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구개발적립금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

권미경 김정숙

차 례

Ⅰ. 시범사업 개요 ··································································································· 1
1. 사업목적 ·········································································································· 1
2. 사업내용 ·········································································································· 3
3. 사업 추진 경과 ······························································································· 4
Ⅱ. 시범사업 배경 ··································································································· 5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법령 및 기준 ······················································ 5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령 및 기준 ······················································ 7
3. 선행연구 ········································································································ 12
Ⅲ.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내용 ········································ 17
1. 공립어진어린이집 운영지원 ·········································································· 17
2. 개원 및 초기운영 관련 면담자료 수집 ························································ 20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 21
4. 부모 지원 실시 ····························································································· 24
Ⅳ.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개선요구와 방안 ··········································· 26
1. 설치관련 개선요구 ························································································ 26
2. 운영관련 개선요구 ························································································ 28
3.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 ················································································· 47

참고문헌 ················································································································· 54

부록 ························································································································ 55
부록 1. 원장 의견 ····························································································· 57
부록 2. 교사 의견 ····························································································· 58
부록 3. 조리사 의견 ·························································································· 60

표 차례

〈표 Ⅰ-3-1〉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일정 ·························· 4
〈표 Ⅱ-2-1〉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 10
〈표 Ⅲ-1-1〉｢세종시-어진어린이집-육아정책연구소 운영지원협의회｣ 추진개요 ········ 17
〈표 Ⅲ-1-2〉｢육아정책연구소의 어진어린이집 TF 운영지원협의회｣ 추진개요 ·········· 19
〈표 Ⅲ-2-1〉보육교직원 대상 면담 추진 내용 ··················································· 21
〈표 Ⅲ-3-1〉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 개요 ··············································· 23
〈표 Ⅲ-4-1〉부모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현황 ····························· 25
〈표 Ⅳ-3-1〉세부 영역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 ································· 51

- ii -

그림 차례

[그림 Ⅳ-3-1]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전담팀 구성 및 운영 구성 체계(안) ····· 48

- iii -

Ⅰ. 시범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으로
인해 영유아 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그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임.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법 제
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
집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함(법 제12조).
◦ 2014년도 올해 국회 증액 예산을 편성하여 연평균 150개를 늘려 2017년
600곳을 확충할 계획임.
□ 국가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의 법적
준거에 따라 설치와 운영의 기준을 제시함.
◦ 설치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입지조건 및 규모, 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등록을 포함함.
◦ 운영기준은 어린이집의 일반운영 원칙,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 건강
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운영수입·운영지출 및 운영지출비 등을
포함함.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 지침, 구체적인 예시
사례 등을 보육사업안내에 수록하여 매년 발간하며, 어린이집 및 보육관련
정부기관, 단체 등의 담당자는 이를 준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보육사업안내는 년 1회 발간되며 변화된 내용에 대해 비교, 대조하여 제시
하고, 연 초에 발간된 이후에도 지침 개정에 따라 수정·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관련 분야의 주 지침서임.
□ 2014년 세종자치시에 어린이집 운영의 실제를 현장을 토대로 파악하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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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과 지원을 위한 연구 현장으로 국내 최초로 연구형어린이집을 설치함.
◦ 연구형어린이집의 위탁과 운영을 육아정책연구소가 지원함.
□ 세종시 공립어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방안의
적합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세종시는 지역사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신규 기관의 설치가 활발하게 진행
되는 상황으로 신규로 문을 여는 단계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시범
사례를 수합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고려됨.
◦ 세종시 공립어진어린이집은 국내 최초의 연구형 어린이집으로 전문성에
기초한 수월성의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추구하므로 정책 방안의 도출에
적합한 시범운영 장소로 고려됨.
◦ 공립어진어린이집은 세종자치시의 보육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심어린이집
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
－ 부모교육 기회의 확대, 교사용 전문교육지원, 연구소 연구물 지원 등 지
자체와 부모, 교사가 협력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심점
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
□ 이에 본 사업은 다음 두 가지 내용의 수행 필요에 따라 추진됨.
◦ 첫째, 국내 최초로 설치하는 연구형 공립어린이집의 개원 준비과정부터
1년 동안의 운영 초기까지 설치 및 운영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위
함.
◦ 둘째,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원장과
교직원의 면담을 통해 자료화하고 수합‧정리하여 어린이집의 개원 준비
과정에서부터 개원 후 운영과정에서 지침 적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셋째, 연구형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과 기준에 준하여 실제 세종시 연
구형 공립어진어린이집의 시범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와 개원초기과정의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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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기준 검토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및 기준 조사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선행연구 분석

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사업 추진
□ 공립어진어린이집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관
계부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형어린이집 기능강화’ TF의 「운영지원협의
회」개최
□ 공립어진어린이집의 원장, 교사, 조리사를 대상으로 어진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심층적 내용파악을 위한「보육교직원 면
담」실시
□ 공립어진어린이집의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효
과적 운영에 필요한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영유아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
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1, 2, 3」인쇄 후 배포
◦「영유아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1, 2, 3」는 육아
정책연구소에서 2013년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한 것으
로 교사의 영유아문제행동 지도를 안내할 지침서임.
◦ 총 500부를 인쇄하여 세종시청을 통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각 1부씩 배
포하고(160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탑재하여
공유함.
□ 공립어진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 부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을
통한「부모지원」실시

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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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어진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대한 현행 기준과 시범 설치 운영과정의
실증적 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안함.

3. 사업 추진 경과
□ 본 사업은 2014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한 자체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표 Ⅰ-3-1>과 같음.
<표 Ⅰ-3-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일정
월별 추진 일정
세부추진과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법령,기준,선행연구분석
운영지원협의회
보육교직원 면담
부모 교육
보육프로그램 및 교사 지원
프로그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관련 최종 보고서 작성

4

5

6

7

8

9

10

11

12

비고

Ⅱ. 시범사업 배경

□ 본 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2014년 보육사업안내」를 중심으로 국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법령 및 기준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을 말함(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해야 하고 최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는 시설로서,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함(영유아보육법 제
12조).
◦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과는 다른 공보육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영유아보육법 제11조).
□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한
*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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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명시함(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주택건설용지
에 관한 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작·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함(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단, 어린이집 설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만 가능하며, 설치
시에는 건축면적이 증가되어서는 안 되며, 증축 후의 층수도 2층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나. 어린이집의 시설 및 설비 기준
□ 놀이터는「영유아보육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
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 놀이터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함.
－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
되어 있는 어린이집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
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 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함.
□ 비상재해대비시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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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어린이집”이라 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이 비상재해 대
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음.
－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
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야 함.
◦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령 및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의 운영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동법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보육 대
상’,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 명부의 작성·비치’, ‘보육시간’, ‘운영규정’, ‘보육
료 수납’, ‘비용의 지출’, ‘보험(공제) 가입’, ‘장부 등의 비치’,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
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가. 보육과정 운영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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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요일은 12시간(7:30~19:30), 토요일은 8시간(7:30~15:30)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보호자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함.
－ 근로자의 날(5.1)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
하여야 함.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
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 할 수 있음.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
게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 등을 명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 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 구성, 교
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나. 누리과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임.
□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여 국고·지방비 부담 해소
등으로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 체계를 마련함.
□ 관리체계는 ‘복지부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어린이집’의 현행 체계 유
지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다. 지도·감독 및 평가

* 동규정 제3조 대체휴일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대체휴일에 어린이집을 운영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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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영유아보육법 제41~42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
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
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 (조사명령서, 공무원증 등)를 관계인(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내보이고
점검 취지(민원, 언론보도 등)를 설명하여 원활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되, 보육에 지장을 최소화해
야 함.
□ 기본방향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교직원이 영
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집 등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보육정보통합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위반 의심시설 위주로 점검대상
을 선정하고 복지부·지자체 점검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하여 동일 어린이집
에 대한 중복점검을 최소화 함.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 함.
① 평가인증우수 어린이집(인증규모별 상위 5%)
② 기획 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
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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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함.
－ 지도·점검 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
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표 Ⅱ-2-1>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조치사항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교직원 자격 정지
교직원 자격 취소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제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라. 교직원
□ 교사 대 아동비율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만1세 미만은 영아 3인당 교사 1인, 만1세 이상~만2
세 미만은 영아 5인당 교사 1인, 만2세 이상~만3세 미만은 영아 7인당 교
사 1인, 만3세 이상~만4세 미만은 유아 15인당 교사 1인, 만4세 이상~미
취학 유아 20인당 교사 1인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
직원 배치 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
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시행
규칙 제40조).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
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
도·감독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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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유아보육법 제18조).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으로 사전직무교육·직무
교육 또는 직무교육·승급교육으로 구분함(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23조의
2).
◦ 보수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
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하며 승급교
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
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마. 교육비용
1) 무상보육
□ 무상보육(영유아보육법 제3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함.
◦ 동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
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원 할 수 있음.
□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 무상보육의 대상은 매년 1월1일 현재 만3세 이상인 영유아로 어린이집에
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
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을 제공 받는 경우임.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
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매년 1월 1일 현재 만3세 미만인 영유아로 어린이집에서 법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 제외)을 제공받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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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지원규모는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
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함.
□ 누리과정 운영비용 사용항목은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남은 잔액은 기
타 항목 사용 가능), 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교재·교구비(소모성 재료비
구입 포함)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급간식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환경보
건법)에 따른 개선비용,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에만 사용하고 지자체
에서는 지원항목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함.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은 직무교육 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승급교
육 1인당 12만원(80시간 기준)이며,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함.
□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
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
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함.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교육명
령)」에 의해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함.

3. 선행연구
□ 본 절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선행연구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
영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과정의 문제
점 및 개선안을 얻고자 하였음.

