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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14년 들어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큰 주제 중 하나는 과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주제는 국무조정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발족된 올해 초 이후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불안 

등이 뒤섞인 혼란스러움 속에 있다.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영유아에 

대한 돌봄과 교육, 부모에 대한 지원 등 그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를 따질 

수 없는 두 기관이므로, 사회통합 관점에서 두 영역 간 통합 논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관할 행정부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발전의 역사를 

가진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힘든 일인 것도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통합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이 

얼마만큼 다른지, 어떤 점에서 차이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분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된다. 본 연구 보고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서 육아정책연구소가 2014년 기본과제로 채택하고 1년 간 전국적

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분석하여 얻은 결과물이다. 

사실 올해 초 본 연구가 원래하고자 했던 주제는 유보통합을 위한 모형의 

개발이었으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향후 추진할 과제와의 중복성, 

내용상의 충돌 등을 우려하여 유·보 통합에 대한 제언 부분을 제외하게 되었고 

현황 실태만을 보여주는 평면적 연구로 남게 되어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수행한 유·보 실태에 대한 분석 자체만으로도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의 유·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적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

      

 2014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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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보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을  

동시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신 실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함. 

○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보육실태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는 2004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이래 10년 동안 

운영에 대한 전국 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었음. 

□ 본 연구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얼마나 비슷하며 얼마나 다른지, 각각의 

기관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며 그 중요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2. 연구내용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황 통계, 법·제도, 행·재정 관리, 선행 연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와 특징을 개관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시설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고 둘 사이의   

차이를 비교함. 

○ 시설 환경 현황, 안전 및 건강 관련 실태, 영‧유아 및 교직원 현황, 운영시간  

및 비용 등 운영 일반, 교육‧보육 과정 운영 및 가정‧지역사회 연계 등    

모든 측면에 대한 조사 및 실태 분석이 포함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유·보 기관·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요구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정책 

제안을 함.



2

3. 연구방법

□ 문헌 자료 및 인터넷 자료 수집․분석

□ 집단 심층면접 실시

○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총 9명, 교사 총 4명 전체 13명이 3차례에 걸쳐   

면접에 참석함. 

□ 자문회의 개최

○ 설문조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함. 

○ 정책 제언 및 보고서 구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7회에 걸쳐 개최함. 

□ 설문 조사 실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설문 조사를 전체 2,200명  

원장 및 교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설문조사의 내용은 설치 및 시설  

현황, 운영, 교직원 현황, 영유아 현황 등으로 구성됨. 

4. 연구의 배경

□ 본 연구에서의 ‘운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 원아 및 학급편성, 

교직원 관리, 교육·보육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행정 등 일반 관리,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7개로 구분됨. 

□ 유치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교육통계를 통해,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보육통계에 의해 아동 수, 교사 수, 시설 

수 등 그 현황 파악이 가능함. 

○ 유치원은 총 8,678개, 어린이집은 총 43,770개가 운영되고 있음.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은 4,574개(52.7%)이며, 사립유치원은 4,101개(47.3%)로 국공립의 

비율이 다소 높음. 어린이집은 전체 43,770개소 중 국공립은 5.3%(2,332개)

이고, 민간과 가정이 각각 33.7%, 53.9%로 대부분이 개인에 의해 운영됨. 

□ 유치원의 행정 전달체계는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으로 연결되고, 그에 이어진 유아교육 지원체계로서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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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이 있음. 어린이집을 둘러싼 보육의 행정 전달체계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시·도청, 시·군·구청의 가족

지원, 주민생활, 여성보육 등의 부서로 이어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상이한 법령에 의거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받음. 

5. 실태 조사 결과

가. 시설

□ 유치원 건물의 유형을 보면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53.6%로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중 3.1%는 상가건물에 위치함. 

유치원이 사용하는 건물의 층은 24.2%가 3층까지 사용하고 있고 1층만을 사용

하는 경우는 35.9%정도임. 건물 연면적 비교에서는 공립과 사립 간 차이를 

보여 사립보다 공립의 연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어린이집은 단독건물이 약 50%에 달하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아파트가 

85.3%임. 어린이집이 사용하는 건물의 층수를 보면 88.3%가 1층을 사용하

지만 2층을 사용하는 경우도 32.7%, 3층은 16.7% 정도임. 건물 소유 형태를 

조사한 결과, 자가 건물은 56.4%, 임대 형태는 20.2% 정도임. 

□ 유치원은 원장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60% 정도이고, 교무실은 76%, 행

정실 30%, 별도 유희실은 33.4%임.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비율을 보면, 86.6%가 양방향출구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13.4%는 이 

설비가 없음. 

□ 어린이집의 실 구성을 살펴보면, 약 56%의 어린이집이 원장실을 갖추고 있고 

교사실이나 교무실은 40% 정도임. 직원용 화장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곳은 

58.2%임. 도서실이나 직원화장실, 세탁실 등 다양한 실을 구비하고 있는   

비율로는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높음. 

□ 유치원이 이용하는 놀이터의 종류를 보면, 약 90%의 유치원이 실외놀이터를 

갖추고 있음.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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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93.2%임. 독립적인 실외 놀이터를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52.6%임. 이들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은 비율은 82.2%임. 

나. 안전 및 건강

□ 유치원의 안전점검 내용을 보면, 99%가 넘는 모든 유치원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91%정도임. 안전 점검의 담당자는 대부분 교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실내공기질이나 가스 잠금, 전선 및 화기 점검은 

교사외 직원 전담 비율이 높음. 

□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측정이 6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전체의 

40%정도가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 교사가 

받고 있는 안전교육으로는 성폭력예방교육이 96.7%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학대예방교육 96.2%, 실종 및 유괴 예방 교육 83.5%의 순임. 

□ 유치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비율은 72.3%로 사립유치원은 98.1%임. 차량의 

소유 유형을 보면 직접 소유차량이 42.5%임. 차량 운전 담당자는 전문 운전

기사가 94.7%로 대부분임. 99.3%가 등원시 동승자가 있었음. 

□ 어린이집에서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비율은 약 60%정도이며, 

가정어린이집 39.3%임. 전체 중 어린이집 직접 소유 차량 비율은 83.2%임. 

어린이집의 등하원 차량을 운전하는 담당자를 살펴보면, 원장이 26.5%, 

교사가 1.4%, 그리고 전문 운전기사가 68.5%임. 

□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96.3%는 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7%는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77.7%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급식을 제공하는 비율에서 어린이집은 점심, 오전, 오후 간식 모두를 거의 

100% 제공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오전 간식 제공 비율이 74% 정도임. 

조리 담당자를 보면,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조리사 자격소지자가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고,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이 50%가 넘어 원장의 다양한 역할과 과업무부담, 

보육의 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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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유아 및 교사 현황

□ 유치원 연령별 학급 운영비율을 보면, 5세반이 76.1%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4세반, 3세반 순임. 복식학급은 34.1% 정도임. 전체 유치원의 평균 정원은 

119.3명, 현원은 100.2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4.0%임. 방과후 과정의 운영  

비율은 96.9%임. 

□ 어린이집 연령별 반 운영비율을 보면, 2세반이 85.4%로 가장 많고 1세반,   

3세반, 0세반, 혼합연령반, 4세반, 5세반 순임. 

□ 유치원 교사의 구성을 보면, 담임교사가 전체의 59.3%로 가장 높았고, 방과

후 교사 19.4%, 비담임 정규직 11.5%, 보조교사 8.7%, 특수교육교사 1.1%이

고 교사의 경력은 10년 이상이 25.2%로 가장 높았음. 

□ 어린이집 교사는 담임교사가 전체의 90.0%임. 근무시간은 담임인 경우 9시간 

34분 정도였음. 교사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26.1%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1.6%로 그 뒤를 이었음. 교사의 경력은 5-10년이 27.5%로 가장 높았음. 

라. 그 외 운영 관련 실태

□ 유치원을 운영하는 요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80.4%이고 운영시간을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 평균 시작시각은 오전 8시 45분임. 교육과정을 종료 

하는 시간은 평균 오후 2시 15분임. 연간 방학일 수는 평균 50일 정도임. 

□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주간 일수를 보면, 전체의 42% 정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6.4%가 토요일에도 운영함.  

어린이집에서 평균적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시각은 오전 7시 42분이며 일과 

종료 시각은 오후 7시 29분임. 

□ 시간을 연장하여 맞벌이 가정 등 수요가 있는 가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

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유치원은 20%가 아침 돌봄을 제공하고 있고, 연장   

보육의 경우 어린이집은 평균 오후 9시 30분에 종료하며 전체의 5%가 운영함. 

□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월 22만원(공립은 6만원)을 제외하고 부모가 1개월분으로 

납부하는 총 학비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1만 1천원을 



6

부모가 부담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17만 9천원을 부담함. 

□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거의 모든 기관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연간 개최   

횟수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유치원이 4.1회로 어린이집 2.6회보다 더 많음. 

□ 교사 채용에 대해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66.1%, 60.2%의 비율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함. 교사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의 경우, 유치원은 

66.1%, 어린이집은 49.9%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지역사회 연계 분야에서, 견학 및 현장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내 기관

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사한 패턴을 보임.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박물관, 공연장, 극장,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을 각각 88.7%, 85.4%로 

가장 많이 이용함.

6. 원장과 교사의 요구 분석

□ 시설·설비 개선이 27.1%로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뽑혔으며, 20.8%로 행정인력 

채용이 그 뒤를 이음. 

□ 유치원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환경개선비와 교사인건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치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행정 간소화와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음.

□ 연령별 학급 규모의 적정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교사가 환경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바깥놀이시설, 교사실, 

화장실 순으로 나타남.

□ 학급당 정원,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의 교사 근무환경과 급여, 근무시간과 같은 

교사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유아학비, 공문처리 등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가 과다하므로, 이를 지원할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함.



요약  7

□ 방과후과정 지원의 불합리성 해결을 절실히 요구함.

□ 누리과정 5시간 운영이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인식이 높음.

□ 관련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함.

□ 보육포털과 정보공시사이트의 통합을 요구함.

□ 안전교육과 소방대피훈련설비의 현실화를 원함.

7. 유아교육과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제언

가. 유치원

□ 가격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의 사립학비에 대한 

적극적 규제가 필요함.

□ 현실적인 방과후 비용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방과후과정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함.

□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이 도입되어야 함. 

□ 유치원 교사가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근로복지공단의 육아휴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립유치원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사립유치원이 대체교사 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활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

□ 현행 누리과정 지원금 후불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누리과정 

지원금 지불 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나.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부족으로 나타난 만큼 어린이집 인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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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인 다역을 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을 고려해 볼 때, 가정어린이집 

차량 운행의 점진적 감소를 유도해야 함.

□ 모든 어린이집이 12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보육의 질 제고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함.

□ 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영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유아기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체육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유아교육·보육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 성취를 목표로 유아교육과 보육(이하 유·보)의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국무조정실은 2013년 12월 3일자 보도 자료 

에서 유·보 통합은 ‘학부모 요구 충족’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유치원-어린이집 

형태의 다양성은 유지하면서 품질개선을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4년 2월에는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발족하여 

실무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유보 통합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 

지만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가 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곧이어 통합의 

실제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을 기대하게 한다. 

현재 진행되는 유·보 통합 추진 계획에서는 시설의 다양성을 유지한 통합,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이원화된 외현 구조는 유지하고 내용면에서 교육·보

육과정, 교사 자격 및 처우, 비용 지원, 시설 평가 등 질적 수준의 균등함을 유지

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즉,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기관의 형태는 다양하게 두면서 학부모가 이용과정에서 

양 기관의 차이로 겪게 되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

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4. 2. 14). 이와 더불어 영유아 자녀를 어느 기관에 

보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의 질 개선 또한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통합추진 정책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처한 현실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이다. 두 기관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청사진을 세밀하게 마련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사업 진행 과정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 시점에서의 실태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기관임에도 설립 목적의 차이와 

상이한 법적 근거 및 행정체제로 제도와 행정상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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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위해 두 부문 간 정책 조정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으며,   

유·보 통합 추진단을 필두로 한 정부의 노력은 향후 이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동일한 행정 부처 소관으로 통합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상호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커질 것이므로 

두 기관의 발전적 변화는 당연히 점쳐질 수 있는 미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를 법·제도, 기관 운영, 교육·보육 실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보육실태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어린이집과   

보육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유치

원의 경우는 2004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이래 10년 동안 운영에 대한 전국 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유․보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치원 운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신 실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육실태조사가 진행된 지 2년이 지났고 유치원 실태   

조사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동시(同時)를 기준으로 두 기관의 

운영 현실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시도는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치

원과 어린이집이 얼마나 비슷하며 얼마나 다른지, 각각의 기관이 여전히 유지 

하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며 그 중요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내용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황 통계, 선행 연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와 특징을 개관하고자 한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며, 여기에는 유치원·어린이집과 

관련한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행·재정 관리 및 지원, 전달체계 등의   

비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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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시설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고 둘 사이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시설 환경 현황, 안전 및 건강 관련 실태, 

영‧유아 및 교직원 현황, 운영시간 및 비용 등 운영 일반, 교육‧보육 과정 운영 

및 가정‧지역사회 연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 대한 

조사 및 실태 분석이 포함된다.

셋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유·보 기관·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요구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자료 및 인터넷 자료 수집 ․ 분석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규정, 지침 등을 정리하고 이를 

비교하여 두 기관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두 기관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나. 집단 심층면접 실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원장 및 교사의 요구를 현장의 목소리로 

듣기 위해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총 9명, 교사 

총 4명 전체 13명이 면접에 참석하였으며 이는 각 기관의 설립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참석자는 다음의 <표 Ⅰ-3-1>과 같다. 

