유형과, 자원 사 

참여, 의사결정 참여, 지역사회 력과 같은 기 심의 3개 유형이 있음. 

□ 부모‧지역사회 참여의 어려움

◦ 최근 수십년간 가족구조의 변화와 증가하는 모 취업, 이민 등으로 인해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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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부모와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상호작용의 방식이 변화되었음. 

◦ 아동의 ECEC 서비스 이용이 부모 역할의 요성이 감소됨을 의미하지 않음. 부

모와 보내는 시간이 었음에도 아동 생애 기 5년 동안 부모가 아동에 미치는 

향력에는 변함이 없음. 이제 ECEC는 부모역할의 일부를 수행함과 동시에, 부

모가 가능한 한 많이 ECEC 서비스에 직  참여하고 여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

를 가짐.

- 부모-기  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사회화 과정과 

일상생활, 아동 발달과 학습 등에 한 일 성 있는 근이 가능해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아동의 경험이 일 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아동은 가정, 기 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범 한 지역사회 환경에 놓여있

으므로, ECEC, 돌 , 건강‧의료, 학교 밖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연속성

(continuum of services)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 공유, 력하는 것이 요함. 문

화 , 태도상의, 언어 인 차이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배경의 가족과 지

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요함(OECD, 2006).

□ 부모 참여

◦ 부모의 자녀 교육에의 여(involvement)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임. OECD(2006)

와 UNICEF(2008)는 아동에 한 ECEC 서비스 수행에 해 부모에게 알려주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을 권고함. ECEC 서비스에 한 부모 참여의 요구

가 크며, 특히 부모 여가 아동의 성취와 응을 돕는다는 연구 보고가 다수임.

◦ 부모 참여의 성공 인 (Early Head Start, Perry preschool, 시카고 부모 센터)

를 살펴보면, 미국 시카고 부모 센터에서는 부모 참여가 아동의 학업성공과 사회

성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치며, 학교 퇴율를 낮추고 고등학교 졸업율을 17% 

높임. 로젝트 기간 6년간 부모가 참여한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율(80%)이 부모

가 참여하지 않은 아동의 졸업율(38%)보다 높았음. 

□ 지역사회 연계

◦ 보다 범 한 지역사회 서비스( : 건강‧사회 서비스, 스포츠 활동)와의 연계가 

아동발달에 요한 역할을 함.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아

동이 사회‧정서 , 신체 , 학문  기술을 습득, 발 시키기가 수월함.  

 - 가족의 사회경제  배경에 따라 부모가 제공하는 생활양식과 자원이 다름. 가족

의 사회경제  배경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한 연 이 있으며, 이는 입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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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Q 결과를 통해서도 부모의 유  향력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

제 으로 유복한 가정에 입양된 아동이 그 지 않은 입양 아동에 비해 IQ 수

가 높았음. 따라서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된 ECEC 서비스의 제공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환경의 부정  향력을 완화하는 데에 특히 요함.  

 - 빈곤은 아동의 뇌 기능에 비가역  향을 시키기도 하며, 빈곤가족이 이용

하는 보육, 의료 서비스는 질이 낮거나 안정 이지 못한 경향이 있음. 경제  어

려움은 만성 스트 스를 낳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거칠고 비일 이며 지지 ‧

참여 이지 못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  향을 주어 문제행동과 주의집

 부족을 낳음. 지역사회 공동체가 사회  네트워크로 기능하게 되면, 부모의 스

트 스를 이고 자녀양육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연계란 높은 수 의 사회  응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 으로 상

호신뢰와 가치의 공유, 비공식 인 사회  통제의 작동과 집단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의 존재를 의미함(Shonkoff & Phillips, 2000). 사회 연결망이 약하면 주민

간 정서 인 여와 결속력이 약함. 집단 효능성은 이웃의 폭력, 괴롭힘, 살인 등

의 통계수치와 연 됨. 

 - ECEC 서비스 - 부모 - 이웃 - 기타 서비스 간의 연속성은 종합 인 서비스 근

(comperhensive services approach)이 가능하게 함. 이는 취약계층의 지원에 보다 

유용함.   

 - 지역사회 연계의 제조건은 ECEC 로그램과 부모, 지역사회가 유사한 목표와 

동일한 가치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임. 기 (standards)은 그것을 설정한 

사람들의 가치를 반 하기 때문임. ECEC 서비스는 문화  소수자와 취약계층에

게 더욱 요함. 

□ 부모참여  지역사회 연계의 주요 요인 

◦ 부모‧지역사회의 참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여와 

참여에 한 정의와 측정이 다양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는 

요요인에 한 연구결과를 보고함. 

◦ 가정학습환경(HLE)내에서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 자녀가 10~36개월일 때 부모가 가정학습에 덜 여한 경우가 참여 인 부모의 자

녀에 비해 인지검사결과에서 수가 낮았으며, 이러한 향은 7세 이상까지 지속

됨(Melhuish, 2010; Sylva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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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지원  자료 제공 로그램

 - 아동의 성장과 성취를 독려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은 부모가 집에서 자녀의 학

습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가정의 학습환경(HLE)이 아동발

달에 가장 향력이 큰 요인으로, 구체 으로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노래와 동요 

부르기, 도서 에 가고 숫자놀이 하기,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등임. 

- 특히 발달 으로 취약한 아동에게 가정학습환경의 요성이 크므로, ECEC 교사

가 부모 교육  지원을 통해 부모가 아동에게 유익한 활동과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그 밖에 가정내 교육과정(Home curriculum), 집에서 책 읽어주기(Reading 

strories at an early age at home), 지역사회 부모 원회나 부모-교사 조직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Vonlunteeriing and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processes)가 요함. 

 
□ 부모역할과 아동발달에 한 지식

◦ 부모교육의 제공과 참여 등을 통해 습득한 아동발달과 자녀양육에의 지식이 부

모의 정  양육행동에 향을 미쳐, 아동의 발달 결과에 유의한 향을 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다수임.  

□ 부모, 지역사회, ECEC 서비스 간 략  트 십

◦ 빈번한 의사소통

 - Starting Strong II에서 부모-교사간 계는 보육의 질을 반 하는 척도로(OECD, 

2006), 매일 일상 으로 일어나는 자녀 등하원 시간에 교사-부모간 양질의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함. 이러한 일상 인 만남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보다 집 인 부모-교사 면담과 소식지, 가정방문 등의 구성이 요

구됨.  

 - 부모요구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부모들은 주로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녀양육과 교육 정보를 얻고,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웃과 조부모가 자녀 

련 정보를 구하는 주된 정보원이며 일본 부모들은 다른 부모를 만나고 자녀 보

육과 지원 련 정보를 얻기 해 지역 공공서비스 센터와 복지 센터를 자주 이용함.  

◦ 공동 목표, 부모의 열망과 기 ,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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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교사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해 공동의 목표를 공유

하는 것이 가정과 기 에서의 교육‧보육과정이 일 성이 있도록 하는 데에 요함. 

 - 부모가 자녀에 해 높은 기 수 과 열망을 갖는 것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

장을 해 요하며, 특히 기 수 이 낮은 소득층 부모의 자녀양육에 한 열

의를 격려하는 것이 요구되며, 가정방문(home visits)이 부모의 역량과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임.  

□ 지역사회와의 략  트 십

◦ 지역사회 기 과의 략  트 십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의 극  활용

(Tapping into community resources), 근이 어려운 취약가족에 한 지원

(Supporting harder-to-reach families)   지원 상 가족의 선정(Targeting 

families and neighborhoods)이 필요함. 