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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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2006)은 국공립보육시설 신설 실적이 계획대비에 부진한 이유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라고 듦. 지방정부가 지역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보육시설 공급률 또는 설치비용 부담 등의 문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김은정(2014)은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의 공급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은 운영에 따른 고비용이 민간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김학숙(2006)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수요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제시
하며 대기 아동들에게 동등한 보육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
안함.
□ 권창석(2014)은 구조적 특징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개인 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의 목적이 강하다고 보았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적다
보니, 투자자금에 대한 비용을 보존해야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올라가거나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을 우려함.
□ 양미선·정주영·임지희(2013)는 정부는 그동안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국공
립 인프라 확충보다 민간부문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율은 낮고 민간 및 사립 분담 비율이 70~80%
정도로 높아졌다고 함.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개선요구
□ 김현숙(2006)은 부지 제공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고려되어
야 한다고 함.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정부가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기
보다 민간보육시설과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정부가 보육시
설 기준이나 보육교사 수준, 인건비 등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운영
해야 함을 요구함.
□ 김은정(2014)은 공급과잉지역으로 분석된 일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현
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자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공립 시설 확충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요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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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숙(2006)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양적인 팽창이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
부에서 정부지원금을 늘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함. 학부모들은 보육
시설의 위치가 집 근처나 직장보육시설 내에 설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학
부모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주거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권창석(2014)은 주민의견조사를 필수화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함. 이를 위해 정부 및 서울특별
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하여 공보육 분담률을 높여야 함을 제안함.
□ 양미선·정주영·임지희(2013)는 어린이집 설치·설립 기준을 강화하여 진입장벽
을 높이고,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에 재정지원을 하여 공보육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문제점
□ 김현숙(2006)은 보육서비스의 수요공급에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고 보육료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지역별로 획일화된 보육료 상한선은 시
설의 실제적인 운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비스 수준 하락의 주
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봄. 이에 저소득층이나 취약보육에 대한
서비스가 시장을 통해 제대로 공급되기 어려움.
□ 김영미(2013)는 영유아보육법상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보육분과가 있지만, 논의 및 합의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김학숙(2006)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교사 대 아동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며, 취업모의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 야간근
무, 휴일근무 등 직업의 다양성으로 보육의 어려움이 있음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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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미선·정주영·임지희(2013)는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이용 아동 및 교
사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 수급, 영유아 건강 및 안전·아동학대, 불법 매매,
권리금, 특별활동 및 급·간식업체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고 함.
□ 김윤경·권경숙(2013)은 원장들은 매순간마다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여
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시·군·구 담당 관계자, 학부모, 법인 및 시·구의원
등 여러 사람들의 관여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보고
함.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개선 요구
□ 김현숙(2006)은 적절한 투입비용에 기초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료가 현실화 되어야 하며, 현실화된 보육료를 이용하여 시설을 보다 효
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공급시설의 시장진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 보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질적 수준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및 인증 제도를 통해 감독하는 기
능이 필요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수요자의 소득수준에 기초하여 금전
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함을 요구함.
□ 김영미(2013)는 현행 종일제(1일 12시간) 기준 보육료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를 ‘종일제’기준에서 ‘반일제’ 혹은 ‘시간제’로 다양화하
고 보육욕구에 따라 보육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 지
원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영리어린이집, 민
간비영리어린이집의 ‘적절한 공급 비중’은 일률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음.
□ 김학숙(2006)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져야 하며, 국공립보육시설의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확대 되어야 함을 제안함. 또한 교사의 자질과 교육내용
의 수준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육시설 운영주체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
치단체로써 보육시설에 드는 비용부담을 국가보조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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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미선·정주영·임지희(2013)는 취약보육서비스 활성화, 부모만족도조사 정례
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내실화하여 보편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의 정보
공시제도 도입, 정보공시실무자교육 의무화, 실무자교육 온라인 구축 등 공
개성을 높이며,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
무회계 담당자 교육 활성화, 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의 기능을 강화, 운영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모 및 지역사회 전문 인력의 어린이집 및 유
치원 운영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을 제안함.
□ 김윤경·권경숙(2013)은 원장들이 바람직한 어린이집 운영과 소신 있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질 높은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스
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Ⅲ.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내용

1. 공립어진어린이집 운영지원
□ 공립어진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종자치시-어진어린이집-육아정책연구소의 운영지원협의회」와 「육
아정책연구소 내 TF의 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함.

가. 세종시-어진어린이집-육아정책연구소의 운영지원협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육담당, 공립어진어린이집, 육아정책연구소 3자간 회의
를 통해 연구형 어린이집의 운영과정을 지원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기 위해 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함.
◦ 행정전달체계-어린이집-지원체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공고하게하기 위함.
□ 세종시-어진어린이집-육아정책연구소의 운영지원협의회 관련 일시, 장소, 참
석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1>과 같음.
〈표 Ⅲ-1-1〉「세종시-어진어린이집-육아정책연구소 운영지원협의회」 추진개요
일시

2014.
5.21

장소

어진
어린이집
회의실

참석자
세종시청
(2명)

강휘동 과장, 김민순 사
무관, 연지혜 주무관

어린이집
(1명)

남희숙 원장

연구소
(4명)

권미경 팀장, 김정숙 부
연구위원, 김문정 전문연
구원, 김철조 책임행정원

내용

-어진어린이집 개원 이후
의 ‘재정적 어려움’, ‘인
력 수급의 어려움’, ‘세종
시의 특수성’에 대해 논
의, 어진어린이집의 요구
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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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계속)

일시

장소

2014.
8.12

2014.
9.25

육아정책
연구소

세종시청
/어진
어린이집
회의실

참석자
세종시청
(3명)

강휘동 과장 외 보육담당
공무원 2

어린이집
(1명)

남희숙 원장

연구소
(5명)

이미화 실장, 권미경 팀장,
박진아 부연구위원, 김정
숙 부연구위원, 김철조 책
임행정원

세종시청
(3명)

강휘동 과장, 김영인 사무
관, 김기숙 주무관

어린이집
(3명)

남희숙 원장, 안혜숙, 조은
진 교사

연구소
(3명)

이미화 실장, 김철조 책임
행정원, 장재영 인턴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강화 방안

기능

-세종시 보육발전 토론
회 참석 및 공립어린이
집 시설공사 관련 세부
추진 계획 및 추진일정
점검

나. 육아정책연구소 내 어진어린이집 운영지원협의회
□ 최초로 설립된 연구형 공립어진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TF가 육아
정책연구소에 구성됨.
◦ 육아정책연구소의 기획경영실장을 중심으로 육아지원연구팀장 외 3인으로
구성함.
◦ 연구형 공립어진어린이집의 개원 준비과정부터 개원, 초기운영의 과정을
지원함.
－ 연구형으로의 특수성으로 기인하는 제반 과제를 행정전달체계와의 조율
을 통해 해결함.
◦ 공립어진어린이집이 연구형으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함.
－ 지역사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MOU 체결, 기능강화를 위한 공사, 부
모교육 기획진행,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상담기획 진행 등의 업무를 추진
함.
－ 연구형 어린이집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을 바보나눔재단을 통해 수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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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함.
□ 육아정책연구소의 어진어린이집 TF 운영지원협의회 관련 일시, 장소, 참석자
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2>와 같음.
〈표 Ⅲ-1-2〉「육아정책연구소의 어진어린이집 TF 운영지원협의회」
추진개요
일시

2014.
7.7

장소
어진
어린이집
회의실

2014.
7.19

육아정책
연구소

2014.
8.1.

육아정책
연구소

2014.
8.6

육아정책
연구소

2014.
8.11

육아정책
연구소

2014.
8.19

보건
복지부

참석자
공사설비
업체(1명)
어린이집
(7명)
연구소
(2명)
어린이집
(1명)
연구소
(7명)

연구소
(6명)
푸르니
(1명)
연구소
(5명)
어린이집
(1명)

시설설치 업체 담당자
남희숙 원장 외 6
권미경 팀장, 김철조 책임행정원
남희숙 원장
이영 소장, 이미화 실장, 권미경
팀장, 박진아 부연구위원, 김정
숙 부연구위원, 김문정 전문연구
원, 김철조 책임행정원
이미화 실장, 권미경 팀장, 박진
아 부연구위원, 김정숙 부연구위
원, 김문정 전문연구원, 김철조
책임행정원
박진재 이사
권미경 팀장, 이재복 팀장, 김철
조 책임행정원 외 2
안혜숙 교사

연구소
(4명)

권미경 팀장, 박진아 부연구위
원, 김정숙 부연구위원, 김철조
책임행정원

보건복지
부(2명)

방석배과장, 양진혁 사무관 외 2

어린이집
(1명)

남희숙 원장

디자인업
체(2명)
연구소
(1명)

박종산, 김창옥
김철조 책임행정원

내용

-공립어진어린이집
시설공사 관련
현장 방문 및
설명회

-공립어진어린이집
운영관련 현환 및
향후 일정 논의

-공립어린이집
적정 운영비용
산출관련 논의
-공립어진어린이집
운영관련 자문

-공립어진어린이집
재무관련 현황
논의

-공립어진어린이집
기능강화
시설공사 도면
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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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계속)

일시

장소

2014.
9.1

육아정책
연구소

2014.
9.18

경제인문
사회
연구회

경제인문
사회연구
회(5명)
연구소
(5명)
경제인문
사회연구
회(9명)
연구소
(5명)

참석자
연대흠 팀장, 오정두 과장,
한윤수, 이혜진, 이규주
김정숙 부연구위원, 김철조
책임행정원, 노현정 외 2
김이교 실장, 연대흠, 최재
녕, 한영민, 한윤수, 이혜진,
최상훈, 조장호, 김순종
이미화실장, 권미경팀장,
김정숙 부연구위원, 박진아
부연구위원, 김철조 책임행
정원, 외 2

내용

-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련 협의

-세종시 소재
공립어린이집의
예산지원현황,
재정관련 문제점 등

2. 개원 및 초기운영 관련 면담자료 수집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과 초기운영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은 공립어린
이집 개원을 경험한 원장 4인과의 Focus Group Interview(1회)와 공립어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의 주기적인 심층면담자료 수합을 통해 추진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초기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추
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원장 4인의 면담을 실시함.
－ 세종시는 새로이 구성되는 행정중심 계획도시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한 신규 개원 어린이집이 많은 지역임.
－ 세종시에 소재한 공립어린이집 원장 4인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수합함.
◦ 공립어진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
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어진어린이집 원장, 교사, 조리사 등을 대상으
로 5월부터 월별 1회, 총 8회 보육교직원 심층면담을 실시함.
－ 개원과정과 초기운영 과정의 어려움은 실제 경험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과의 면담으로 가장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심층면담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내용 21

방법을 이용함.
□ 면담 회기별 주제 및 면담 대상자는 <표 Ⅲ-2-1>과 같으며,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주제별로 요약 제시함.
〈표 Ⅲ-2-1〉보육교직원 대상 면담 추진 내용
일시

대상

2014. 5.