〈표 Ⅰ-3-1〉집단 심층면접 차수별 참석 인원

제1차 제2차 제3차 

일시 2014. 5. 2014. 5. 2014. 5

대상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원감 유치원․보육 교사

참석자

국공립 T어린이집  초등병설 J유치원 초등병설 S유치원 

법인 B어린이집 사립개인 G유치원 사립 B유치원

민간 R어린이집 사립법인 K유치원 국공립 P어린이집

직장 D어린이집 사립개인 H유치원 민간 C어린이집

가정 M어린이집

계 5명 4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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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일시 참석자 회의 목적

제1차 2014. 5.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15명 설문지 검토 워크숍

제2차 2014. 5.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9명 설문지 검토

제3차 2014. 5.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4명 설문지 검토

제4차 2014. 6. 관련분야 교수 2명, 공무원 1명 보고서 방향 및 구성 자문

제5차 2014.10. 유치원 원장 5명 정책적 제언 자문

제6차 2014.10 어린이집 원장 10명 정책적 제언 자문

제7차 2014.10 관련분야 교수 2명, 공무원 2명 보고서 내용 및 제언 자문

제8차 2014.11 유치원 원장 7명, 어린이집 원장 12명 보고서 내용 및 제언 자문

어린이집은 5개 설립유형별로 1명씩 총 5명의 원장과, 유치원은 공립/사립 

각각 2명씩 4명의 원장을 섭외하였다. 교사는 유치원 공립과 사립, 어린이집 국

공립과 민간 등 각 유형별로 참석하였다. 이들 참석자 모두는 서울 또는 경기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집단 심층면접은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등 동

일한 성격을 띤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되었으며, 면접 대상은 관련 단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아이폴서포터즈)의 추천, 분야 전문

가의 추천 등을 통해 임의 선정하였다. 면접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질문 문항은 

다음의 <표 Ⅰ-3-2>와 같다.

〈표 Ⅰ-3-2〉집단 심층면접 질문 내용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유․보 교사

질문 내용

- 관리 감독 실태

- 정보공시

- 재정투명성을 위한 노력

- 급·간식, 안전지도

- 교사 채용 및 관리 

- 특별활동, 방과후과정 특성화

- 기타 개선 필요 사항 등

- 학급별 교사 배치 실태, 교사 대 

아동 비율

- 누리과정, 보육과정 운영

- 일과 지도의 어려운 점

- 교육·보육 질 제고를 위한 제안

- 근무환경과 복지의 개선 요구

다. 자문회의 개최

본 연구에서 개최한 자문회의는 두 가지의 성격을 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는 실시할 설문조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한 설문지 검토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여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원장, 교사가 

〈표 Ⅰ-3-3〉자문회의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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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총계
유형 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계

원장
1)

200 200 400 100 100 50 200 200 50 700 1,100

교사 200 200 400 100 100 50 200 200 50 700 1,100

계 400 400 800 200 200 100 400 400 100 1,400 2,200

참여하였다. 둘째는 정책 제언 및 보고서 구성에 대한 전문적 자문 회의로,   

육아정책연구소 내외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자문회의 개최 실적은 <표

Ⅰ-3-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라. 설문 조사 실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이며 각 기관 설립유형의 수에 비례

하여 다음 <표Ⅰ-3-4>와 같이 표집 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비례표집은 아니며, 

설치 비중에 따라 표집 수를 달리하여 비례표집과 임의할당표집을 결합하여 사

용하였다. 즉, 설치된 기관수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은 

동수인 200개원씩을 각각 표집 하여 거의 비례표집이 이루어졌으나,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가장 설치 비율이 낮은(1.4%) 직장과 법인‧단체(2.0%) 유형은 각각 

50개소씩, 다음으로 비율이 높고 의미적 비중이 큰 국공립(설치비율 5.3%)과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집(설치비율 3.3%)은 각각 100개소씩, 그리고 가장 큰 비율을 

보이는 민간어린이집(36.7%)과 가정어린이집(54.0%)은 각각 200개소씩 표집 하여 

비례표집과 임의표집을 혼합하였다. 다시 말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직장어린이집 등은 상대적으로 비례표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그 모수가 너무 많아 비례에 맞추어 표본 수를 

고려한다면 어린이집 표본의 90%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문제적 결과가 발생하므

로 가장 많은 표본 수이지만 정확한 비례는 아닌 방식으로 임의표집 하여 보완

하였다. 이러한 표본 수의 확정에는 본 연구 조사의 기간과 비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한편 설치 비율이 매우 미미한 부모협동어린이

집(0.3%)는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표 Ⅰ-3-4〉설문조사 표집 계획

단위: 명

주: 1)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장인 원장 대신 응답한 원감, 교사 수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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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총계
유형 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계

원장
1) 263 261 524 108 89 53 159 150 72 631 1,155

교사 373 348 721 151 141 77 253 260 89 971 1,692

계 636 609 1,245 259 230 130 415 410 161 1,602 2,847

그러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설문지 완성의 어려움때문에 표집된 대상이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표집하고 다시 참여를 요청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참여자 수가 계획된 표집과 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유치원의 경우는 계획된 

표본 수를 초과하여 조사가 달성되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설유형에 따라서 

참여 거절율이 높아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목표 표본 수 달성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장의 경우는 목표치 대비 90%를 조사하였으나 교사는 

거부하였다가 재 참여한 경우가 많아 목표치를 초과하였다. 조사는 2014년   

7월～8월 동안 온라인, 이메일, 조사원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Ⅰ-3-5〉설문조사 실제 참여자 수

단위: 명

주: 1)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장인 원장 대신 응답한 원감, 교사 수를 포함함.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의 〈표 Ⅰ-3-6〉과 〈표 Ⅰ-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 설치 및 시설 현황, 운영, 교직원 현황, 영유아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별도의 설문지를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두 설문

지는 기관의 차이에 의해 문항에서 일부 차이를 두고 있다. 원장(초등병설유치원

에서는 주로 원감 또는 주임 교사)이 응답하는 설문지는 기관의 전체적인 환경

이나 운영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사용 설문지는 교실 또는 보육

실 내 교육․보육과정에 따른 교육․보육 활동 실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

다. 설문지는 주로 2012년 실시된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서문희 외, 2012)와 

전국보육실태조사-시설조사(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양미선

‧손창균‧김경미, 2012), 그리고 2004년에 실시한 전국유치원실태조사(나정·류숙희·

고미경·성화영·양옥승·장영희·김희진, 2004)를 참고로 하여 초안을 완성하고, 한국

아동패널연구(도남희‧김은설‧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 2012),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연구(김은설‧유해미‧엄지원, 2012) 등 다양한 선행연구의 조사지

를 참고로 연구진이 제작하였다. 개발된 설문지에 대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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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역 세부 조사 내용

 기관 일반현황  - 지역, 설립유형, 설립연도, 특수서비스 해당여부

 기관 설치 
 - 건물형태, 층수, 소유형태, 면적, 비상재해시설, 놀이터 

유형 및 관리

 기관 운영  

 - 운영 요일 및 시간, 방학운영, 월평균 학비(기관이용료), 
보조금 내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험가입 관련, 
안전점검 관련, 안전교육 횟수 및 형태, 차량운행 관련, 
영유아 및 직원 건강검진 관련, 급간식 제공 및 관리,   
위생관리, 실내공기 질 관리 등

 영유아 현황 
 - 영유아 일반현황, 원아모집 관련, 입소대기 관련, 야간 

돌봄(시간연장반) 운영 관련

 특별활동 운영
 - 운영시간, 종류, 운영방법, 누리과정과의 연계 정도, 특별

활동 미참여 영유아 관리, 개선사항

 교직원 실태 및 요구

 - 교사별 업무형태, 근무형태, 연령, 학력, 경력, 호봉, 평균
월급여, 평균근무시간

 - 채용절차, 채용 시 어려움, 시간 외 수당지급 관련, 퇴직
급여제도 운영 관련, 퇴직교직원 현황 등

 부모참여, 지역사회 
 연계 및 개선 요구

 - 부모교육, 부모참여, 부모상담 실시횟수, 지역사회내 기관 
방문 횟수, 운영 시 개선 요구사항 등

 응답자 인적사항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육경력  

주요 영역 세부 조사 내용

 기관 일반현황  - 지역, 설립유형, 설립연도, 특수서비스 해당여부

 프로그램 운영 

 - 담당반, 활동유형별 운영시간, 대소집단활동 횟수, 자유선택
활동별 실행 비중, 현장학습 계획, 교재교구 비치 및 활용도 
관련, 교사의 자기평가, 교재교구 제작 및 지원 관련, 주간/
일일계획안 작성 관련 등

 교사 복지  - 일과별 활동시간, 직업만족도 등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의견  - 학급별 적정정원, 교육환경 관련 개선점 등 

 응답자 인적사항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육경력, 월소득

현장의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내용 검토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표 Ⅰ-3-6〉설문조사 내용: 원장용

〈표 Ⅰ-3-7〉설문조사 내용: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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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주는 실태 조사

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다르

다는 점으로, 어린이집은 0-5세 전체를 보육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3-5세만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은 유아, 어린이집은 영유아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두 기관의 비교라는 점에 

관심을 두고 가능하면 동일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기관용(원장

용)은 시설 특정 사항들은 제외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대부분 동일한 문항

으로 구성하였지만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는 유아반 교사만을 주 조사대상으로 

함으로써 유치원 교사와 응답의 수준을 맞추고자 하였다. 다만 유아반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2세반 교사가 응답해도 되도록 하였으므로 어린이집 영아 보육

과정의 운영 등 교사 응답부분에서의 실태는 뚜렷하게 담아내지 못하였다. 즉, 

운영 실태 비교의 대부분 항목을 차지하는 원장용 질문에서는 어린이집 영‧  

유아 보육을 모두 다룸으로써 누락된 부분이 없으나 다만, 교사 응답의 경우는 

교육‧보육 활동에서 유아를 중심으로 응답되었다는 한계를 지녔다고 보겠다.  

한편 유아반이 없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세반 교사가 응답하도록 유도하

였고 2세반 교사조차 여의치 않을 때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은 조사에서 제외시

켰다. 

또 한 가지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본 조사가 기관/시설 운영에  

대한 연구자 시각의 관찰이나 환경 검토가 아니라 원장이나 교사의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응답자, 특히 원장은 자신의 운영 실태에 대해 조금 

미화하여 응답했을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5. 선행연구 검토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범주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운영은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여러 장(phases)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원장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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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영역

강문희·윤애희·

이경희·정정옥

(2008)

원아

종사자 

교육활동과 보육활동 운영

시설·설비 

교재·교구 

재정

사무

부모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교류

황윤세·임미혜·

이혜원(2011)

영유아교육 및 보육과정

시설·설비 

교재·교구 

원아 및 학급

인적 관리

건강·영양·안전

재정

사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평가

〈표 Ⅰ-5-1〉문헌에 제시된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영역

에서 운영은 기관의 재정, 직원이나 원아, 시설 등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실 또는 보육실에서 영유아를 교육․보육

하는 모든 활동과 환경구성 즉, 교육․보육 과정에 대한 운영으로 먼저 다가온다. 

또 지자체나 정부의 시각에서는 기관에 대한 평가, 관리․감독 및 지원이 유치

원․어린이집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원장이나 교사, 정부 세 가지 관점 모두를 운영으로 포함해서 이해할 수도 있

다. 그러므로 ‘운영’의 범위와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가 연구의 내용이 결정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할 때 지자

체나 교육청 등 거시적인 시각보다는 원장과 교사의 입장에서 기관 내부의   

여러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기대된다. 이는 기존의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운영에 대한 범위 설정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영자와 신동주(2013)는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영역으로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위원회 등 행

정적 측면, 교직원 및 원아 관리, 건강 및 안전, 재정관리, 학부모 등을 들었고, 

황윤세·임미혜·이혜원(2011)은 물리적 환경, 교육과정, 원아모집과 학급관리, 건

강·영양·안전 관리, 교직원, 재정, 가정 및 지역사회 협력, 평가를 주요 영역으로 

꼽고 있다. 강문희·윤애희·이경희·정정옥(2008)은 설립, 원아모집과 학급편성,  

시설·설비, 교재·교구, 건강·영양·안전, 인사, 재정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이와 비슷하게 김혜경(2013)은 설립, 직원 채용과 관리, 환경구성, 원아모집, 재

정,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평가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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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영역

김혜정(2013)

프로그램 서비스

행정 

교직원 인사 

영유아 관리

건강관리

재정 

평가 기록

부모 

대외 정책

이영자·신동주

(2013)

프로그램 서비스

행정적 측면

교직원 

원아 

건강 및 안전

재정

문서

학부모

공보 활동

(표 Ⅰ-5-1 계속)

대부분 유사하면서도 강조점에 따라 조금씩 용어와 범주 구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기존 문헌의 제안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두 기관 간 

비교를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본 연구

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영역을 시설 환경, 영·유아 및 교직원 관리, 

교육·보육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행정 등 일반 관리, 부모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 6개로 구분하였다. 재정이나 교사 자격 등의 측면은 보다 심층

적으로 다룬 타 연구들이 이미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 연구는 간단한 

수준으로 살펴보는 것만을 포함하고자 하며, 누리과정의 운영실태, 유‧보 통합 

관련 의견조사 등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조사에서 제외되었다(양미선·이규림·

윤지연, 2014; 이윤진·이규림·조아라, 2014).

