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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전 계층으로 확대 (100%)

교육

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지원

단가

국공립유치원 (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국공립유치원 (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2년 월 20만원)

※ 연차적 인상 : ‘16년 월 30만원

재원

부담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관리

체제

유치원 (교과부)

어린이집 (복지부)
현행 유지

1. 서론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세 누리과정」은 “대한민국의 만 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수준 높은 보육 교육 프로그램”(보건복지부, 2012)이임.

2012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만 5세 유아 교육·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정책임.

〈표 1〉「5세 누리과정」이 이전 제도와 다른 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5세 누리과정 리플렛.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5세 누리과정」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

이집에 대한 인식과 이용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비용지원을 가

구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는 점에 주목하여「5세 누리과정」

시행을 기점으로,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 변화를

고찰해서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원고는 다음의 보고서 일부를 발췌, 보완한 것임.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2). 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 및 요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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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내용
□ 설문조사에 응답한「5세 누리과정」이용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부모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 해당 자녀의 특성

□「5세 누리과정」이용 가구의 평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및 기관

이용 현황 등

□「5세 누리과정」시행 전후 비용 변화 고찰

◦ 기본 비용 변화(기본보육료·수업료, 현장학습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차량운행비, 각종 행사비)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

다. 연구방법
□ 설문조사

◦「5세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으로 전

국 15개 광역시도(제주도 제외)에서 실시

◦1,605명 표집(유치원 이용 1,015명, 어린이집 이용 590명)

— 다단계 층화집략 표본추출을 했으며, 주민등록인구통계(2012년), 보육통

계(2011년), ‘5세 누리과정’ 이용 유아 통계(교육과학기술부, 복지부) 등

을 표본추출틀로 사용함.

—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30일~9월 4일(약 5주)

〈표 2〉설문조사 표본 수
단위: 명

행정구역

모집단

조사구

규모

(기초

지자체)

표본

조사구수

(조사구

당 15개

표본)

목표

표본수

(표본

가구)

기관유형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

이집

민간

어린

이집

전국 228 107 1605 391 624 195 395

주: 표본설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사구별 설계가중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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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응답자 가구 특성

◦약 89%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며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는 8.4%, 한부모가족은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2.3%임.

◦가구원 수는 평균 4명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331만원임.

◦맞벌이 가구는 44.0%, 외벌이 가구 53.1%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40.8%, 39.8%, 19.4%임.

〈표 3〉응답자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전체 구분 전체

가구원수 평균 가구 소득

3명 이하 348(21.7) 200만원 미만 104( 6.5)

4명 967(60.2) 200~300만원미만 517(32.2)

5명 234(14.6) 300~500만원미만 835(52.0)

6명 이상 56( 3.5) 500만원 이상 149( 9.3)

평균(표준편차) 4.0(0.74) 평균(표준편차) 330.6(108.85)

가족유형 가구특성

부부+자녀 1,421(88.6) 맞벌이 가정 707(44.0)

한부모+자녀 19( 1.2) 외벌이 가정 852(53.1)

조부모+부부+자녀 135( 8.4) 한부모 가정 39( 2.4)

조부모+한부모+자녀 18( 1.1) 다문화 가정 5( 0.3)

기타 11( 0.8) 조손 가정 2( 0.1)

지역규모 기타 1( 0.1)

대도시 655(40.8)

중소도시 639(39.8)

읍면 311(19.4)

계 1,605(100.0)

□ 응답자 부모 특성

◦아버지 특성

— 평균 연령 약 38세,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이 47.6%로 가장 많았고, 고

졸 이하와 전문대졸이 각각 24.6%, 22.8%임.

—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 전

문직,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판매종사자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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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특성

— 평균 연령 약 36세,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34.7%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 졸과 전문대 졸이 각각 33.3%, 30.4%임.

— 전업주부가 5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13.8%), 서비

스종사자(13.0%), 판매종사자(10.8%) 순임.