원장1, 교사7,
조리사1

2014. 6.
2014. 7.
2014. 8.
2014. 9.
2014. 9.

원장1, 교사9,
조리사1
원장1, 교사9,
조리사1
원장1, 교사8,
조리사1
원장1, 교사9,
조리사1
원장 4

2014. 10.
2014. 11.

2014. 12.

원장1, 교사9,
조리사1

원장1, 교사9,
조리사1

주제
-어린이집 개원 이후 원/반/급·간식 운영 시
가장 힘든 점
-근무여건, 교직원 및 원아 관리, 재정운영,
부모 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전반적인
측면 관련 요구
-근무여건, 반 내 원아관리, 부모 상담,
보육과정 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
-어린이집 평가 인증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요구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기준 업무 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초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논의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시설설비 관리 및
공간구성, 원아모집과 반 편성, 반 운영관리,
건강‧영양‧위생‧안전 관리, 재정 및
문서관리, 보육과정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
-부모상담, 지역사회 연계, 반 운영관리,
보육과정 운영관리(수업 실행 및 평가 측면),
원아모집과 반 편성 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

비고

교사 1명
중도퇴직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 공립어진어린이집의 효과적인 보육활동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제공함.
◦ 누리과정과 연계 개발된 어린이집 프로그램 활동자료 DVD를 구입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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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함.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선행 연구물과 발간자료를 지원함.
□ 공립어진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로 어진어린이
집 보육교직원 전원을 초청하여 ‘영유아와의 효율적이고 지지적인 상호작용
형성’에 대하여 1박 2일 연수를 실시함.
◦ 공립어진어린이집이 연구형 어린이집으로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함.
◦ 우수어린이집 견학을 위해 서울시청 한빛어린이집을 방문함.
－ 어린이집 시설 견학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한빛어린이집 원장의 현재 운
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영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토의를 진행
함.
◦ 상담 전문가를 초빙하여 영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증진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의함.
□ 어린이집 교실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지원을 위해 영유아교사의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하는 책자를 인쇄하여 세종시 소재 전체 어린이집에
배포함.
◦ 2013년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이미화 외, 2013)에서 ‘영
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를 구성하였음.
－ 교실 내 문제행동의 유형과 교사의 대응 방법을 다면적으로 소개함.
◦ 어린이집 교사 지원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개발되었던 지침서를 교사들
이 보기 쉽도록 편집하고, 약 600쪽 분량의 내용을 3권으로 분철하여 제
작하고 하드케이스를 제작하여 3권 1부로 구성함.
－ 제 1권 : 총론, 기본생활영역 및 신체운동발달영역
－ 제 2권 : 사회성발달영역 및 정서발달영역
－ 제 3권 : 언어발달영역 및 인지발달영역
◦ 제작한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를 세종시
보육담당 행정전달체계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에 배포함.
□ 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은〈표 Ⅲ-3-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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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1〉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 개요
일시

내용

세부내용

▸어린이집 프로그램 활동자료 DVD 구입 지원
-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프로그램 10권
- 3-4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17권
- 3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9권
- 4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10권
- 3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및 DVD 세트
- 4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및 DVD 세트

2014.7.4

교사용
참고자료
구입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 워크숍 실시
- 우수 어린이집 견학 및 현장 교육, 영유아 반응성 상호작
용 및 부모 상담에 대한 교사교육

2014.9.26
-9.27

교사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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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1 계속)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제
작
-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지침서
를 3권으로 분권, 재편집하여 제작함.
2014.11.
-12.

교사용
자료
제작

4. 부모 지원 실시
□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를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함.
◦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이용하는 어진어린이집이 연구형 어린이집임을 설
명하고 그 개념 및 운영 방향을 소개함.
◦ 2014년 현재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의 내용을 소개함.
◦ 누리과정이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건복지부의
‘누리과정 e-book’의 내용으로 소개함.
□ 부모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심층 면담을 지원함.
◦ 연구형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금을 바보나눔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음.
◦ 연구형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을 포함함.
◦ 전체 어린이집 재원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상호작용 장면을 15분 정도
녹화 후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개별 상담을 실시함.
□ 부모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관련 일시, 장소, 주제는 <표 Ⅲ-4-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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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1〉부모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현황
일시

장소

강연자
(소속)

주제

- 연구형 어린이집의 개념 및 운영 방향
- 부모와 영유아 상호작용, 영유아 발달 등

2014.
7.17

어진
어린이집
강당

권미경 팀장
(육아정책
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문기관의 어진어린
이집 부모 대상 검사 및 상담 관련 진행
지원
- 부모와 영유아 상호작용 검사의 예
2014.
10.-11.

어진
어린이집

영유아 발달
및 부모 상담
전문기관
실시

Ⅳ.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개선요구와 방안

1. 설치 관련 개선요구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요구는 개원 준비 과정과 개원 전후 초기 운영
과정으로 구분하여,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경험한 원장 4인의 Focus
Group Interview내용을 토대로 제시함.

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 과정
□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및 운영과정 관리의 주체임.
□ 어린이집 대표통장 개설 시기의 조정이 필요함.
◦ 원아가 등원(입소)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통장 개설 후 법인카드
가 발급되는 상황에서 카드 발급 시기도 늦어짐으로 초기 준비에 들어가
는 비용(예: 문구류, 식기 등 물품)은 모두 후불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 어린이집 개원이전 준비 기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음.
◦ 교사의 초기 인건비, 시설 개보수, 안전장치, 교재교구 구비 등 환경 개선
을 위해 원장 개인의 차입금 없이는 거의 운영이 불가능함.
◦ 준비기간의 교사 인건비 미지급, 교사와 원장 급여가 이월되는 상황임.
◦ 사례: A어린이집 1,200~1,500만원, B어린이집 1,500~2,000만원 등 차입금이
발생했으나, 현재 모든 금액을 다 찾지 못한 상황임.
□ 개원 준비를 위해 교직원 인건비, 식비, 교통비 지원이 필요함.
◦ 최소 2-3개월은 교직원 3명 정도(교사 2인, 원장 1인)의 인건비 지원이 필
요함.
◦ 개원 준비에는 최소 6주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준비
를 위한 야근 및 주말 근무가 필요하게 됨으로 시간외 수당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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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 발주처와 시공자의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행·재정상의 효율성이 떨어짐.
◦ 공립어린이집 건축매뉴얼의 부재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어린이집 환
경 마련이 안 되고 있음.
◦ 세종시의 경우 발주사와 시공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영유아의 안전측면
등 부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어 어린이집 시설을 재공사하는 상황임.
◦ 타 시도에서 공립어린이집의 환경을 보러 많은 인원이 자주 방문하고 있
어 보육과정 운영에 방해가 됨.
□ 세종시와 같은 신규도시의 경우 인터넷망이 구성되는데 5주 정도가 소요되
어 초기 원아 모집 및 개원 준비를 위한 서류 등록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
□ 초기 개원 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공통요소가 많음으로 국공립어
린이집의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팀을 시 수준에서 운영하면 좋겠음.
◦ 세종시처럼 신규 설치가 많은 지역은 물론 기타 국공립의 확대를 도모하
는 경우 시 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팀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 향후 육아지원센터에서의 사업 내용으로 기획하여 포함하는 방안이 효과
적일 것임.
◦ 개원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은 과정이므로 개원 경험을 지닌 원
장 및 전문가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음.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시기가 조정되었으면 함.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이 조금 미리 되고, 인력풀이 보장된 후, 추후
재원이 지원되면 좋을 것임.

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전후 운영(~개원 후 2개월까지)
□ 정원 충족 시까지 인건비 지원이 없는 경제적 어려움.
◦ 신규 개원시설의 경우 정원이 차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이 없음.
◦ 따라서 개원 이후 1년 동안은 정원 대비 상한선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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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연장반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이 각각 일정 인원이 되어야 지원을 받
을 수 있으나 1명이라도 원하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
황임. 또한 1주에 20시간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됨.
◦ 따라서 개원 초기 원에 전체적으로 영유아 수가 적을 경우 기준을 충족하
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추가 업무를 기존 교사들이 분담하게 됨.
□ 신규시설의 경우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다음해에 보육도우미, 조리사 등이 지
원됨으로 개원 이후 어린이집이 안정이 덜 된 상태에서 바쁘게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 농어촌에 지원되는 조리사처럼, 공립어린이집 신규시설은 1년 동안 조
리사, 원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미리 오픈 하는 것이 필요함.

2. 운영 관련 개선요구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초기 운영의 어려움은 보육교직원, 시설·설비 관리 및
공간구성, 원아모집과 반 편성, 반 운영관리, 건강, 영양, 위생, 안전 관리, 재
정 및 문서 관리, 보육과정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로 구분함.
□ 어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수집한 자료
를 운영관련 항목별로 재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개선요구를 수렴함.

