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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30)

보편적 복지, 양육의 공공성 강화, 누리과정 

예산부담 주체 등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사

회적 관심 및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재정 관련은 시

도교육청, 보육재정은 시도 관할로 이원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정책의 경우 지방자치단

체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발굴 및 시행하는 정책

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현황을 종

합적으로 축적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교

육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포

괄적이고 광범위한 재정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교육청과 지방

자치단체 예산서 자료 취합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 영유아 보육･교육재정 규모를 살펴보았다.

2. 영유아 부문 주요 사업 예산

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인 「지방정부의 영유아보육･교육 재정과 개선 방안 연구(김나영･김근진･김희수, 2018)」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
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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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김나영 부연구위원

 보편적 복지, 양육의 공공성 강화, 누리과정 등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가 갈수

록 커지고 있으므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교육

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자료 취합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재정 규모를 살펴보았다. 유아교육에 

대한 세출 예산 규모는 2016년 3.4조원에서 2018년 5.9조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세출 예산 규모 역시 2015년 9.7조원에서 2018년 10.7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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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

대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보

육 인프라와 보육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였다. 

특히 2013년부터 영유아 전 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148만 명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

원하였고1), 101만 명의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였다.2) 제3차 기본계획에 이르러서는 보

육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과 교육, 양

성평등, 육아 등으로 접근 범위를 확대하여 사

회구조적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3)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예산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제 1차 

계획의 총 예산규모는 19.7조원이었으나, 그 규

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제3차 계획의 총 예

산규모(추계)는 108.4조원에 이르렀다. 구체적

인 내용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나. 누리과정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살펴보면(표 2 참조), 

유아학비(보육료)의 경우, 아동 1인당 국공립유

치원 이용의 경우에는 6만원, 사립유치원과 어

린이집 이용의 경우에는 22만원이 지원된다. 방

과후 과정비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

1) 2006년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는 68만 명임.

2) 2009년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수는 68만 명임.

3) 한국재정정보원(2018). 월간 나라재정. 16. pp.27-31.

<표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규모 및 추계
단위: 조원

제 1차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액 규모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예산 2.1 3.1 3.8 4.8 5.9 19.7

제 2차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액 규모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예산 7.4 11.0 13.5 13.9 14.7 60.5

제 3차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액 추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예산 20.5 21.7 21.8 22.0 22.4 108.4

자료: 1) 한국재정정보원(2018. 4). 「월간 나라재정」, pp. 27~28, 31.
2)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192.

<표 2> 누리과정 지원 단가
단위: 원 

구 분 연령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만 5세

60,000 220,000 220,000만 4세

만 3세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50,000 70,000 70,000

자료: 교육부(2017). 2018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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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7만원이 지원된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원

규모와 부담실태는 아래 <표 3>과 같다. 2012

년 만 5세 대상 제도 시행 첫 해에는 1조 8백억 

원의 예산이 교육부(교부금)부담으로 편성되었

고, 2013년 만3~4세까지 확대 시행하였고, 3

조 4천억 원(국고 3천 8백억 원, 지방비 3천 9

백억 원, 교부금 2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다. 2015년 이후 전액 국고부담으로 예산

이 편성되었으며, 2016년 현재 4조 4백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에 대하여 

보육료는 2018년 종일반을 기준으로 만0세 

441천 원, 만1세 388천 원, 만2세 321천 원을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총 예산

(국비기준)은 3.3조원이며, 이는 총 보육예산의 

60.5%를 차지한다(표 5 참조). 

<표 3> 누리과정 재원부담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보건복지부(국고)부담 - 3,827 2,948 - -

지자체(지방비)부담 - 3,920 1,526 - -

교육부(교부금)부담 10,818 26,492 34,155 39,407 40,382

계 10,818 34,239 38,629 39,407 40,382

자료: 감사원(2016. 5). 감사보고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p.8.

