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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세계적으

로도 유래 없이 공공 부문에서 개별돌봄서비스

의 인력 양성, 서비스 수요자와 인력의 매칭, 비

용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

은 2006년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시범사업’

을 거쳐 2007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어

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일시보육’ 수요, 기

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시간과 부모의 출･퇴

근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틈새돌봄’, 집단으로 

제공되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어

려운 사정과 가정에서의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선호의 존재 등 기관보육･교육서비스로는 한계

가 있는 ‘돌봄 사각지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영유아 대상의 무상 보육･교육 정책의 실현

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

에서 개별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지

속적으로 존재한다. 공공의 서비스로 가정에서

1) 본고는 2021년도에 수행된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이정원･조숙인･엄지원･이상인(202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하며, 

일부 수치 및 내용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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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과

실태조사 추진 전략1)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공공 부문에서 개별돌봄서비스의 인력 양성, 서비스 수요자와 인

력의 매칭, 비용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영유아 및 초등 돌봄의 체계

를 ‘기관’중심으로 구축해 온 그간의 돌봄 정책의 기조와 돌봄 서비스 주 수요층의 기관돌봄서비스 이

용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개별돌봄서비스에의 욕구를 민간 영역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선진적인 의미를 

지닌다. 2022년은 2007년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때그때의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해 개선해 

온 아이돌봄서비스가 체계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

로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역사에서 의미가 매우 큰 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도입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자리 잡아 온 연혁과 현재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추진 전략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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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아이돌봄서비스’

는 이러한 개별돌봄서비스에의 욕구 대응을 민

간 영역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

서 무엇보다 선진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

는 신규 사업으로 도입 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큰 틀 안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자리잡아 온 

연혁과 현재의 사업 현황, 아이돌봄서비스의 개

선을 위한 실태조사 도입과 추진 전략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연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6년 천안과 울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연계사업’이

라는 이름으로, 아이돌보미 130명을 양성하여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에 대한 긴급

한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

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2). 당시 

야근 등 갑작스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

의 아동이 그 대상이었고, 가정과 공동체 내 자

녀양육지원기능이 약화되어 공적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도입 배경이다3). 아이돌

보미는 4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 양성되었고, 

이용요금은 전액 수요자 부담으로 시간당 6천원

이었다4). 이러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6년 

11월에 발표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

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지원서비

스 다양화의 일환으로 포함되었다5).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

을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 것은 2007년이며, 

2009년에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었다6). 영아종

일제 서비스는 2010년에 0세아를 대상으로 처

음 실시되었고 이후 지원대상이 지속 확대되어 

2017년 이래로 만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7).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운영근거가 되

는 「아이돌봄 지원법」은 2012년에 제정되었다.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는데 

4대 보험 가입(‘13년), 휴일 및 야간수당 지급

(‘15년), 주휴 등 법정수당 지급(‘19년)이 이루

어졌다. 영아종일제 대기관리시스템은 2015년

부터 운영되었고, 2019년에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 되었다. 2018년부터는 정부지원율이 지속 

상향되어왔으며,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

도 확대되어 2021년 기준 연간 840시간이 되

었다. 2022년에는 지원대상 기준의 정비로 지

원을 강화하였다. 즉,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돌봄 공백’ 기준 중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서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1명 포함하여 만 12세 이

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조

손가정의 양육공백 판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 부모 가정 판정기준 및 요금 

규정을 신설하였다8)(표 1 참조).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6. 6. 21). 긴급상황 발생시‘아이를 돌봐드립니다’

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6. 6. 21). 긴급상황 발생시‘아이를 돌봐드립니다’

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6. 6. 21). 긴급상황 발생시‘아이를 돌봐드립니다’

5) 재경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 외(2006. 1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요약본).

6)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7)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8)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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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돌봄지원사업 현황

가. 서비스 유형 및 비용 지원

1)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는 최초 부모의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서비스로 출

발하였으나, 2010년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

종일제 서비스’가 추가 도입되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유형이 지속적으로 발굴, 도입되

고 있다. 그 결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유형으로 분화되어, 2022년 현재 돌봄

대상 및 돌봄활동의 내용(범위)에 따라 영아종

<표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연혁

추진년도 추진경과

2007년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신규 실시

2008년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65개소)

2009년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 분리 운영

2010년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 실시(0세아)

2011년 - 영아종일제 최소 이용시간 변경(160시간 → 120시간)

2012년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개칭

-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2012. 8. 시행)

-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 이하 → 모든 취업부모 대상)

2013년

- 시간제 돌봄 지원예산 확대

- 아이돌보미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지급(2013. 9.)