가. 보육교직원
1) 원장면담결과
□ 원아의 추가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세종시에서 보육교사의 수급이 어려
움을 제기함(5월)
◦ 원아의 추가모집, 교사의 추가모집으로 교사교육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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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인력 수급의 어려움: 인근 대학교의 3, 4년제 보육관련학과의 부재, 어
린이집 봉급 및 처우수준으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 대체교사의 지원이 필요함(6월)
◦ 보육인력 수급의 어려움: 승급교육 기간(매주 금요일, 토요일)동안 정기적
으로 한 달간 대체교사 채용이 어려움.
□ 보육교직원의 교사교육이 필요함(7월)
◦ 보육교직원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요구됨.
◦ 상호작용과 교수법에 대한 교사교육 이후에도 보육교직원들이 본인 것으
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
◦ 보육시간에 보육실이 아닌 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진 경력교사
의 인식변화, 행동을 변화시키기 어려움.
□ 평가인증에 대한 교직원간의 인식공유가 필요함(8월)
◦ 조리사 인건비와 보육도우미 지원을 위해 개원 1년 안에 평가인증을 통과
해야 하는 체제임.
◦ 교사들은 평가인증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음.
□ 일부 교사의 근무태도 개선이 필요함(9월)
◦ 교사들이 유아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청함.
□ 양질의 교원 확보와 이직률을 낮추기 어려움(10월)
◦ 보육교사 채용 시 광범위한 전공(사회복지, 보육학, 유아교육, 미술 등)으
로 인한 보육교사의 역량이 천차만별임.
◦ 개원 초기 업무량이 많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워, 교사의 이
직률이 높아지게 됨.

2) 보육교사 면담결과
□ 수당 미지급 및 부족에 대한 불만
◦ 추가 근무를 하게 되나 시간외 수당지급을 받지 못함(5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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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정규 근무시간 주 40시간이 지켜지지 않
음), 주말근무, 오전 통합보육(7시 30분~9시)과 오후 통합보육(17시~19시
30분)
◦ 업무량에 비해 수당이 부족하다고 여겨짐(9월).
◦ 시간외 근무 시, 식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음.
◦ 수업 준비 및 서류 업무(주간계획안, 가정통신문, 견학 계획·보고)로 정시
퇴근이 어렵고 주말까지 일하게 됨.
□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요구(5월, 7월, 9월)
◦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재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따른 대체교사 및
누리과정 보조교사 등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교사가 아플 시, 병원 갈 시간이 없음.
◦ 기존의 보육교사가 급하게 퇴직할 경우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 같음(10월).
□ 보조교사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재원아 부족으로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없어 어려움.
◦ 유아반을 맡은 경우, 일정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지원이 안 됨.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담당함에 따라 업무가 증
대됨에도 불구하고 영아반에 비해 불균형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짐.
◦ 영아들의 안전을 위해 보조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음.
◦ 1명의 교사가 반을 담당하다보니 교사가 교실 밖으로 잠깐 동안이라도 나
가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보조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음.
◦ 한 명의 교사가 다른 곳에 가야할 시, 다른 한 명이 나머지의 영아를 볼
때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 교사 1인이 영아를 돌보는 것이 힘듦.
◦ 수업적인 면에서 영아들에게 더 세부적·체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
조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음.
□ 시간 연장교사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오후 통합보육(17시~19시 30분) 이후에도 부모가 오지 않을 경우 담당 보
조교사가 없음으로 아침부터 근무한 교사가 늦은 시간까지 담당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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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무에 따른 어려움(8월)
◦ 오후 당직을 해 줄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원함.
－ 오전·오후 통합 시 영아가 많을 때 영아의 실수처리, 다투지 않게 보육,
학부모와 하원을 혼자하기 힘들기 때문임.
－ 서류 및 수업 준비하는 것 등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오후 늦
게 하원 하는 아이들을 통합보육 해 주는 시간 연장교사가 있었으면 함.
◦ 탄력 근무를 하길 바람. 오후 당직 시, 늦게 오는 부모님들로 인하여 초과
근무를 하게 됨.
□ 평가인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좋은 팁을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8월).
□ 교사 복지 지원을 요구함.
◦ 어린이집 일과 특성대로 운영되면서 교직원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지
킬 수 있게 되길 바람(9월).
◦ 대체휴일 근무 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람.
◦ 점심시간에 영아들을 먼저 챙겨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식사를 하거나, 적
은 양을 식사 할 때가 대부분이며, 12시-13시까지 교사 휴게시간으로 정
해져있지만 이는 영유아의 점심시간으로 휴식이 불가능(5월, 9월).
◦ 하루 업무 시간 중 교사들이 쉬는 시간이나 휴식 공간이 없어 체력 및 컨
디션 조절이 어려움.
◦ 연월차 사용을 토요 휴무일로 대체함에 따른 주중 연월차 사용의 불가능.
□ 교사교육을 희망함.
◦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자신들이 영유아들에게 얼마나 중요
한 존재인지 자각하고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원함(9
월).
◦ 시에서 실시하는 표준보육과정 등에 관한 교육 이외에도 육아정책연구소
에서 직접 실시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교직원의 실제적인 집합교육 기회가 많아지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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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간의 의사소통 및 단합을 위한 기회 마련
◦ 신설 어린이집에 따른 운영체계가 체계적이지 않아 일처리에 어려움이 있
으며, 업무 분담도 명확하지 않아 업무 관련 의사소통이 어려움(5월).
◦ 교사들 간의 관계가 더욱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면 함(10월).
－ 단합대회나 워크숍 같은 기회를 주기적으로 갖기 희망함.
－ 교사 간 서로 이해하기위한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음.
－ 교사를 위한 사기증진의 기회가 정기적으로 제공되길 바람.
□ 교사 이직의 원인은 업무과잉
◦ 개원 초반: 업무량이 많고 체력적·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 대부분 오
랜 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고 퇴직하며, 교사자원 부족으로 교직원 공개
채용이 어려움.
◦ 개원 후반: 입사 당시, 교사 수준이 질적으로 차이가 없어도 점차적으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음. 수업준비만도 바쁜데, 청소까지 해
야 함. 교사 연수 기회가 직장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더 적은 것 같음.
□ 중간관리자로 원감 또는 주임교사가 필요함.
◦ 원감선생님이나 주임교사가 있어 영아, 유아반의 관리를 보다 수월하게 하
고 상하관계가 뚜렷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11월).

나. 시설·설비 관리 및 공간구성
1) 원장면담결과
□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스템의 미비(5월)
◦ 입소대기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이 늦어 부모 민원이 많았음.
□ 신규 조성 도시로 인한 어려움(5월, 6월)
◦ 세종시 기반시설 부족(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식자재와 물품구입 어려움)
◦ 국공립 시설의 공급과다로 원아 모집 및 운영의 제한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개선요구와 방안 33

□ 쾌적하고 안전한 실외 환경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7월).
◦ 실외 놀이터 공사 지연
－ 놀이터 조성이 되는지 요청을 했으나 답변과 추진이 미비함.
－ 놀이터 설치 검사 합격증 요청에 대한 답변과 대응이 늦음(8월, 11월).
□ 시설설비와 관련하여 부모 및 인근의 다양한 민원이 발생함.
◦ 현관 잠금장치는 민원이 들어와, 구청에서 행정 처분하겠다고 함(9월).
□ 섬세한 공간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함(10월).
◦ 보육교직원을 위한 공간구성(휴식공간의 필요), 아픈 영유아를 위한 공간,
영유아를 위한 모래놀이장, 수영장, 텃밭,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실외 놀이
터 등 보완하고 싶지만 필요 공간이 만족스럽지 못함.
□ 시설관리 책임의 이관(11월)
◦ 개원 초 세종시청 관할에서 현재는 어진동 주민센터로 관리책임이 이관되
어 이전처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2) 보육교사 면담결과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의 부족(5월)
◦ 개원 이후 계속되는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기자재 고장, 인터넷 서버 불
안정 등으로 담당업무를 맡은 교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 담당자와 연
락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 보육실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업체 근
무시간에 통화를 해야 하며, 당장 어린이집의 전화가 불능이 경우 부모의
수신전화를 고려하여 바로 고쳐야 하는 상황), 이로 인해 보육활동에 지
장, 업무 후 많은 시간을 기자재 보수를 위해 사용함.
□ 교사공간이 필요함.
◦ 휴식을 위한 교사실 부재
◦ 교사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수업 준비를 하고 업무를 한 곳에서 모여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원함. 공동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면 교사들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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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관리 시스템 설치 필요(6월, 9월, 10월, 11월)
◦ 현관문의 출입통제 시스템이 없어 외부인의 출입과 관련하여 파악이 안되
며,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어려움.
◦ 영유아들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존재함.
◦ 학부모들도 평소에 인터폰을 이용하여 호출하며, 교사가 현관문 앞에까지
와서 해제해야 하기에 어린이집 현관문 잠금 시스템의 변경을 요함.
◦ 문을 두드려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가 많아 불편함.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현관시스템 관리를 했으면 함.
□ 차량 지원을 원함
◦ 견학 시 차량 대여에 따른 차량 대절비가 많이 지출됨.
◦ 통학차량 운행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음.
◦ 다양한 지역사회연계를 위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매번 차량 지원 받
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공간보완에 대한 요구
◦ 성인 화장실 문이 영아 문과 같이 낮아 성인용 문으로 바꾸길 원함.
◦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영아들이 미끄러지는 사건이 가끔 있음. 화장실
타일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원함.
◦ 물 수압이 낮아 불편함, 특히 냄새가 심함(10월, 11월).
◦ 냄새가 올라와서 벌레가 많이 있음(10월).
◦ 놀이터가 한정되고 공간이 좁아 실외 놀이 시 아쉬움.
◦ 모래놀이터 공간 필요(6월, 7월)
－ 공간이 없어 유아들에게 모래놀이를 제공해줄 기회가 많지 않으며, 유아
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래놀이 공간이 따로 확보되었으면 함.
－ 영아들의 실외놀이 욕구를 맞추기 위해, 실외 일부 공간을 활용하거나
옥상 등의 공간을 활용하길 원함.
－ 아이들이 뛰고 대근육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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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 공간 필요
□ 복합생활을 위한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함에 따른 문제
◦ 창문이 없는 문제(7월, 9월, 10월)
－ 어린이집 내부 공사 진행 시, 창문을 열수 있도록 변경 원함.
－ 환기가 안 됨(9월, 10월, 11월).
∙ 냄새가 빠지지 못해 냄새가 남(7월, 10월).
∙ 실내 히터를 틀면 탁한 냄새가 나 아이들이 답답해 함(10월).
∙ 에어컨을 항상 가동하여 아이들이 콧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음(7월).
◦ 냉난방을 통합 조절하여 영유아에 맞게 냉난방 관리가 잘 되지 않음.
－ 낮잠시간: 아이들이 더워하여 내복을 입고 활동하며, 잠을 잘 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쉽게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11월).
－ 교실은 덥고 밖은 차가워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 수 있어 보육활동에
어려운 점이 많음(11월).
◦ 보일러가 부분적으로 들어와 공기만 덥고, 건조하며 영아들 낮잠시간 때는
바닥이 차가움(11월).
□ 기타 추가 필요 부분(기자재의 결여 및 부족으로 인해 기자재 추가)
◦ 컴퓨터나 스크린 설치가 있으면 수업에 활용하기 유용할 것임.
◦ 어린이집 전용 핸드폰 마련
－ 개인 번호가 너무 유출 되어 있어서, 학부형들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공휴일, 주말 등)에도 연락(입소대기, 협박문자 및 전화)함.
◦ 장난감 소독기, 스팀 청소기 필요
－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식기 세척기 1대를 이용하여 장난감을 세척함.
◦ 세탁기 추가 설치
◦ 화장실 샤워기 없어 세면대에 물을 받고 퍼야 해서 불편함.
□ 연구형으로 연구실 설치에 대한 불편
◦ 실내놀이터가 없어지면서 연구실이 생겨, 아이들이 뛰고 놀 수 있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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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어 아쉬움이 많음.

