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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1)

∙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정책 수요자인 부모는 정작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구조화해야함.

∙ 객관적 환경진단을 위한 평가지표와 수요자의 체감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병행

하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제시함.

∙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는 양육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학과 가치, 인적 네트워크,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등임.

∙ 지표적용을 통한 진단, 지역 체크리스트 개발, 요구조사 실시, 육아친화마을 조성 계획 수립을 

포함하는 일련의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함. 

1 배경 및 문제점

가. 육아지원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수준에서도 다양한 출산지원책들

이 마련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금이나 물품 제공 등의 수혜성 정책이 주를 이루어 

그 효과에는 한계를 지님.

* 본 고는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권미경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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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정작 정책의 수요자인 육아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못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임.

육아지원 정책이 어떻게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실행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거시적 정책 보다 정책수요자의 생활환경 안에서 육아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

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안에서 그 ‘온 마을’의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나. 육아친화적 환경, 육아친화마을의 개념

‘육아친화(育兒親和)’ 환경은 ‘육아’, ‘아이를 기르는 일’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대상 연령층이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보다 집중됨.

 육아친화환경은 기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와 유사하지만 연령층을 청소년에 한정한 

청소년친화와 구분되며,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법에 근거한 가족친화와 차별

성을 지님.

 육아친화환경은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 인식 

개선, 공동체적 지원 등을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

 친화(親和)의 사전적 의미1)는 ‘사이좋게 잘 어울림’, ‘서로 종류가 다른 물질이 화합함, 

또는 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를 차용하면 육아친화(育兒親和)라는 성격은 아이 

기르는 일(育兒)과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며, 서로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되는 상태임.

‘육아친화마을’이란, 서로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마을, 즉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마을’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친화’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

39716&searchKeywordTo=3(2019. 6.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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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함.

유사한 개념인 가족친화, 아동친화, 청소년 친화와 육아친화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각종 친화마을 유형별 특성

구분
친화마을 유형별 특성

가족친화 아동친화 청소년친화 육아친화

정책대상 가족 아동 청소년
아동, 

자녀를 기르는 가족

개념

가족이 즐겁게 아이를 

키우고 오래도록 살고 

싶은/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도시

아동의 안전, 권리, 

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행정체계 예산,

도시 운영이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마을

목적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사회화

아동의 권리와 

의견을 지역사회에 

공유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요소를 

제거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조성

육아하기 좋고,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이 

행복한 마을 조성

법적･제도적 

근거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친화법 
UN아동권리협약 별도 근거는 없음. 별도 근거는 없음.

평가 및 

실태조사

2009년, 2012년, 

2015년 실태조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

별도 평가 및

실태조사는 없음.

별도 평가 및

실태조사는 없음.

구축 사례 울산시 등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부산 금정구

전북 완주군 

별도 구축사례는 없음. 별도 구축사례는 없음.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화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p. 54-55. <표 Ⅱ-1-5> 임.

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위한 척도 개발의 필요성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마을 조성을 위한 단일 척도로의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자체 수준에서 육아친화적 요소를 마을에 담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한 과정적 

절차 구현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객관적 환경진단을 위한 평가지표와 수요자의 체감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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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를 병행하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육아친화마을 구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는 체크리스트와 평가지표를 병행하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만들어가는 방법임.

[그림 1] 육아친화마을 구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화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23. <그림Ⅰ-1-1> 임.

 마을 내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를 중심으로 진단하는 객관적 ‘육아친화마을 지표’

의 구성이 필요함.

- 객관적 ‘육아친화마을 지표’는 지자체 수준에서 마을 조성 시 현황을 진단하여 필

요도를 구체화하는 위로부터의 접근방법(Top-down)임.

 지역별 수요자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 구성이 필요함.

-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는 마을의 특성이 반영되어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라가는 형태로, 주민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의견수렴을 하는 도구이므로 아래

로부터의 접근방법(Bottom-u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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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는 양육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학과 가치, 인적 네트

워크,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등임.

[그림 2]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 및 공간 도식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화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164. <그림 Ⅴ-2-1> 임.