나. 주제별 선행연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차이를 살펴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논의의 주제

별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및 이용 시간, 누리과정의 

운영, 특성화 또는 특별 활동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1)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일수와 시간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영유아가 두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영유아의 발달적 상황 등 개인적인 특성과 

부모의 요구에 따라 다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들을 반영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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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실(2013)의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치원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7.2시간, 어린이집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7.4시간으로 나와 있다. 

장명림(2013)은 유보통합 관련하여 기본 운영시간과 운영 일수를 3-5세의   

경우는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5시간 기본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 

편성으로 제안하였고, 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종일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10-12시간을 서비스를 제공하나 종일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영아들의 경우는 일

시보육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윤희숙과 김인경(2013)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영아의 어린이집 취원율이 어머니의 취업률보다 높게 나타

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영아반의 경우는 장명림(2013)의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 또한 박은혜‧박신영‧최혜윤(2013)은 특정한 돌봄 서비스 요청에 따른 시간

연장제와 심야 보육, 24시간 보육의 형태를 제외하고 또한 보다 면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유치원의 정보공시제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방과후과정과 엄마품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어린

이집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이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일상적 하루 운영과 이용시간이 비슷할 수는 있으나 어린이

집의 시간연장제 보육과 같은 특수보육 서비스 운영을 고려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에서 누리과정 적용을 3-5시간을 권장하고 있

으며, 김영옥 등(2013)은 누리과정 3시간과 실외놀이 및 점심시간 1시간을 추가

하여 5시간의 기본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지침서에서 제시한 1일 3-5

시간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권미경 외, 2013; 김은설·유해미·

엄지원, 2012; 김은영·권미경·조혜주, 2012; 손수연·이기숙, 2013).

누리과정 하루 운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례를 보면, 김은영 등(2012)은 유

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일계획을 기준으로 교사 직무를 분석하면서 누리과정이 

연령과 상관없이 최소 5시간 이상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권미경 등

(2013)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은 일일 누리과정 운영 시간이 평균 5시간 운영한다는 

반응이 연령에 상관없이 50%이상을 상회하고, 평균 운영시간은 4.7시간으로 나타

났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하루 운영 시간의 평균은 4.2시간이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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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운영한다는 비율이 전체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유치원에 비해   

운영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 하루일과 중   

누리과정 편성 및 운영은 조사대상의 약 56.6%가 오전부터 오후 2-3시까지, 

19.8%는 오전시간에 집중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욱과 박진이(2013)는 설립유형별 어린이집의 하루 프로그램 및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조사하였는데 국공립은 하루 12.04시간 중 누리과정 5.23시간이   

평균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의 경우는 하루 11.28시간 중 4.71 

시간이 평균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혜 등(2013)은 

기본교육과정 시간을 보면 9시부터 시작하여 방과후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로 

전제하여 국공립유치원 96.7%와 사립유치원 94.7%가 누리과정 운영 3-5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5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유치원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이 약 32%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

과정 일일 운영 시수와 현황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누리과정은 3-5시간 운영을 제안하고 있으며, 자유선택활동시간과 바깥 실외

놀이 활동 시간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누리과정 도입이후 

만5세 활동유형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대소집단활동 구성  

비율에서 유치원이 소집단활동이 어린이집에 비해서 약 2%정도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집단활동이나 개별 활동은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약 

1-2%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두 기관 간의 집단유형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김은설 외, 2012).

자유선택활동을 30-60분을 운영한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율이 각각 43.7%

와 35.3%로 가장 많았으며, 바깥실외놀이 역시 30-60분을 운영한다는 비율이  

두 기관 모두 50%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2). 3-5세 누리 

과정이 도입된 이후에 실시된 조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활동형태별 구성 

비율을 평균적으로 보면, 유치원에서는 대집단활동이 가장 높고, 소집단활동,  

개별활동 순이며, 어린이집은 대집단활동, 개별활동, 소집단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3)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어린이집 시간연장제 운영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은 기본과정이 종료된 시점부터 야간엄마품 돌봄이 시작

되기 전까지 이루어진다(박은혜 외, 2013). 방과후과정은 유치원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희망 유아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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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과 이용률은 2003년 방과후과정 이용률을 조사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최은영·김정숙·송신영, 2013). 최은영 

등(2013)에서 제시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과정 관련 현황을 분석한 자

료에 따르면 국립유치원과 공립단설 유치원은 100%, 공립병설 유치원은 98.6%가 

방과후과정, 사립유치원은 97.3%가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한 학급 혹은 

두 학급의 공립유치원의 경우 재원 유아들의 돌봄을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율은 연도별 추이에 따르면 2006년에 비해 2012년에 

약 20%이상 증가하였고, 이용률 역시 2006년의 25.4%에 비하면 약 37%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시간은 각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종료

시간이 다르게 운영되는데, 대도시 보다는 읍면단위에서 방과후과정 종료시간이 

빠른 편이고,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에서 오후 6시 이후까지 운영되는 비율이 

높다(김은영 외, 2013).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학부모의 시간연장 운영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돌봄의 기능과 함께 교육활동을 겸하고 있다. 지역별‧

기관별 규모와 특성에 따라 방과후과정 운영방법, 일수, 시간 등이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 등에서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은 12시간 보육을 기본으로 운영되어 19:30분 이후부터는 학

부모와 아동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 기준 시간 외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연장형 보육이 운영된다. 시간연장형 보육에는 귀가 시간이 시간연장, 야간보육,  

휴일보육형, 24시간보육이 있다(서문희·이혜민, 2013).

2012 보육실태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2).  2013년의 경우는 약 40%이상의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제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13). 또한 시간연장 보육 유형 중에서는 휴일이나 24시간 보육에 비해   

야간 시간연장제 등록 아동수와 보육제공 어린이집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문희 외, 2013).



22

4) 특성화프로그램 또는 특별활동

방과후과정의 특성화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시간에 정규유치원 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구별하여 운영한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은 방과후과정 시간에 1일 1회 운영을 권고하고 있으

며, 교육부 혹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김은영 외, 2013). 각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의 종류와 횟수는  

학부모와 유아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유치원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 현황을 분석한 김은영 등(2013)에   

따르면,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영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방과후과정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전체 46.3%, 추천된 방과후과정 특

성화 프로그램은 31.5%, 비추천프로그램은 50.9%, 유치원 자체개발프로그램은 

27.6% 비율로 나타나서 2011년과 비교해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개발프로그램, 

추천된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유치원자체개발 프로그램의 비율은 낮아진 반면 

비추천된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의 비율이 약 10%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을 보면, 1회 당 운영시간은 30-50분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7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프로그램 담당자 유형에서는 

2011년에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외부 강사의 비율보다는 종일제 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2012년에 문화예술,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서는 외부강사의 비율이 80%를 상회하였으며 언어와 과학창의 프로그램은 종일제 

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각 43.5와 54.5%로 나타났다(김은영 외, 2013). 이러한 

특성화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진의 전공을 보면, 2011년에는 보든 분야에서 

유아교육전공자의 비율이 해당 분야 전공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던 것에 비하면 

2012년에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은 전공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에 

언어와 과학창의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아교육전공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김은영 외, 2013).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관리 방안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용어로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어린이집 정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재교구구입 및 활동 등은 제외된다(송강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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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장은 매년 초에 특별활동 운

영에 관한 계획 및 내용을 수립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학부모의 

협의에 따라 운영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시행령. 2011).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

칙 제30조에 의거하여 부모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

유아를 위한 대체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서문희 외, 2013; 송강숙, 2012; 이

미화 외 2012).

2012년 보육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실시 비율이 

약 79.8%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수는 3-5개를 운영하는 비율이 

약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2).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종류는 

영어를 가장 많이 실시하였고, 체육, 음악 순으로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2). 

2013년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한 서문희 외(2013)에 의하면,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 3개 이상을 운영하는 비율이 공공형어린이집 43.3%, 국공립

어린이집 약 34.6%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약 10%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공

공형 어린이집 중에서도 민간 어린이집이 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3개 이상 추가 

비용지불 특별활동 비율이 2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대상보다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별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서문희 외, 2013). 부모에게 

특별 활동선택권의 보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은 54.7%, 공공형어린이집은 47.1%였

고, 민간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모두 선택가능하다는 비율이 약 7%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33%, 공공형어린이집은 약 

40.4%가 의무 수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어린이

집의 의무수강비율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약 8%정도 높았다.



구분 전체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법인 개인 군부대 종교단체 기타

유치원
8,678

(100.0)
3

(0.03)
184
(2.1)

4,390
(50.6)

470
(5.4)

3,325
(38.3)

17
(0.2)

233
(2.7)

56
(0.6)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43,770
(100.0) 

2,332
(5.3)

1,439
(3.3)

868
(2.0)

14,751
(33.7)

23,632
(54.0)

619
(1.4)

129
(0.3)

Ⅱ.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운영’의 범주를 정리

하고, 두 기관이 가진 기본적 성격의 이해를 위해 사회․제도 속에 내재된 차이를 

기존 통계, 선행연구, 문헌 자료 등의 결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법‧

제도적 차이, 전달체계 등의 차이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1. 유치원‧어린이집 현황

유치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교육통계를 통해,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보육통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가. 시설 수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총 

8,678개, 어린이집은 총 43,770개가 운영되고 있다(<표 Ⅱ-1-1> 참조). 유치원은 

그 중 국립이 3개, 단설과 병설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은 4,574개(52.7%)이며, 

사립유치원은 4,101개(47.3%)로 국공립의 비율이 다소 높다.

〈표 Ⅱ-1-1〉설립유형별 유치원와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3). 2013 교육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반면, 어린이집은 전체 43,770개소 중 국공립은 5.3%(2,332개)에 불과하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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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A)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소계(B)
비율

(B/A) 국립 단설 병설 수(C)
비율

(C/A)

전체 8,678(100.0) 4,577 52.7 3 184 4,390 4,101 47.3 

서울  869( 10.0)  169 19.4 -  13  156  700 80.6 

부산  383(  4.4)   70 18.3 -  8   62  313 81.7 

대구  361(  4.2)  128 35.5 -  2  126  233 64.5 

인천  411(  4.7)  152 37.0 -  7  145  259 63.0 

광주  295(  3.4)  120 40.7 -  6  114  175 59.3 

대전  260(  3.0)   90 34.6 -  5   85  170 65.4 

울산  193(  2.2)   77 39.9 -  5   72  116 60.1 

세종   25(  0.3)   22 88.0 -  3   19    3 12.0 

경기 2,087( 24.0) 1,073 51.4 - 32 1,041 1,014 48.6 

강원  379(  4.4)  277 73.1 1 14  262   102 26.9 

충북  341(  3.9)  254 74.5 1 15  238   87 25.5 

충남  507(  5.8)  369 72.8 1 16  352  138 27.2 

전북  523(  6.0)  361 69.0 - 14  347  162 31.0 

전남  546(  6.3)  435 79.7 - 15  420  111 20.3 

경북  703(  8.1)  467 66.4 - 10  457  236 33.6 

경남  683(  7.9)  423 61.9 - 19  404  260 38.1 

제주  112(  1.3)   90 80.4 - -   90   22 19.6 

과 가정이 각각 33.7%, 53.9%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3.3%, 법인·단체는 2.0%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전체 유치원의 

24%인 2,087개가 경기도에 있다. 그 다음으로 서울에 869개(10.0%)가 있으며,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유치원이 적은 곳은 

세종시과 제주도로 전국 대비 각 0.3%, 1.3%에 불과하다.

유치원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세종시, 제주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은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높고,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에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2〉설립유형별 시도별 유치원 수

단위: 개소,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3). 2013 교육통계연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43,770개의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로 전체 어린이집의 

30.5%인 13,36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어 서울시, 경상남도 순으로 많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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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A)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수(B) 비율

(B/A)

전체 43,770(100.0) 2,332 ( 5.3) 1,439 868 14,751 23,632 619 129 

서울  6,742( 15.4)  750 (11.1)   39 167  2,337  3,258 165  26 

부산  1,897(  4.3)  152 ( 8.0)   84  38   814   776  28   5 

대구  1,590(  3.6)   39 ( 2.5)  123  34   726   646  17   5 

인천  2,263(  5.2)  125 ( 5.5)   10  22    799 1,255  44   8 

광주  1,251(  2.9)   31 ( 2.5)  108  24   401  658  20   9 

대전  1,680(  3.8)   28 ( 1.7)   42  17   437 1,121  31   4 

울산   933(  2.1)   32 ( 3.4)   13   5   459  402  20   2 

세종   118(  0.3)    5 ( 4.2)    8   4    36   61   4   0 

경기 13,364( 30.5)  546 ( 4.1)   72 134  4,035 8,387 136  54 

강원  1,265(  2.9)   83 ( 6.6)  115  46   412  585  20   4 

충북  1,212(  2.8)   56 ( 4.6)  109  35   434  552  21   5 

충남  2,083(  4.8)   65 ( 3.1)  126  61  660 1,139  28   4 

전북  1,647(  3.8)   54 ( 3.3)  147  97  497  841  11   0 

전남  1,222(  2.8)   80 ( 6.5)  178  54  389  506  14   1 

경북  2,273(  5.2)  132 ( 5.8)   85  39  924 1,067  26   0 

경남  3,626(  8.3)  133 ( 3.7)  102  51 1,115 2,197  26   2 

제주   604(  1.4)   21 ( 3.5)   78  40  276  181   8   0 

반해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가장 적은 시도는 세종시, 제주도, 울산시로 각 0.3%, 

1.4%, 2.1%의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인구수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설립유형별, 전체 영유아 수 비율 대비 이용아 수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운영 현황을 국공립 설치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 11.1%, 부산 8.0%, 강원 6.6% 순으로 국공립 설치비율이 높고, 전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대전으로 나타났다(1.7%).