다. 원아모집과 반 편성
1) 원장면담결과
□ 입소상담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함(5월, 9월, 10월).
◦ 입소 상담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를 함.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함.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는 부모님들에게 입소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알려준 후 입소등록을 하길 원함.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을 지원체제가 제공하는 방안임.
□ 어린이집 홈페이지 개설(11월)
－ 어린이집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 공유나 부
모간의 소통의 장을 원하는 부모의 건의가 있음.
□ 혼합반 구성
◦ 영아의 경우 월령에 따른 반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함(10월, 11월).
－ 영아들의 개월 수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 혼합반인 경우 개월 수를
고려하여 반을 구성해야 함.
◦ 혼합반의 어려움은 큰 아이의 부모는 나이 어린 영아들과의 생활이 교육
적인 부분이나 생활수준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작은 아이의
부모는 큰 아이에게 따라가긴 버겁지는 않은지 괴롭힘을 당하거나 스트레
스를 받지는 않는지 걱정함.
◦ 3-4세 혼합반의 어려움으로 3세가 어리다 보니 교사의 손이 더 많이 가는
것에 대해, 4세 부모들은 교사가 4세에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고 함.

2) 보육교사 면담결과
□ 혼합반이 아닌 단일 연령반 구성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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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도록 혼합반이 아닌 같은 연령의 반으로만 반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음.
◦ 재원신청을 바라는 학부모들이 많아졌으나, 재원 하는 원아는 몇 명이 될
지 각 연령에 따라서도 원아모집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
에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음.

라. 반 운영관리
1) 보육교사 면담결과
□ 반 운영이 처음인 초임교사에 대한 멘토링이 필요함.
◦ 초임교사가 단독으로 3,4,5세 혼합반을 운영할 경우 어려움이 발생되나 이
를 조언해 줄 롤모델 등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함.
□ 교재교구 구비 부족(5월, 6월)
◦ 신설 어린이집이라 교재교구 구비 부족으로 개별 영아의 특성에 맞는 적
절하고 다양한 교재교구가 부족함.
－ 교재교구의 종류가 다채롭지 못해 미술활동과 환경 구성 시 아쉬움.
□ 반을 비우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원장 부재 시 입학 상담을 위해 다른 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기거나,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보다 서류 준비를 위한 시간이 더 많이 할애됨.
□ 2명의 교사가 함께 반을 운영 시 효율적 업무진행을 위한 방법이 필요함.
□ 통합반 운영의 어려움.
◦ 오후 통합 시 늦게 하원 하는 원아들로 인하여 원과 관련된 일처리가 늦
어져 힘듦.
◦ 오전·오후 통합 때, 원아 가방을 반별로 구별하지 못하고 섞어서 보관함.
□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대하는 교사 역량을 키울 지원이 필요함.
◦ 영아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에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정 도구
를 활용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 등의 제공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람.
－ 문제행동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책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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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강, 영양, 위생, 안전 관리
1) 원장 면담결과
□ 위생 점검에 대비가 늘 불안한 상황
◦ 주방의 교육이나 관리가 지원되는 것에 비해 교사 및 조리사의 실천효과
가 미흡함(7월).
□ 건강, 영양, 위생, 안전 관리 관련 교사교육이 필요함.
◦ 교사들에게 안전·보육환경 영역 관련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
켜지지 않음(10월).
－ 교육효과는 실제로 타기관의 원장이나 외부인이 시행했을 때 효과가 있
다는 의견이 있음.
－ 보육교직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에 안전의식을 철저히 변화시켜, 안전사고
가 일어나지 않게 할 교육체제가 있길 바람.

2) 보육교사 면담결과
□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가 있을 시 다른 영유아의 안전이 우려됨.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따르고 있으나 개별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음으로
안전측면에서 몇몇 아동에게 집중함으로써 전체 반 원아관리의 문제 발생
□ 아침 식사제공의 요구
◦ 부모가 원거리 출퇴근으로 아침밥을 먹이지 못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심.
□ 청결과 위생관리를 위한 청소 전담 인력의 배치
◦ 청소전담 인력 배치 원함(7월, 8월, 9월, 10월, 11월)
－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것임.
□ 급·간식 시간 및 양 조절, 오후간식 추가 요구
◦ 영아들의 생리주기에 좀 더 적합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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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조정을 원함.
◦ 간식이나 점심의 양이 부족하여 영아와 교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양
을 많이 해주길 바람.
◦ 영유아 통합보육 전 오후간식 추가를 희망함.
□ 영유아 대상 영양 교육의 필요성
◦ 영아들이 간식이나 점심에 나오는 반찬을 골고루 섭취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논 및 교육 받을 기회 필요
□ 보조 조리사 선생님의 필요성
◦ 조리사 1인이 5반 아이들의 급식 준비로 인하여 점심시간에 맞추어 배식
하지 못할 때가 있음.
□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함.
◦ 초임 교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처와 평상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집합교육
실시를 원함.
□ 영아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공간, 양호실 필요함(9월, 10월).
□ 양호선생님이 필요함.
◦ 교사가 장시간동안 보육실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양호선생님이 있었으면
함. 교사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평상시 건강관리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응급처치나 대응이 잘못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건강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받고 싶음.
□ 조리의 다양화
◦ 비슷한 음식이 많이 나와 조금 더 다양한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음.
□ 교재교구의 안전
◦ 교구장, 책상 모서리를 부드럽거나 폭신한 재질로 감싸주면 좋을 것 같음.
□ 기타
◦ 위생관리를 잘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주고 있음.
◦ 영아들이 밖을 내다보기에는 창문이 영아들의 키보다 위쪽에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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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영아들이 바깥 날씨나 환경을 관찰하기 어려움.

3) 조리사 면담결과
□ 보조 조리사 지원이 필요(5월)
◦ 오전 간식 후 급식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오전 간식에 사용한 그릇과 수
저 세척 및 점심 음식 준비, 반별 급식 준비(급식판, 수저, 국그릇, 행주,
쟁반, 잔반그릇, 국자, 집게, 주걱 등)을 혼자서 챙기기에 부담이 큼.
□ 음식물쓰레기의 관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필요(5월)
◦ 급·간식 뒤 잔반이 많이 나오나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음식물
처리기가 필요함.
□ 살균 소독기 필요(5월)
◦ 행주가 하루에 40장 정도가 나옴으로 세척, 건조 시 살균 소독기 필요.
◦ 도마는 여름철에 특히 신경 써야 하기에, 도마를 그릇과 행주와 같은 곳에
살균 소독하기 안전하지 못한 것 같아 도마 소독기가 필요함(6월). 또한
위생적 도마관리를 위해 살균 소독기에 놓을 수 있는 도마건조대(도마꽂
이) 필요함.
◦ 손 소독기 필요(7월)
□ 조리사교육 받기 희망(6월)
◦ 급·간식 할 때하기 힘든 요리가 있어 조리사 요리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
길 원함.
◦ 원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바. 재정 및 문서 관리
1) 원장 면담결과
□ 재정적 어려움(5월)
◦ 안전장치, 주방 시설 등에 추가적인 비용 지출, 보육공간에 비해 원아 수
부족으로 인한 운영비 충당, 유아의 수요 부족으로 영아가 많아짐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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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 영유아 정원비율 차이로 인한 보육료 감소 등
◦ 교사 인건비 지원은 원아수가 과반수보다 적을 경우 지원되지 않음.
◦ 농어촌 시설은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 및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되나 어진
어린이집은 세종특별자치시에 해당되어 보육교사 1명과 조리사의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직무교육대상자가 2명이나 대체교사 채용의 비용충당이 어려움. 여비 및
교육비 지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재무관리 및 서류전담 인력이 필요함(5월)
◦ 반복된 야근 및 청소 등으로 인한 체력 소진으로 서류 담당 교사 및 청소
담당 인력이 보충되면 좋겠음.
◦ 매년 이루어지는 재무관리 교육보다는 재정이나 문서관리 관련 전문직이
운영될 수 있길 희망함.
□ 개원 당시 발생한 외상 및 초기비용 상환의 어려움(5월)
◦ 개원당시 초기비용과 개원 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외상거래의 조기상환
이 어려움.
◦ 추가 시설, 설비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나 원아 인원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유아의 수요보다 영아가 많음으로 1반당 받을 수 있는 연령별 인원
에 따라 실질적으로 더 적은 인원이 재원하고 있음).