□ 다양한 지원방식의 결합

◦ 아동 가족에 따라 필요한 요구와 지원이 다르므로, 한 가지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 략과 근이 복합되는 근이 필요함. 국 쉐필드 지방의 

REAL-평등‧성취 로젝트(The Realising Equality and Achievement for 

Learners)가 표 인 로, 매우 취약한 지역의 10개 ECEC 센터가 88개 가족을 

상으로 12~18개월 동안 5개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지원 로그램을 제공한 경

우임. 5개 서비스는 유아학교 교사의 가정방문, 문해력 발달 로그램, 센터 심

의 활동, 특별한 활동과 행사( : 단체 도서  방문), 우편을 통한 의사소통, 그리

고 부모교육의 제공이었음. 

□ 정책  시사

◦ 부모참여를 ECEC 질 제고 척도에 포함시키기(Including parental engagement as 

a benchmark for quality ECEC services), 2) ECEC 통합서비스의 략  트

로 부모와 지역사회기   주민을 참여시키기(Engaging parents and wider 

communities as strategic partners for integrated ECEC services), 3) 유아기 가

정 학습환경 조성에 한 집  지원(Concentrating efforts on improving the 

HLE in the early years), 4) 부모‧지역사회 참여에 한 교사 연수의 강화

(Training staff on parental and community engagement)를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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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의 이슈들

◦ 다문화  근

  - 부모‧지역사회 참여에 한 연구는 주로 미국와 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

른 국가와 문화에 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 자녀 학교에 한 부모참여

가 문화 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이에 한 연구가 요구됨. 

◦ 의사소통 략의 효과에 한 연구

  - 부모-교사간 의사소통의 요성에 한 연구가 많으나, 구체 으로 어떠한 략

이 가장 효과 인지에 한 실증자료는 없음. 

◦ 근이 용이하지 않은 집단에 연구

 -  부모참여에 심이 없거나 소수민족 부모와 같이 근이 어려운 부모집단의 참

여도를 증진시키는 효과 인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함.

◦ 지역사회 사업 평가

 -  자발 인 지역사회 활동과 특정 목표를 둔 공식 인 지역사회 활동의 차이를 설

명하기는 어려움. 비형식 ‧비공식 인 지역공동체 기반의 활동이 지역별로 많

이 달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임. 비형식 인 지역사회 활동의 효과에 한 연

구가 필요함. 

◦ 이웃의 향력

 -  이웃 환경이 아동 발달과 행동에 미치는 향력에 한 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

고, 이웃의 향력에 한 정확한 추정은 여 히 규명하기 어려움(Duncan & 

Raudenbush, 1999). 

나 국제비교를 통한 관점의 확대 

□ 부모‧지역사회 참여에 한 연구결과

 -  부모‧지역사회의 참여 증진을 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법은 1) 법제화하기, 

2) 의사소통과정에 부모/지역사회 참여시키기임. 부모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증진시키기 한 방법으로 법 의무화, 부모권리화, 정책이슈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부모가 서비스 공 자가 되게 하기가 선호됨.

-  많은 국가에서 부모의 참여를 ECEC의 의무로 규정한 반면, 몇몇 국가( : 슬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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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권리로 규정함.  

-  몇몇 국가( : 벨기에(Flemish, French), 독일, 네델란드, 뉴질랜드)에서는 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ECEC 기 을 운 하여 질 련 기 을 수하면 보조  지

원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ECEC 평가에 부모를 참여시키며( : 덴마크, 국, 핀란드, 벨기

에(Flemish),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웨덴; 표4.3, 240p), 개 부모의 평가 참여는 주로 다른 ECEC 담당자와 함께 

이루어짐. 핀란드에서는 아동이 부모, ECEC 교사와 함께 평가에 참여하고, 일본

에서는 지역 계자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이 특이함. 

 - 부모의 평가 참여 방법은 찰, 평가양식의 이용, 조사,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와 

설문지임.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데, 지자체에서 이루어지

거나( : 덴마크, 스웨덴), 평가기 (스페인), 는 ECEC 기  자체조사( : 노르웨

이, 슬로베니아)로 이루어짐. 유치원/유아학교에 한 부모만족도 조사는 한국,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린스 에드워드 섬), 스페인에서; 

어린이집에 한 부모만족도 조사는 이탈리아, 벨기에(Flemish), 노르웨이, 슬로베

니아,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시행됨. 

다.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정책 전략

  1) 가족 참여

□ 도 과제 1: 인식과 동기의 부족

◦ 가족참여의 정책 우선순 화 - 의무 혹은 권리

 - 핀란드에서는 보육법과 기 교육법에 부모의 참여가 법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 

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의 목 이 부모에 한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부모

와 함께 도모하는 것이며, 기 교육법에 의하면 유아학교에서아동 교육은 부모와 

력해야 함을 명시함. 6세 아동 상의 유아학교 핵심교육과정에는 부모와의 

력이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교육과정의 한 요소이며, ECEC 국 안내지침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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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  트 십이 매우 요한 사안으로 강조됨.  

 - 한국에서는 유아교육법(5조)과 유아보육법(6~11조)를 통해 앙  지방 유아교

육 원회  보육 원회에 부모의 참여를 명시하고, 부모와의 력  의사소통

이 질 리 시스템과 교사 연수의 요 내용임. 

 - 스페인에서는 부모의 유아학교  학교 참여가 1978년 제정된 스페인 헌법(27.7

조)에 명시됨. 1985년 교육법 8조는 교육계획의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참여는 부모

의 권리임을 나타냄. 2006년 교육법과 ECEC 3~6세 상 2주기 유아학교 교육과

정에서도 부모참여의 요성을 강조함.    

◦ 참여부모에 한 재정 지원

 - 멕시코에서는 부모 회에 한 재정지원을 통해 부모가 ECEC 질 제고를 해 

새로운 교실공간을 마련하거나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등에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함. 이로써 ECEC의 질 제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부모 회의 역할을 강화함. 

 - 일본은 부모와 지역사회 계자로 구성된 교육 리 원회의 구성원 참여를 활성

화하기 해 활동비를 지 함. 

 - 한국에서는 앙정부  지방의 유아교육정책 원회와 보육정책 원회에 참석하

는 부모 원에게 회의 참석시마다 USD 100불을 지 함으로써 부모의 극 인 

참여와 문 인 활동을 지원함. 

◦ ECEC 로그램에 한 재정 지원

 - 일본에서는 보육기 들이 부모역할에 한 정보 교환을 장려하고, 교직원이 자녀

양육 상담을 제공하도록 재정 으로 지원함.  

◦ 부모를 공 자로 참여시키기

 - 벨기에 French community에서는 부모가 보육센터를 설립, 운 할 수 있음. 벨기

에 Flanders에서는 부모가 기  활동(스토리텔링, 학교 티 열기, 교과외 활동 참

여, 장 학습 등)에 참여함. 

 - 한국에서는 부모가 15인 이상의 조합을 결성하여 부모 동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음( 유아보육법 시행령 9항). 부모의 참여 증진을 해 1997년 이후 시‧군‧구 

교육청에서 부모 동어린이집을 운 하는 부모가 소정의 교사교육을 이수하면 유

치원에서 자원 사 교사로 일할 수 있음. 부모를 학생수가 많은 학 의 보조교사

로 활용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균형있고 안 한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

-교사가 일 된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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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유치원을 설립, 운 하며, 재정지원과 함

께 련 교재교구를 지원받음. 노르웨이 유치원의 14%(2005년), 11.6%(2009년)가 

부모에 의해 운 되며, 스웨덴에서는 2009년 900여개 부모 동조합 유아학교에 

체 취원아의 4.6%에 해당하는 21,000명의 유아가 다님.       