가. 철학과 가치

육아친화적 마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歡待)의 가치를 지님.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치를 지님.

성평등한 육아문화의 가치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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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적 네트워크

육아친화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핵심은 크게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특성과 구성원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으로 대분됨.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은 인적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과 이러한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지원(자원 및 활동)을 지니고 있음.

소통의 공간은 해당 공간의 다양성, 접근성, 편리성,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 등이 

고려됨.

다. 육아지원 인프라

1)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육아친화적인 마을의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요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공간의 질, 접근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함.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가 단지 양적으로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함께 증대되어야하며, 이러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함.

육아친화적인 마을의 보육(교육)･돌봄 서비스의 질은 교사 근로환경, 보육(교육)시간, 

공간의 질, 급간식, 프로그램 및 교구수준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보육(교육)공간 및 

야외 놀이 공간의 충분성, 안전성과 더불어 비용접근성과 지리적 접근성(접근거리, 

접근방법, 차량안전성)등이 고려되어야함.

2)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육아친화적인 마을의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는 접근성, 공간과 시설의 질, 인적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 등을 고려하여야함. 

 마을에 공원･녹지 공간이 존재하는 것 뿐 아니라 아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실질

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함. 즉, 비용과 거리 면으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공간과 

시설의 질도 잘 유지되어야 하고, 이용시간이나 방법 공간계도 양육자와 아이들이 사

용하기 편리하게 조성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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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공간은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미술관 등의 가족들이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임. 

육아친화적인 여가･문화 공간, 서비스 인프라는 접근성, 공간과 시설의 질, 인적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 등이 고려되어야함.

4)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는 성장하는 영유아(아동)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특히 영유아

(아동)의 경우는 긴급한 사고나 질병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요한 요

소로 고려됨.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서비스의 질, 인력 수, 인적환경과 물리적 환경 등을 

기준으로 육아친화성을 간주할 수 있음.

 병원 종사자의 우호적인 태도와 물리적 공간이 양육자와 자녀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성되었는지가 중요함.

5) 교통･보행 네크워크 서비스 인프라

육아친화적인 교통･보행 네트워크는 접근성, 다양성, 교통･운전 문화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조성 가능함.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며, 어린 연령의 자녀일수록 양육자들은 대중교통보다 유모차, 킥보드, 자전거 

등으로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턱이 없는 등의 보행도로의 안전한 

상태가 중요함. 

 버스, 택시 등을 이용 할 때, 운전자가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거나, 

난폭한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안전한 운전, 교통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6)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며, 자녀가 성장할수록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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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동하는 일들이 많아지므로 양육자가 안심하고 양육 이외의 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강조됨.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는 접근성, 인력, 물리적 환경을 기준함.

 소방서 및 경찰서의 지리적 근접성, 인력 경찰 등의 방범인력이 얼마나 자주 순찰을 

도는지, CCTV의 설치 정도, 유해 시설의 정도, 보행도로의 안전도 등이 고려됨.

7) 행정 서비스 인프라

육아친화적인 행정 서비스 인프라는 행정체계, 정보접근,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살

펴볼 수 있음.

행정체계는 해당 마을에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예산의 정도를 의미하며, 

거버넌스의 경우 육아와 관련된 제도 설계 과정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등이 고려됨.

3 KICCE 육아친화마을 진단 도구

가.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육아친화마을 형성을 위한 기초여건을 측정하기 위한 시군구단위로 측정 가능한 계량 

측정 변수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다음의 <표 2>와 같이 도출하고, 

이를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로 명명함. 