2) 보육교사 면담결과
□ 일상적인 서류 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5월~7월)
◦ 신설 어린이집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 구비를 위한 문서작업을 위해 업무
외 시간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업무과중 및 야근, 사적인 일상생활이 어
려움.
◦ 원에 관련된 회계 등 서류 업무를 맡아서 해줄 교사가 있었으면 함.
◦ 원아들의 늦은 하원으로 인하여 퇴근 후 서류 작업을 해야 함.
□ 평가인증으로 인한 서류 업무 과중(8월)
◦ 서류 정리 및 미비 된 업무 처리로 본연의 업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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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교실 서류(보육일지, 관찰일지, 출석부, 위생 점검표, 개인서류, 안전서류,
원아서류, 교사 회의록, 기증품 등)를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안전과
소방에 대한 서류를 재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함.
□ 서류 전담 및 교사의 서류 작업을 위한 대체 인력 필요(10월)
◦ 5시 이후에 각자의 서류 작업을 하기 보다는 각반의 보육실 청소와 공동
업무청소를 한 후에 서류 작업을 해야 함.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
에 미화원 선생님이 계셨으면 함.
◦ 사무 담당 선생님이 계셔 문서관리가 훨씬 좋아졌지만 체계가 잡히지 않
아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음. 사무선생님의 계약기간이 12월에
끝나기에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집에 있었으면 좋겠음.
□ 재정적 어려움(10월)
◦ 필요한 물건에 비해 재정이 부족한 것 같음.
□ 서류작업을 위한 PC 추가 설치의 필요성(11월)
◦ 교사 인원에 비해 컴퓨터 수가 적어, 교사가 둘씩 있는 영아반의 경우 서
류 업무를 함에 있어 불편함. 교사 공동 공간에라도 PC를 좀 더 설치할
수 있으면 교사들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임.
◦ PC가 한 대여서 투-담임반은 교사 한 명이 PC를 사용하면 한 명은 못하
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도 한 대씩 더 있었으면 함.

사. 보육과정 운영관리
1) 원장 면담결과
□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육 요구 증대(10월)
◦ 평가인증 이후, 교사들의 표준보육과정 교육 수요가 높아짐.

2) 보육교사 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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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과정 운영 시 1반 2담임제의 어려움(5월)
◦ 1반에 2명의 교사가 함께 있는 경우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활동
시도 등 개인의 의지와 별도로 상대방 교사의 동의도 필요함으로 제약되
는 것이 많음.
□ 정원 미 충족에 따른 교실운영의 어려움(5월)
◦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반의 경우 중간 중간 소수의 인원이 충원되어 교실
분위기가 산만하고, 각 아동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등·하원을 하다 보니
계획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 보육과정 운영 관련 책자 및 인프라 등 부족(5월, 6월, 7월)
◦ 표준보육과정 책자 및 교사용 참고도서가 부족한 상황으로, 참고할 수 있
는 보육과정 운영책자가 반별로 배치되기를 원함.
◦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보육환경에 맞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인적 자
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유아들과 멀티 수업을 할 때, 멀티 TV 또는 칠판이 있었으면 좋겠음.
□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영아 관리시스템 필요(6월)
◦ 만2세 원아들끼리 놀잇감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으
므로 특별히 지도가 필요한 주요 영아들의 관리 시스템 필요
□ 하루 일과 내 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9월)
◦ 낮잠: 체험 견학 후, 영아들이 힘들어서 차로 이동하는 중 잠이 드는데, 어
린이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낮잠을 자지 못함. 낮잠 후, 바로 특별활동을
가면 영아들이 잠이 덜 깨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졸기도 함. 낮잠을 이
루기 어려워하는 유아들이 있어 간혹 계획대로 일과가 진행되지 않음. 잠
에서 깬 영아가 한 명이라도 기저귀 실이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울거나
보채면 나머지 영아를 교실에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영아들을 깨우거나
모두 데리고 가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함.
◦ 기저귀 갈이: 대변을 본 영아의 기저귀를 갈 경우, 샤워실로 데려가 씻기
므로 기다리는 영아들의 통제가 잘되지 않을 때가 있음.
◦ 급·간식 시간: 도구 사용이 서툰 영아들이 많이 흘릴 수밖에 없으므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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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입, 손, 옷, 자리 정리까지 뒷정리가 오래 걸림.
◦ 하원: 부모님들이 한명씩 원아와 하원하기 때문에 엄마를 찾아 우는 영아
가 많음. 하원 시 부모와 대화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교실 내 남아있
는 유아들 안전 문제가 우려됨.
□ 교사 간의 협력 및 연수 필요(10월)
◦ 동일 연령의 교사들끼리라도 정기적으로 주제를 계획 및 평가 회의를 하
고, 수업 교재교구도 함께 고민하고 준비도 함께 하며 반별로 수준이 너
무 상이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필요함.
◦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외부 연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음.

아. 평가인증
1) 보육교사 면담결과
□ 평가인증으로 인한 어려움(8월)
◦ 평가인증 준비를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해야 함으로 신체적 피로와 정신
적 스트레스로 다음날 보육활동에 지장이 생김.
◦ 평가 인증에서 아이들을 위한 조금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함.
◦ 초반에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어떤 일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
음.
◦ 새로 개원한 원으로 평가인증을 준비 하는 것이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
나 하고 생각함.
◦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 각자의 일이 바빠 서로 도울 시간이 없었음.
◦ 평가인증은 보여주기 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평가인증의 긍정적 측면(8월)
◦ 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됨.
◦ 평가인증에 대한 심리적인 어려움과 어떤 것이 감점 사항들이 되는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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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도 쉽게 개선되지 않은 점이 변화됨.
◦ 평가인증 수업과 온라인으로 평가인증 교육을 들으며 어려움이 줄었음.
◦ 운영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는 것 같음(일을 하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
공동업무 같은 일들이 정리 됨).
◦ 교사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준비하여 힘을 낼 수 있었음.
◦ 원장님의 피드백과 컨설팅이 많은 도움이 됨.
◦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게 됨.
◦ 교사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환경의 기준을 숙지하여 조치를 취
할 수 있었음.
◦ 평가인증으로 인한 보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8월)
－ 전반적인 보육과정운영에 대해 알 수 있었음.
－ 각 반에서 보육과정 운영을 표준보육과정 기준으로 주제별로 진행하면
서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함. 평가인증지표대로 단계별로 준비
하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 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반 영역별로 교구를 평가인증의 기준에 맞춰 배치하고 교실의 영역 구
성을 여러 번 바꿈. 영아에 맞는 환경을 제시해 주고 표준보육과정의 영
역에 맞게 영아들이 놀이 할 수 있도록 해줌.

2) 조리사 면담결과
□ 평가인증 이후 조리실의 청결 및 관리 체계화(8월)
◦ 후드(한 달에 한번)･냉장고 청소, 식재료의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체크하
고 분류하는 것, 조리도구를 사용하고 소독하여 깨끗하게 정리정돈, 음식
만들 때 전처리과정과 요리과정에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의 중요성 등 조
리실 청결 및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음.
◦ 주방 옆 식재료 창고의 경우 소독을 철저히 해서 청결을 유지함.
◦ 냉장고 관리의 경우 냉장실 영상 4도, 냉동고 영하 18도로 유지, 보존식
넣는 곳의 온도 영하 20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성애 제거 및 철저한 살균
소독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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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1) 원장 면담결과
□ 부모의 다양한 요구(6월)
◦ 모바일 메신저(카톡, 밴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녀 사진 공개 요청, 영
유아를 현관까지 마중, 배웅해주기를 희망, 응급상황 시 보육교직원의 비
상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안정적인 행정지원의 어려움(7월)
◦ 보육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음.
□ 지역사회 연계된 시설설비의 보강(9월)
◦ 어린이집 옥상의 공간 사용 방안 마련, 어린이집에 진입하는 도로 과속방
지턱 설치를 요청함.
□ 부모의 교사에 대한 배려 부족(10월)
◦ 일부 학부모가 교사의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2) 보육교사 면담결과
□ 부모 상담을 위한 시간 부족(5월)
◦ 부모 상담이 필요하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
□ 부모교육 실시로 인한 만족 및 요구(6월, 10월)
◦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감정 조절, 식습관 지도나 수면 습관에 대
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음.
◦ 추가 배변훈련과 젓가락 사용연습에 대한 부모 요청이 있음.
◦ 영아 발달과 보육에 관련해서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영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 어린이집 주변 환경 안전 문제(9월)
◦ 어린이집과 도로가 인접하여 바깥놀이 시 오토바이가 자주 다녀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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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주변 금연 구역 확대(9, 10월)
◦ 주변 환경의 금연인식이 잘 자리 잡히지 못함. 인근에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연구역을 넓게 늘렸으면 좋겠음.
□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부족에 따른 활성화 필요(10월)
◦ 세종지역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지역 특색이 뚜렷하지 않음. 문화적
요소가 부족하여 자연스럽게 예술 활동을 경험하기 쉽지 않음. 가까운 거
리에 문화거리나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이 개설되었으면 함.

3.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함.