◦ ECEC 정책 자문 원회에 부모 참여시키기  

 -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기 이 부모 원회를 갖도록 함. FUB라 불리우는 ECEC 부

모 자문 원회를 발족하여 ECEC 정책에 부모의 목소리와 이 반 되도록 하

며, 유치원과 가정의 력방안에 해 논의함.  

 - 독일에서는 부분의 주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부모 원회를 가짐. ECEC 기

에서 부모와 교직원이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마련하여 기 운  정보를 제공하

고, 부모는 부모를 표하는 운 원을 선출하여 활동함.  

 - 한국에서는 앙정부  지자체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원회에서 정책 수립와 실

행의 의사결정과정에 부모 표를 참석시키도록 함. 40명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에

서는 부모 운 원회를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에 한 조언을 구함. 2012년부터

는 유아교육선진화사업의 후속으로 개별 유치원은 부모-교사로 구성된 5~9명의 

운 원회를 의무 으로 갖게 함. 운 원들은 제도 개정, 산, 교육과정 운 , 

식사제공 등에 해 검토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운 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

라 해당 지역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교육과정 구성에 부모 참여하기  

 - 핀란드에서는 2010 유아학교 핵심 교육과정 규정을 통해 유아학교 교육과정 목표

설정과 계획의 수립, 목표달성의 과정, 평가에 부모가 참여하도록 함. 이를 통해 

부모의 자녀 교육과정에 한 이해를 높여 가정에서도 교육과정 활동을 할 수 있

게 됨. 

 - 한국에서는 국가수  유치원 교육과정 자문 원회에 부모 표가 참여함. 

 -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구성에 직  참여하여 교사와 함께 교

육계획을 수립함. 

 - 일본에서는 유치원교육과정에 부모참여 내용을 포함시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

하여 유아교육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아동과 부모의 활동을 개발할 것을 명시함.  

 - 노르웨이에서는 개별 유치원 조정 원회에 부모 원을 참여시켜 부모가 유치원 

연간교육계획 수립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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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참여를 한 교사 교육  지원  

 - 노르웨이에서는 1995-98년 구 아동가족부에서 부모안내 로그램을 만들었으며, 

2006년 양성‧연수 담당 부서에서 “다 언어가족의 아이들” 핸드북(handbook)을 

제작하여 부모와 교사에게 아동의 이 언어, 다 언어 발달에 한 정보와 조언

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사에게 부모의 언어발달지원을 유도하는 사례를 제공함. 

 - 네델란드에서는 교사가 부모참여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교육과

정을 구성, 2007-14년 동안 EUR 5,500만 달러를 지원함. 2009년에는 교육문화과학

부가 연구소(ITS)에 ‘ECE 부모참여 극 화를 한 실행안’ 책자 개발을 의뢰, 기

에 배포함. 

 - 한국에서는 교사양성과정에 부모참여, 가족‧지역사회 력을 선택과목(각 3학 )

으로 구성하고, 유치원교사  원장 승 교육에 ‘부모교육  상담’ 과목을 포함

함. 가족 의사소통과 력 과목에서 부모참여 로그램, 부모 상담, 부모-교사 의

사소통의 이론과 실제 등의 내용을 다룸.  

◦ 부모에게 교육자료 제공하기

 -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는 ECEC 교사가 부모에게 가정학습(활동) 수행 방법에 

해 알려주고 련 교육과정 자료를 제공함.

 - 네덜란드에서는 부모에게 CD, 동화책과 같은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가정에서 아

동의 언어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스페인과 벨기에 French Community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에게 학습자료

와 련 정보, 아동 발달과 교육, 자녀양육에 한 문가 조언과 상담을 제공함. 

 - 국은 2002년 BBC 공 방송의 0~6세 상 채  CBeebies를 개국하고 방송과 웹

사이트를 통해 아동과 부모가 가정에서 직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로그

램, 자료, 상담 등을 제공함. 2011년 CBeebies Grown-ups 사이트의 추가를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상담과 조력 제공을 강화함.   

◦ 부모의 ECEC 평가 참여

 - 일본은 2007년 학교 평가 제도를 도입, 부모와 지역 거주민이 유치원 평가 원회

에 참여함. 유치원 자체평가결과를 유치원 찰과 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구한 

정보를 통해 평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함. 

 - 한국에서는 지자체 정부에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 하여 보육활동과 

정책수행을 검함. 모니터링은 체로 4분기별로 1회씩 이루어지며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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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활동기간은 2년임.

 -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는 모든 부모가 ECEC 질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어, 기 에 

직  의견을 달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간 으로 참여하거나, 학교 원회에 

부모 표를 통해 의견을 달함. 

◦ 가족 참여에 한 평가  

 - 호주에서는 2012년부터 평가인증의 일환으로 가족  지역사회와의 연계‧ 력이 

평가되고, 2011년 ‘가정 상호작용(the Home Interaction Program for Parents and 

Youngsters) 로그램'에 한 평가가 진행 임.  

 - 캐나다 British Columbia에서는 Strong Start Early Learning 로그램에 한 평

가를 실시한 결과, 부모의 참여를 매우 요하게 생각하며 부모참여가 부모의 양

육효능감과 만족도를 높이고 자녀에의 유의미한 정  효과를 낳는다는 결과를 

보임. British Columbia에서는 지속 으로 부모 만족도를 모니터링할 계획임.  

 - 한국에서는 부모참여가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의 하나로, 구체

으로 ECEC 기 과 가족‧지역사회의 연계, 부모교육의 제공, 가족과의 의사소통

에 해 평가함. 유치원에서는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실시함.  

 - 네덜란드에서는 기 평가에 부모참여와 부모의 자녀 발달에 한 정보 제공을 포

함함. 

 - 스페인 평가연구소의 가족참여에 한 비조사(pilot study) 결과, 부모는 교사 

면담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녀 발달의 정보에 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남. 87%의 유아학교와 학교에서 부모 회(parent associations)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8.7%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민간재단의 부모참여 지원

 - 일본에서는 소니사가 설립한 소니 교육재단의 기발달활동센터에서 보 한 교육 

로그램이 부모의 자녀 교육활동의 이해를 제고하고 아동의 인성발달을 도우며 

부모-자녀 계의 요성을 알려 . 부모 뿐 만 아니라 교사와 지역사회에도 다양

한 방법을 통해 자녀양육의 요성과 효과 인 방법에 해 알려 . 

□ 도 과제 2: 의사소통과 확장

◦ 부모들은 ECEC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

르며,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은 쉽지 않음. 앙정부-지방정부- ECEC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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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 의사소통 통로(channel)의 부족이 참여와 소통 확장(outreach)에 가장 어

려운 임. 시장지향 인 ECEC 공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부모가 ECEC 선택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함.   

◦ 안내문의 제공  

 - 호주에서는 교육고용부 산하 ECEC사무소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 

 정책 변화와 내용을 종합 으로 제공함. 일본에서는 메모와 알림장을 ECEC 

게시 에 항상 제시하여, ECEC 련 정보와 활동계획, 참여 기회 등을 알려 . 

한국에서는 뉴스 터와 매주 교육과정 보고를 부모에게 보내 행사정보와 교육활

동, 장학습, 육아정책 등을 알려 . 

◦ 앙 연락 체계의 수립  

 - 호주 정부는 ECEC 정보를 알려주고 서비스 불만사항을 수하는 무료 화 핫라

인을 개설하여 정보제공과 의견청취의 통로로 활용함. 