이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와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등의 

범주를 아우르는 육아 인프라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마을의 객관적, 물리적 육아친화

성의 조성 상태를 진단할 수 있음.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의 절대규모와 상대규모(정책대상인 유아 및 

아동의 인구수 대비 시설수)를 모두 고려함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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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최종)

요인 범주 지표명 하위정보 단위 출처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 

영유아기

(상대지표 시 

영유아 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2)

어린이집 시설 총합 시군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3)

유치원 시설 유치원 설치 현황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부문4)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현황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5)

아동기

(상대지표 시 

아동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초등학교 시설 초등학교 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6)

지역아동센터시설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읍면동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홈페이지7)
지역아동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 읍면동

육아

인프라

관련 

지표

전 연령 

돌봄 인프라

(상대지표 시 

영유아 + 아동 

총인구 1천명 

비율) 

공원 

/녹지

공원 공원개소 및 면적 시군구
도시계획현황8)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개소 및 면적 시군구

여가

/문화

도서관시설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시군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9)

문화시설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문화와 여가10)

교통

/안전

교통문화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시군구

e지방지표

주거와 교통11)

교통안전지수 시군구 교통사고분석시스템12)

지역안전

상대유형

화재

시군구 e지방지표 안전13)범죄

생활안전

보건

/의료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원 수 시군구

건강보험통계14)
소아과 소아과 의원 수 시군구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의원 수 시군구

종합병원 종합병원 수 시군구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화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163. <표 Ⅳ-3-9> 임.

2)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가족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

&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

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3) 국가통계포털 –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

_NN001&vw_cd=MT_ZTITLE&list_id=154_154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

&itm_i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

4)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교육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

&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

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5)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전국지역센터현황, https://www.familynet.or.kr/introduce/status/list.do(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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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선행연구 검토와 심층면담,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육아친화마을 

형성을 위한 기초여건을 측정하기 위한 계량 측정 변수를 다음의 <표 3>과 같이 도출하고, 

이를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로 명명함.

철학과 가치, 인적네트워크, 보육･교육･돌봄서비스 인프라, 공원 녹지 공간,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 네트워크,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등의 9개 부분에서의 핵심요소와 측정항목을 반영한 85개의 

체크리스트 풀(pool)임.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을 이용하여 실질적 정책수요자인 양육 가정 부

모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20개 정도를 선별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필요한 핵심 개선 리스트를 도출함.

9. 8. 31. 인출)

6)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교육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

&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

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7)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홈페이지 – 정보지원센터, http://www.hjy.kr/user/Information05_view.php?num=4

8&cur_page=1&schSel=title&schStr=&filePath1=./Information05.php&boardType=1(2019. 8. 31. 인출)

8) 국가통계포털 – 도시계획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5&tblId=TX_315_2009_H11

26&vw_cd=MT_ZTITLE&list_id=315_31502_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

&itm_i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

9)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도서관통계, 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MainStatsLi

st.do(2019. 8. 31. 인출)

10)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문화와 여가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

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

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11)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주거와 교통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

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

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12)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통계보고서, http://taas.koroad.or.kr/web/bdm/srs/selectStaticalReportsList.do?

menuId=WEB_KMP_IDA_SRS_TSI(2019. 8. 31. 인출)

13)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안전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3

41&vw_cd=MT_GTITLE01&list_id=1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

&conn_path=MT_GTITLE01(2019. 8. 31. 인출)

14)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G&vw_

cd=MT_ZTITLE&list_id=354_MT_DTITLE&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

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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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철학과 

가치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결속감, 연대감,

충족감)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

내가 이 마을에 속해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언제든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게 받는 도움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아이다움 인정
영유아/아동

개별성 인정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성평등

육아문화

성평등 공간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조성되어 있다(ex: 남성화장실 내 기저기갈이대 비치 등).

성평등 서비스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양육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다(ex: 남성양육자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남성 양육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성평등 가치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 이뤄진다(ex: 남성양육자의 육아 참여 독려 등).

인적

네트

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 

인적네트워크 

연결성
마을 내에 가족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인적 

네트워크의 

지원

(자원 및 활동)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이 있다

(ex: 지역맘카페모임, 시민 단체, 공동체 활동 단체 등).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은 양육자들끼리 관계를 

맺어주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소통을 위한 

공간 

다양성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ex: 지역맘카페)이 있다.

접근성
내가 사는 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편리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ex: 사용시간, 사용방법 등)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수유시설, 주차시설 등).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질

교사 근로환경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는 아이의 숫자가 적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 교사 근무기간이 길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교사의 태도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이다.