〈표 4〉응답자 가구 부모 특성 
단위: 명(%)

아버지 사례수(%) 어머니 사례수(%)

계 1,605(100.0) 계 1,605(100.0)

연령 모연령

35세 미만 257(16.0) 35세 미만 537(33.4)

35~40세 미만 738(46.0) 35~40세 미만 820(51.1)

40세 이상 610(38.0) 40세 이상 244(15.2)

평균(표준편차) 37.7(6.78) 평균(표준편차) 35.8(4.03)

부 최종학력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394(24.6) 고졸 이하 557(34.7)

전문대졸 366(22.8) 전문대졸 489(30.4)

4년제 대졸 763(47.6) 4년제 대졸 534(33.3)

대학원 이상 47( 2.9) 대학원 이상 20( 1.2)

해당없음 35( 2.2) 해당없음 5( 0.3)

부 직업 모 직업

사무종사자 614(38.3) 사무종사자 221(13.8)

서비스종사자 204(12.7) 서비스종사자 209(13.0)

전문직 194(12.1) 전문직 85( 5.3)

기능원및관련종사자 172(10.7)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11( 0.7)

판매종사자 161(10.1) 판매종사자 173(10.8)

장치·기계관련종사자 89( 5.6) 장치·기계 관련종사자 2( 0.1)

관리자 61( 3.8) 관리자 2( 0.1)

농림어업 종사자 37( 2.3) 농림어업 종사자 11( 0.7)

무직 7( 0.4) 전업주부 866(53.9)

기타 32( 2.0) 기타 21( 2.3)

해당없음 35( 2.2) 해당없음 5( 0.3)

□ 해당 유아 특성

◦해당 아동의 96.1%가「5세 누리과정」의 대상연령인 2006년 출생아였으나

취학을 유예한 2005년생(0.3%)과 조기 입학한 2007년생(3.6%)도 소수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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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2) 출생순위는 첫째아 57.7%, 둘째아 36.9%, 셋째아 5.5% 순임.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은 어린이집이 36.8%, 유치원이 63.2%이며 기관 이

용시간 외 낮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으로는 어머니가 75.2%로 가

장 많았고 조부모가 11.2%로 다음을 차지함.

〈표 5〉응답자 가구의 유아 특성
단위: 명(%)

구분 전체 구분 전체

출생년도 현재이용기관

2005년 5( 0.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195(12.2)

2006년 1,543(96.1) 민간어린이집 395(24.6)

2007년 57( 3.6) 국공립유치원 391(24.3)

성별 사립유치원 624(38.9)

남 816(50.8) 주양육자

여 789(49.2) 어머니 1,206(75.2)

출생순위 조부모 180(11.2)

첫째 926(57.7) 아이의 형제자매 749( 4.6)

둘째 591(36.9) 혼자지냄 49( 3.1)

셋째 이상 87( 5.5) 기타 96( 6.0)

계 1,605(100.0)

2.「5세 누리과정」이용 가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및 기관 이용 현황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 「5세 누리과정」시행 이전에 평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은 차이가 ‘있

다’라는 응답이 53.6%, ‘없다’라는 응답이 42.6%로 보고됨.

□ 현재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

고, 유치원 이용 부모들은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2) 2012년「보육사업안안내」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태생 아동 중 초중등교

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 등을 확

인하여 1년에 한하여 보육료를 재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다(보건복지부, 2012: 278). 한편, 만 4

세아가 만 5세아반에 편성된 경우 어린이집 신청에 따라 시·군·구에서 승인하여 보육연령을 만

5세로 조정하고 해당 보육연령의 수납액을 적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 283)고 되어 있어

서 이러한 사례의 만 4세아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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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두기관간에

차이가있다고

생각했다.

두 기관 간에

차이는없다고

생각했다.

기타 계 χ2
(df)

전체 53.6 42.6 3.8 100.0(1,605)

이용기관 유형별

국공립·법인어린이집 42.1 56.7 1.2 100.0(195)

68.196(6)
***민간어린이집 40.6 54.1 5.2 100.0(395)

국공립유치원 60.1 34.1 5.9 100.0(391)

사립유치원 61.3 36.3 2.4 100.0(624)

지역규모

대도시 57.0 42.1 0.9 100.0(655)

34.157(4)
***

중소도시 51.2 43.1 5.8 100.0(639)

읍면 51.5 42.7 5.8 100.0(3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3.6 43.4 3.1 100.0(104)

20.979(6)**
200~300만원 미만 56.8 40.7 2.4 100.0(517)

300~500만원 미만 50.0 44.9 5.1 100.0(835)

500만원 이상 63.0 35.6 1.3 100.0(149)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40.0 60.0 0.0 100.0(557)

14.107(8)

전문대졸 49.7 46.8 3.4 100.0(489)

4년제 대졸 55.1 39.6 5.3 100.0(534)

대학원 이상 56.3 40.9 2.8 100.0( 20)

모 부재 57.9 39.5 2.6 100.0( 5)

모 취업여부

취업 53.4 42.7 3.9 100.0(734)

1.010(4)미취업 53.9 42.4 3.7 100.0(866)

모 부재 40.0 60.0 .0 100.0( 5)

〈표 6〉「5세 누리과정」시행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주: ** p< .01, *** p< .00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이용 가구에서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고, 사립유치원 이용 가구는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61.3%로 가장 많

았음.