 - 한국에서는 1993년 이래 재 61개의 보육정보센터가 있어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

고 보육기  선택  취약계층( : 다문화, 장애아) 지원 련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상으로는 어린이집 운 의 효율성 제고를 해 컨설 , 교재교구 제

공, 평가인증 조력, 체교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모임과 활동의 조직

 - 멕시코에서는 모든 학교장이 학교 시작 15일 이내로 부모와 만나며, 이를 통해 

부모참여의 기회와 부모 회에 해 알려주고 계획을 수립함. 한 정보주간

(information session)을 통해 자녀양육 기술과 정보를 교환, 제공하는데, 특히 

소득  취약계층을 상으로 함.   

 - 한국에서는 1년에 2번, 매학기마다 부모-교사 면담이 있어 아동의 반 인 발달

과 학습, 문제(행동)에 해 부모와 교사가 의논하는 기회를 제공함.  

◦ 알림장의 제공

 - 벨기에 Flanders와 일본에서는 매일 ECEC 센터에서 아동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아이의 활동과 발달 상황에 해 알려 .  

◦ 장 심 구조에서 정보 제공의 요성

 - 호주에서는 ‘My Child’라는 보육포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보육유형과 보육비용

지원 정보를 제공,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국에서는 주와 시에서 제공되는 가족정보서비스(FIS: Famil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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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가 앙정보 달체계로 기능하여, 보육 련 정보가 제공됨. FIS는 

어린이집, 유아학교, 학교, 청소년클럽, 도서  등과도 연계되어 있어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도 과제 3: 시간의 제약(Time constraints)

◦ 운 시간의 조정

 - 노르웨이에서는 1990년  변화하는 부모의 요구를 반 하여 ECEC 서비스 운 시

간을 다양하게 변화시킴. 결과 으로 보다 길고 탄력 인 유치원 시작 시간을 마

련하 으며, 부모 모임의 경우 일하는 부모를 해 녁시간에 이루어짐.   

 - 한국에서는 2010년 3월부터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반 하여 주요 도시에서 야간

보육을 실시함. 종일반이 끝난 후 녁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재 173개 시설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야간보육을 실시하는 유

치원을 지정하여 월 USD 250불을 지원함. 한 아침 6시반에서 녁 10시까지 

운 하는 온종일돌 반을 마련하여 2011년 3월부터 국 1000개 기 에서 시범사

업으로 진행, 앙정부가 지원함. 종일돌 의 운 은 여성 일자리 창출의 기능도 

할 것으로 기 됨.  

◦ 부모 과 의사소통의 다양한 시간  활용

 - 일본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가는 짧은 시간의 활용을 극 화하여 

자녀 상황과 활동에 한 정보를 효율 으로 공유하도록 함. 부모-교사간 면담은 

낮 시간 참여가 어려운 부모의 경우 녁 시간에 이루어짐. 

 - 스페인에서는 유아학교 시작 시간을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하

며, 휴일 돌 을 포함하여 식사, 통원, 비교과활동 등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제

공함. 이는 부모의 ECEC 서비스 증가 요구에 부응하기 함이며, 부가서비스의 

증가와 시작시간의 다양화를 통해 교사-부모간 의사소통의 기회는 증가됨.

 - 독일 Thuringia에서는 ECEC 종일반이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을 운 하며, 법에 

의해 하루 10시간 이상 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휴일과 주말에도 운 하도록 장

려됨. 이는 부모의 직업활동을 돕기 함임. 

 - 벨기에 Flanders와 네델란드, 핀란드 등에서는 부모를 한 정보모임과 ECEC 토

론이 있는데, 이는 일하는 부모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운 됨.   

□ 도 과제 4: 블평등 해소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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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경제 , 사회 , 문화  배경의 불평등(inequity)과 다양성(diversity)이 

다수 OECD 국가가 당면한 과제임. 취약계층 아동이 양질의 ECEC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부모의 경우 ECEC 참여에 한 

심과 정보, 시간이 부족함. 증가하는 다양성(diversity)에 있어 서로 다른 문화  

요구와 견해, 언어가 장벽이 됨.

◦ 사회경제  배경에 따라 다른 부모의 참여가 더 큰 불평등을 낳고 가정학습환경

에 향을 미치므로, 부모참여의 노력은 가장 취약한 가족 - 소득, 소수민족 가

족 -을 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학력, 이주민 아동의 참여 우선 지원

 - 보육이 사회경제  통합과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요한 요인으로 간주됨. 벨기

에 네덜란드령에서는 한부모, 소득, 취업‧학업 부모의 자녀에게, 그리고 학업지

체의 험이 있는 아동에게 보육이용 우선권을 . 이를 통해 취약가정의 부모는 

Flemish 언어를 배우고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어 가정의 사회경제  발 에 도움

이 됨.   

◦ 취약계층 상 무상 교육‧보육 제공

 - 노르웨이는 이주민 가정이 많은 지역의 경우 모든 아동 상 반일제 유치원을 무

상으로 받게 함. 이는 차별 지원을 통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한 지역 심의 

근으로, 아동의 발달지연을 방지하고 부모의 ECEC 심을 높임.

◦ 특별 재 로그램의 개발

 - 호주에서는 2년간 진행되는 가정 지원 로그램인 「부모와 청소년을 한 가정 

상호작용 로그램」을 국 50개 취약지역(disadvantaged communities)에서 약 

3,000 가족의 부모 상으로 실시함. 부모와 돌 자가 양육 기술과 효능감을 강화

하고 아동의 학업 비도를 높이는 가정학습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

로, 가정지도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의 역할수행과 로그램 실행을 도움.

 - 미국은 1994년 5개의 Head Start 로그램을 통해 경제  취약지역의 아동과 가

족, 이웃의 역량 강화를 목 으로 약물남용 지 로젝트를 가동함. 이 Free to 

Grow 사업(계획, initiative)은 약물남용과 련 문제들을 사 에 차단하여, 아이

들을 보호하기 한 것으로 각 지역사회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결과

으로 ECEC 부모참여가 증가하고 보다 안 하고 깨끗한 학교와 이웃 환경이 조

성되었으며, 지역주민-ECEC 교직원-부모-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계가 향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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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과 술 남용 방에 한 강력한 지역사회 규범이 형성됨.   

◦ 가정방문

 - 네델란드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는 학습지연 아동을 해 유아기 아동 교육 

가정방문 로그램을 실시함. 문 교육사의 정기 인 방문을 통해 부모참여를 

증진하고 가정학습환경의 조성에 을 둠.  

 - 한국에서는 소득층 가정을 상으로 가정방문 로그램을 실시, 자녀양육과 아

동발달에 한 부모교육과 지원체계  서비스에 한 정보를 제공함. 가정방문

은 사회복지사와 유치원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부모의 자녀 발달에 한 이해를 

제고하고 교사와 복지사의 아동에 한 이해도 증진됨.  

◦ 가정학습환경 지원

  - 라질에서는 ECEC 센터가 취약계층 어머니를 한 워크 을 개최하여, 놀이를 

통한 가정학습의 방법과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구체 으로 사례를 

직  보여 . 워크  당 최  8명의 어머니가 참석하여 수업의 효과를 높임. 

◦ 부모교육의 제공

  - 벨기에 Flanders의 ECEC 기 에서는 이민자 부모에게, 지역사회 기 에서는 

학력과 이민자 부모에게 언어수업을 제공하여 역량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노동시

장 참여를 제고함. 

  - 독일의 Baden-Wurteemberg에서는 2008년 부모 역량(STARKE) 로그램을 통해 

부모역할에 한 교육을 제공하 으며, 자녀 생후 1년의 모든 가족에게 부모교

육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EUR 40불)을 제공함. 취약계층 부모(한

부모, 청소년 부모, 이민자 부모 등)에게는 보다 많은 로그램이 제공되는데, 

이는 보육과 교육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게 하기 한 방조치임. 