〈표 Ⅱ-1-3〉시도별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나. 재원 영‧유아 수

영유아 연령별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1-4>와 

같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유아교육 및 보육 대상 연령의 영유아는 총 

2,769,255명이며, 이들 중 53.3%인 1,477,151명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2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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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구수(A) 어린이집(B) 유치원(C) 계(B+C) 비율(B/A) 비율(C/A)
비율

(B+C)/A

0세  421,465 148,273 -  148,273 35.2 - -

1세  486,655 325,921 -  325,921 67.0 - -

2세  474.098 400,781 -  400,781 84.5 - -

0-2세 소계 1,382,218 874,975 -  874,975 63.3 - -

3세  472,047 255,786 143,069  398,855 54.2 30.3 84.5

4세  447,055 184,513 233,926  418,439 41.3 52.3 93.6

5세  467,935 161,877 277,826 439,703 34.6 59.4 94.0

3-5세 소계 1,387,037 602,176 654,821 1,256,997 43.4 47.2 90.6

0-5세 전체 2,769,255 1,477,151 654,821 2,131,972 53.3 23.7 77.0

654,821명의 영유아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대상 연령이 다르므로, 0-2세와 3-5세를 나누어 살펴   

보면, 0-2세에 해당하는 영아는 전체의 63.0%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0세는  

전체의 35.2%, 2세는 84.5%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이용이  

가능한 3-5세의 경우는 대부분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90.6%), 연

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 보다는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Ⅱ-1-4〉연령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단위: 명, %

  주: - 어린이집 자료는 6세 이상, 유치원 자료는 3세와 6세 이상 유아는 제외하였음.

     - 인구수와 어린이집 자료는 2013.12.30. 기준, 유치원 자료는 2013. 4. 1 기준임.

     - 서문희 외(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25 <표 Ⅱ-1-11> 

형식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3). 2013 교육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전국적으로 654,821명의 유아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중 78.4%에  

해당하는 유아들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앞서 <표 Ⅱ-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 중인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이 전체의 52.7%로 사립유치원(47.3%) 

보다 다소 많았지만, 국공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

교병설유치원 형태로 학생 수가 매우 적고, 많은 경우 혼합연령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취원아 수는 국공립과 사립 간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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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A)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수(B) 비율(B/A)

전체 1,477,151 152,735 10.3 106,562 49,577 766,724 364,006 3,209 34,338 

0세  148,273   3,595  2.4   2,958  1,131  35,713 103,347   190  1,339 

1세  325,921  19,791  6.1  14,597  6,114 128,165 150,603   438  6,213 

2세  400,781  33,508  8.4  26,244 11,162 215,115 105,795   806  8,151 

3세  255,786  34,118 13.3  23,893 11,531 174,854   2,922   649  7,819 

4세  184,513  31,836 17.3  19,865 10,230 114,934    760   592  6,296 

5세  161,877  29,887 18.5  19,005  9,409  97,943    579   534  4,520 

구분 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전체 654,821 141,358 513,463

3세 143,069  18,502 124,567

4세 233,926  44,483 189,443

5세 277,826  78,373 199,453

〈표 Ⅱ-1-5〉연령별 유치원 이용 유아 수

단위: 명(%)

  주: 3세 미만과 6세 이상은 제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3). 2013 교육통계연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Ⅱ-1-6> 참

조). 0-2세 영유아의 경우는 많은 수가 국공립어린이집 보다는 가정과 민간어린

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3세 이상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이 조금씩 

높아진다.

〈표 Ⅱ-1-6〉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단위: 명

  주: 6세 이상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다. 교직원 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큰 인력 운영의 차이는 유치원의 경우 원장 외에 

원감, 수석, 보직교사 등의 직위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로만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원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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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합계 46,126(100.0) 10,997(100.0) 35,129(100.0)

원장  3,818(  8.3)   183(  1.7)  3,635( 10.3)

교사

원감  1,385(  3.0)   419(  3.8)   966(  2.7)

수석교사    29(  0.1)    17(  0.2)    12(  0.0)

보직교사   950(  2.1)   825(  7.5)   125(  0.4)

교사 37,599( 81.5)  7,298( 66.4) 30,301( 86.3)

보건교사     2(  0.0) -     2(  0.0)

영양교사 - - -

기간제교사  2,343(  5.1)  2,255( 20.5)    88(  0.3)

시간강사   207(  0.5)   189(  1.7)    18(  0.1)

주임교사 등을 두는 기관도 있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나   

원장 진급에 있어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 

2013년 4월 기준,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수는 총 46,126명이다. 이 중 

원감과 원장이 각 3,818명, 1,385명, 수석교사, 교사 등이 38,578명이며, 그 외에 

기간제교사 2,343명, 시간강사 207명이 종사하고 있다.

유치원 직군별 교원 수를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원장과 

원감이 각 183명, 419명이고, 수석교사, 교사 등이 8,140명이며, 그 외에 기간제

교사 2,255명, 시간강사 189명이 종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원장과 원감이 각 

3,635명, 966명이고, 수석교사, 교사 등이 30,438명이며, 그 외에 기간제교사 88

명, 시간강사 1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인력 운영의 큰 차이는 국공립유치원은 정규시간

을 운영하는 교사 외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등의 인력을 두는 비율이 전체 인

력의 22.2%에 달하는 것에 반해, 사립유치원은 0.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 Ⅱ-1-7〉유치원 교원 수

단위: 명, (%)

  주: - 휴직교원수는 전체수에 포함됨.

     - 시간강사수는 전체수에 포함되지 않음.

     - 교사에는 특수교사가 포함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3). 2013 교육통계연보. 

어린이집 인력은 어린이집 규모와 아동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에 따라 배치

기준이 정해져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총 301,719명이며, 이중 원장이 43,550명, 보육교사가 212,3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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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합계 301,719 26,750 18,765 8,703 136,180 102,731 7,860 730

원장 43,550  2,302  1,437   864 14,663 23,535  620 129

보육교사 212,332 18,792 12,594 5,783 98,843 70,074 5,757 489

특수교사   1,776   725   741   89   215     3    2   1

치료사    529   131   303   22    71     2    0   0

영양사    848   105   105   44   475     6  113   0

간호사  1,211   159   137   59   755     1  100   0

사무원  1,171   152   160   90   569    83  112   5

취사부 26,710 3,014 1,928  971 12,633 7,169  908  87

기타 13,592 1,370 1,360  781  7,956 1,858  248  19

으로 보육교직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취사부와 영양사가 각 26,710명, 848명, 

장애아보육을 위한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각 1,776명, 529명이며 간호사 1,211명 

외 기타인력이 14,763명이 근무하고 있다.

어린이집 내 직군별 보육교직원 비율은 설립유형별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Ⅱ-1-8> 참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인력은 

어린이집 규모와 아동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에 따라 배치기준이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별도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표 Ⅱ-1-8〉어린이집 교직원 수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 행정 전달체계 및 정부 예산

가. 행정 전달체계

유치원의 행정적 전달체계는 다음 [그림 Ⅱ-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부

로부터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고, 그에 연결된 유아교육 

지원체계로서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다.

지역 유아교육진흥원은 현재 체험교육원을 포함하여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총 15개 시․도에 설립되어 있으며, 교육청업무였던 교사연수,  

부모연수, 유아교육 교재연구 업무 등을 맡아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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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앙유아교육 원회

앙유아교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

�

시�도 유아교육 원회 시�도 교육청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

지역 교육지원청

�

유치원

 

자료: 김은설 외(2011).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p.9 그림을 

업데이트하여 수록함. 

〔그림 Ⅱ-2-1〕유치원 중심 행정 전달체계

어린이집을 둘러싼 보육의 행정 전달체계는 복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보건

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시·도청, 시·군·구청의 가족지원, 주민생활, 여성보육 

등의 부서로 연결된다. 그리고 보육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체계로서 영유아보육

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되는 보육개발원이 있으며, 2014년 현재 육아정책연구소가 

그 업무를 대신하여 보육정책 연구과 지원을 통해 보육개발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바, 소속 조직으로 어린이집평가인증국, 보육인력개발국을 가지고 있고  

위탁사업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평가인증국은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업무를 맡아 보건복지부 역할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으

며 보육인력개발국은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보수 교육 등 종사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내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 센터로 확장되어 있으며 일부지역에는 기초 지자

체에도 설치되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가인증 조력,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교육 등의 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Ⅱ-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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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실

       (보육정책 )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앙보육정책 원회
보육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평가인증국

   - 보육인력개발국

   - 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 보육정책 원회 시�도청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군‧구 보육정책 원회 시�군�구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운 원회 어린이집

자료: 김은설, 조혜주, 이보라(2011).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p.9 그림을 업데이트하여 수록함. 

〔그림 Ⅱ-2-2〕어린이집 중심 행정 전달체계

나. 정부 예산

유아교육 예산은 2008년을 기점으로 거의 100% 지방교육재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해 이루어진 재원으로 여기에는 시․도세 전입

금과 자치단체 일반 전입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수립되어 전달된다기 보다는 국가사업에 대해 지자체별로 수립하게 되며, 중앙 

정부는 지방으로부터 해마다 예산계획을 수합하여 집행하고 있다.

유아교육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사업은 크게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또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4년 

유치원과 관련한 국가 유아교육 총 예산은 약 5조 7백 9십억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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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적

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계

공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어린

이집
공립 공립 계1

1)
계2

2)

서울 42,961 2,404 43,632 12,514 241,028 295,003 39,251 26,119 702,912 407,909

부산 17,331 6,080 25,734 4,630 120,842 68,215 6,089 12,684 261,605 193,390

대구 15,635 951 11,885 5,199 96,922 43,421 773 0 174,786 131,365

인천 25,607 4,254 10,626 9,673 96,938 83,941 10,139 2,562 243,740 159,799

광주 19,717 2,432 11,278 5,490 59,924 51,160 2,485 9,935 162,421 111,261

대전 23,306 1,658 12,907 4,358 67,803 45,019 3,011 66 158,128 113,109

울산 14,546 2,086 8,740 3,574 49,879 33,519 6,015 583 118,942 85,423

세종 5,079 1,446 166 3,983 1,131 12,347 1,457 73,260 98,869 86,522

경기 135,369 16,020 63,537 42,179 431,042 410,534 46,598 155,960 1,301,239 890,705

강원 48,844 6,319 6,101 8,931 37,012 53,101 7,156 41,991 209,455 156,354

충북 46,702 8,160 4,112 10,906 31,625 64,106 7,749 7,838 181,198 117,092

충남 43,813 10,121 6,772 15,447 55,383 83,879 11,758 3,752 230,925 147,046

전북 52,557 9,903 9,998 9,750 46,372 61,857 16,978 1,638 209,053 147,196

전남 73,665 8,028 7,138 9,755 28,223 63,303 13,062 1,810 204,984 141,681

경북 152,267 23,832 17,557 15,322 95,878 53,344 5,946 9,217 373,363 320,019

경남 67,048 7,023 22,631 18,807 123,446 107,967 9,325 19,290 375,537 267,570

제주 12,845 1,978 1,490 4,236 12,253 36,761 2,140 65 71,768 35,007

총계 797,292 112,695 264,304 184,754 1,595,701 1,567,477 189,932 366,770 5,078,936 3,511,470

〈표 Ⅱ-2-1〉2014 각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

단위: 백만원

 주:  1) 계1은 총 합계

     2) 계2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합계

     - 서울·인천은 사립유치원에 각각 2,263, 71백만원을 지원함. 서울·전북은 어린이집에 각각 

156,70백만원을 지원함.

자료: 교육부 내부 예산 자료. 

보육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구성되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전체 예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 주어진 <표 Ⅱ-2-2>의 예산액은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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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산 주 요 내 역

계 5,273,819

□ 어린이집운영 지원 3,842,571

○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467,111
- 국공립, 법인, 취약보육 담당 어린이집 및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3,329,228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 3,800 - 시간차등형(일시보육)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7,144
- (일반 어린이집) 증개축 40개소, 개보수
- (장애아시설) 개보수 14, 장비비 69개소

○ 어린이집 확충 35,288
- 국공립신축 150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장애아전문 2개소, 기자재비：169 개소

□ 보육인프라 구축   18,268

○ 보육사업관리 1,645
- 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홍보
- 우수보육프로그램 발급․보급

○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5,662 - 부모 및 영유아 종합 육아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054
- 보육자격관리 관련 운영비 지원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누리과정 이수 
관리 지원

○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08 -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6,911
- 전자바우처운영 및 시스템 기능 개선
- 아동 등하원 관리체계 구축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288
-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관리 분야 모니터링단 운영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500
-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 학대 
등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운영

□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8,600 - 평가인증 운영 및 사무국 지원

□ 어린이집 지원   189,061

ㅇ어린이집 지원 150,533
-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및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 38,528 - 시설유형․규모에 따라 운영비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215,319 - 취학전 영유아 가구 아동 양육수당 지원

단위: 백만원

중앙정부 국고예산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2014년 국고 보육예산은 

5조 2738억원이고, 2014년 국고보조율 평균 65.9%라고 점을 감안하면, 총 보육

예산은 약 8조원일 것으로 추측된다(보건복지부, 2014b). 즉, 2014년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총 재정은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표 Ⅱ-2-2〉2014년 보육 예산(국고)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4년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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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 및 제도

가. 관련 법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상이한 법령에 의거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유치원은 여러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기관 고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립

적으로 제정된「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교직원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고,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주로「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Ⅱ-3-1〉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관련 주요 법령

구분 법 령 관련 주요 조항

유치원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2013.5.22. 일부개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9조(유치원의 병설)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유아교육법 시행령
 (2013.11.20. 일부개정)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12조(수업일수)
제13조(학급편성)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2014.2.27. 일부개정)

제3조(급식시설·설비기준 등)
-별표 1(급식시설·설비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2013.12.30 일부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제3조(교사)
제4조(교사용 대지)
제5조(체육장)
제6조(교지)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8조(교구)
제10조(급수·온수공급시설)
-별표 1(교사의 기준 면적)
-별표 2(체육장의 기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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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1 계속)

구분 법 령 관련 주요 조항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2013.8.13. 일부개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5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4.3.7. 일부개정)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등)
-별표 1(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34조(급식 관리)
-별표 8(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4년 4월 14일 인출

이 밖에도 개별 시설·설비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주택법」,「다

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건축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나. 인가조건 및 실내외 환경 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세부 기준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법률 외에도 

유치원의 경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전국 공통

으로 ‘보육사업안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인가조건, 실내외환경, 기타 교육환경   

기준으로 나누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치원 기준에서 각 시도

별로 다소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인가조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가조건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산요건에서 유치원은 임대시설인 경우 인가가 나지 않지만, 어린이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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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치원 어린이집
5)

재산

요건

-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
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
야 함.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
며,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사권(저당
권 등)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됨

1)
.