◦대도시 거주 가구가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 거주 가구보다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음.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있다’

는 응답이 63.0%로 높게 나타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모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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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만 5세

교육·보육과정

차이는

거의 없어짐

만 5세

교육·보육과정

차이는여전히

존재함

기타 계 χ2
(df)

전체 29.6 66.6 3.7 100.0(860)

이용기관 종류별

국공립·법인어린이집 44.4 51.1 4.5 100.0( 82)

14.459(6)
*민간어린이집 33.0 64.3 2.7 100.0(161)

국공립유치원 31.2 65.0 3.9 100.0(235)

사립유치원 24.1 72.0 3.9 100.0(383)

지역규모

대도시 30.6 65.2 4.2 100.0(373)

2.002(4)중소도시 28.6 67.6 3.8 100.0(327)

읍면 29.5 68.0 2.4 100.0(160)

높을수록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 요컨대, 유치원 이용 가구, 대도시 거주 가구, 월 소득 500만원 가구, 모학력

이 높은 가구에서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5세 누리과정」시행 전에 두 기관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860사례

(42.6%)에 대상에게「5세 누리과정」을 실시한 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5세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차이가 여전히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본

결과(표 7 참조),

◦「5세 누리과정」을 실시한 이후에도, 두 기관의 차이는 여전히 ‘있다’는 응

답이 66.6%임. 즉, 기존에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한 다수의 응

답자들은 공통과정인「5세 누리과정」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차이는 있다

고 인식하고 있었음.

— 사립유치원 이용 가구(72.0%),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77.9%)에서 여

전히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옴.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차이가 없어졌다는 응답이 44.4%로 상

대적으로 높았음. 모학력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에서 차이가 없어졌다는

응답이 42.7%로 높게 나왔지만,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 시 유의해야 함.

〈표 7〉「5세 누리과정」시행 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차이 정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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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구분

만 5세

교육·보육과정

차이는

거의 없어짐

만 5세

교육·보육과정

차이는여전히

존재함

기타 계 χ2(df)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0.7 64.0 5.3 100.0( 56)

10.488(6)
200~300만원 미만 28.7 66.4 4.9 100.0(294)

300~500만원 미만 32.6 64.6 2.8 100.0(417)

500만원 이상 18.9 77.9 3.2 100.0( 94)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33.3 63.0 100.0(277)

5.122(8)

전문대졸 25.8 69.8 100.0(269)

4년제 대졸 29.3 67.3 100.0(301)

대학원 이상 42.7 57.3 100.0( 12)

모 부재 .0 100.0 100.0( 2)

모 취업여부

취업 26.9 69.9 3.1 100.0(392)

5.957(4)미취업 32.0 63.7 4.2 100.0(466)

모 부재 .0 100.0 .0 100.0( 2)

주: *p < .05

나. 기관이용 현황
□ 기관 이용 시 비용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기관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은 유치원 63.2%(1,015사례), 어린이집 36.8%(590사례)임.

◦ 유치원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 38.5%, 사립 61.5%임.

◦ 어린이집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법인 33.1%, 민간 66.9%임.

□ 기관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7시간임.

□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프로그램

이 39.2%로 가장 많았고, 집과의 거리(25.3%), 안전한 환경(24.2%), 교사의

자질(17.4%), 비용(14.9%) 순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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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세 누리과정」이용 기관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계(사례수) 100.0(1,605)

현재이용기관 현재 기관선택 시 주요 고려요인

어린이집 36.8 프로그램 39.2

유치원 63.2 집과의 거리 25.3

기관평균 이용시간 안전한 환경 24.2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0.3 교사의 자질 17.4

6시간 24.0 비용 14.9

7시간 21.5 건강·영양 13.5

8시간 35.9 실내외 환경 12.6

9시간 이상 8.3 시설규모(아동수) 11.8

평균(표준편차) 7.11(1.28) 국공립 여부 10.5

기타 30.4

주: 기타는 주변의 평판 9.9%, 운영시간 9.8%, 원장자질 정도 8.3%, 평가인증여부 1.8% 등을

합친 수치임.