 - 독일 Bayern과 North-Rhine Westpphalia 에서는 자녀 연령 0~3세 부모에게 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자녀양육 기술과 지식, 부모-자녀 계의 강화를 도우며, 

Rheinland-Pfalz 에서는 최소 5년간의 로그램 재정 지원을 통해 모든 부모를 

상으로 부모교육 로그램을 제공하여 높은 참여율을 보임.     

◦ 다 언어서비스의 제공(Providing support in different languages)

 -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에서는 다국어로 된 자녀교육지원 소책자가 제공되

고, 캐나다 British Columbia 에서는 ECEC 등록과 보조  지원 자격이 되는 부

모에게 번역서비스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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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는 모든 부모가 알아야 할 부모교육 소책자를 8개 국어로 번역하여 제공

하여, 부모의 유아기 교육의 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행 정책과 유치원 선택 

 부모참여에 한 정보를 제공함.   

2) 지역사회 참여
□ 도 과제 1: 인식과 동기의 부족

◦ 많은 OECD 국가에서 지역사회의 ECEC 참여와 연계가 주요 정책목표가 아님. 

ECEC 원장과 교직원, 부모의 ‘지역사회’의 개념과 가용 자원에 한 인식이 부

족하고, 지역사회 서비스기 에서도 ECEC 연계와 력에 한 인식이 부족함.  

◦ 지역사회 참여의 정책 우선순 화 - 의무 혹은 권리

 - 핀란드에서는 지자체 시의 아동복지서비스 계획 수립을 의무화(2007 아동복지법)

하여, 서비스 기 간의 력안과 배치 계획를 포함하도록 함. 한 핀란드의 2010 

유아교육 핵심과정은 지역사회의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아동 교육에 여하고 

력하도록 하는 참여 유도의 노력을 명시함. 

 - 한국에서는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지표로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하

여, 지역사회 기 과의 력수 과 가용 인 ‧물  자원의 활용을 시함. 교사 

양성  연수에서도 요하게 다룸.  

◦ 지역사회에 한 재정 지원

 - 일본에서는 학교 교육 리 원회 소속 지역사회 원들의 ECEC 참여를 독려하기 

해 활동 을 지원함. 

 - 호주에서는 부모와 청소년을 한 가정 재 로그램에 지도교사로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지원 을 부여하여 심이 지속되도록 함.

 - 미국에서는 1994년 Head Start 로그램(Free to Grow)을 통해 취약지역의  약물 

오남용 지 로젝트에 참여하는 부모와 지역사회 일원에게 월 100불의 수고비

를 지불함.   

◦ ECEC 정책자문 원회에 지역사회 참여시키기

 - 벨기에 Flanders에서는 재 국 301개의 지자체 보육‧방과후보육 자문포럼을 

설립, 여기에 ECEC 문가, 교직원, 부모, 공무원, 지역주민, 통합센터, 이주민지

원센터  주요기  담당자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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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는 지역단체장의 유아교육정책 원회  보육정책 원회 참여를 의무화

하여 지방정부 정책에 력하도록 함.    

◦ 지역사회를 ECEC 공 자로 참여시키기

 - 노르웨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운 자가 있어, NGO, 교회, 부모, 사업체, 

개인 혹은 회사가 유치원 법  기 에 충족되고 지역당국의 인가를 받으면 유치

원을 운 할 수 있음. 유치원 공 이 부족하던 시 , 사업체의 유치원 운  참여

로 공 을 늘려 부모의 취업을 도움.   

◦ 지역 주민을 ECEC 자원 사자로 참여시키기

 - 일본에서는 지역 주민이 ECEC 기 에서 자발 으로 하루 일정의 인턴십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교사 체험을 통해 ECEC 기 에 한 이해를 제고하고 

보육기 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높임. 

◦ 민간재단의 ECEC 지원 장려

 - 독일의 ‘어린 과학자의 집(Little Scientist's House)' 연합회에서는 3~6세 아동의 

자연 상에 한 흥미 유발을 해 국 으로 자연과학과 기술 분야에 한 유

아교육을 권장, 국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별로 워크  행사를 통해 실

험과 교재교구, 련 정보를 제공함. 

◦ 지역사회에 교사 양성  고용 기회 주기

 - 벨기에 네덜란드령에서는 학력수 이 매우 낮은 사람들에 한 지원으로, ECEC

기 에서 종사자에게 양성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식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평가과정에 지역사회 참여 반 하기

 - 호주에서는 2012년부터 장시간보육, 가정보육, 유아학교, 방과후보육에 한 질 

평가에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트 쉽 유지에 한 평가가 반 됨.

□ 도 과제 2: 의사소통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

◦ 많은 나라에서 지역사회내 ECEC 참여 방법과 련 정보의 제공에 어려움을 가

짐. 앙정부-지자체-ECEC 교직원-지역사회 간의 의사소통 통로의 부족이 지역사

회 ECEC 참여 확장의 애로사항임. 

◦ 지역사회 참여 유도에 한 교직원 연수

 - 네덜란드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교사와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사가 함께 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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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 보육교사의 최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교직원의 훈련 수 을 높이고

자 함. 연수내용에는 지역사회 연계가 포함되어 다른 사회, 건강 서비스 기 과 

소통하고 력하는 방법에 해 가르침.

◦ 정보 제공  

 - 호주에서는 교육고용부 산하 유아교육‧보육 사무소 웹사이트를 통해 련 정책 

정보과 개정 내용을 종합 으로 제공함.   

◦ 앙 정보체계의 수립  

 -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 아이사랑 보육 포털( , e-보육시스템)을 구축

하여 부모와 지역사회가 어린이집의 구체 인 정보(교사-아동 비율, 비용, 식사, 

환경 구성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010년 시작된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e-유

치원 시스템)에서는 유치원 교육과 자녀양육에 한 정보를 제공함. 

◦ ECEC 기  개방

 - 네델란드와 독일 베를린에서는 1년에 최소 하루 ECEC 기 을 지역사회 부모와 

주민에게 개방하여, 교육과정 활동과 교직원 업무 등을 소개함. 

□ 도 과제 3: 역기능 지역사회

◦ 지역사회는 사회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부모의 양육스트 스를 이고 아동에

게 다양한 가용 자원을 제공하며 ECEC에 가치를 부여하는 요한 역할을 함. 그

러나 지역사회가 역기능 이고 사회  응집이 부족할 때, 기에 처한 가족들에

게 비공식  지원의 손길이 미치게 하기 해서는 사회 통제와 집단 효능감의 

제고, 그 외 추가 인 노력들이 요구됨.   

◦ ECEC와 다른 서비스간 력 강화

 - 독일에서는 많은 시‧군‧구 수  지자체에 부모-자녀 센터가 설립되어 다른 사회

서비스 기 과의 력을 통해 유아기 아동발달을 독려하고 발달지체를 조기 검

진함. 이러한 력 서비스들은 가족생활지원, 가족‧부모 상담, 건강‧의료 련 기

들과의 주기 인 력을 통해 지속됨.

 - 한국에서는 지역 병원과 보건센터와의 력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모

든 아이들이 매년 혹은 필요할 때에 무료 건강검진을 받음. 특히 다문화 아동 혹

은 소득 아동이 다니는 ECEC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

터, 드림스타트센터와 력하여 아동, 가족에게 건강, 양, 보육, 교육 련된 통

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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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지역에 지역공동체 어린이집 설립

 - 벨기에 Flanders에서는 사회경제  취약지역에 지역공동체 보육센터를 설립하여 

특별히 그 지역 기가족의 보육 이용을 높이기 해 일반 인 보육센터와는 다

르게 운 함. 지역 주민이 기  교직원으로 일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 기

반한 기  운 을 함으로써 아동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훈련기회를 통해 지

역주민의 발 을 지원함.   