- 취약계층 자녀 등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조항 신설(2013. 11.)

2014년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12개월 → 만 24개월)

2015년
- 영아종일제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 아이돌보미 휴일 및 야간활동수당 지급

2016년 - 이용가정 소득유형 판정기준 변경(전국가구 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17년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24개월 → 만 36개월)

2018년

- 정부지원 확대

 * 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율 상향(5%p)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시간 → 600시간)

2019년

- 정부지원 확대(중위소득 120% → 150%로 상향)

 * 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율 상향(5%p)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600시간 → 720시간)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주휴 등 법정수당 지급)

2020년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 시간 특례(연 720시간 → 960시간)

2021년

- 정부지원 확대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720시간 → 840시간)

 * 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정부지원율 상향(5%p)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요금규정 신설

2022년 

- 지원대상 기준 정비로 지원 강화

 *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포함, 만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조손가정 양육공백 판정 등 구체적 기준 마련

 * 청소년 부모 가정 판정기준 및 요금규정 신설

- 정부지원 확대

 * 출산에 의한 돌봄공백시 서비스 이용기간 확대(총 90일 분할이용 → 총5개월 계속사용)

자료: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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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

스 등으로 구분 제공되며, 서비스 신청･이용 방

식에 따라서는 정기이용서비스와 일시연계서비

스 등이 있다9).

먼저 돌봄 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따른 유형

을 살펴보면,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

하 아동만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하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제외한 ‘시간제(종합형 포함)’,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모

두 기본적으로 ‘시간제’ 서비스 유형에 포함된

다고 볼 수 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1회 이

용시 최소 3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최소 60시간을 이용해야 하

는 기준을 두고 있다11).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가정 내 양육이 선호되

는 만 36개월 이하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질병

감염아동지원은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전염병과 

감기･눈병･구내염 등12)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기관 및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

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

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코로나

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이 불

가할 수 있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 정부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 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 기

관의 장이 신청하는 서비스로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볼 때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

9)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0) ‘가’~‘다’형에 대해 월 60시간~200시간 이내로 이용 비용을 지원함(여성가족부, 2022a: 47).

11)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2)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여성가족부, 2022a: 51).

〈표 2〉 돌봄 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따른 서비스 유형(2022년 기준)

구분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기본형 종합형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기관 이용 아동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돌봄 활동 

범위

∙ 영아 돌봄 관련 활동 

전반

∙ 대상 아동 관찰사항 

이용가정에 전달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 임시보육, 놀이활동

∙ 준비된 간식 및 식사 

챙기기(조리 미포함)

∙ 대상 아동 관찰사항 

이용가정에 전달

∙ 기본형 서비스의 

돌봄활동 

∙ 아동과 관련한 가사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 돌봄 대상 건강, 질병 

관련 특이사항을 이용

가정에 전달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

대 돌봄 보조

최소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월 최소 60시간 이상 

이용시 정부 지원)

1회 2시간 이상 1회 2시간 이상 1회 2시간 이상

정부지원 

시간
월 60~200시간10)

연 840시간

(* 중증장애 부모 자녀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960시간 적용)

-

비고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 중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주: 집필자가 여성가족부(2022a). pp. 47-55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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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아동

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때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기관에서의 아동 돌봄을 

보조하는 역할에 한정되며, 단체로 아동을 돌보

는데 있어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가능한 아동 

수를 만 0세~2세 이하는 최대 3명까지, 만 3

세~12세 이하까지는 최대 5명으로 제한하고,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 

돌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유형 

중 동일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영

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 중 하나로만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지원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다13).