다. 기관 이용 특성
□ 응답자 1,605명의 현재 기관의 이용 특성을 보면, 작년과 동일한 기관 이용

사례는 1,079명(67.3%)로 가장 많았고, 작년 이용 기관에서 2012년 변경한

사례는 383명(23.9%)이며, 태어나서 올해 처음 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는 143

명(8.9%) 순임.

◦ 작년과 동일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 많고, 올해 기관을

변경한 사례와 처음 기관을 이용한 사례는 모두 국공립유치원이 많음.

◦ 올해 기관을 변경한 사례가 다른 두 집단보다 유치원 이용자가 많으며, 작

년과 동일 기관 이용 사례는 어린이집 이용자가 더 많음.

〈표 9〉기관 이용 특성
단위: %(명)

사례 구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계

올해 처음기관이용사례 12.0 19.7 29.6 38.7 100.0( 143)

작년과동일기관이용사례 14.5 28.9 18.6 38.0 100.0(1,079)

올해 기관변경 사례 5.7 14.4 38.4 41.5 100.0( 383)

χ2(df) = 91.54(6)***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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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비용 변화 
가. 기본 비용 변화
□ 「5세 누리과정」시행 전의 기관 이용 시 월 평균 201,200원이 소요됐다면,

시행 후에는 111,800원으로 89,4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됨.

◦ 기본 보육료·수업료가 시행 전의 123,500원에서 시행 후 38,900원으로 감소

액이 84,600원으로 가장 큼. 기타 다른 비용들도 작년에 비해 비용이 소폭

감소함.

〈표 10〉「5세 누리과정」전·후 기관 월 기본비용 변화
단위: 천원(명)

구분
5세누리과정시행전

사례수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본보육료·수업료 123.5 119.3 1,462 38.9 59.6 1,598

현장학습비 13.2 16.4 1,179 11.6 13.2 1,295

교재비 19.6 21.4 1,173 18.8 20.8 1,290

급·간식비 27.3 21.9 1,141 26.2 23.3 1,266

종일반비 26.2 35.3 1,086 24.0 32.9 1,200

차량운행비 6.9 11.0 1,059 6.1 10.8 1,182

각종 행사비 7.7 18.2 1,080 7.2 13.6 1,177

월평균 지불비용 201.2 145.1 1,462 111.8 90.3 1,605

주: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비용은 월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123.5천원

13.2 19.6 27 .3 26.2 26.2
6.9

201.2

39.9
11.6 18.8 26.3 24.0

6.1 7 .2

111.8

기본보육료

교육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월평균지불비용

시행전 시행후

〔그림 1〕「5세 누리과정」전·후 기관 월 기본비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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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종류별

사례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표준편차)

민간어린이집

(표준편차)

국공립유치원

(표준편차)

사립유치원

(표준편차)

기본보육료·수업료 98.5(100.1) 115.6(111.2) 77.1(94.0) 164.8(129.8) (1,462)

현장학습비 13.6(19.7) 14.7(16.1) 10.8(14.3) 13.6(16.6) (1,179)

교재비 14.4(18.1) 19.4(19.2) 13.9(18.9) 24.8(23.8) (1,173)

급·간식비 18.2(19.6) 26.3(20.0) 23.9(20.7) 32.8(22.9) (1,141)

종일반 21.1(27.4) 26.0(33.9) 20.9(28.7) 31.5(41.3) (1,086)

차량운행비 6.2( 9.8) 6.3( 9.6) 4.1( 9.4) 9.0(12.5) (1,059)

각종 행사비 6.3( 9.6) 7.5(10.5) 5.1( 7.7) 9.8(26.4) (1,080)

월평균 지불비용 159.8(124.7) 191.3(131.4) 140.1(123.1) 257.9(151.1) (1,462)

□ 「5세 누리과정」시행 전의 기관 유형별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 월 기본 비용이 가장 저렴한 기관은 국공립유치원으로 월평균 140,100원

임. 반면, 가장 비용이 비싼 기관은 사립유치원으로 월평균 257,900원으로

국공립유치원보다 117,800원을 더 지불한 것으로 집계됨.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이에 국공립·법인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이 각각 159,800원, 191,300원으로 위치함.