◦ 사회경제  취약계층 집  지원

 - 미국의 1994년 5개 헤드스타트 로그램(Free to Grow)에서와 같이 약물남용 방

지 로젝트를 통해 해당 지역 가족과 거주민의 생활을 돕는, 지역 공동체 발

에 기반한 유아기 지원 로그램이 용됨. 

 - 독일의 Baden-Wurttemberg에서는 약 50개의 어머니 센터와 가족 센터가 어머니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어머니 포럼을 조직하여, 지역사회내 가

족들을 통합시키는 데에 기여함. 센터 활동을 통해 아동에게는 사회  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특히 어머니의 사회  유능감이 에 띄게 향상됨. 많은 어린이집이 이러

한 가족지원센터로 발 하여, ECEC 기 이 부모와 교류하고 부모의 자녀양육 역

량을 키우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함. 

□ 도 과제 4: 다른 서비스, 교육체계와의 력

◦ 지자체 시‧군‧구의 유보통합

 - 일본 사노시( )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시‧군‧구 지자체 수 에서 일원화되어, 

일부 사립유치원이 통합 보육기 (코도모엔)이 됨. 유보 통합기  코도모엔은 지

역사회 주민의 가족생활과 자녀양육을 한 달체계 역할까지 하여 아동발달과 

함께 지역사회 발 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고됨. 통합기 이 되기 해서는 교직

원 상 연수교육이 필요함. 

◦ 아동의 순조로운 등학교 응을 한 유‧  력

  - 슬로베니아에서는 유아학교(preschool)가 등학교 내에 속해 있어 유아학교와 

등학교가 동일한 교장, 건물, 운동장, 상담 서비스 등을 공유함. 교사는 구분되

어 있으나 유 연계 시스템 내에서 교사들이 빈번히 만나고 력하며, ECEC 

로그램과 교육방식이 등 1학년에 용되거나, 1학년 학생들이 ECEC 반을 종

종 방문하여 유  간 아동의 응과 변화가 순조롭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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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참여 (Family engagement)
1. 가족을 유아교육과 보육에 참여시키기 위한 포괄적 가족 및 아동 정책이          

사회적으로 또한 모든 ECEC 기관에 걸쳐 공유되고 있는가?
2. 부모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정부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정책입안자와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은 가정 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일상 활동, 아이와 이야기 나누기, 책 읽기 등)  
4. 부모가 좋은 교육 및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과정 구성, 홍보 및   

교사교육 실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캐나다 British Columbia에서는 등학교내에 자리잡은 재정지원을 받는 인가 

어린이집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2009-10년 27,000개 어린이집  약 800개 기

이 그러함. 이러한 유 연계는 아동의 등학교 응의 어려움을 감소시킴.   

◦ ECEC 센터와 지역 서비스간 연계

 - 노르웨이의 BOKTRA 로젝트는 공공 도서 과 유치원간 연계를 통해 아동의 

문해력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도서 의 문학 증진 사업을 확장함. 이 3개년 

로젝트는 유치원내에 도서  분 을 짓는 것으로, 보다 많은 가족들이 쉽게 도

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아동용 도서를 하게 하여 가족 근성과 서비스 이용이 향

상됨. 

 - 네덜란드에서는 교육기 과 복지서비스가 종종 범 한 학교(broad-based 

school) 형태로 통합됨. 많은 종류의 범  학교가 있으나 기본 으로 서비스 

통합이 주된 공통 특징으로, 교육기  - 크리에이션 기  - 어린이집 - 보건센

터 등이 지역 기반 네트워크로 기능하거나, 한 건물안에 모여있기도 함.  

◦ 유아기 발달과 복지 증진을 한 네트워크 구성

 - 캐나다 PEI(Prince Edward Island)에서는 2000년 7개 정부 부처와 12개 지자체 

네트워크 표가 참여한 ‘아동사무국’을 발족하여 (8세까지의) 아동 발달결과를 

증진하는 역간, 지역사회  부처간 연계를 도모함. 이는 아동, 가족 련 업무

를 수행하는 기 간의 력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라 할 수 있음. 

라. 체크리스트: 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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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직원들은 부모를 지원하도록 교육받는가? 
6. 부모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부모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가?
7. 부모는 ECEC 서비스 이용자 이외의 다양한 역할(서비스 공급자, 자원봉사자, 결정권  

 행사, 임원 등)로 참여하는가?
8.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부모 참여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9.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가?
지역사회 참여 (Community Engagement)
10.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및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1. 지역사회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와 ECEC 기관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2.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도서관, 박물관, 비정부단체, 기업체)이 활용되고       

있는가?
13.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개발과 자료 선정에 있어서 지역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가?
14. 지역사회 차원에서 결손가정의 아동과 부모를 지원하고 있는가?

6. 정책수단 5: 자료수집, 연구와 모니터링

가. 정책적 교훈
□ 교훈 1: 네트워크  워크샵을 통해 과 진행상황에 해 의사소통하기   

              지식과 정보 보 하기  

○ (오스트 일리아) 보편  유아교육 시행에 한 2013년 연간보고서 발간을 최

우선순 로 함. 기단계인 2009년도 보고에 의하면 국 으로 진행되어짐

○ (멕시코) 교육부 국연맹(CONAFE)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이 미이

용 아동에 비해 더 좋은 성취결과를 나타냄. 언어  의사소통 서비스가 향상

되어야 함. 아동발달에 한 자료 수집이 어떻게 유아교육  보육서비스의 

강 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역을 도출했는지를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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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연구 결과, 모니터링 결과  증거 자료의 시행  정책에 반 하기

○ (노르웨이) 모든 유치원의 표 화된 연차보고서 감독을 통해 교직원의 질에 

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인식하고 더 유능한 교사의 필요성을 깨달음. 그 결과 

유아교사 임용계획 설계  특정부분에 한 조치를 목표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한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교직원에 한 자

료수집이 이루어짐.

○ (슬로베니아) 유치원 교육과정 시행 평가결과가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교육부 

계자  기 에 공유되며 유치원에 통보되어, 평가자에 의해 제시된 개선책

이 달되도록 함. 교육과정 운 의 질 향상 이외에, 교사 문성 제고를 한 

연수내용의 비가 요함. 

□ 교훈  3: 교육비 지출 타당화를 한 자 조달  비용 검토하기

○ (오스트 일리아) 유아교육과 보육에 한 지출비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지원

재정은 2007년 10월 이후 보육서비스에 등록된 아동 수 증가  2004년 10월 

이후 일제 보육서비스에 등록된 부모부담 감소에 향을 미침. 이는 재정 

 결과 검토가 어떻게 책임  성과를 입증하며 교육재정을 타당화하는지를 

나타냄.

○ (포르투갈) 유아교육과 보육에 한 체계  연구주제가 없는 은 질 평가의 

어려움을 야기하며 유아교육과 보육 투자 효과를 복잡하게 함. 

□ 교훈 4:  리감독, 자료수집  연구 기 에 주요 담당자 배치하기

○ (오스트 일리아) 정부는 새로운 감독 과정을 포함한 국제품질표 체계를 소개

함으로써 정기  평가 기회의 요성에 해 인식하고 있음. 가장 효과 인 

서비스 달 개선책은 서비스 외부보다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이후에 서비스 

질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사항 결정  효과 인 실행 단계가 이루어짐. 