한편, 서비스 신청･이용방식에 따라서는 정회

원(정기) 등급에서 이용 가능한 ‘정기이용서비

스’와 모든 등급에서 이용 가능한 ‘일시연계서

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이용서비스는 문

자 그대로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후 서비스를 특

정 요일, 시간대, 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하

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정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의 순번을 투병하게 관

리하기 위한 서비스로 ‘대기서비스’도 있다. 이

용자가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대기가점을 등

록하고 대기가점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기간에

‘정기이용 대기신청서’를 제출한다(여성가족부, 

2022a: 40).

일시연계서비스는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

회원(정기) 등급 모두 이용 가능하며,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 이외에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이

용자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일

시연계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pc,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는 아이돌

봄서비스 앱을 통해 이용자의 신청을 확인 가능

하다(여성가족부, 2022a: 42-43).

2) 비용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 발생 여부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 요금에 정부지원율을 차등하여 지

원하고 있다. 양육공백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인 가구는 ‘가형’, 120% 

이하는 ‘나형’, 150% 이하는 ‘다형’으로 분류되어 

정부지원금이 가형 > 나형 > 다형의 순으로 차

등되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거나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라형’으로 본인부담금 100%

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14).

정부지원 금액은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며, 가구의 특성(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

과 돌봄 자녀의 출생년도 등에 따라 세부적 기준

이 상이하다(표 4, 표 5참조). 정부지원 비율은 

13)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4)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표 3〉 서비스 신청･이용 방식에 따른 서비스 유형(2022년 기준)

구분 이용대상 이용 방식 비고

정기이용서비스 정회원(정기) 등급 정기적 이용
‘대기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이후부터 정기이용서비스 가능

일시연계서비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 가능한 아

이돌보미에 직접 서비스 요청

아이돌봄서비스 앱, PC를 통해 신청, 확인

주: 집필자가 여성가족부(2022a). pp. 39-43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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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부터 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질병감

염아동 정부지원율이 상향(5%p)되었다15).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2022년도 기준 

시간당 단가(10,550원)에 대해 일반가정의 정

부지원율은 가형(85%), 나형(60%), 다형(15%) 

이며, 중위소득 75%이하인 ‘가형’에 속하는 가

구에 한하여 한부모가정이나 장애부모가정, 장

애아동가정의 경우 정부지원율을 90%까지 지원

하고 있다16). 

시간제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돌

봄대상 아동의 출생년도에 따라 지원비율이 이

원화되어 있다. 

시간제서비스는 영유아와 초등 1학년까지(A형)

의 경우 지원유형별 정부지원비율이 영아종일제

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초등 2학년 이상(B형)에 

15)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6)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표 4〉 2022년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550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지원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주1)

정부지원
8,968원

(85%)

9,495원

(90%)

6,330원

(60%)

1,583원

(15%)
없음

본인부담
1,582원

(15%)

1,055원

(10%)

4,220원

(40%)

8,967원

(85%)

10,550원

(100%)

  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돌봄대상이 장애아동인 경우 적용), 청소년부모가정 대상

자료: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48.

〈표 5〉 2022년 시간제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시간제서비스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지원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주1)

아동 출생기준주2)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0,550원)

정부지원
8,968원

(85%)

7,913원

(75%)

9,495원

(90%)

8,440원

(80%)

6,330원

(60%)

2,110원

(20%)

1,583원

(15%)

1,583원

(15%)
없음 없음

본인부담
1,582원

(15%)

2,637원

(25%)

1,055원

(10%)

2,110원

(20%)

4,220원

(40%)

8,440원

(80%)

8,967원

(85%)

8,967원

(85%)

10,550원

(100%)

10,550원

(100%)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3,720원)

정부지원 8,968원 7,913원 9,495원 8,440원 6,330원 2,110원 1,583원 1,583원 없음 없음

본인부담 4,752원 5,807원 4,225원 5,280원 7,390원 11,610원 12,137원 12,137원 13,720원 13,720원

주: 1)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대상

2) A형: 2015.1.1.이후 출생(영유아~초1), B형: 2014.12.31. 이전 출생(초2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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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정부지원이 높은 편이며, 초등 2학년 이상

(B형)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형’만 정부지

원비율이 높고, ‘나형’과 ‘다형’은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다17).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중 A형(2015.1.1.이후 

출생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도 기준 

시간당 10,550원에 대해 일반가정의 정부지원

율은 가형(85%), 나형(60%), 다형(15%)이며, 한

부모가정 등의 경우 정부지원율은 가형(90%)에 

한해 일반가정보다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있다18).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은 가사가 포함된 형태로 

본인부담금이 기본형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19).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다른 유형의 서비

스에 비해 정부지원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표 6 참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를 적용받는다. 보통 본인부담금 100%로 이용

하던‘라형’가구도 이용비용의 50%를 정부가 지

원하며, ‘나형’과 ‘다형’도 자녀의 출생년도에 

따라 50~60% 정부지원을 받는다20).