◦ 전체 기본비용에서 기본 수업료·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고, 급·

간식비와 종일반, 교재비(재료비)에 지불하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5세 누리과정」시행 전 기관 이용 시 월 기본비용(기관유형별)
단위: 천원(명)

주: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이용은 0원으로 응답한 결과임.

□「5세 누리과정」시행 후 기관유형별 월 기본비용은 국공립유치원이 43,000원

으로 가장 저렴하고, 사립유치원이 163,000원으로 가장 비쌈(표 12 참조).

◦「5세 누리과정」시행 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기본 비용 격차가

더욱 크게 발생함. 유치원 간의 비용이 무려 4배 차이가 남.

◦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87,000원, 민간어린이집은 110,600원으로 집계됨.

◦ 전체 평균 118,000원보다(표 10 참조) 비용이 현저히 낮은 기관은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법인어린이집으로 국공립 기관이 비용부담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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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종류별

사례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표준편차)

민간어린이집

(표준편차)

국공립유치원

(표준편차)

사립유치원

(표준편차)

기본보육료·수업료 27.8(43.4) 35.2(50.0) 4.4(19.8) 66.2(71.9) (1,598)

현장학습비 11.2(13.7) 14.3(15.9) 7.4(10.5) 12..8(12.0) (1,295)

교재비 14.7(19.5) 20.9(21.0) 7.6(11.5) 25.4(22.4) (1,290)

급·간식비 14.5(19.0) 24.5(21.6) 18.2(18.8) 35.9(24.3) (1,266)

종일반 22.9(28.4) 25.9(31.7) 11.9(22.2) 31.0(38.3) (1,200)

차량운행비 5.4( 9.2) 5.7( 9.1) 1.5( 5.3) 9.2(13.2) (1,182)

각종 행사비 6.9(13.7) 7.8(11.2) 2.9((6.2) 9.6(17.1) (1.177)

월평균 지불비용 87.4(77.9) 110.6(71.9) 43.0(42.9) 163.1(94.4) (1,605)

〈표 12〉「5세 누리과정」시행 후 기관 이용 시 월 기본비용(기관유형별)
단위: 천원(%)

주: 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월 20만원 제외한 비용임.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이용은 0원으로 응답한 결과임.3)

□「5세 누리과정」시행 전·후 기본 비용의 낙폭이 가장 큰 기관은 국공립유치

원으로 97,100원이 감소함. 다음은 사립유치원으로 94,800원 민간어린이집은

80,700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72,400원 순으로 감소됨(그림 2 참조).

159.8천원
191.3

140.1

257.9

87.4
110.6

43

163.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시행전 시행후

〔그림 2〕「5세 누리과정」 전·후 기관 이용 시 월 기본비용 변화(기관유형별)

3) 사례수에서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기본 보육료·교육비 771사례(48.0%), 현장학습비 880

사례(54.8%), 교재비 916사례(57.1%), 급·간식비 875사례(54.5%), 종일반 559사례(34.8%), 차량운

행비 386사례(24.0%), 행사비 546사례(34.0%)임. 괄호 안의 수치가 낮을수록 무상 이용 사례가

많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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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세누리과정」시행전

이용여부
계

부모선택여부(이용자중에서)
계

이용안함 이용함 선택가능 의무이용

미술 64.4 35.6 100.0(1,462) 57.5 42.5 100.0(520)

음악 70.8 29.2 100.0(1,462) 48.7 51.3 100.0(427)

체육 73.4 26.6 100.0(1,462) 43.7 56.3 100.0(389)

과학 83.2 16.8 100.0(1,462) 38.8 61.2 100.0(246)

수학 81.7 18.3 100.0(1,462) 33.9 66.1 100.0(267)

한글 76.7 23.3 100.0(1,462) 37.1 62.9 100.0(341)

컴퓨터 98.4 1.6 100.0(1,462) 42.9 57.1 100.0( 24)

한자 94.4 5.6 100.0(1,462) 43.3 56.7 100.0( 82)

외국어 60.0 40.0 100.0(1,462) 63.7 36.3 100.0(585)

기타 94.2 5.8 100.0(1,462) 76.3 23.2 100.0( 85)

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및 비용 변화
1) 이용 실태 변화
□「5세 누리과정」시행 전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이용 실태를 보면,

프로그램별로 ‘이용하지 않음’이 ‘이용함’보다 많음(표 13 참조).