○ (벨기에 네덜란드령) 기 장은 기 에 한 외부평가 최종보고서를 직원들과의 

공식회의에 공유할 의무가 있음. 피드백을 제공하기 하여 모든 계자는 참

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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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Data collection)

1. 중요 정책에 관한 의문점은 ECEC의 포괄적 자료 구축 시스템이 답변 해 줄 수    
있음. 이러한 포괄적 자료 구축 시스템의 확보는 어느 분야의 ECEC 통계가      

□ 교훈 5: 정부 미지원 서비스 포함하여 모든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한    

             자료 수집하기

○ (벨기에 네덜란드령) 독립 인 서비스 기 은 공 자 을 제한 으로 지원받으

므로 정부보조 을 지원받는 기 과 동일한 양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음. 정

부보조 을 지원받는 기 에게는 자료 요청이 용이함. 반 으로 열악한 보

육서비스는 지속 으로 운 될 수 없음. 재 감독체계를 통해 조사한 결과, 

총 보육비용 부담자, 보육서비스 미이용자, 직원 자격, 이직률  직원 연령, 

이용자의 로 일 등의 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기 에 무 큰 부담

을 주지 않고 부모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수 에서 결측 자료 확

보 방안을 분석 임.

□ 교훈 6: 지방정부에 질 리 책임 부여할 경우 장단  고려하기

○ (일본, 멕시코, 포르투갈)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 리에 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 와 련하여 지역단  주도를 진하는 장 이 있음; 지방정부는  

의 교육  요구를 더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 철 한 리  평

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반면 서로 다른 권한의 각기 다른 리기 을 설정하

고 있는 단 이 있음. 가장 어려운 은 지방정부 간에 자료수집의 균형을 이

루는 일이며 앙정부차원에서 자료 통합  서비스 질을 한 연방기  유지

가 어려움. 멕시코의 경우 때때로 리감독  자료 수집을 한 연수가 필수

이지 않음.

□ 교훈 7: 규정 수 달성을 한 기회로 활용하여 감독하기

○ (캐나다_ 리티쉬 컬럼비아) 매년 국 학 규모를 검사한 결과, 유치원 학    

     규모에 한 규정이 보편 으로 수됨.

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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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함을 보여주며, 정책 사안에 관한 의문점을 답변하기 위해 어떤 ECEC     
프로그램들이 연관 되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줌

2. 최근 수집된 ECEC 지표들은 잘 디자인되었음. 최근 수집된 ECEC 지표들은  
정책 홍보 및 ECEC 서비스 목적과 잘 부합되는지 알아내는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

3. 최근 ECEC 지표 자료 시스템은 학교 자료 시스템과 연계됨
4. 최근 수집된 데이터들은 사용자 편의 위주로 제공됨
5. 아동(취학전 보육‧교육기관 등록 나이 별 아동 수, 사회 문화적 배경, 성별,   

      다문화 배경), 프로그램(사립과 비공식 보육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유아 서비스     체제), 교사(교사 수, 자격기준, 나이, 성별, 이민자 신분, 
급여, 양성‧현직교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가?  

6. 충분한 재정 확보는 자료수집 범위와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요 정책의   
     의문점에 관하여 답변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함 

연구 (Research) 
7. ECEC 연구는 안정된 인프라 및 장기적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가?
8.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국가별 정책연구, 국가비교 연구, 종단 연구,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대규모 

프로그램 평가, 신경과학과 두뇌 연구, 질적 연구 및 민족지학 연구방법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분석, 현장연구 등의 실천과 과정에 관한 연구, 참여관찰법           
연구방법에 기초한 아동중심 연구, 부모 요구       

9. 연구 네트워크 및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은 연구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 국가 정책 입안자, 국가 전문가, 국제적 교류 
10. ECEC와 관련된 대학교수직, 대학원 프로그램, 학술 논문 및 학술지는 충분한가?
11. 연구는 주로 양성교육 및 현직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가?
12. 학제적 접근은 인류학, 사회학, 공공 정책, 여성학, 학습 이론 및 뇌 연구 비롯한 

ECEC 연구에 증진 
모니터링 (Monitoring) 
13. 모니터링 목적 및 방법은 ECEC 경영자, 교사, 부모의 동의하에 구체화되며 

이해당사자에 의해 명료화되어 있는가?
14.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자와 관계자는 뚜렷이 구분됨. 서비스 시행 전 실행 가능 

여부에 관한 평가 실시됨 

15. 서비스 질 모니터링에 다음의 지표가 사용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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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적 질 지표(교사 자격기준, 학급 규모, 교사 대 아동 비율)
      과정적 질 지표(아동이 기관에서 경험하는 프로그램 종류,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내용)
16. 서비스 질 평가에 다음의 방법들을 사용하는가? 
    : 아동 발달평가 검사, 문서 및 기록, 관찰법, 인터뷰, 설문조사, 프로그램 평가 도구
17. 언어와 수를 제외한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발달 영역 및 학습에 대한 

아동평가 방법에 관심을 가지는가?
18. 모니터링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함
    : 교사를 위한 교수법 지원, 교사 양성 과정, 정확한 실행 및 인가, 커리큘럼     

  적용, 모니터링, 재정 지원 결정,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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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질 향상을 한 

정책  제언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로 일에서 분석된 성과지표  

OECD가 제시한 다섯 가지 정책 수단  핵심으로 간주한 교육과정, 교사, 부모

와 지역사회 참여를 심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1.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개선 지표

□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반 인 성과지표에서 OECD 평균보다 높

거나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 으나, 일부 지표에서는 OECD 평균미만임. 

◦ OECD 평균이상인 성과 지표: 신생아 생존율, 빈곤 한계선 이상에서 살아가는 

18세 미만 아동비율, 3세 미만, 3세, 5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PISA

의 읽기, 수학, 과학 시험 성취도

◦ OECD 평균보다 낮은 성과지표: 출산율, 여성취업률, 남녀 정규직 임 평등비율

□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  개선 고려 사항은 1) 여성취업률 증진, 2) 남녀임 격차 

해소, 3) 유치원 교사  아동 비율 감소와 4) 보육교사의 자격기  개선임. 이 

가운데 유치원 교사  아동 비율  보육교사 자격기 은 유아교육과 보육 정

책의 직 인 검토 사안임. 

2.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  교육과정이 취약하면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어려움.

◦ 교육과정  학습기 과 같은 공통된 틀은 교사에게 명백한 교육목표를 제시해 

주며, 수업의 흐름을 악, 학습일정을 체계화, 유아 발달에 가장 요한 요소

에의 심을 기울이며, 개별 유아의 요구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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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EC 교육과정의 질 제고 시 여러 국가들이 공통 으로 직면하는 과제는 1) 목

표와 내용 설정, 2) 지속 인 발달을 한 교육과정 연계, 3) 효과 인 시행, 4) 

시스템 평가임. 한국은 이상의 도 과제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설정에 집

하여 지자체에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용권한을 부여하 음. 한 

만 5세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을 통하여 연계된 교육과정을 마련하 음.

□  우리나라는 핀란드, 뉴질랜드, 국이 시행한 다음과 같은 정책 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1) 아동 개개인 심의 교육과정 설정을 한 학부모 참여, 2) ECEC 연령 의 

유아들을 한 하나의 통합된 교육과정 개발, 3) 교사를 한 소통도구  학

부모를 한 자료 개발, 그리고 4) 교육과정에 합한 평가체계를 구축을 한 

교육과정 통합

□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에의 시사 은 1) 교육과정 근

방식 검토,  2) 등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3) 최신 정책연구결과를 반 함으로

써 교육과정 내용에 한 재검토, 4) 유아의 행복,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고찰, 5) 교육과정에 한 부모의 기 , 6) 유아의 건강, 유아기에 

있어서 ICT 사용 등과 같이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에 한 논의, 7) 유아교육과 

보육 교직원의 리더십과 리 역량 증진 등임. 