-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
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
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함.

입지

조건

- 유아교육의 수요인원(취원대상 만3
세～만5세), 기 설립 시설 정원 등 
유아수용계획에 적합여부를 판단하
여 적정규모의 유치원 설립

2)

- 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기타 유
해업소가 없는 곳

3)

 ∙절대정화구역: 유치원 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 유치원 경계선으로부
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
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

-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
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
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

임대여부와는 상관없이 부채비율이 50%만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표 Ⅱ-3-2>참조).

두 번째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기준으로는 유치

원은 200m 내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고, 어린이집은 50m로 제시되어 있으나, 각

각에서 의미하는 유해시설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유치원의 입지조건을  

제시한 학교보건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해시설의 범위가 위험물저장시설, 전염

병원 외에도 유흥업소, 호텔, 경마장 등의 시설에까지 확대·적용되는 반면, 어린

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시행령 등에 의해 소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국한되어 설치위치가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정원규모 결정 방식에 있어, 유치원은 40명을 기준으로 ‘5㎡×N’

(교사 넓이)과 ‘80+3㎡×N’(체육장 넓이)의 방식으로 법적 정원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학급 수를 결정하고 교실에 따른 정원(서울시의 경우 30명 적용)을 결정 

하는 3단계를 거치고 있다.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최대 300명 정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각 설립유형별로 최소보육인원을 제시하고 있다. 1인당 보육실 넓

이는 2.64㎡로 유치원과 넓이 산정 방식이 다르다. 40명 정원일 때 어린이집은 

필요 보육실 면적인 105.6㎡이고 유치원은 200㎡로 상당히 차이가 크고, 정원 

100명일 때 어린이집 260㎡, 유치원 380㎡로 차이의 비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유치원의 필요 공간 기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3-2〉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관련 세부기준: 인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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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2 계속)

항목 유치원 어린이집
5)

정원

규모

구분 40명 이하 41명 이상

교사(m
2
) 5N 80+3N

체육장(m
2
) 160 120+N

- 인가정원 결정 절차
4)

 ∙(1단계) 법적 정원 산정

 ∙(2단계) 학급 수 결정

  :교실 최소면적 기준(44㎡) 이상인 

교실 수

  :1층부터 3층까지의 교실만 인정

 ∙(3단계) 정원 결정

  :1실(66㎡)당 30명 적용

  :교실 면적이 66㎡미만인 경우는 

1인당 기준면적(2.2㎡) 적용하여 산출

유형 최소보육인원

국공립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법인·단체

·민간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부모협동
보호자 11명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 초과 금지

- 어린이집 전용면적 영유아 1인당 4.29
㎡, 보육실 영유아 1인당 2.64㎡ 중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

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4년 4월 14일 인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4년 4월 14일 인출 (유아교육법)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4년 4월 14일 인출 (학교보건법)

4) 서울특별시교육청(2013).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공통 심사기준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4년 4월 14일 인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2) 실내외 환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실내환경 시설설비 세부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각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징이 지침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교육 제공 외에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이에 따라 실내환경 부분에 있어 바닥  

난방시설, 목욕실, 비상재해시설, 실내공기 및 마감재료 관리 등 쾌적한 환경과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받고 있다.

이에 반해 유치원의 경우는 교실 내 교육환경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조도, 소음 기준, 교재·교구 설비 조건이 시도교육청별로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비교적 최근 마련된 조리실의 설비 기준은 어린이집에 비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실내환경  

시설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부록 1, 2, 3>에 자세히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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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실외환경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실외놀이터는 두  

기관 모두 주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의 기본지침서인 ‘보육사업

안내’에서부터 놀이터 설치기준이 매우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물론 각 시도

교육청별로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이 보급되고 있기는 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실외환경 시설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부록 4>에 나타나있다.

다. 재정 지원 제도

유치원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지원은 예산 구조로 볼 때 크게 네 가지 즉, 

학비, 인건비, 교육활동, 기관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비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전체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누리과정 유아학비’, ‘방과후과정 지원’, 그리고 지역에 따라 학비에 포함되지 

않고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급·간식비에 대한 차등 지원’을 포함한다.   

인건비는 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교사에게 직접 비용이 지급되며, 공립유치원 

교사에게는 급여 100%가 지원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는 담임수당, 처우개선

비, 교직수당이 시·도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유치원 

기관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용 면에서 지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역시 유치

원에 기관 단위로 지원되는 비용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크게 보육료, 인건비, 시설지원 및 기능 보강의 3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유치원 유아와 마찬가지로 보육 아동 중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와 만 0∼2세 영아에게 지원되

는 ‘영아보육료’, 그리고 기타 시간연장이나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 소수지만 보육이용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방과후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인건비 지원은 교사 일인당으로 산정되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비용

으로,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교사와 영아전담 시설에 지원되는 일반 인건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어린이집 시설에 지원되는 시설 및 기능보강 분야 국가 

지원은 매우 다양한데,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비(개보수비),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별로 일부 인건비나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농어촌소재 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추가로 지

원한다. 그 밖에, 지자체에 따라 아동의 안전관리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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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제도

1) 평가제도 개요

유치원 평가는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지역정책에 맞는 자체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평가위원 연수 등을 진행한다. 교육과학기술

부는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공통지표를 제공하며, 평가위원 연수를 

지원하는 등 평가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07년 시범평가를 거쳐, 

2008년에 본격적으로 제1주기 평가가 시행되었고, 2014년 현재 제3주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2012년에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 평가의 권한은 교육

감에게 이양되었으며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주관하며 교육부는 평가를 지원하

는 역할을 한다. 평가 대상은 국‧공‧사립 유치원이며, 3년을 평가주기로 두고 

매년 전체 유치원의 3분의 1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하며,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6년부터 

실시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이다.

2) 평가 과정

유치원 평가는 자체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의 3단계를 거치며, 시‧도 교육

청별로 평가추진위원회와 평가단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루

어진다. 유치원 평가의 첫 단계인 자체평가는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운영과 교육

활동을 점검하는 것이다. 자체평가는 평가 준비 단계, 평가 실시 단계,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단계, 평가 결과 활용 단계로 구분되며, 이는 자체평가 운영회에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한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그 다음 단계인 서면평가는 평가 위원이 

편람에 제시된 평가 지표, 요소 등을 이해하고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숙지하는 

과정으로, 유치원교육계획서와 유치원 자체평가보고서로 대체된다. 마지막 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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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써, 평가위원들이 평가 대상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평가를 토대로 평가를 하는 과정이다. 현장평가는 유아교육전문

가,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하고, 유치원 도착, 평가준비, 수업 

및 자유선택활동 관찰, 점심식사 및 급식 관찰, 관련자료 및 관계자 면담, 평가

팀 회의의 7단계를 거쳐 진행된다(김영희, 2011). 평가가 끝나면, 유치원 평가의 

결과는 평가 결과보고서로 작성되어 제출된다. 완성된 유치원 평가결과서는   

우편 또는 메일로 교육과학기술부로 발송된다.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는 시‧

도교육감이 자체 결정하되, 가능한 전체 또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우수사례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장명림·안정은·백승선, 2011).

자료: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51

〔그림 Ⅱ-3-1〕 유치원 평가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의 3단계로 이뤄진다. 어린이

집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게 된다.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기본사항 확인 절차와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거쳐 참여를 확정한다. 각 시‧군‧

구청은 신청 어린이집이 기본사항 중 9개의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사항, 8가지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민원사

항을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필수항목은 모두 어느 하나라도 미 충족 시에는 

참여확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본항목은 위반 정도에 따라 감점도 가능하다.

어린이집의 참여가 확정되면, 어린이집 1개 소당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파견되어 1일간 관찰을 실시한다. 관

찰자는 1인당 1개반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하며, 현장관찰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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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현장평가가 끝나면, 심의가 시작되는 데 심의는 학계  

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 담당 공무원의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되며,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

서,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개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서가 

작성된다. 인증은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그 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거하여, 인증,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되는 데, 인증결과는 

결과가 발표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또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 

현판을 배부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266

〔그림 Ⅱ-3-2〕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과정



Ⅲ.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환경 및 안전․건강 

Ⅲ장부터 Ⅶ장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기관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표와 설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장 별로 시설 환경과 안전·건강, 영·유아 및 교직원 현황,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반 운영 관리, 교육·보육 과정 운영 및 가정·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결과를  

실었고, 마지막 Ⅶ장에서는 조사에 나타난 원장과 교사의 요구를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는 먼저 전체 실태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구분 변인별로 살펴보고 있

는데, 이는 본문의 첫 장이라 먼저 실은 결과로 이후 모든 장에 해당하는 조사 

참여자 이해를 위한 정보이다. 그리고나서 시설 환경 실태 및 안전·건강 실태를 

본 장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1. 실태 조사 참여자 특성1)

가. 원장 대상 조사 참여자

전반적 기관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원장 또는 

원감이었고 어린이집은 일부 원감 포함 원장이 95.1%, 유치원은 원감, 원장이  

반반 정도 참여한 대표 응답자가 86.7%를 차지했다. 유치원에서 교사가 13.3% 정도 

원장용 응답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대부분 초등병설유치원의 유치

원 교사로, 병설의 교장이 원장인 상황에서 유치원의 실태를 교장이 응답하는데  

한계가 있어 유치원 교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설립유형별 비율을 감안하여 표본 크기를 설정하였으므로 어린이

집의 경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총 49% 정도로 가장 참여 비중이 크나 가정

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조사 응답율이 매우 낮아 실제 비율표집에 부합하는 표집 

분포를 보이지는 않는다. 유치원의 경우는 공립과 사립이 거의 50%씩을 차지하여 

실제와 비슷한 비율 표집 분포를 보인다.

1) 이후 장의 모든 실태조사 분석은 동일한 참여자 특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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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원장 대상 조사 참여 기관 및 응답자 특성

단위: 개원(개소), %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수 비율 수 비율

지역규모

대도시 138 26.3 228 36.1

중소도시 227 43.3 200 31.7

읍면 159   30.3 203 32.2

설립유형

국공립 공립   263 50.2 108 17.1

사회복지법인 사립   261 49.8  89 14.1

법인․단체 (공립병설)   219 83.3  53 8.4

민간 (공립단설)    44 16.7 159 25.2

직장 (사립법인)    51 19.5  72 11.4

가정 (사립개인)   210 80.5 150 23.8

시설규모    

소규모(60명 이하) 159 30.3 384 60.9

중규모(61-120명 이하) 191 36.5 196 31.1

대규모(121명 이상) 174 33.2  51 8.1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328 62.8 213 33.8

2000-2005년  64 12.3 124 19.7

2006-2010년  71 13.6 131 20.8

2011년 이후  59 11.3 162 25.7

응답자

원장 217 41.4 584 92.6

원감 237 45.2   4  2.5

교사  70 13.3  22  3.5

전체 524     100.0 631     100.0

나. 교사 대상 조사 참여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사복지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유치원 교사의 응답자 특성을 

보면, 응답자의 98%이상이 여성이다. 응답자의 교직 평균 경력은 12년 4개월이

고, 유치원 교사로서 평균 경력은 11년 9개월, 어린이집 교사 평균 경력은 2년 

10개월이다. 어린이집 교사 역시 응답자의 99.0% 이상이 여성이며, 응답 대상 

교사의 평균 경력은 약 7년이며, 유치원 교사로서 평균 경력은 2년 8개월, 어린

이집교사 경력은 6년 5개월이다. 일반적인 응답자 특성은 <표 Ⅲ-1-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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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교사 대상 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수 비율 구분 수 비율

전체 721 100.0 전체 971 100.0
지역 지역

대도시 198  27.5 대도시 352  36.3
중소도시 226  31.3 중소도시 284  29.2
읍면·지역 297  41.2 읍면·지역 335  34.5

설립 유형 설립 유형

공립 373  51.7 국공립 151  15.6
사립 348  48.3 사회복지법인  41  14.5

법인·단체  77   7.9
민간 253  26.1
직장  89   9.2
가정 260  26.8

연령 연령

20대 186  25.8 20대 209  21.5
30대 296  41.1 30대 440  45.3
40대 180  25.0 40대 292  30.1
50대  58   8.1 50대  30   3.1

최종 학력 최종 학력

전문대 졸 207  28.7 고등학교 졸 112  11.5
전문대 졸 483  49.84년제 졸 324  44.9
4년제 졸 343  35.3

대학원이상 190  26.4
대학원이상  33   3.4

교사 경력 교사 경력

5년 이하 131  18.2 5년 이하 335  34.7
6-10년 이하 232  32.2 6-10년 이하 391  40.5
10년 이상 358  49.7 10년 이상 240  24.8