◦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외국어(영어)4)로서 40.0%가 이용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미술 35.6%, 음악 29.2%, 체육 26.6%, 한글 23.3%순으로 이용함.

◦ 이용자 중에서 부모의 선택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은 외국어(영어)가 63.7%로 가장 많았고, 미술 57.6%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부모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

이”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의무적으로 이용한 프로그램은 수학 66.1%로 가장 많았고, 한글 62.9%, 과

학 61.2% 순임.

〈표 13〉「5세 누리과정」시행 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단위: %(명)

주: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4) 여기서 외국어란 영어라고 해도 무리는 없겠음. 이윤진 외(2010) 「유아 외국어 교육의 실태와

대책」연구에서 영어교육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경기도 거주의 유아들은 ‘유아기 때 영

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경험한 적이 없다’가 98.4%로 압도적으로 많았음(이윤진 외, 2010: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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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세누리과정」시행후

이용여부
계

부모선택여부(이용자중에서)
계

이용안함 이용함 선택가능 의무이용

미술 59.5 40.5 100.0(1,605) 60.1 39.9 100.0(650)

음악 67.1 32.9 100.0(1,605) 51.4 48.6 100.0(527)

체육 70.3 29.7 100.0(1,605) 43.8 56.2 100.0((477)

과학 76.3 23.7 100.0(1,605) 50.9 49.1 100.0((380)

수학 78.7 21.3 100.0(1,605) 39.3 60.7 100.0((342)

한글 75.3 24.7 100.0(1,605) 39.1 60.9 100.0((396)

컴퓨터 97.4 2.6 100.0(1,605) 50.8 49.2 100.0(( 42)

한자 92.3 7.7 100.0(1,605) 43.2 56.8 100.0((123)

외국어 54.6 45.4 100.0(1,605) 68.6 31.4 100.0((729)

기타 91.7 8.3 100.0(1,605) 78.0 22.0 100.0((134)

□ 「5세 누리과정」시행 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실태를 보면,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이용한다는 응답보다 많았으나,

그 비중은 시행 전보다 낮음(표 14 참조).

◦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응답도 시행 전에 비해 많게 나왔다는 점에서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을 좀 더 적극적

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됨.

◦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외국어(영어)로서 45.4%로서, 시행 전의 이

용율 40.0%에 비해 5.4%가 증가함. 미술 40.5%(시행 전 35.6%), 음악

32.9%(29.2%), 체육 29.7%(26.6%), 한글 24.7%(23.3%) 순으로 주로 이용하

며 시행 전에 비해 이들 모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

◦ 이용자 중에서 부모의 선택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은 외국어(영어)가 68.6%로 가장 많아서 시행 전과 같았으며, 미

술, 음악, 과학, 컴퓨터 프로그램이 부모가 선택가능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부모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한글(60.9%), 수학(60.7%), 체육(

56.2%)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4〉「5세 누리과정」시행 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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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변화
□「5세 누리과정」시행 전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월평균 비용이

41,000원에서 시행 후에는 45,400원으로 4,400원 상승함(표 15 참조).

◦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한자 프로그램의 비용이 상승했고 음악, 체육,

기타가 이전에 비해 감소함. 많이 이용하는 미술과 외국어(영어) 프로그램

은 각각 15,000원에서 15,100원, 23,200원에서 23,300원으로 소폭 상승함.

〈표 15〉「5세 누리과정」시행 전·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변화
단위: 천원(명)

구분
「5세누리과정」시행전

사례수
「5세누리과정」시행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미술 15.0 17.5 520 15.1 17.1 650

음악 11.5 13.2 427 10.9 12.7 527

체육 11.2 13.0 389 9.8 12.0 477

과학 10.5 14.6 246 11.4 11.9 380

수학 7.7 11.5 267 10.5 25.5 342

한글 7.2 12.7 341 8.4 11.8 396

컴퓨터 8.9 11.3 24 10.5 12.2 42

한자 7.1 11.0 82 10.4 12.3 123

외국어 23.2 24.2 585 23.3 21.0 729

기타 27.1 19.6 85 24.4 23.3 134

월평균지불비용 41.0 39.7 (996) 45.4 41.9 (1,177)

주: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 「5세 누리과정」시행 전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을 기관유형별

로 살펴본 결과, 국공립유치원 31,100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31,400원으로

이용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표 16 참조).