3)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

믹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전염병 대응단계별로 이용절차 간소화, 이용금

액 자부담 완화 및 정부지원시간 확대 등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하여21), 코로나 팬

데믹 상황에서 증가한 돌봄공백과 가정양육 부

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으로는 어린

이집 등 휴원, 휴교, 온라인수업 전환시 기존 정부

지원시간과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22), 정부지원 대상에 ‘라’

형을 일시적으로 포함하고 각 지원유형별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의 15%~85%에서 40%~90%

17)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8)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9)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6. 18). 이정옥 장관,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현장 살핀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한다.

22) 이와 관련한 정부지원 확대 대상 시간은 오전 8시~오후 4시까지이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요건에 해당해야 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9. 4)

〈표 6〉 2022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2,660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지원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주1)

아동 출생기준주2)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10,761원

(85%)

9,495원

(75%)

11,394원

(90%)

10,128원

(80%)

7,596원

(6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본인부담
1,899원

(15%)

3,165원

(25%)

1,266원

(10%)

2,532원

(20%)

5,064원

(4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주: 1)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대상

2) A형: 2015.1.1.이후 출생(영유아~초1), B형: 2014.12.31. 이전 출생(초2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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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늘린 것이다23).

이와 더불어 2021년 3월 코로나19 대응 의

료･방역인력에 대한 한시적 특별지원 서비스도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①의료

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

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었다. 

의료인력 지원특례는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

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시간 및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24).

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5)

1) 이용가구

가) 이용 가구 추이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 여성가족부의 신

규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2009년 전국사업으로 

확대, 2010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사업 신

규 도입 등(여성가족부, 2018: 31) 서비스 유형

의 다양화와, 지원의 꾸준한 확대로 이용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표 7>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수는 2011년 39,138가구에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에 70,485가구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적인 이용 가구 수 감소가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매년 지속적인 이용 가구 수 증가 추

세를 보여 왔다. 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

스로 크게 구분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주로‘시간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

체가구중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도는 2015년으로 영아종일제 이용가

구비율이 9.2%에 해당하였으며, 이후 전체 이

용 가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가구수가 감소하고 있어 영아종일제 이용 

가구 수는 3~5% 수준 정도이다. 

이는 매년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영아의 기관 이용률은 증가하면서 보육

2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6. 18). 이정옥 장관,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현장 살핀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한다.

2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2. 23). 코로나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5) 이정원 외(2021)의 연구에서 여성부 내부 자료를 활용해 구성한 2020년도 이용 현황을 제시함.

〈표 7〉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추이(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단위: 가구, 시간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이용가구 계 39,138 51,393 57,687 63,546 64,591 70,485 59,663 71,789

 시간제 37,934 47,700 52,354 58,489 60,053 66,783 56,525 57,454

 영아종일제 1,204 3,693 5,333 5,057 4,538 3,702 3,138 2,617

기타 - - - - - - - 11,718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 - - - 86.9 88.5 85.2 93.9 96.7

  주: 1) 기타 - 일시연계, 기관연계,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

2) 시간제: 시간제 일반형,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을 포함함.

3)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합하여 구성함.

자료: 1) 이정원 외(202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방안. p.41 <표 Ⅱ-2-8>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1&L_MENU_CD=020102&MENU_ 

   SITE_ID=FRONT&SEQ=16. 2022. 7.22, 인출.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과 실태조사 추진 전략 39

료 지원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영아종일제 서

비스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나) 서비스유형･소득유형별･가구유형별 

이용가구

<표 8>에서는 2020년말 현재 이용가구의 이

용 서비스 유형과 소득유형을 기준으로 이용 가

구 현황을 제시하였다.