<표 4>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2018)
단위: 원

지원
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2018

만0세반 441,000 344,000 441,000 661,500

만1세반 388,000 302,000 388,000 582,000

만2세반 321,000 250,000 321,000 481,500

2017

만0세반 430,000 344,000 430,000 645,500

만1세반 378,000 302,000 378,000 567,000

만2세반 313,000 250,000 313,000 469,500

2016
(기본

보육료)

만0세반 383,000

만1세반 185,000

만2세반 121,000

장애아 402,000

2015
(기본

보육료)

만0세반 372,000

만1세반 180,000

만2세반 118,000

장애아 372,000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6, 2017, 2018).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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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현황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

육 재정 현황을 유아교육 예산과 영유아 보육 

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유아교육 자료는 각 

시도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연구진이 취합하여 재작성

한 자료와 교육부가 제공한 유아교육 정책사업

별 예･결산내역 자료이며, 보육 자료는 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고 있는 재정정보

(예산공개)자료를 연구진이 취합하여 정리한 자

료를 사용하였다.

유아교육 세출 예산의 경우, 교육부 분류를 

활용하여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으로 나누

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5개 정책사업은 인

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학교재정관리,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등이다.

영유아 보육 세출 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분류와 항목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진이 중요 관련 항목들을 

재분류 및 범주화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분류된 항목은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보육교

직원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지자체형 어

린이집 운영 지원, 시간제(시간차등형)보육 지

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기타 운영 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이다.

가. 유아교육 세출 예산 추이 (2016~18)

유아교육재정 세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3.4조원, 2017년 5.7조원, 2018년 

5.9조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6-18년의 증가

지수(2016=100)는 170.34로 나타났다. 2016

년 공립유치원에 대한 세출 예산은 1.6조원, 사

립유치원에 대한 세출 예산은 1.3조원, 어린이

집에 대한 세출 예산은 0.6조원으로 집계되었

고, 2017년 해당 부문에 대한 세출 예산은 각

각 1.7조원, 2.0조원, 2.0조원으로 증가하였으

며, 2018년에는 각각 1.8조원, 2.0조원, 2.0조

원의 세출 예산 규모를 보였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교육복지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체 유아교육 세출 

예산에서 51.0%(2016), 69.0%(2017), 67.4%

(20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나. 영유아보육 세출 예산 추이 (2015~18)

영유아 보육 총 세출 예산 규모를 보면, 

2015년 9.7조원, 2016년 10.1조원, 2017년 

10.8조원, 2018년 10.7조원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기준 증가지수를 보면, 2016년 103.1, 

2017년 111.0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2018년 

109.8인 것으로 나타나 그 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표 5> 연도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국비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육예산(A) 4,131,345 5,273,819 4,943,994 5,270,824 5,373,451 5,505,231 

보육료 
지원

예산액(B) 2,598,219 3,329,228 3,056,880 3,106,581 3,267,194 3,329,228

B/A(%) 62.9 63.1 61.8 58.9 60.8 60.5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4. 2015, 2016, 2017). 각 년도 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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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아교육 세출 예산 추이(2016~18)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유치원
어린
이집

계

유치원
어린
이집

계 증감률
증가
지수

유치원
어린
이집

계 증감률
증가
지수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총계
1,587,318
(100.0)

1,268,071
(100.0)

585,007
(100.0)

3,440,396
(100.0)

1,747,770
(100.0)

1,968,484
(100.0)

2,022,905
(100.0)

5,739,159
(100.0)

66.82 166.82
1,830,251
(100.0)

2,009,082
(100.0)

2,021,065
(100.0)

5,860,398
(100.0)

2.11 170.34

인적 자원운영
- 정규직인건비
- 비정규직인건비

소계
(비중)

888,479
(55.97)

0
(0.00)

0
(0.00)

888,479
(25.82)

893,453
(51.12)

0
(0.00)

0
(0.00)

893,453
(15.57)

0.56 100.56
1,036,503
(56.63)