◦ 사립유치원이 50,600원으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이 가장

비싼 기관으로 나타남. 가장 저렴한 국공립유치원과 가장 비싼 사립유치

원의 비용 차이는 19,500원으로 비용 격차가 상당히 큼.

□ 「5세 누리과정」시행 후의 기관유형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5세 누리과정」시행

전에 비해 비용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그림 3 참조).

◦ 국공립유치원은 31,100원에서 23,700원으로 7,400원으로 감소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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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국공립·법인 민간 국공립 사립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미술 10.1(12.9) 15.2(20.1) 9.2(10.9) 19.3(18.6) 100.0(520)

음악 10.2(15.8) 10.9(11.5) 8.5(10.4) 14.2(14.6) 100.0(427)

체육 8.9(14.0) 11.3(12.1) 7.8(10.9) 14.8(13.9) 100.0(389)

과학 6.1( 7.6) 9.0(11.6) 7.1(11.1) 14.7(18.0) 100.0(246)

수학 5.6( 9.8) 8.3(12.8) 4.2( 7.3) 10.6(12.9) 100.0(267)

한글 5.9( 9.0) 6.5(10.6) 3.4( 7.4) 10.4(16.6) 100.0(341)

컴퓨터 12.6( 9.5) 6.8(13.3) 3.0( 6.3) 18.3(12.7) 100.0( 24)

한자 2.6( 6.3) 7.0( 9.2) 7.3(11.1) 8.7(13.2) 100.0( 82)

외국어 18.4(18.3) 21.7(18.4) 18.6(19.5) 28.5(30.4) 100.0(585)

기타 31.4(25.4) 18.5(13.6) 25.5(13.3) 28.6(19.8) 100.0( 85)

월평균지불비용 31.4(40.6) 39.5(34.4) 31.1(31.6) 50.6(44.0) 100.0(996)

다른 기관들은 시행 후 증가함.

—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31,400원에서 38,500원으로 7,100원 상승, 민간어

린이집은 39,500원에서 44,700원으로 5,200원 상승, 사립유치원은 가장

많이 상승하여 50,600원에서 59,300원으로 8,700원 상승함(표 17 참조).

〈표 16〉「5세 누리과정」시행 전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비용(기관유형별)
단위: 천원(명)

주: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31.4
39.5

31.1

50.6

38.5천원
44.7

23.7

59.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시행전 시행후

〔그림 3〕「5세 누리과정」시행 전·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변화(기관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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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도움됨

조금
도움됨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계 χ2(df)

전체 53.6 41.3 4.5 0.6 100.0(1,605)

이용기관 유형

27.057(9)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52.4 44.6 1.6 1.4 100.0( 195)

민간 어린이집 57.4 35.4 6.8 0.3 100.0( 395)

국·공립 유치원 57.9 38.5 3.3 0.3 100.0( 391)

사립 유치원 48.9 45.7 4.7 0.8 100.0( 624)

〈표 17〉「5세 누리과정」시행 후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비용(기관유형별)
단위: 천원(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국공립·법인 민간 국공립 사립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미술 12.7(14.2) 14.7(17.0) 7.6(11.3) 20.0(18.8) 100.0(650)

음악 7.6( 8.9) 11.7(10.9) 5.0( 7.2) 15.3(15.7) 100.0(527)

체육 7.1( 8.6) 10.8( 8.2) 4.7( 8.2) 14.3(13.5) 100.0(477)

과학 8.8(10.2) 11.4(11.0) 5.3( 9.6) 15.3(12.4) 100.0(380)

수학 14.4(36.3) 9.3(12.7) 3.1( 6.3) 14.4(32.6) 100.0(342)

한글 7.7(11.1) 9.0(11.0) 3.6( 6.9) 11.0(14.0) 100.0(396)

컴퓨터 14.1( 9.0) 8.6(11.1) 4.7( 9.0) 16.5(14.8) 100.0( 42)

한자 9.2(11.8) 11.6(10.5) 6.6(10.1) 13.2(14.8) 100.0(123)

외국어 17.8(14.9) 24.1(20.5) 13.8(14.4) 28.9(23.5) 100.0(729)

기타 28.8(24.2) 17.9(13.1) 8.3(11.2) 30.6(26.7) 100.0(134)

월평균지불비용 38.5(36.4) 44.7(35.3) 23.7(27.1) 59.3(48.0) 100.0(1,177)