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개선방안
1) 전문성 갖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전담팀 운영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 계획수립 및 설치주체, 설치공사 시공주체, 위탁
주체 간의 체계적 연계 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짐.
◦ 세종자치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세종시는 설치계획 수립과 재
정적 지원을 기획 추진하고,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물공사
를 진행하고, 위탁체(원장)는 어린이집 내부공간의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
는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되어 있음.
◦ 설치계획자-건설담당자-위탁운영체 간 업무의 분장이 명확하지 못하고, 어
린이집 특성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영유아 발달을 고려한 설계
와 실질적인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및 후속조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임.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비용대비 효율성을 증진하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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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해 설치 계획 단계부터 자문과 설치 과정에서의 현장 실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전담팀 구성 및 운영안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전담팀의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산하
에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의 참여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
치 전담팀 운영지원 TF’를 구성함.
－ 17개 시도 지자체 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 운
영을 중앙에서 지원함.
◦ 다음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전담팀 구성을 제안함.
－ 설치 지역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규모를 반영한 표준적인 설치비용의 산
정이 가능한 설치 기획 행정전문가 1인
－ 영유아의 발달 적합성을 설계에 반영 가능한 어린이집 건축전문가 1인
－ 아동학 및 유아교육 등 관련 학과 교수 및 어린이집 개원 경험이 있는
원장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현장 전문가 1인
◦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Ⅳ-3-1]과 같음.

[그림 Ⅳ-3-1]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전담팀 구성 및 운영 구성 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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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를 위한 컨설팅단의 구성 및 운영
□ 개원 시 직면하게 되는 일반적인 어려움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함임.
□ 현장 경험과 보육사업 추진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 3인 정도의
개원 준비를 위한 지원팀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하여 지역 내 어린
이집 개원 시 준비에 필요한 자문, 컨설팅을 위한 인적 자원 제공을 통한 개
원 준비 시 어려움 해소 및 효율성을 확대함.

3)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제반 사항을 안내하는 매뉴얼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영유아 발달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표준화된 설치 매뉴얼
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건축, 인테리어 등의 비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매뉴얼⌟을
2015년 연구과제로 구체화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함.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매뉴얼에는 다음의 내용을 담을 것을 제언함.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자-건설담당자-위탁운영체의 역할 및 책임
◦ 보육환경의 구성
－ 연령별 표준적 교재교구의 내용 및 공간의 배치, 소요비용 예시
◦ 운영을 위한 보육 전산시스템 등록 및 운영
◦ 보육교직원의 채용
－ 보육교사, 조리사 등 채용 공고, 면접 방법과 관련기준
◦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 부모 상담,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4) 개원 준비기간 인정 및 준비기간 동안의 지원

50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 기간의 산정 및 지원금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 전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 반해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개원 준비 기간 동안은 교직원 3명 정도의 고도 집중작업이 필
요한 기간임.
◦ 준비기간 지원금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60일 정도의 개원 전 준비기간을 보육사업안내 등에 명문화하고 그 기
간 동안 교직원 3인의 보육교사 1호봉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 시 소요되는 비용을 ‘개원준비비’로 일괄 지
급하는 방안
◦ 이는 개인위탁자의 경우 위탁자 부담으로, 또는 법인체의 경우 법인 유입
금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는 자칫 초기 선수 비용으
로 산정하여 개원 이후 이에 대한 소급적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명시하여 지원함이 필요함.
－ 개원 준비기간의 어린이집 대표 통장 및 카드 개설 허용
◦ 개원 후 보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과 및 환경 구성을 위한
소요 비용의 지출은 개원 전에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함.
◦ 원아 입소 후 개설되는 통장 및 카드 개설을 어린이집 개원 준비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처리를 위해 준비 기간인 개원 기준 2개월 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원 초 1년간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관련 기준의 융통적 적용
◦ 개원 초 1년간은 정원 미충족, 평가인증 실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
로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 보육도우미, 조리사 등의 인력 지원 기준에 미
달한 경우에도 1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 개원에 필요한 전산화 시스템 선(先)완료
◦ 보육관련 업무가 전산화 시스템으로 수행되나 신규 설치 시설의 경우 초
기 시스템 구축이 늦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쉬움.
◦ 다양한 서류 업무 및 전산 작업에 필요한 인터넷, 통신 관련 제반환경 마
련, 보육시스템 운영이 미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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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교직원, 시설‧설비 관리 및 공간구성, 원아 모
집과 반편성, 반 운영관리, 건강‧영양‧위생‧안전 관리, 재정 및 문서관리, 보
육과정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연계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을 맺음.
□ 공립어진어린이집의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
된 세부 영역별 어려움 및 문제점에 토대를 둔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면 다음 <표 Ⅳ-3-1>과 같음.
〈표 Ⅳ-3-1〉세부 영역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
구분

보육교직원
채용과 관리

시설설비
관리 및
공간구성

어려움 및 문제

- 개원 시 교사 채용의 어려움
- 보육 교사로서의 소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개원 초기 업무 증가와 그에
대한 수당 지급의 어려움
- 부모의 민원도 많은 시기로
교사의 이직이 많음
- 운영 지원 시스템 미비
- 세종시 기반시설 부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재
- 복합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함에 따른 문제(환기창,
냉난방 조절 등)
- 실외놀이터 공사 지연
실외놀이터 검사증 발급지연
- 추가 공간 구성에 대한 요구
(교사실, 모래놀이터 등)
- 공간 보완에 대한 요구
(화장실 문, 놀이터 등)
- 추가 시설의 설치 및 보완에
대한 요구(현관관리장치,
스크린, 소독기, 세탁기 등)
- 차량운행 지원요구
- 시설관리책임의 이관

개선 방안 모색

- 국공립유치원 교원과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를
선발하고 순환하는 방안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지급
- 교사를 위한 부모상담 컨설팅
제공
- 개원이전 지원시스템 우선 구축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복합 건물을 어린이집 전용 시
영유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개조 및 운영
- 설치 지자체의 조속한 대응
- 효율적 공간 재배치
- 점진적 보완
- 설치 및 보완방안 마련
- 개별 국공립어린이집의 차량
지원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공동이용 방안 고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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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1 계속)

구분
원아모집과
반 편성

어려움 및 문제
- 입소 상담 시간 소요가 큼
- 신입원아 부모대상
오리엔테이션 제공 희망

- 혼합반 구성 시 월령 반영
- 초임교사에 대한 반 운영
멘토링 필요

반 운영관리

- 신규 설치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부족

-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한 교사역량 부족
건강, 영양,
위생, 안전
관리

건강, 영양,
위생, 안전
관리

- 교사의 건강, 영양, 위생,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및 실천 미흡
-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교육필요
- 영유아대상 영양교육 필요
- 청결관리 위한 인력전담 배치
- 급·간식 시간의 조절
- 오후 간식 추가
- 아침식사 제공을 원함
- 양호실 및 양호교사 필요
- 교재교구 모서리 등 안전 관리
- 공기질 관리
- 보조 조리사 지원 필요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필요
- 조리사 교육을 희망

- 재정적 어려움
재정 및
문서관리

- 개원 시 이루어진 외상거래 및
초기비용 발생, 상환의 문제

개선 방안 모색
- 아이사랑보육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집 부모홍보강화
- 원아수의 변화에 따른 문제로
추후 자체 해결이 가능할 것임.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교사 연수 강화

- 운영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보완될 것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개원 이후 일정 시기까지 신규
공립어린이집에 대여하는 방안
- 문제행동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교육기회
확대
- 관련 교사교육 내용의 강화 및
교육기회 확대
- 영유아대상 영양교육 계획

- 개별 원의 운영 및 관리 개선

- 조리사 대상 영유아 식단 및
영양관련 교육 기회 제공
- 원아모집이 이루질 때까지
발생하는 보편적 상황으로
보조금 형태로 빌려준 후 일정
기간 후 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요구됨
- 점진적 상환
- 외상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초기 비용에 대한 표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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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1 계속)

구분

어려움 및 문제

- 서류전담 인력의 지원
재정 및
문서관리

- 일상적 및 평가인증 등 서류
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
- 서류작업을 위한 PC 추가 설치

보육과정
운영관리

- 보육과정 운영 시 1반
2담임제의 어려움
- 정원 미 충족에 따른 교실
운영의 어려움
- 보육과정 운영 관련 책자 및
인프라 부족
-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영아
관리 시스템 필요
- 하루 일과 중 교사 1명에 의한
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평가인증

- 교사 간 협력 및 연수 필요
- 평가인증 준비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 초기 개원 시 시기적으로
평가인증 준비의 어려움
- 평가인증 준비 초기 단계에서
업무 진행의 어려움
- 부모의 다양한 요구
- 부모의 교사에 대한 배려 부족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 안정적인 행정지원의 어려움
- 지역 사회와 연계된 시설설비,
안전문제 보강
- 부모 상담을 위한 시간부족
-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부족

개선 방안 모색
- 개별원이 어려우면 공동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서류 업무 담당 인력 필요
교사의 서류 업무 시 대체인력
필요(예. 청소원 등)
- 교사 1인당 1PC 지원을 위한
대여 또는 보조금 지급
- 1반 2담임제 운영 관련
우수사례 공유
- 정원 미 충족 시 적용 가능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 관련 책자 개발 및 보급,
컨설팅을 위한 인적 자원
인프라 확충
- 낮잠, 기저귀갈이, 급·간식, 하원
시간 등 활용할 수 있는
보조인력 지원
- 교사 연수를 위한 기회 제공
- 교사의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한 기관의 사례 공유
- 초기 개원 시 평가인증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재정 지원
- 평가인증의 준비 단계별(예.
초,중,말)에 따른 세부 안내서
제공
- 부모교육을 통한 기관운영 및
교사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
강조
- 보육 전담 공무원 체제 확립
- 시설 방지턱, 주차 공간,
흡연지역 등 관리 시스템 강화
- 부모 상담 선(先)계획에 따른
업무 비중 분담
- 문화 인프라 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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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ᕮኖૢ