2. 시설환경

가. 건물유형 및 면적

1) 유치원

유치원 건물의 유형을 보면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53.6%로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건물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유치원은 41%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들은 대부분 공립병설유치원이고 사립은 법인인 경우 

7.8%만이 학교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 공립단설유치원 중 20.5% 또한 학교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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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상 사례수
전체 14.9 85.1 49.2 24.2 5.0 1.3 524

지역규모
대도시 22.5 84.1 56.5 38.4 8.0 3.6 138
중소도시 17.2 82.4 55.5 20.7 5.3 0.9 227
읍면 5.0 89.9 34.0 17.0 1.9 0.0 159

일부를 쓰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중 3.1%는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1〉유치원 건물의 유형

단위: %, (개원)

 구분 단독건물 상가건물 일부
종교·단체

건물 일부
학교건물 일부 계(사례수)

전체 53.6 1.5 3.8 41.0 100.0(524)
지역규모

대도시 63.8 0.7 6.5 29.0 100.0(138)
중소도시 51.1 2.6 4.8 41.4 100.0(227)
읍면 48.4 0.6 0.0 50.9 100.0(159)

설립유형
공립 19.8 0.0 0.0 80.2 100.0(263)
사립 87.7 3.1 7.7 1.5 100.0(261)

공립
병설  7.8 0.0 0.0 92.2 100.0(219)
단설 79.5 0.0 0.0 20.5 100.0( 44)

사립
법인 64.7 0.0 27.5 7.8 100.0( 51)
개인 93.3 3.8 2.9 0.0 100.0(210)

기관 규모
소규모 18.2 2.5 0.6 78.6 100.0(159)
중규모 49.7 1.6 5.2 43.5 100.0(191)
대규모 90.2 0.6 5.2  4.0 100.0(174)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이 사용하는 건물의 층을 보면, 24.2%가 3층까지를 사용하고 있고 1층

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35.9%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이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3층 이상 사용 사립유치원이 42.1%로 상당한 비율이며 

4층 이상도 8.8%로 조사되어 공·사립 간 건물 환경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모가 클수록 건물의 사용 층수가 높아지는 경향은 뚜렷이 나타나며 이는   

대도시, 사립 등에서 비슷한 관련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표 Ⅲ-2-2〉유치원 건물사용 층 수

단위: %, 개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환경 및 안전․건강  47

 구분
대지면적

사례수 F
연면적

사례수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2.4 1,464.1  300 1,119.6 1,101.2 307

유아 1인당 11.1 (평균 정원 119명 기준) 9.4 (평균 정원 119명 기준)

지역 규모

6.5
**

0.3
대도시 947.4  873.7  96 1,031.3 756.7 100

중소도시 1,416.7 1,656.9 137 1,222.8 1,391.8 139

읍면 1,666.8 1,616.0  67 1,038.4 792.2  68

설립 유형

24.6***
11.1

***

공립
1) 1,967.9 1,896.2  58 1,488.9 1,540.4  61

사립 1,167.7 1,298.0 242 1,028.0 951.0 246

기관 규모

2.4 1.3
소규모 1,035.6 1,116.7  36 740.7 472.5  36

중규모 1,126.9 1,201.4 100 1,076.1 1,059.0 105

대규모 1,510.3 1,593.4 164 1,171.0 853.0 166

 구분 (반)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상 사례수

설립유형

공립 1.5 89.0 31.6 6.5 1.1 1.1 263

사립 28.4 81.2 67.0 42.1 8.8 1.5 261

기관 규모

소규모 2.5 94.3 21.4 6.3 1.9 0.6 159

중규모 12.6 83.2 49.7 18.3 3.1 1.0 191

대규모 28.7 78.7 74.1 47.1 9.8 2.3 174

(표 Ⅲ-2-2 계속)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의 면적을 보면, 전체 평균 대지 면적은 1,322㎡(표준편차 1,464㎡)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120㎡(표준편차 1,101㎡)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지면적을 

비교하면 도시 지역이 읍면보다는 좁고 공립이 사립보다 면적이 더 넓었다.   

규모별로도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건물 연면적의 비교에서는 공립과 사립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사립보다 

공립의 연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립 내에서 표준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병설-단설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표 Ⅲ-2-3〉유치원 면적
1)

단위: ㎡, 개원

**p < .01, ***p < .001

주: 1) 초등병설유치원은 조사에서 제외함.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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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독
건물

상가
건물

종교
건물

아파트
복합
건물

관리동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49.8 3.3  6.3 20.9 6.0  8.6  5.1 100.0(631)

지역 규모

45.2(12)***
대도시 44.7 5.3  4.8 21.5 9.6  5.3  8.8 100.0(228)

중소도시 43.5 2.5  6.5 25.0 5.5 12.5  4.5 100.0(200)

읍면 61.6 2.0  7.9 16.3 2.5  8.4  1.5 100.0(203)

설립 유형

964.6(30)***

국공립 69.4 0.0  0.9  0.9 15.7 12.0  0.9 100.0(108)

사회복지법인 97.8 1.1  1.1  0.0 0.0  0.0  0.0 100.0( 89)

법인‧단체 32.1 1.9 58.5  0.0 1.9  1.9  3.8 100.0( 53)

민간 60.4 7.5  4.4  1.3 2.5 22.0  1.9 100.0(159)

직장 41.7 4.2  0.0  1.4 20.8  5.6 26.4 100.0( 72)

가정  6.0 2.7  0.0 85.3 0.7  0.7  4.7 100.0(150)

2)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유형을 보면 단독건물이 약 50%에 달하고 이 

있는데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단독건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아파트가 8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종교단체 등 건물에 위한 비율이 58.5%로 가장 많았다. 단독건물은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경우에 가장 비율이 높았고 대규모 어린이집일 때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88.2%로 직장어린이집은 42%가량이 단독건물에 위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어린이집 건물의 유형

단위: %, (개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이 사용하는 건물의 층 수를 보면 88.3%가 1층을 사용하지만 2층을 

사용하는 경우도 32.7%, 3층은 16.7%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2층 이상 및 지하층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고,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2층 이상 이용 비율이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만 5층 이상까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어린이집은 최고 4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정어린이집은 97.3%가 

1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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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반)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상 사례수

전체 5.7 88.3 32.7 16.7 2.7 0.6 630

지역 규모

대도시  9.2 85.1 33.8 22.4 4.8 0.9 228

중소도시  6.5 90.0 30.0 13.0 3.0 1.0 200

읍면  1.0 90.1 34.2 13.9 0.0 0.0 202

설립 유형

국공립 11.1 88.9 45.4 23.1 5.6 1.9 108

사회복지법인 10.1 70.8 65.2 31.5 2.2 0.0  89

법인‧단체  5.7 86.8 41.5 18.9 0.0 0.0  53

민간  3.8 93.1 31.4 21.4 3.8 0.0 159

직장  8.3 80.6 34.7  9.7 4.2 0.0  72

가정  0.0 97.3  2.6  0.7 0.0 0.0 149

구분 자가 전세 전월세 월세 위탁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56.4 1.6  5.4 13.2 18.1  5.4 100.0(631)

지역 규모

12.6(10)
대도시 52.6 1.3  4.8 13.2 22.8  5.3 100.0(228)

중소도시 53.5 2.5  7.5 14.5 17.0  5.0 100.0(200)

읍면 63.5 1.0  3.9 11.8 13.8  5.9 100.0(203)

설립 유형

-

국공립  9.3 0.0  0.0  0.0 88.9  1.9 100.0(108)

사회복지법인 94.4 0.0  0.0  0.0  1.1  4.5 100.0( 89)

법인‧단체 73.6 0.0  1.9  3.8  1.9 18.9 100.0( 53)

민간 54.1 1.9 15.1 26.4  0.6  1.9 100.0(159)

직장 48.6 0.0  1.4  9.7 20.8 19.4 100.0( 72)

가정 68.0 4.7  5.3 21.3  0.0  0.7 100.0(150)

〈표 Ⅲ-2-5〉어린이집 건물사용 층 수

단위: %, 개소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의 건물 소유 형태를 조사한 결과, 자가 건물은 56.4%, 임대형태는 

20.2%정도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부분(88.9%) 위탁 건물이었고, 사회

복지법인어린이집은 94.4%가 자가 건물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은 

54.1%만이 자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은 68.0%가 자가인 것으로 

나타나, 설립유형에 따라 건물 소유 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6〉어린이집 소유/임대 형태

단위: %, (개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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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대지 면적 연 면적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
전체  748.1 1104.13 560 550.9 1089.45 573

영유아 1인당 12.7 (평균 정원 59명 기준) 9.3 (평균 정원 59명 기준)

지역 규모

3.4* 0.2
대도시  565.1  819.3 192 550.3  981.4 193

중소도시  820.4 1308.7 182 590.3 1301.2 186

읍면  867.5 1114.7 186 513.8  963.6 194

설립 유형

6.9*** 3.8

국공립 1,036.5 514.5  97 507.3  556.4 101

사회복지법인  794.4 614.4  87 611.5  807.7  87

법인‧단체 1,323.3 721.6  48 716.7 1464.3  47

민간  473.4 376.1 149 380.3  410.3 148

직장  841.1 566.9  64 578.1  592.5  68

가정  310.2 296.7 115 182.4  181.4 122

어린이집의 평균대지 면적은 748.1㎡로, 설립유형별로 볼 때 사회복지법인 어

린이집이 평균대지 면적에 가까운 넓이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과 법인‧단체어린

이집은 1,000㎡가 넘는 넓이를 가지고 있고 직장어린이집 또한 841㎡ 정도 평균 

이상을 넓이를 가진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평균보다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었다. 연면적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 비해 설립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Ⅲ-2-7〉어린이집 면적

단위: ㎡, 개소

*p < .05, ***p<.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물 형태를 비교해보면, 유치원의 경우 단독건물이 

53.6%로 어린이집(49.8%)보다 조금 많은 정도이나 유형에 있어 유치원은 병설유

치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학교건물에 부속된 비율이 높고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의 85%가 아파트에 위치함으로 인해 아파트 형태인 비율이 높은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위치한 건물 유형은 다양하다.

건물사용 층 수를 보면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지하층을 사용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고, 2층 이상 다층을 사용하는 비율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법적으로 설립 요건이 다른 이유로 유치원과는 달리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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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원장실교무실행정실 교실 유희실
방과후 
교실

특성화
교실

도서실 강당 참관실
학습
준비실

전체 524 58.8 76.3 30.0 98.9 33.4 21.0 16.6 46.4  52.3  4.8 24.4

설립 유형

공립 263 46.4 73.0 46.8 99.2 28.5 17.5  8.4 43.7  38.4  6.1 29.3

사립 261 71.3 79.7 13.0 98.5 38.3 24.5 24.9 49.0  66.3  3.4 19.5

실별 면적(㎡) 524 20.7 41.8 34.0 62.6 65.2 48.7 46.7 54.9 119.9  9.4 27.5

자료실보건실
직원 
휴게실

조리실 식당
유아 
화장실

직원 
화장실

세탁실 창고 수면실 기타

전체 67.9 24.8  6.7 74.2 30.2 94.8 53.6 33.2  51.3 19.5  0.6

설립 유형

공립 57.0 31.6  8.0 55.5 39.9 93.5 43.7 25.9  32.7 27.4  0.4

사립 78.9 18.0  5.4 93.1 20.3 96.2 63.6 40.6  70.1 11.5  0.8

실별 면적(㎡) 29.4 35.6 23.5 30.2 123.6 16.8 15.1  9.5  21.9 19.5 -

건물에 설치된 경우가 56.4%이므로 건물 소유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다.