0
(0.00)

0
(0.00)

1,036,503
(17.69)

16.01 116.66

교수
-학습활동지원

소계
(비중)

76,032
(4.79)

248,235
(19.58)

0　
(0.00)

324,267
(9.43)

72,722
(4.16)

266,769
(13.55)

0　
(0.00)

339,491
(5.92)

4.69 104.69
97,752
(5.34)

301,551
(15.01)

0
(0.00)

399,303
(6.81)

17.62 123.14

교육복지지원
- 누리과정지원
- 급식지원

소계
(비중)

154,018
(9.70)

1,016,158
(80.13)

585,007
(100.00)

1,755,183
(51.02)

238,442
(13.64)

1,697,912
(86.25)

2,022,905
(100.00)

3,959,259
(68.99)

125.58 225.58
223,775
(12.23)

1,707,194
(84.97)

2,021,065
(100.00)

3,952,034
(67.44)

-0.18 225.16

학교재정관리
- 학교운영비지원

소계
(비중)

230,321
(14.51)

0
(0.00)

0
(0.00)

230,321
(6.69)

247,216
(14.14)

0
(0.00)

0
(0.00)

247,216
(4.31)

7.34 107.34
282,533
(15.44)

0
(0.00)

0
(0.00)

282,533
(4.82)

14.29 122.67

학교교육요건 개선 시설
- 학생수용시설
- 교육환경개선시설

소계
(비중)

238,468
(15.02)

3,678
(0.29)

0
(0.00)

242,146
(7.04)

295,937
(16.93)

3,803
(0.19)

0
(0.00)

299,740
(5.22)

23.78 123.78
189,688
(10.36)

337
(0.02)

0
(0.00)

190,025
(3.24)

-36.6 78.48

  주: 증감률은 전년대비 수치이며, 증가지수는 2016년 대비 각 년도의 성장률 수치임.
자료: 각 지방교육청(2016, 2017, 2018). 각 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부자료.



28 <표 7> 영유아 보육 세출 예산 추이(전국, 2015~18)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예산액 증감률
증가
지수

예산액 증감률
증가
지수

예산액 증감률
증가
지수

총계 9,747,634 10,052,883 3.13 103.13 10,821,997 7.65 111.02 10,706,940 -1.06 109.84

영유아
보육지원

4,459,815 4,424,001 -0.8 99.2 4,496,561 1.64 100.82 4,588,500 2.04 102.89

누리과정 1,923,828 1,973,941 2.6 102.6 2,141,918 8.51 111.34 2,151,957 0.47 111.86

보육교직원
지원

1,403,212 1,560,488 11.21 111.21 2,090,292 33.95 148.96 1,978,254 -5.36 140.98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77,649 87,777 13.04 113.04 98,139 11.8 126.39 114,548 16.72 147.52

지자체형
어린이집 지원

112,973 110,811 -1.91 98.09 98,873 -10.77 87.52 98,969 0.1 87.6

시간제 보육지원 12,322 18,734 52.04 152.04 28,186 50.45 228.75 29,325 4.04 237.99

어린이집 
환경개선

32,520 32,890 1.14 101.14 30,720 -6.6 94.46 49,599 61.46 152.52

기타운영지원 22,172 22,089 -0.37 99.63 21,142 -4.29 95.35 23,686 12.03 106.83

가정양육수당 1,703,143 1,822,152 6.99 106.99 1,816,166 -0.33 106.64 1,672,102 -7.93 98.18

  

  주: 증감률은 전년대비 수치이며, 증가지수는 2015년 대비 각 년도의 성장률 수치임.
자료: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2015, 2016, 2017, 2018). 각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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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의 영유아 보육 세출 전체 규모에서 

각 정책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는 <표 8>

과 같다. 누리과정,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시간

제 보육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한 반

면에 지자체형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4. 향후 과제

가. 국가재정 관심 영역 설정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상황 변

화에 따른 출산 및 양육의 공공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

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세출 예산 규모는 

2016년 3.4조원에서 2018년 5.9조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세출 예산 규