2020년 12월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누적 이

용가구는 59,663가구로 시간제 일반형의 이용 

비중이 88.9%로 가장 높고, 영아종일제 이용 

가구가 5.3%, 질병감염아동 서비스 3.7%, 시간

제종합형 이용가구가 2.1%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일반형서비스 이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가구는 ‘가’형, 

75~120%이하는 ‘나’형, 120~150% 이하는 ‘다’

[ 그림 1] 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추이
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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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구계 영아종일제시간제

주: <표 7>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

〈표 8〉 서비스 유형별･소득유형별 이용가구 수(2020)
단위: 가구(%)

구분 계
가형

(75% 이하)

나형

(75~120% 이하)

다형

(120~150% 이하)

라형

(150% 초과)

시간제일반형 53,046(100%) 27,036(51.0%) 11,298(21.3%) 2,564(4.8%) 12,148(22.9%)

시간제종합형 1,246(100%) 644(51.7%) 233(18.7%) 55(4.4%) 314(25.2%)

질병감염아동 2,233(100%) 970(43.3%) 469(21.0%) 162(7.3%) 632(28.3%)

영아종일제 3,138(100%) 1,843(58.7%) 812(25.9%) 67(2.1%) 416(13.3%)

합계 59,663(100.0%) 30,493(51.1%) 12,812(21.5%) 2,848(4.8%) 13,510(22.6%)

출처: 이정원 외(2021). p.  <표 Ⅳ-1-5>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를 기초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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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150% 초과는 ‘라’형으로 구분되며 가~다형

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년말 누적 기준 이용가구는 ‘가’형이 51.1%

로 반 이상을 차지하며, ‘라’형 22.6%, ‘나’형 

21.5%, ‘다’형 4.8%로 소득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 비용에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라’형이 지원을 받는 ‘나’, ‘다’형보

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한편, 각 소득유형 집단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종일제 서비스는 이용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높은 가, 나형에서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가구유형별로는 얼

마나 이용했는지 <표 9>에 제시하였다. 2020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유형은 

‘맞벌이가구’로 전체 이용가구의 51.8%에 달하

였다. 다음으로 ‘다자녀가구’ 15.4%, ‘한부모가구’ 

15.1%, ‘일반가구’ 13.0%, ‘기타양육부담가구’ 

2.9%, ‘장애부모가구’ 1.8%, ‘조손가구’ 순으로 

이용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

돌봄서비스는 현재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에 

대응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외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등에

도 양육공백을 메꾸고 양육부담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 서비스유형･아동연령별 이용 아동 수

한편, 2020년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을 가구 단위가 아닌 돌봄의 대상이었던 ‘아동 

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2020년 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돌봄 

대상이었던) 아동 수는 총 91,715명으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한 가구당 평균 1.54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서비스 이용 대상이었던 전체 아동 수를 서

비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시간제일반형 서비

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91.1%로 가구 수 

기준보다도 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26), 영아

종일제 4.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2.9%, 

시간제종합형 서비스 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연령별 분

포를 보면, 0~2세 영아의 비중이 41.4%이며, 

26) 이는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이용가정이 돌봄시간 중에 만 12세이하의 다른 자녀에 대한 시간제서비스 신청도 가능하고,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의 형제･자매를 동시에 돌보는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임(여성가족부, 2022a). 

〈표 9〉 가구유형별･서비스유형별 이용가구 수(2020)

단위: 가구(%)

구분 계 한부모 조손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일반

시간제일반형 53,046 8,332 9 970 27,027 8,140 1,530 7,038

종합형 1,246 274 0 18 603 157 39 155

질병감염아동 2,233 278 0 30 1,358 192 40 335

영아종일제 3,138 131 0 73 1,894 710 94 236

합계
59,663

(100.0%)

9,015

(15.1%)

9

(0%)

1,091

(1.8%)

30,882

(51.8%)

9,199

(15.4%)

1,703

(2.9%)

7,764

(13.0%)

출처: 이정원 외(2021). p.  〈표 Ⅱ-2-12〉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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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32.5%, 6~8세 19.8%, 9~12세 6.3%의 

이용아동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표 10 참조). 이

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주로 영아와 유아 위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

년 아동에 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용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

돌봄서비스의 주된 이용 대상은 영유아와 초등

학교 저학년까지의 아동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대상인 만 36개월 이하 

영아 중에서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아동이 

11.1%로 나타났다. 즉,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아

이돌봄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대상에 비해 이용 

대상 연령이 현저히 제한되고 있어 전체 이용아

동 중에서 그 비중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나,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대상 중에서는 10% 

이상을 차지해 영아의 가정 내 양육 지원의 일

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영아에 대한 가정 내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수

요를 반영하는 이러한 경향은 향후 영아를 대상

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현금 지

원이 증가한다면27)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측된다.