•ᕮኖૢҲ

ᕮ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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ᓢἏԾ↯Ếẗᏽ
Ӯᆚ

•৲ᆚӪ ᓢ⁞·૮
⒢Ծᢚ↮Ế
•ᨆ૧↮

-

•ᓢ⁞·૮⒢·᫊ϲ
ᷞᾓԾᢚ↮Ế

• ⮷Ϯὦ↋⁞ᶦ

Ể

5Ể

6Ể

7Ể

8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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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ᾓ
•८ὢ⤞
•ኖ྆८ὢ⤞
•ᶾᶢ⛖
•ጦᕮᾚ
•⹆؞
•Ếⵦೊ⯞

•؞ᾚҞᷚᏽ
ᕮ
•⹂ᾓ
•ᑺ
•⤱ᐛ ӣ
•ᆺ1ᤦ
ঀὢ

-

-

•Ծᢚᕮᾚ
•ⷲӮᒖ
•␖ྷ↮Ế
•⛢Ⳗ⤞, ᪒⡚ᆞ
ᤒ♆

•⮷Ϯὦ↋

Ếᴲኖ↿Ӫ
ᐆ⮦

᫊ᤒ·ᤒᘲӮᆚ
ᏽӣϲ՚

•⮷Ϯὦ↋

•ᷯᴲጦ ே

•Ḓ⺲⦣ⵗᐆ
Ảᷯ
•ԾἏⳲ၊ྖצ
↲

•⁞ᶦ↮Ế
•϶֮΅؞ὢᷯᷛ
•ԾᾚԾ՚՚ᘲ
ᕮ
•ὦဓᕮ
•2ૢὲ Ảᷯ
•⦣ⵗᓢἏ
•⒛ᏽ
ԾᾚԾ՚Ӯᆚ

ᐆẢᷯӮᆚ

•⮷Ϯὦ↋
•᫊ϲᕮ

•⮷Ϯὦ↋Ӯဖ
Ӫலⵊ
ᶳጢ(ᤊᅆ)
•⮷Ϯὦ↋

•ሮ⫞ᨆᶳ

•Ḓ⺲૧↯
ᤊᅆᶳ

•⒛ῲૢὦဓ
•῾᫊ϲ⁞
•Ḓ⺲ϲ᫋
•⮦᫋ԾἏ
•ϲ᫋Ӫ᫋ᢚྷ
ᕮ
•ᓢ⁞⁞ᆚᢚ
ⴲẂ
•·ϲ᫋ᢚ↲
┚ᷯ
•ᐞ᫋
•↿ⵗԾἏ
•ᵿ⸦
•⒢ḖҲ
•ᨆ ՚

-

•؞Ҳӎᾓ
•⓶Ӫתጢ
•᫊ϲṦᨆ૧↮
•ᷞ␖ᢚẗ
•⼢Ѻ᫊ϲ
•ேႺԾᢚḮⷿ
•Ͽ᪒ᢶ၊Ả
Ếᴲ▗Ế
•Ծᢚẗலᤊᕮ
•ὦ`ẾὦⳲཪ

-

-

•ᕮኖԾἏ
•Ϯ ᷞҲ
ԾἏ

Ϯ ᏽ
↮ᷛᢚᷞҲ

ᓢἏӪ ẢᷯӮᆚ

•ᤊᅆૢ૧Ծᢚ
•ᷯᴲӮᆚ᫊᪒⥊
ⴲẂ

•ᶳጢӪ
•ᾚ `ᶢဒẮ

ᾚ ᏽጦᤊ
Ӯᆚ

•ᴲ♖᫋ᢚ ӣ

•ЊᒲேẾᴲ

ѢЃ·ᷯᵿ·Ỳᣋ·ᴶ
ῲӮᆚ

-

-

-

•ᕮኖૢᕮᾚ
•᫊ϲ`ᷚἎ

ᕮ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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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ጦᕮᾚ
•⹂ᾓ
•Ծᢚᕮᾚ
•Ծࢢᕮ०▊
•ӎ
•؞ҲᤒᘲӮᆚ
•ᓢὪ࿚

•ӣϲ՚
•ࢢ८ὢ⤞ᕮᾚ
•Ṧ८ὢ⤞ᕮ
•ӣᢚ↲
•ጦᕮᾚ
•⹆؞

•␖ྷ↮Ế
•८ὢ⤞
•ኖ྆८ὢ⤞ᕮᾚ
•ጦᕮᾚ
•⹆؞

•ԾᢚϲԾᅆ
•Ծ↯ẾӮᆚ
•Ծ↯Ế
ӣЊẗ

•ᨆ૧
•ẾϾ·⃪ὲԾᢚ
•ԾἏ↮Ế

•ᓢ⁞·૮⒢·᫊ϲ
ᷞᾓԾᢚ↮Ế

10Ể

11Ể

12Ể
-

•ᐆ⮦
•ᾚẾᫎ⒛

-

•Ծᢚᕮᾚ
•⹂ᾓ
•ᢞ↲

•ᨆ૧
•ԾᢚԾἏ↮Ế

9Ể

Ếᴲኖ↿Ӫ
ᐆ⮦

᫊ᤒ·ᤒᘲӮᆚᏽ
ӣϲ՚

ᓢἏԾ↯Ếẗ
ᏽӮᆚ

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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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ᐆẢᷯᶳጢ
•ᤦቢ૮ᣒẺ؞

-

•ӣேᶳጢὪ
ᕲᐞ
•ᐆ⮦

•Ḓῲ, Ḓ⺲
⦣ⵗᐆẢᷯ

ᐆẢᷯӮᆚ

•⒛ῲૢὦဓ
•ӣᢚ⺲ಒ⒆ᆚ
•⹆؞

•ᓢὪ࿚
•Ҳᴶῲᢚӎ
•ӣᢚ↲

•ᵿ⸦ᤎᣋ
•ᵿⵊἺ᫋ ӣ
•Ծ՚ᾓᴶῲ
•ỲᣋӮᆚ
•ጦỲ♆
•ⷲӮᒖ
•Ӟ⬏ὢ
•ᤦ⢯
•϶֮΅؞ὢӣϲ

•ᷯᴲᨆ

ѢЃ·ᷯᵿ·Ỳᣋ·ᴶ
ῲӮᆚ

•`Ἦᵿ᫋ᢚ
•⼢᫋ӣϲ
•תጢ᫊ϲ
•૮⒢/ᓢ⁞Ծᢚᕮᾚ
•ᶳጢ⒆ᆚ
•ᨆᶳ⃮ᘲ᫊ϲ
•૧↯תጢ·࢜ᾎ᫊ϲ
•૮⒢⼢Ὢתጢ
•϶֮΅؞ὢᷯᷛ
•ٖጢંᷯᴲ
•᫋ᢚಥ ᆚ
•ⵆẾ
•Қⵇ⹊ே

ᓢἏӪ ẢᷯӮᆚ

•⼢Ѻ᫊ϲ⹃ᓢ

•PC ▂Ϯᤒ♆
•ᢚጢᤎᣋ
Ҳᵫ؞ϲ
•⒛ῲૢὦဓ

•Ὢ↮⮷Ϯ
•ԾᢚலᤊⴲẂ
•▗ᕲⵊᾚႺ ӣ
•ளἪ၊ேⵆં
ᷯᴲ
•ᐊ⹗
•Ⳳᆞ⪦ᾂӎᾓ
•ᷞ՚᫊ϲᕮ
•ᨆᶳ⃮ᘲ᫊ϲᕮ
•ẞᨆᢚီ

∙ὢ↯ӎᏪ

•⒛ῲૢὦဓ
•ᤊᅆᓢӮᏽ
Ӯᆚ
∙ԾᢚϲԾᅆ
•ẾᴲታӪᘲ
∙Ṧᕮᷞᨆ؞
ᷞཫᇋӣἎ
•ᾚ ᕮ
•ጦᤊӮᆚ⒢Ҳ

-

ᾚ ᏽጦᤊӮᆚ

•↮ᷛ`⪧ᢷ
•↮ᷛᢚ
ᷞҲⳲ၊ྖצ
ᕮ

-

•ᷞὦ᫋
•↮ᷛᢚᷞҲ
؞
•↮ᷛ`⪧ᢷ
•ᕮኖԾἏ
•1Ϯ 
Ⳳ၊ྖצ
•Ếᴲᶦᶢᐊ

•⃪ᒮ⹆ҫ
•ᷞὦ᫋

Ϯ ᏽ
↮ᷛᢚᷞҲ

•ᕮኖૢԾἏ
•▗ᕲⵆ↮ኩⵊ
ᕮኖḮ૮⹂
•Ϯ ᷞҲ
Ⳳ၊ྖצ
•ૢ᫊؞ᏽ
ᷞဧᒲૢ
؞ᨎ
•ᕮ ⵊૢ
⃮ᘲ᫊ϲ

-

-

-

ᕮ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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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ὦဓᕮ
•லᆶѢ⁞૮
•Ἲ᫋ጪ⒆ᆚ؞
•⃪, ᢢள؞

-

-

-

•⮷Ϯὦ↋

-

-

-

-

5Ể

6Ể

7Ể

8Ể

9Ể

10Ể

11Ể

12Ể

•Ḓῲϲ⃮᫋ᘲ᫊ϲ
•ὦဓᕮ
•⃪ῲẗᢢ؞

•᫋Ҳ

•᫋ᷯᵿ⁞ῶ

•Ḓῲϲ⃮᫋ᘲ᫊ϲ
•ὦဓᕮ

-

•⮦᫊᫋
•ᷢ⣃ளẂ
•ள؞

•⁞ᆚᢚẂᆚԾἏ
•லᆶள؞
•ϲ᫋ẗࢷᾓӎ

ѢЃ·ᷯᵿ·Ỳᣋ·
ᴶῲӮᆚ

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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