건물이 위치한 대지의 총 면적은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평균적으로 574.3㎡

(약 174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건물 면적을 나타내는 연면적 또한 568.7㎡

(약 172평) 정도 차이가 있었다. 아동 1인당 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의 

평균 대지 면적이 유치원보다 1.6㎡ 더 넓었고 건물 면적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가 많은 어린이집의 특색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나. 실(室) 구성

1) 유치원 

유치원이 구비하고 있는 실(방)의 종류와 면적을 살펴보았다. 원장실을 구비

하고 있는 경우 60%가 채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무실은 76%, 행정실 

30%, 별도 유희실은 33.4%의 유치원이 보유하고 있었다. 과반수의 유치원이  

구비하고 있는 그 외 공간으로는 강당(52.3%), 자료실(67.9%), 조리실(74.2%),  

창고(51.3%) 등이 있고 도서실을 구비한 곳은 46.4%, 직원화장실은 53.6%가 있

었다. 그러나 직원휴게실이나 부모의 참관실 등을 갖춘 유치원은 10%이하였고 

사립유치원에서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Ⅲ-2-8〉유치원 공간 구성

단위: 개원, %, ㎡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52

 구분
양방향

출구

비상

계단

스프링

클러

내부 

계단 2개
피난층 미끄럼대 피난교 기타 사례수

전체 86.6 41.6 36.6 20.6 12.4 11.1 2.5 5.9 524

지역 규모

대도시 89.9 47.8 39.9 28.3 14.5 13.8 2.9 3.6 138
중소도시 85.9 43.6 36.1 21.1 12.3 11.5 3.5 6.6 227
읍면 84.9 33.3 34.6 13.2 10.7 8.2 0.6 6.9 159

설립 유형

국공립 89.4 27.4 31.9 16.3  6.8 4 .6 2.7 6.1 263
사립 83.9 55.9 41.4 24.9 18.0 17.6 2.3 5.7 261

기관 규모

소규모 88.7 20.8 24.5  8.8  7.5  5.7 2.5 6.3 159
중규모 88.0 41.4 34.0 21.5  7.9  7.9 2.6 4.7 191
대규모 83.3 60.9 50.6 30.5 21.8 19.5 2.3 6.9 174

유치원의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비율을 보면, 86.6%가 

양방향출구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13.4%는 이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계단은 41.6%가, 스프링클러는 36.6%가 구비하고 있었고 그 

외 피난층 12.4%, 미끄럼대 11.1% 등의 구비비율을 보였다. 2층 이상을 사용하

는 유치원이 50%정도임을 고려하면 비상계단과 내부계단 2개를 가진 비율이 

62.2%이어서 재해대비 계단 구비 현황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아 시설에 양방향 출구가 필수적으로 중요한 사항임을 생각하면, 이 비율은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Ⅲ-2-9〉유치원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현황

단위: %, 개소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실 구성을 살펴보면, 약 56%의 어린이집이 원장실을 갖추고 있고 

교사실이나 교무실은 39-40% 정도가 가지고 있었다. 유희실이 별도로 있는   

비율은 53.7%로 과반수를 조금 넘는 정도로 나타났고 60.7%가 자료실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직원용 화장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곳은 58.2%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설립유형별로 봤을 때,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은 76% 이상이 원장실을 

두고 있었으나 가정어린이집은 19.3%가 원장실이 있고 교사실이 있는 가정어린

이집은 8%에 지나지 않았다. 도서실이나 직원화장실, 세탁실 등 다양한 실을  

구비하고 있는 비율로는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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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원장실교사실교무실보육실유희실
연장
보육실

특별
활동실

도서실 강당 참관실
학습
준비실

전체 631 55.9  38.5 39.6  98.4 53.7  5.9  7.1 15.5 13.3 1.3  6.3
설립 유형

국공립 108 76.9 53.7 37.0 100.0 37.0 10.2  5.6 18.5 19.4 0.9  8.3

사회복지법인  89 59.6 60.7 68.5  98.9 40.4  5.6  7.9 21.3 24.7 0.0  6.7

법인‧단체  53 64.2 30.2 41.5  96.2 35.8  5.7  9.4 11.3 20.8 0.0  3.8

민간 159 62.3 36.5 45.9  97.5 49.7  5.0  8.8 12.6 10.1 0.6  6.3

직장  72 76.4 62.5 31.9 100.0 75.0  6.9  8.3 34.7 15.3 4.2  8.3

가정 150 19.3  8.0 20.7  98.0 74.0  3.3  4.7  5.3  2.0 2.0  4.7

실별 면적(㎡) 631 14.5 20.3 17.5  38.9 41.8 31.3 33.9 26.9 84.7 7.8 20.7

구분 자료실보건실
직원 
휴게실

조리실 식당
유아 
화장실

직원 
화장실

세탁실 창고 수면실 기타

전체 60.7 4.9 9.0 90.6 13.3 89.2 58.2 45.8 49.1 4.3 1.4
설립 유형

국공립 68.5  8.3  7.4 92.6 14.8 95.4 75.0 49.1 50.9 1.9 0.0

사회복지법인 88.8  5.6 13.5 93.3 20.2 95.5 69.7 49.4 74.2 2.2 1.1

법인․단체 71.7  0.0 15.1 92.5 15.1 96.2 58.5 30.2 49.1 1.9 3.8

민간 49.1  3.1  9.4 85.5  8.8 87.4 51.6 31.4 46.5 4.4 2.5

직장 62.5 12.5 11.1 95.8 26.4 91.7 79.2 54.2 44.4 4.2 0.0

가정 46.0 2.0  4.0 90.0  6.0 79.3 36.0 58.0 38.0 8.0 1.3
실별 면적(㎡) 15.6 16.2 17.0 16.4 34.7 10.1  7.5  7.7 13.8 8.7 -

〈표 Ⅲ-2-10〉어린이집 공간 구성

단위: 개소, %, ㎡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물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원장실이 구비된 비율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교사실(유치원은 교무실)이 갖추어진 비율은 유치원이 어린이집  

보다 37.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 시간이 유치

원보다 최대 7시간이나 길어 교사가 보육실을 벗어나 있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교사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에 교사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간이 협소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별도 교사실을 

만들지 않은 비율이 90%를 넘어 이러한 점이 평균 구비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유치원이 어린이집 보다 잘 구비된 환경은 교사실 외에 특별활동실, 

강당, 도서실, 보건실, 수면실 등을 들 수 있고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유희실,  

조리실, 직원화장실 등의 구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유희실이, 유치원에서는 도서실이 보다 특징적인 실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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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외 
놀이터

초등학교 
운동장

실내 
놀이터

인근 
놀이터

옥상 
놀이터

옥내 
놀이터

기타 사례수

전체 89.5 28.4 17.7 11.5 3.1 1.0 2.7 524

지역 규모

대도시 91.3 22.5 23.9 12.3 3.6 0.0 2.9 138

중소도시 86.3 29.1 15.4 15.4 2.6 1.3 3.1 227

읍면 92.5 32.7 15.7  5.0 3.1 1.3 1.9 159

설립 유형

공립 94.7 55.1 11.4  4.9 1.5 0.8 1.5 263

사립 84.3  1.5 24.1 18.0 4.6 1.1 3.8 261

기관 규모

소규모 93.1 46.5 13.8  6.3 1.3 0.6 1.3 159

중규모 91.1 33.5 12.6  9.4 1.0 0.0 2.6 191

대규모 84.5  6.3 27.0 18.4 6.9 2.3 4.0 174

다. 바깥놀이 환경

1) 유치원

유치원이 이용하는 놀이터의 종류를 보면, 약 90%의 유치원이 실외놀이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이 94.7%로 사립 84.3%보다는 더   

높은 실외놀이터 구비 비율을 보이고, 소규모유치원이 대규모보다 오히려 실외

놀이터 이용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

하는 비율이 과반수가 넘어 이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고, 사립유치원은 상대적

으로 실내놀이터를 갖춘 비율이 높았다. 그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많이 위치한 

대도시에서 실외놀이터를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옥상놀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는 3.1%정도였다.

〈표 Ⅲ-2-11〉유치원에서 이용하는 놀이터 종류

단위: %, 개원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바깥 놀이터를 가진 유치원의 경우,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이 93.2%로 대부분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6.8%틑 받지 않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이 비율이 적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도시와 사립유치원일수록 검사를 받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구분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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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검사받았음 검사받지 않음 모름 계(사례수) χ²(df)

전체 93.2  5.8 1.1 100.0(469)
지역 규모

   4.3(4)***
대도시 90.5  8.7 0.8 100.0(126)
중소도시 92.9  5.6 1.5 100.0(196)
읍면 95.9  3.4 0.7 100.0(147)

설립 유형
24.6(2)국공립 98.4  0.8 0.8 100.0(249)

사립 87.3 11.4 1.4 100.0(220)
기관 규모

   4.4(4)***　
소규모 94.6  3.4 2.0 100.0(148)
중규모 92.0  7.5 0.6 100.0(174)
대규모 93.2  6.1 0.7 100.0(147)

 구분
실외
놀이터

초등학교와 
공동 사용

실내
놀이터

인근
놀이터

옥상
놀이터

옥내 
놀이터

기타사례수

전체 52.6 1.1 27.1 43.3  5.5 0.8 2.7 631

지역 규모

대도시 40.8 1.3 30.3 53.1  8.8 1.3 3.1 228
중소도시 56.0 0.5 27.5 44.0  6.5 0.5 3.0 200
읍면 62.6 1.5 23.2 31.5  1.0 0.5 2.0 203

설립 유형
국공립 58.3 0.0 14.8 41.7  8.3 1.9 3.7 108
사회복지법인 78.7 0.0 25.8 22.5  9.0 1.1 0.0  89
법인‧단체 64.2 0.0 15.1 26.4  0.0 0.0 3.8  53
민간 52.2 1.3 26.4 45.3  7.5 1.3 1.3 159
직장 56.9 4.2 41.7 29.2  8.3 0.0 4.2  72
가정 27.3 1.3 34.7 67.3  0.0 0.0 4.0 150

기관 규모
소규모 37.8 1.6 28.4 53.9  2.6 0.3 3.6 384
중규모 73.5 0.0 24.0 27.6  9.2 1.5 1.0 196
대규모 84.3 2.0 29.4 23.5 13.7 2.0 2.0  51

〈표 Ⅲ-2-12〉유치원 놀이터 놀이기구 안전검사 여부

단위: %, (개원)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독립적인 실외 놀이터를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52.6%로 나타난   

가운데, 읍면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실외놀이터를 가진 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보다 더 높았다.

〈표 Ⅲ-2-13〉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놀이터 종류

단위: %, 개소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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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사받았음 검사받지 않음 모름 계(사례수) χ²(df)

전체 82.2  9.9  7.8 100.0(332)

지역 규모

3.5(4)대도시 79.6 12.9  7.5 100.0( 93)
중소도시 80.4  8.9 10.7 100.0(112)
읍면 85.8  8.7  5.5 100.0(127)

설립 유형

49.7(10)***

국공립 87.3 12.7  0.0 100.0( 63)
사회복지법인 91.4  7.1  1.4 100.0( 70)
법인‧단체 94.1  5.9  0.0 100.0( 34)
민간 74.7 10.8 14.5 100.0( 83)
직장 92.7  2.4  4.9 100.0( 41)
가정 53.7 19.5 26.8 100.0( 41)

국공립어린이집은 58.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78.7%, 법인단체는 64.2%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과반수 이상이 실외놀이터를 갖추고 있었으나 가정어린

이집의 경우는 27.3%가 실외놀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인근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67.3%로 조사되었다. 27.1%의 어린이집이 실내놀이터를 갖추고 있었는

데, 읍면지역보다 대도시 등 도시지역에서 실내놀이터 구비 비율은 높았다.   

설립유형 중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실내놀이터 구비율이 41.7%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옥상놀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Ⅲ-2-13> 참조).

실외놀이터가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았는

가를 조사한 결과, 82.2%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90%이상이 모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그

러나 민간어린이집은 75%가 검사를 받았고 가정어린이집은 53.7%만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응답하여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4〉어린이집 놀이터 놀이기구 안전검사 여부

단위: %, (개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실외놀이터를 구비한 비율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37% 가까이 더 많았으며 

여기에는 실외놀이터를 필수 설립 조건으로 하지 않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이 포함되어 비율이 낮아진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내 놀이터를 

구비한 비율은 어린이집이 10% 정도 더 높았고, 어린이집은 인근놀이터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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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상당히 높았다. 이는 법적 설립 요건의 차이에 의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실외 놀이터 놀이기구의 안전검사 여부 조사에서는 유치원에서 검사받은 비

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와 10%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Ⅲ-2-1〕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용하는 놀이터 종류 비교

3. 안전 및 건강

가. 안전 점검 및 교육

1) 유치원 

유치원이 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99%가 넘는 모든 유치

원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문과 창

문의 안전상태 점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Ⅲ-3-1〉유치원 안전점검 현황

단위: %

구분(n=524)
실시

비율

점검 횟수 점검 담당자

연
1-2회 

분기 
1회

매월 
1회

매주 
1회

매일 교사 원장
그외
직원

기관 보호벽 및 주변 관리 99.2  5.4  7.5 51.9 15.4 19.8 40.3 15.1 44.6
문과 창문 안전상태 99.4  1.2  1.7 28.6 15.0 53.6 79.4  3.2 17.4
화장실, 계단, 교실 바닥 99.2  0.8  0.2 22.3 13.1 63.7 80.9  2.3 16.8
놀잇감이나 부품 안전 및 파손 99.2  0.8  0.2 17.7 19.2 62.1 90.0  1.3  8.7
전선 및 화기 점검 99.2  1.9  4.0 44.2 14.8 35.0 39.5  9.7 50.8
가스밸브, 중간밸브 잠금 확인 98.7  1.7  2.1 21.1  4.8 70.2 37.1  4.6 58.3
안전벨트 등 차량안전장비 78.1  1.0  1.5 14.7  7.8 75.1 46.3  3.9 49.8
놀이기구 고정 여부 점검 95.0  2.6  1.6 31.9 20.9 43.0 59.3  8.4 32.3
실내 공기 질 측정 91.0 64.6 17.2  9.2  2.7  6.3 24.0 13.2 62.8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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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n=524)
교육 
받음

연간 
횟수 

형태
외부 강사 전달연수 자체교육 상업업체 외부 교육 

교통안전교육 89.7 2.8 48.2 38.1 22.7 4.7 26.1

약물오남용교육 64.9 2.4 38.8 50.4 19.7 4.8 13.4
재난대비교육 79.4 2.7 37.8 51.1 23.7 7.5 14.5
성폭력 예방교육 94.8 2.2 70.7 30.9 15.7 8.3  9.6
학대 예방교육 81.1 1.9 56.2 37.6 17.9 7.6 12.9
실종․유괴 예방 교육 76.1 2.3 52.0 42.4 18.2 6.8 12.4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91%정도로 나타났다. 점검 항목에  

따라 횟수는 차이가 있는데, 기관보호벽 및 주변관리는 매월 1회, 화장실/계단/  

실내보육실 등은 매일, 차량내 안전장비 상태확인은 매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

고 실내공기 질 측정은 64.6%가 연 1-2회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안전 점

검의 담당자는 교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실내공기질이나 가스 잠금, 

전선 및 화기 점검은 교사외 직원이 전담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Ⅲ-3-1> 참조).