다. 아이돌보미 현황

1) 아이돌보미 수

활동돌보미28)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20년

까지의 아이돌보미 수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해마다 증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

조).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의 증가폭이 

다른 년도에 비해 높았으며, 2020년의 경우 아

이돌보미 수가 2019년에 비해 약 200명 정도 

적게 나타나 지난 6년 중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

였다. 이는 2020년 이용에서의 감소와 함께 코

로나19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아이돌보미의 경

우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정에서 수요가 줄

어들었을 수 있으며 수요 감소에 따라 활동돌보

미의 이탈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이돌보

미 역시 감염병 위험 때문에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9년 대비 2020년에 이용 가

구 수가 1만여 가구 정도로 대폭 감소했던 결과

를 고려하면 이용 가구 수의 감소 대비 아이돌

보미의 감소 폭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고 볼 수 

27) 국정과제 46번 ‘부모급여’ 도입 등

28) 활동도우미 통계 자료는 각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수치를 의미함. 해당년도 중간에 계약이 중단되어 더이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않는 인원 역시 누적되어 포함된 값임.

〈표 10〉 서비스 유형별･연령별 아동 수(2020)

단위: 명, (%)

구분 계 0~2세 3~5세 6~8세 9~12세

시간제일반형 83,575(91.1%) 32,605 28,033 17,390 5,547

시간제종합형 1,855(2.0%) 613 568 441 233

질병감염아동 2,656(2.9%) 1,164 1,166 302 24

영아종일제 3,629(4.0%) 3,629 - - -

총계 91,715(100.0%) 38,011(41.4%) 29,767(32.5%) 18,133(19.8%) 5,804(6.3%)

출처: 이정원 외(2021). p. 〈표 Ⅳ-1-6〉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를 기초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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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이용 가구 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용 

가구별 이용 시간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대

폭 증가하였던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표 7 참조).

나) 서비스유형･지역별･연령별 아이돌보미

활동돌보미를 기준으로 활동하는 서비스 유형, 

활동 지역, 연령별로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2020년 12월 누적 활동돌보미 기준으로 

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시간제(일반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2020년 12월 기준 23,690명

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영아종일제서비

스(4,603명), 질병감염아동서비스(2,391명), 기

관연계서비스(1,255명), 종합형서비스(1,241명) 

순으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림 2] 2015년-2020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단위: 명

15,000

30,000

25,000

20,0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7,553

19,377

20,878

23,675
24,677 24,469

출처: 이정원 외(2021). p. [그림 Ⅱ-2-5]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4.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 2020년 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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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20,000

15,000

5,000

10,000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질병감염 기관연계

23,690

4,603

1,241
2,391

1,255

출처: 이정원 외(2021). p. [그림Ⅱ-2-6]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8.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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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11>에 2020년 12월까지의 한

해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서비스 유형

별 실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수를 정리하

였다. 전 지역에서 시간제서비스를 지원하는 아

이돌보미 수가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나, 지역마

다 서비스별 활동 아이돌보미 수의 경향은 달리 

<표 11> 2020년 지역별,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단위: 명

지역/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질병감염 기관연계

서울 3,479 981 194 255 320

경기 4,924 776 335 567 79

부산 1,824 291 117 85 100

대구 1,077 156 8 56 47

인천 1,174 206 8 122 81

광주 929 206 78 71 51

대전 579 139 0 57 48

울산 823 102 31 69 90

세종 313 49 1 25 4

강원 1,027 266 73 220 16

충북 714 137 54 61 21

충남 1,003 197 21 153 48

전북 1,065 233 51 105 63

전남 1,047 198 22 144 13

경북 1,879 345 199 190 151

경남 1,514 258 34 152 94

제주 319 63 15 59 29

출처: 이정원 외(2021). p. <표 Ⅱ-2-14> 

자료: 여성가족부(2020b).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통계(세부자료)). 2020년 12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4] 2020년 아이돌보미 연령 분포 현황(소속돌보미 기준)
단위: 명