3. 교사 자격기준, 교육 및 근무여건 
□ 2012 OECD 보고서 Starting Strong III에서도 여 히 유아기 ECEC 서비스 질 

제고를 한 가장 요한 정책수단으로 ECEC 교사, 즉 인력의 요성을 강조함. 

구체 으로 교사의 자격요건과 양성과정, 연수, 그리고 임 수 과 근무환경을 

포함한 근로여건의 개선이 요함을 축 된 연구결과와 국가 비교자료를 통해 

제시함.

□ 모의 취업증가, 이주민 가족의 증가, 생애 기 서비스에 한 교육  의 증

가 등으로 ECEC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역할의 수행이 양과 질, 내용

의 측면에서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교사 양성과정과 지속 인 연수교육의 제공



이 요함을 논의함. 

◦ 교사 양성과 연수, 자격요건의 요성에 동의하나, 정부는 교사임 과 서비스 

비용의 상승에 한 우려로 교사 인 자원 투자에 미온 임(OECD, 2006). 

◦ 체로 유보 일원화 국가에서는 0~6세 모든 교사의 양성과 연수가 동일하며, 보

다 높은 수 의 문성을 요구함. 유보 이원화 국가에서는 다양한 자격과 양성

과정, 연수의 기회  과거 역량의 인정 경로를 마련하고, 서로 다른 학력과 배

경, 공의 교사가 함께 일하며, 수직이동(승 )과 역간 수평이동(유아교육-보

육- 등; 지역간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력 배치안을 논의함. 

◦ 모든 유아교사가 동일한 자격요건과 학력수 , 혹은 등교사 수 의 동일임

을 받도록 노력하는 일부 국가가 있었다면, 상 으로 다수의 OECD 국가에

서 모든 교사의 동일한 학력과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이는 실 가능

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견해를 가짐. 

◦ 자격요건과 양성, 연수의 인력 구성의 3개 요소 , 지속 인 문성 개발의 

직교육, 즉 연수가 ECEC 질 제고와 아동의 발달결과에 요한 것으로 강조함. 

◦ 교사의 질 리를 교사 개인의 직 교육, 즉 양성과정과 자격요건에 을 두

는 것도 요하지만, 직교사가 하나의 으로서 다양한 학력연한과 경력, 사

회문화  배경의 교사가 상호조력과 장 컨설 을 제공하며 력하는 인 구

성의 마련을 강조함.

□ ECEC 질 제고를 해 우수한 ECEC 인력의 공 과 유입, 교육, 근속을 견인하는 

근로요건을 마련하여 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자 함. 임 과 보상체계는 ECEC에 

한 사회  인식, 문성 수 과 련된 요 요인임.

◦ 근로조건은 교사의 임 , 교사-아동 비율, 집단의 크기, 근로시간, 업무강도, 

리자의 인식과 리더십,  업무, 물리  환경과 공간 등의 요소임. 임 수 과 

근로시간, 근로환경에 한 법  규제도 요하지만, 해당 기 의 원장/상 교

사의 인식과 노력이 가장 요함. 

◦ 교사-아동 비율, 집단의 크기, 혼합연령반의 편성 등 물리  환경의 구성과 공간

이 아동과 서비스 질에 미치는 실증 연구결과가 부족함. 

□ 우리나라의 경우 ECEC 질 제고의 인력 리를 해 양성과정과 자격요건의 강화

를 강조하나, 2012 OECD 보고서에서는 연수제공과 교사 수의 근로여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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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강조함.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 으로 간과된 교사 티칭제의 도입, 국

가수 의 표 연수 개발, 연수기 의 다양화와 재정 지원, 다양한 선이수과목 인

정과 경력, 역량의 인정안, 그리고 교사들의 다방향 이동성 허용과 경로의 마련

이 요구됨.

4.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 2012 OECD 보고서 Starting Strong III에서는 유아기 ECEC 서비스 질 제고를 

한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ECEC 과정 반에의 극 인 

참여와 력을 제언하고, 이를 도모하기 한 각 국 ECEC 기 의 노력들을 제시

함.

□ 과거와 달리 유아가 생애 기부터 가정 밖 ECEC 기 에 머무는 시간이 비약

으로 증가함에 따라 ECEC의 교육과정이 기 내로 국한되지 않고 가정에서도 

부모를 통해 아동에게 일 된 형태로 연속성있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교육  에서 가정학습환경의 질과 가정 상호작용과 교육과정의 요성을 

논의함. 

◦ 부모-교사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계의 질이 보다 요하게 강조되고 부모의 

ECEC 과정과 활동 반에의 참여, 교육과정 개정과 연간 교육계획의 수립에의 

참여를 제시함. 기 -가정의 연계가 ECEC 질 제고와 아동 발달 결과에 요함

을 지지하는 선행연구 결과가 제시됨. 

◦ 구체 으로 각 기 이 부모에게 정보와 상담, 부모교육을 제공할 것을 논의하

고, 그 외 의사소통 체계의 수립, 만남의 자리 마련, 부모 원회의 조직, 부모의 

자원 사  행사와 활동에의 참여를 제시함. 

◦ 많은 OECD 국가에서 부모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교사 양성교육과 연수의 주

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ECEC 평가체계의 주요 지표로 반 하고 있음. 국가

별로 다양한 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특히 취약계층 부모에 한 집  지원 

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기 에서의 ECEC 교육과정이 가정에서도 공유되도록 노

력함. 

□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은 가정과 ECEC 기 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이웃의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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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이 제언됨. 

◦ ECEC 서비스가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어 통합 으로 제공

되어야 부모와 아동의 다양한 요구에 히 응 할 수 있음. 각 국의 통합 서

비스 체계의 마련을 시함. 

◦ ECEC 기 이 유아 상 교육‧보육기 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서 확장하여, 

지역사회 가족  부모 상 육아지원기 으로서의 총체 인 기능을 수행할 것

을 주문함. 한 교육기 과의 연계로 학교내 유아학교 배치를, 보건의료기 과

의 력으로는 지속 인 아동발달 모니터링 체계의 수립과 부모교육 제공 등을 

시함. 

◦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 심의 로그램 구성을 제시하 으며, 특히 

취약지역의 발 을 견인하는 해당 지역 심의 주민이 참여하는 ECEC 로젝트

의 정  효과를 보여 . ECEC 질 규 에 되지 않는 한, 다양한 기 설립

유형과 지원체계의 마련을 허용하여 부모조합의 ECEC 운 과 민간재단의 

ECEC 로그램  로젝트의 보 , 사기업의 ECEC 참여를 정 인 지역사

회 참여와 력의 로 제시함.    

□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모-교사간 의사소통과 부모

참여의 통로가 잘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소통과 상호작용의 질에 한 논의가 

필요하며 부모의 ECEC 과정 반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ECEC의 질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보다 극 인 노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통합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유치원‧어린이

집과 연계, 력되는 토 는 부족함. 한 지역사회 고유의 공동체 인 ECEC 기

 운 은 ECEC 서비스의 다양성 확보와 질 제고를 해 추구해야 할 과제로 

보이며, 유치원‧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이 유아 상의 교육‧보육 서비스에 국

한되지 않고 가족체계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로 보다 확장된 을 용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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