보육(교육) 

시간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보육 이외의 개인적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2020년 이슈페이퍼 02호

14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를 하기에 충분하다.

급간식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 급식수준이 만족스럽다.

프로그램 및

교구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 

프로그램 수준이 만족스럽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갖추고 있는 보육(혹은 교육) 

교구 수준이 만족스럽다. 

공간 질 

보육(교육) 

공간충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 공간이 충분하다.

야외놀이 

공간충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야외/놀이 공간이 충분하다. 

공간의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양육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응 

양육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투명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을 보내는 데 비용 부담이 적다

(ex: 어린이집, 유치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의 거리가 짧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차량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은 안전하게 차량 운행한다. 

공원

녹지

공간

접근성 

비용 접근성 공원/녹지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공원/녹지 공간(ex: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공원/녹지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충분성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과 시설

안전성

공원/녹지의 공간과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인프라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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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공원/녹지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공원/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여가문

화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비용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여가/문화 공간(ex: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여가/문화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 충분성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 시설
안전성

여가/문화 공간 내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 인프라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의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여가/문화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등).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대형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병원이 있다. 

개인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개인 병원 등이 많다.

대형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형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개인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개인 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서비스 질

대형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 받는 대형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개인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 받는 개인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인력수
대형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 받는 대형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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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화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p. 361-365. <표 Ⅶ-1-2> 임.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개인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 받는 개인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대형병원 
의료인 태도

내 아이가 진료 받는 대형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개인병원 
의료인 태도

내 아이가 진료 받는 개인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대형병원 
육아친화성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개인병원 
육아친화성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교통

보행

네트

워크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비용은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서 대중교통(ex: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보행도로상태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다양성 
대중교통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ex: 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가 있다. 

교통/운전 
문화 

운전자의 태도 
내가 사는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소방서접근성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소방서가 있다. 

경찰서접근성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경찰서가 있다. 

인력 방범인력순찰 경찰 등 방범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물리적 환경

치안장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보행도로 마을길은 밤에 안전하다. 

행정

서비스 

인프라

행정체계

조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이 존재한다. 

예산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인력의 태도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정보접근 
정보의 충분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정보의 편리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개방성 대표(구청장)는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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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가.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란 육아친화성을 객관적 측정요소로 접근하여 

진단하는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와 실제 거주민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도출된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를 병행하여 마을의 육아친화 정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은 다음 [그림 3]과 같음. 

즉, 마을 내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객관적 마을 진단과 

지역별 수요자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 구성이라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조성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함.

[그림 3]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화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358.<그림 Ⅶ-1-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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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표적용을 통한 진단 단계

 현재 육아친화적 환경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 적용을 

통해 진단하는 과정으로 지역별 육아친화성을 육아 관련 직접자원 인프라와 간접자원 

인프라 등을 진단하고 그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 및 점검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2단계: 지역 체크리스트 개발

 육아친화마을에 담길 가치와 철학, 서비스 인프라, 인적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함.

 체크리스트 풀(pool)을 행정 담당자, 지역 전문가들이 점검 또는 검토하고 주민참여 

워크숍을 기획함.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육아친화성을 논의한 워크숍은, 기존의 지표들이 표준화된 적용

으로 정책 현장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적 

지표가 설명하기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되는 요구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렴하는 과정임.

3단계: 요구조사 실시

 ‘KICCE 요구조사 초안’을 토대로 2단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설문을 

구성하여 정책수요자, 주민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함.

 육아 중인 영유아･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육아친화성 현황 진단과 평가하고 지역의 육

아친화성 향상 요구를 수렴함.

4단계: 육아친화마을 조성 계획 수립

 지역 내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조성계획을 수립함.

1단계에서 지표 분석을 통한 진단으로 전국 자료와 비교하여 해당 지자체의 부족한 

육아 관련 자원인프라가 도출되며, 2단계 지역 체크리스트의 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형 

워크숍으로 객관적 지표가 설명하기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되는 필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3단계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 부분의 우선순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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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수합되며, 4단계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지자체 행정담

당자가 주체가 되어 지자체의 현 정책의 개선점을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됨.