0 2,000 4,000 6,000 8,000

65세이상

60세이상~65세미만

55세이상~60세미만

50세이상~55세미만

45세이상~50세미만

40세이상~45세미만

40세미만 137

512

2,354

5,537

7,518

5,353

1,774

  주: 소속돌보미 수는 누적 수치가 아닌, 월별로 산출된 수치로 본 결과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함.

출처: 이정원 외(2021). p.  [그림 Ⅳ-1-4]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8.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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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67명)이

며, 서울 255명, 강원이 220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연계 아동돌보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320명)이며, 경북이 151명, 부산이 1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해보면, 서비스 유형별, 지역

별로 아이돌보미 수의 분포가 상이하여 지역 상

황과 수요에 따라 유형별 아이돌보미 양성에 차

별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0년 12월 기준 소속돌보미로 등록

되어있는 아이돌보미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55세 이상~60세 미만이 7,518명으로 가장 많

고, 만 55세 이상인 아이돌보미는 총 12,998명

으로 전체 소속도우미의 63.2%로 나타난 반면, 

40세 미만 아이돌보미는 137명으로 다른 연령

대에 비해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전반적으로 

중고령층 이상의 인력이 아이돌보미로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자격증 보유 현황

2020년에 활동한 아이돌보미 중에 보육교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의료인 자격증29) 등을 소

지한 사람은 2020년 1월에 3,247명에서 시작

하여 12월에 3,790명으로 집계되었다. 1년 동

안 월별로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지속

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2020년 12

월 기준 전체 실 활동 아이돌보미(24,469명) 중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3,790명)의 

비율은 15.49%로 나타났다.

라) 아이돌보미 교육 현황

2020년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현황을 살펴

보면, 일반 양성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총 1,726

명으로 가장 많았다(그림 5 참조). 교사 자격증

을 소지하여 양성교육을 면제받은 경우가 653

명으로 총 양성교육 대상자 중 27.04%가 이에 

해당하였다. 새일 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은 경

29)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62쪽에 따르면, 관련 자격증은 다음과 같음.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

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여성가족부, 2022a: 63)

[그림 5] 2020년 유관자격증 소지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단위: 명

3,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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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3,400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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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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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3,556

3,639
3,699 3,729

3,769 3,790

  주: 활동돌보미 수는 누적 수치임. 

출처: 이정원 외(2021). p. [그림 Ⅱ-2-8]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8.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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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총 36명으로 가장 적었다(그림 5 참조).

2020년 12월 누적 기준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현황은 [그림 6]과 같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총 이수자는 47,413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들 

중 기본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총 23,530명, 특

화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보미의 수는 24,117명

으로 나타났다.

라.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현황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책정된 여성가

족부 예산은 2,777억 72백만원이며, 이는 전년 

[그림 6] 2020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현황

단위: 명(%)

일반

1,726명
(71.47%)

자격증(면제)

653명
(27.04%)

새일센터

36명 (1.49%)

양성교육(2020년) 합계: 2,415명

출처: 이정원 외(2021). p. [그림 Ⅱ-2-10]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p.19.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7] 2020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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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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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최종 이수 기본과정 특화과정

47,413

23,530 24,117

출처: 이정원 외(2021). p. [그림 Ⅱ-2-11]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9.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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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10.4% 증액된 것이다30).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2007년 약 3,952백만원의 예산으로 도

입된 이후31)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특히 2019

년 전년 대비 107.2%로 크게 확대되었다32). 

2019년 당시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에서 150%까지 상향되고,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돌봄에 대한 정부지원율이 각 5%p씩 증가, 정

부지원시간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

대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주휴 등 법정수당이 

지급되는 등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후에도 아이돌봄지원예

산은 정부지원율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의 

수요자 지원의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3~10% 수

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세부 예산내역

에서 가장 큰 비중은 시간제 돌봄(약 1,744억원)

이며, 영아종일제 돌봄에 약 249억원,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에 약 500억원 가량이 배정되어 

있다33).