모 역시 2015년 9.7조원에서 2018년 10.7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부문들이 국가 재원배

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데,「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

용」4) 에 따르면 2018년 재원 배분은 복지분야 

144.6조원, 교육분야 64.2조원으로 계획되어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이 각의 분야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 9.2%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주요 관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재정지원이 일정 기간 동

안 확대투입되므로 재정지원의 효율성 및 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을 집중 관리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면, ‘육아지원정책방안(2004, 

200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현재)’, 

‘중장기 보육계획(2006~현재)’ 등과 같은 영유

아 보육･교육과 관련 있는 연속적인 정책 계획

의 경우 현안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

므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

한 관련 하위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짧게는 5~10년 동안 상당한 규모

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직･간접

적으로 투입되고 정부의 주요 관심 정책으로서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8. 28).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p.13.

<표 8> 영유아 보육 세출 예산 사업별 비중 추이(전국, 2015~18)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영유아 보육지원 45.75 44.01 41.55 42.86 

누리과정 19.74 19.64 19.79 20.10 

보육교직원 지원 14.40 15.52 19.32 18.48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00.80 00.87 00.91 01.07 

지자체형어린이집 지원 01.16 01.10 00.91 00.92 

시간제 보육지원 00.13 00.19 00.26 00.27 

어린이집 환경개선 00.33 00.33 00.28 00.46 

기타운영지원 00.23 00.22 00.20 00.22 

가정양육수당 17.47 18.13 16.78 15.62 

계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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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의 양적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

로 해당 분야를 ‘정책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자료의 지속적 

구축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개인의 자녀가치

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여 왔고, 이러한 가치변

화로 인한 소자녀 및 양육의 질에 대한 관심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부의 자녀양육 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로 관련 정책 개발 및 수립은 중

앙정부에서든 지방자치단체에서든 꾸준하게 이

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한편으로 영유아 인구

규모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영유아 보육･교육 관

련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규모는 계속해

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단년도 영유아보육･교육 자료 

수집에 그치지 않고 2~3년도 자료 수집을 시도

하였다. 이러한 다년도 자료수집은 추이 분석 

및 재정 효율성 파악에 매우 중요하지만 연구기

관의 단년도 과제에서 시행하기에는 그 효율성

이나 정확도에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수립 

및 집행 규모 파악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육･교육 세부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 및 집행 규모 파악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인 재정자료 조사 및 취합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보육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의 자

료 조사 및 취합도 효율적일 수 있지만 각 지역

의 특성을 유연하게 반영함은 물론 재정지원의 

흐름(국고보조사업비, 시도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광역자지단체(시도 단위) 수준에서 일차적으

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자료 조사 및 취합 등

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영유아 보육･교육 지방 재정자료의 

취합

자녀양육의 질에 대한 관심과 저출산 현상으

로 말미암아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정책에 대

한 정책수요자들의 실효성 있는 정책요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

여 광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

단체 수준에서도 매우 다양한 정책사업이 수립･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운영으로 인

하여 시도 및 시군구 자체사업비의 지원이 증가

할 수밖에 없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

체별로 매우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어 이들

을 범주화 하여 이들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및 

내용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이들 정책의 분류를 가능한 수준에서 체계화 

하여 범주화함으로써 각 지역의 재정자료를 취

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부문에 대한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236개5)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재정정보 취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5)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이므로 일반적 기초지방자치단체 개수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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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자료 분석의 

근거 마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 현상의 심화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

마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들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 55조

에 의거 매년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도모하도

록 되어 있다. 이에 유아교육의 경우, 해당 범에 

근거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측도’ 지

표6)를 통하여 극히 일부 관련 재정에 대한 분석

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영유

아 보육의 경우, 재정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결산 

자료를 취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법제정을 위한 검토와 추진이 조속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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