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언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마을의 범위는 기초지자체인 구(區)단위로 예산과 정책들이 마련

되고 있지만 동(洞)의 특성을 반영해야함.

 정책 수요자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들이 체감하는 마을의 범주는 살고 있는 동(洞)

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범위인 동

(洞)의 특성을 함께 반영하여야 함.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조성에 대한 기본 단위 획정과 해당 정책 마련 시 정책수요자의 

체감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육아친화성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해야함.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육아하기 좋은 환경, 육아친화적 요소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이 어느 연령대에 국한되기보다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공간의 조성과 서비스의 구성에 융통성을 부여해야함.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하는 구성원들의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회가 

기획되고 제공되어야함.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환대(歡待)와 그 과정을 인정해

주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육아친화마을의 조성 과정에 

세대간,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 간 소통의 장(場), 참여의 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기획되고, 육아친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함.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지자체가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마을의 인적 네트워크가 기능

하도록 해야 함.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자체가 계획 착수하여 육아친화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나,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할 때 인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체감되는 육아친화마을이 조성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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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官)이 주도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주민의 인적 네트워크, 민간, 주민 주도로 전환

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육아친화마을은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지원이 아니라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정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마을의 공동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 주도적으로 계획되고 확장되는 것임.

육아친화마을 지표적용 분석결과는 육아친화마을의 조성 시 계량적인 결과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도출 반영해야함을 시사함.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지표를 적용하여 측정된 육아친화성, 각 지표의 규모로 측정한 

절대 육아친화성 지표의 경우, 육아 직접적 자원은 수도권 지역에, 시와 구지역, 

즉 도시 지역일수록 풍부하게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육아인프라 시와 

구지역에 더 양호하게 구축됨.

 그러나 영유아, 아동인구 대비 시설규모로 환산한 상대적 육아 친화성 지표는 수도권

일수록 농촌, 과소도시보다 육아친화 등급유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거주 

양육자가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우수할지라도 여전히 육아관련 시설의 부족을 경험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을 위해서는 일괄 측정되어온 지표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체감형 체크리스트를 반영하는 것이 정책과 

제도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확인함.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요구 수렴 시 주민참여형 워크숍 운영이 효과적임.

 주민참여형 숙의･토론 과정을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워크숍 참여자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데 높은 

기대를 보였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요구를 함께 고려

해야함.

 가구 특성별로 육아친화마을 조성 분야별 중요한 항목을 도출된 결과 각 가구의 특성

별로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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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자녀별로 신체적 발달과 활동의 독립성에 따라 보행도로의 

편리성에, 혹은 안전성 부분이 더 강조됨.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초등학교, 보육기관, 유치원 밀집 

지역 등으로 공간을 특화하여 해당 부분에 수요자의 요구를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정부의 역할

육아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예산투입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

이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과 주체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성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됨.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육아친화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본 연구는 어느 정도 

‘부분 합리성’을 극복하고 ‘전체 합리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

 중앙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 마련,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

하는 것임.

 중앙부처는 관련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또는 예산 부처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획득한 자원을 ‘전체 합리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중앙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육아친화성 지표를 매년 갱신하여 제공하고, 지표별 특성

에 부합하는 정책에 관한 리포트 등 정책 처방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

들을 축적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

 지금까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주로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방

분권 기조가 확대되고 지자체 행정 서비스에 관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자체 역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일에 주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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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조직, 

인력과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방 조례

제정 등이 필수적임.

 육아친화지표 등급을 토대로 지자체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을 기획해야함.

- 육아인프라 지표를 토대로 어느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과 장기적으로 접근할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해야 할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광역지자체는 여러 기초지자체 중에서 육아친화성 종합지표 상으로 등급이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산 지원 및 정책 처방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는 예산의 권한이 작고, 기초지자체보다는 지역정보 

수준이 낮으나,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정보 수준이 높고 기초지자체보다는 기획력 

수준이 높기 때문임.

- 광역지자체는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시설 관리 등 규제성 업무를 담당하여 재원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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