2022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

은 서울 30%, 그 외 시･도 70%로 17개 시･도의 

지방비 약 1,563억원을 포함하면 총 지원예산은 

약 4,323억원 규모이다34)

30)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31) 2007년 예산은 국비 2,600,452천원, 지방비 포함 3,952,684천원임(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77).

32) 여성가족부(2019b). 2019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

33)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34) 여성가족부(2022a).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표 1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국비) 추이(2007~202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87,899 108,377 224,592 243,993 251,493 277,772

영아종일제 돌봄 15,085 19,758 31,707 32,497 23,723 24,948

시간제 돌봄 55,703 65,714 137,426 140,845 156,435 174,479

한부모･장애아 부모 ‘가’형 - - - - - 1,542

청소년 부모 ‘가’형 - - - - - 1,062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9,373 13,719 42,555주) 51,742 52,026 50,053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7,738 9,186 12,754 18,709 18,543 19,038

광역지원센터 운영 - - - - 566 4,883

중앙지원센터 운영 - - - - - 1,267

아이돌봄 사업관리주2) - - 150 200 200 500

전년대비 증감(%) - 23.3 107.2 8.6 3.1 10.4

 주: 1) 돌보미 교육, 4대보험･퇴직적립금 등

2) 정책연구 및 관서경비

3) 자료를 기반으로 통합 구성함

자료: 여성가족부(2018a). 2018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

여성가족부(2019). 2019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

여성가족부(2020c). 2020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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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개선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 

도입

가. 정기적 실태조사에 대한 요구 증가

본고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아이돌

봄인력 양성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의 비용 보조 비율과 지원대상

을 확대하여 수요자의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

기에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

정양육지원 여건 개선을 추진하여 아이돌봄서비

스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확대가 이루어진 성과

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책 개선을 객관적 데이터로 지원하

기 위해 시범적 형태의‘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 아이

돌봄서비스 전반의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

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46번 국정과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돌봄서비

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

입’, ‘민간육아도우미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아이돌봄서비스 등 개별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35). 제안된 정책 과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실행방안 마련

을 위해서도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하겠다. 

35)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그림 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국비) 추이(2007~2022)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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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 12>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집    중    조    명

48 육아정책포럼

나.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도입과 

추진 전략

앞서 실시된 2018년도 (시범) 아이돌봄서비

스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36)에서는 이후 아이돌

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데이터를 지속적으

로 축적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법정조

사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37). 이러한 제안은 

2020년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반영되어 아

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

다38). 아이돌봄지원법 제29조의2와 아이돌봄지

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아이돌봄서비

스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3년)와 내용을 명시하

고 있다. 

2022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39)가 최초로 진행 중

이다. 2022년 제1차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근거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실태’,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실태’, 

‘서비스기관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실태’, ‘아

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수요’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수요･공급 측면의 욕구 

파악 및 운영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이러한 기본적인 실태 분석을 위한 조사 문

항은 물론,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는 아동

의 돌봄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

관한 정책 변동을 포괄하는 조사로 기획, 추진

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개별 육아서비스 혹은 육아정책에만 

초점을 둔 육아지원체계의 분절적인 분석을 넘어

통합적인 육아지원체계 구축 및 기관 또는 가정 

돌봄 등 어떤 형태라도 대리 돌봄의 수요가 있

는 육아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

효성 있는 정책데이터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는 단순

히 육아서비스 중 하나로서 개별적인‘아이돌봄

서비스’이용･공급 실태 조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층의 양육실

태 전반의 파악과 아이돌봄서비스를 대체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동의 영향까지 파악하려

는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본적인 실태와 더불어 유관한 육아지원 정책

의 변동과 연동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수

요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에 대한 

조사도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연혁에서도 파악할 수 있

듯이 최근 몇 년 간 아이돌봄서비스는 급격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으로, 2022년 제1차 아이

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 대한 기대가 높다. 새정

부 출범과 더불어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

는데 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가 공공의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를 정확

히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기반 확대

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정책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6) 이정원･권미경･이정림･이윤진･이혜민(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37)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38) 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 본조신설 2020. 5. 19]

39) 법상으로는 ‘아이돌보미 실태조사’로 명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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