주: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다. 가계 경제 도움 정도
□ 「5세 누리과정」」시행 전·후의 비용 변화를 기본 비용과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기본 비용은 89,400원이 감

소하였고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은 4,400원 상승함으로서, 전

체적으로 85,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이처럼「5세 누리과정」시행으로 비용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실제로 응

답자의 94.9%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표 18〉「5세 누리과정」비용 지원의 가계 도움 정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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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계속)

구분
매우
도움됨

조금
도움됨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계 χ2
(df)

지역규모

57.076(6)
***대도시 43.2 50.4 6.0 0.5 100.0( 655)

중소도시 62.5 34.3 2.9 0.4 100.0( 639)

읍면 57.4 36.4 4.8 1.5 100.0( 311)

월평균 가구소득

9.331(9)

200만원 미만 56.5 39.1 4.4 0.0 100.0( 104)

200~300만원 미만 52.7 40.7 5.3 1.4 100.0( 517)

300~500만원 미만 53.8 42.1 3.9 0.2 100.0( 835)

500만원 이상 53.8 40.2 5.4 0.7 100.0( 149)

2011년 비용 지원여부

13.647(6)*
지원받음 54.3 39.2 5.5 0.9 100.0(851)

미지원 53.6 43.3 2.8 0.3 100.0(646)

해당없음(기관미이용) 48.1 44.4 7.4 0.0 100.0(108)

*p < .05 **p < .01 ***p < .001

◦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자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각기 62.5%,

57.4%로 전체 평균 53.6%보다 높음.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낮

았음. 앞서 고찰한 비용 변화에서도 사립유치원의 이용 비용이 다른 기관

에 비해 높게 나온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

4. 취학 직전 무상보육·교육 실현을 위한「5세 누리과정」정책 
개선방안

가. 기타 비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상보육·교육 제공이라는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기본 보육료나 교육비 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들이 누리

과정을 위한 지원으로 절감되는 금액을 상쇄하지 않도록 정부는 추가부담이

이루어지는 항목과 금액, 상승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부모의 선택으로만 운영하도록 함.
□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이용



19

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게 나옴.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의무적 이용

비율이 50% 이상임. 이는 기관의 이용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용이 높을수록 오전 정규시간

대에 이를 운영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음.

◦ 「5세 누리과정」운영 지침서에 따르면, 「5세 누리과정」은 오전 정규교

육시간 대에 실시하며,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오후에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본 설문조사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남.

— ‘작년과 올해 모두 오전에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응답이

44.3%임. 학부모의 응답이라 ‘잘 몰라서’ 또는 ‘잘못된 답’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대목임.

□ 기관장 입장에서는 부모의 요구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의견도 많음.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등에서 오전 정규시

간에는「5세 누리과정」을 충실히 실시하고, 정규시간 이후에는 학부모의

‘자발적’ 선택으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부모 간의 협의를 통해 운영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야 할 것임.

다. 기관 간의 비용 격차 완화 방안 모색 필요
□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기관 간의 이용 비용 격차

를 좁히는 방안 필요. 특히, 「5세 누리과정」시행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간의 비용격차가 더욱 커졌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

□ 이를 테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국공립유치원(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사는 경우, 사립유치원(또는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비용은

국공립 기관을 다니는 경우와 동일하게 지불하게 하고, 나머지 차액은 정부

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라.「5세 누리과정」정책 실현에 보다 주력
□ 정부는 올해 월 20만원을 시작으로 2014년 월 24만원, 2016년 월 30만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할 것을 발표함. 이러한 비용지원의 확대정책은 취학 1년 전

무상 교육·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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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조사에서도 만 5세아의 무상 교육·보육에 대해 88.4%라는 높은 찬성

율을 보임. 반면, 「3, 4세 누리과정」시행에 대해서는 63.5%만이 찬성한다

고 응답하여「5세 누리과정」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임.

◦「3, 4세 누리과정」을 찬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3, 4세는 보편화된 형식적

인 교육을 받기에는 아직 어리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39.3%).

□ 이러한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한정된 재정 속에서 지원 연령을 무조건 확대

하기보다는 취학 직전의 만 5세 유아에 정책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무상 교

육·보육을 실현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일 수 있음.

◦ 만 5세아의 무상 교육·보육을 완비해 나가는 방안 중에 하나로, 어린이집

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그렇지가 않아서 급식

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음.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유치원의 급식비를 지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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