교사들이 안전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실태를 보면, 가장 많은 유치원 교사가  

받고 있는 교육주제는 성폭력예방교육(94.8%)이었고 다음으로는 교통안전교육

(89.7%), 학대예방교육(8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주제별로 

연간 2-3회 정도 받고 있었고, 성폭력예방이나 학대예방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유치원 내에서 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재난재비교육은 상대적

으로 교사의 전달연수나 원장이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안전교육 중 가장 교육 횟수가 높은 주제는 교통안전교육이었다(연 2.8회).

〈표 Ⅲ-3-2〉유치원 교사의 안전교육 이수 현황

단위: %, 회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복수응답임.

2)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항목을 살펴보면, 실내공기질 측정이 

6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전체의 40% 정도가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주 점검을 하는 항목으로는 가스밸브 잠금장치 

확인, 차량 안전장비 상태확인 등 매일 하는 항목을 들 수 있고 기관보호벽 및 

주변 관리나 전선 및 화기 점검은 비교적 매일 점검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특히 

실내공기질 측정은 70% 가까이가 연 1-2회 하고 16%는 거의 매일 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항목 간, 어린이집 간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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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n=631)
실시 

비율

점검 횟수 점검 담당자
연 

1-2회 
분기별 

1회
매월 
1회

매주 
1회

매일 교사 원장
그외
직원

기관 보호벽 및 주변 관리 98.7  7.7 6.6 27.6 18.3 39.8 40.9 40.7 18.4

문과 창문 안전상태 98.9  1.3 0.8  9.6 12.8 75.5 81.0 14.3  4.9

화장실, 계단, 보육실 바닥 99.0  0.3 0.3  2.9 8.6 87.8 85.8  9.2  5.1

놀잇감, 부품 안전‧파손 99.2  0.2 0.2  2.1 8.8 88.8 89.4 7.3  3.3

전선 및 화기 점검 98.9  1.0 2.1 16.5 14.1 66.3 55.9 30.4 13.6

가스밸브, 중간밸브 잠금 98.9  0.6 1.1  3.5  3.0 91.7 34.4 27.3 38.3

차량 안전 장비 상태 확인 65.5  0.0 0.2  3.1  5.6 91.0 51.1 22.7 26.3

놀이기구 고정 여부 80.0  0.6 1.0 10.5 15.6 72.3 66.0 25.0  9.1

실내 공기 질 측정 61.3 69.5 5.9  5.9  2.8 15.8 22.7 45.9 31.4

구분(n=631)
이수
여부

연간 
횟수 

형태

외부 
강사 

전달
연수

자체
교육

상업
업체

외부 
교육 

교통안전교육 82.4 3.1 35.4 38.3 31.8  6.9 28.7
약물오남용교육 73.1 2.6 28.3 40.3 33.8  7.3 21.2
재난대비교육 75.6 2.5 29.5 37.6 33.8 10.0 20.9
성폭력 예방교육 96.7 2.3 68.2 22.3 23.8 13.6 20.5
학대 예방교육 96.2 2.3 63.1 24.7 23.4 12.0 24.7
실종․유괴 예방 교육 83.5 2.6 47.2 32.5 29.0  9.1 20.7

〈표 Ⅲ-3-3〉어린이집 안전점검 현황

단위: %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 교사가 받고 있는 안전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성폭력

예방교육이 96.7%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학대예방교육 96.2%, 실종 및 유괴 예방 

교육 8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받은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교통  

안전교육으로 연 3.1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폭력이나 학대예방 교육은 

2.3회로 가장 적은 편이었다. 교육 형태로서는 성폭력예방이나 학대예방교육은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받는 비율이 63%에서 68%로 가장 많았고 실종 및 

유괴 예방교육도 47% 정도가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 교육내용별로 교사 중 일부만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다는 비

율이 20∼29%로 분석되어 교사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략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Ⅲ-3-4〉어린이집 교사의 안전교육 이수 현황

단위: %, 회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복수응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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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행함 운행하지 않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72.3 27.7 100.0(524)

지역 규모

10.1(2)**
대도시 71.7 28.3 100.0(138)
중소도시 66.5 33.5 100.0(227)
읍면 81.1 18.9 100.0(159)

설립 유형

172.4(1)***공립 46.8 53.2 100.0(263)
사립 98.1  1.9 100.0(261)

기관 규모

90.4(2)***
소규모 51.6 48.4 100.0(159)
중규모 67.0 33.0 100.0(191)
대규모 97.1  2.9 100.0(174)

3) 비교

안전 점검 현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시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실내 공기 질 측정’ 비율에서 30% 정도의 차이가 있어 

두 기관 간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 보겠다. 유치원이 1.5배 이상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는 곳이 많다고 하겠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는 점검 담당자에 

있어 어린이집은 원장의 비율이 높은데 유치원은 별도 직원이 담당을 맡고 있

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에 인력 구성에서 그만큼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교사가 받은 안전교육이라는 점에서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어린이집의 교사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육내용에 대한 이수 횟수도 어린이

집이 대체로 높았다. 교육 형태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은 원장의 자체교육 비율이 

어린이집보다 대체로 높고 유치원은 외부 강사 초청을 통한 교육비율이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와 교육의 방식과 질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나. 차량 운행 실태 및 안전

1) 유치원 

유치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차량을 운행하는 비율은 72.3%로 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이 그렇지 않은 유치원보다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5〉유치원 등·하원 차량운행 여부

단위: %, (개원)

**p < .01,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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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대 2대 3대
4대 
이상

계(사례수) χ²(df)
평균 
차량수

통학버스 
등록차량 

이용 
아동수 

전체 43.8 31.9 17.9  6.3 100.0(379) 1.9 1.7 28.0
지역 규모

19.5(6)**
대도시 36.4 38.4 20.2  5.1 100.0( 99) 2.0 1.6 27.5
중소도시 35.8 35.1 21.2  7.9 100.0(151) 2.1 1.8 31.0
읍면 58.9 23.3 12.4  5.4 100.0(129) 1.7 1.6 24.0

설립 유형
68.6(3)***공립 73.2 21.1  4.9  0.8 100.0(123) 1.3 1.3 21.9

사립 29.7 37.1 24.2  9.0 100.0(256) 2.2 1.8 29.8
기관 규모

114.8(6)***
소규모 74.4 19.5  4.9  1.2 100.0( 82) 1.4 1.3 13.8

중규모 63.3 22.7 10.9  3.1 100.0(128) 1.5 1.4 29.6

대규모 14.2 45.0 29.6 11.2 100.0(169) 2.5 2.1 31.0

특히 사립유치원은 98.1%가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사립이 대부분인 

대규모 유치원 또한 97.1%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공립의 경우는 46.8%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읍면지역의 운행비율이 81.1%라는 

결과와 연결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읍면지역에 있는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함께 등하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통계적

으로 볼 때, 지역규모별로, 설립유형별로, 또 유치원규모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Ⅲ-3-5> 참조).

등하원을 위해 유치원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수를 보면, 75.7%가 2대 이하

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3대 이상은 24.2%정도여서, 평균 1.9대의 차량을 유치

원이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치원의 경우는 40.2%가 3대 

이상을 운행하고 있어 평균 2.5대가 넘는다. 운행하고 있는 차량 중 통학차량으

로서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물었을 때 평균 1.9대 중 1.7대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89.5%의 등록수준을 보였다. 결국 10%가량은 특별한 안

전장치 등을 필요로 하는 통학차량으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평균 2.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중 통학 버스로 등록된 차

량은 1.8대로 81.8%의 등록율을 보여 10중 2대 가량은 통학차량 등록이 되어 있

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이 많은 대도시 지역과 대규모 유치원에서 통학버스 등록 

비율이 낮아 사립유치원의 차량안전대비에 더욱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3-6〉유치원 등·하원 차량 수 및 통학버스 등록 수

단위: %, (개원), 대, 명

**p < .01,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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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장 교사 운전기사 기타 계(사례수)

전체 1.5 0.3 94.7 3.5 100.0(717)

지역 규모

대도시 1.0 0.0 97.9 1.0 100.0(193)
중소도시 1.6 0.6 94.5 3.2 100.0(310)
읍면 1.9 0.0 92.1 6.1 100.0(214)

설립 유형

공립 0.0 0.0 94.5 5.5 100.0(164)
사립 2.0 0.4 94.8 2.9 100.0(553)

유치원 등하원용 차량의 소유 유형을 보면 유치원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

량인 경우가 42.5%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입차량이 34.9%, 전세버스가 18.4% 

정도였다.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에서 지입차량이나 전세버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유 형태가 많았다. 이는 읍면지역에 공립  

유치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지입비율이 낮고 교육청 지원, 초등학교 버스 등을 

통해 차량운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Ⅲ-3-7〉유치원 등·하원 차량별 소유형태

단위: %, (대)

구분 소유 지입 전세버스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42.5 34.9 18.4  4.2 100.0(717)

지역 규모

31.2(6)
대도시 41.5 33.2 23.3  2.1 100.0(193)
중소도시 38.4 40.6 18.7  2.3 100.0(310)
읍면 49.5 28.0 13.6  8.9 100.0(214)

설립 유형

45.9(3)공립 36.0 32.3 18.3 13.4 100.0(164)
사립 44.5 35.6 18.4  1.4 100.0(553)

기관 규모

40.0(6)
소규모 44.5 21.8 20.0 13.6 100.0(110)
중규모 47.7 32.0 16.8  3.6 100.0(197)
대규모 39.5 39.8 18.8  2.0 100.0(410)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등하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 담당자를 조사해본 결과, 전문 운전기사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이나 교사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공립유치원에서는 없었으나 사립유치원은 2.4% 정도의 응답이 있었다.

〈표 Ⅲ-3-8〉유치원 등·하원 차량 운전자

단위: %, (대)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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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사 전담인력 기타 동승안함

차량수
등원 하원 등원 하원 등원 하원 등원 하원

전체 71.1 67.3 28.0 29.5 3.2 4.1 0.7 0.8 717
지역 규모

대도시 87.0 84.5 15.0 15.5 0.5 0.5 0.5 0.5 193
중소도시 80.0 74.5 21.6 23.2 3.2 5.2 0.0 0.0 310
읍면 43.9 41.3 49.1 51.2 5.6 5.7 1.9 2.3 214

설립 유형
공립  1.2  1.2 90.9 90.2 5.5 5.5 3.0 3.7 164
사립 91.9 86.8  9.4 11.6 2.5 3.6 0.0 0.0 553

기관 규모
소규모 27.3 27.5 62.7 61.5 6.4 6.4 3.6 4.6 110
중규모 68.5 65.0 30.5 32.0 5.6 6.1 0.0 0.0 197
대규모 84.1 79.0 17.6 19.8 1.2 2.4 0.2 0.2 410

등하원 차량에 운전기사 외에 유아 안전을 위해 동승하고 있는 사람을 물어

보았을 때, 99.3%가 등원시 동승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0.7%는 동승자가 

없었다. 동승자로는 등원 기준 교사가 71.1%로 가장 많고 차량보조 전담인력이 

28%, 원장 등 기타 인력이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립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있어, 공립유치원에서는 91%가 차량 동승 전담인력이 있어 이들이 

동승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92%가 교사를 동승인으로 응답

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립유치원의 

경우 동승자가 없다는 응답이 등원시 3.0%, 하원시 3.7%나 되어 초등학교 차량을 

공동 이용하면서 차량 동승 성인이 없는 경우가 많은 읍면지역 초등병설유치원 

차량의 안전성 정도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3-9〉유치원 등·하원 차량 동승자

단위: %, 대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비율은 약 60%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 지역은 43.4%만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가장 낮은 운행  

비율을 보였고 이에 비해 읍면지역은 84.2%로 많은 수가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농어촌의 지역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농어촌에서 차량운행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설립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95.5%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운행 비율을 보였고 법인‧단체 86.8%, 

민간 83.6%로 세 유형이 상당히 높은 운행 비율을 보인 반면, 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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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행함 운행하지 않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59.7 40.3 100.0(631)

지역 규모

 79.1(2)***
대도시 43.4 56.6 100.0(228)
중소도시 53.5 46.5 100.0(200)
읍면 84.2 15.8 100.0(203)

설립 유형

211.2(5)***

국공립 42.6 57.4 100.0(108)
사회복지법인 95.5 4.5 100.0( 89)
법인‧단체 86.8 13.2 100.0( 53)
민간 83.6 16.4 100.0(159)
직장 11.1 88.9 100.0( 72)
가정 39.3 60.7 100.0(150)

구분 1대 2대 3대
4대 
이상

계(사례수)
평균 
차량수

통학버스 
등록차량 

이용 
아동수 

전체  71.0 24.5  3.7 0.8 100.0(376) 1.3 1.3 23.5
지역 규모

대도시  72.4 23.5  3.1 1.0 100.0( 98) 1.3 1.3 19.0
중소도시  73.8 23.4  2.8 0.0 100.0(107) 1.3 1.3 18.9
읍면  68.4 25.7  4.7 1.2 100.0(171) 1.4 1.4 28.7

설립 유형
국공립  87.0 13.0  0.0 0.0 100.0( 46) 1.1 1.1 23.6
사회복지법인  43.5 48.2  8.2 0.0 100.0( 85) 1.7 1.6 24.1
법인‧단체  63.0 32.6  2.2 2.2 100.0( 46) 1.4 1.4 25.9
민간  71.4 22.6  4.5 1.5 100.0(133) 1.4 1.4 28.4
직장 100.0  0.0  0.0 0.0 100.0(  8) 1.0 1.0 15.3
가정 100.0  0.0  0.0 0.0 100.0( 58) 1.0 1.0  5.6

기관 규모
소규모  90.6  8.4  1.0 0.0 100.0(203) 1.1 1.1 13.3
중규모  55.8 39.1  5.1 0.0 100.0(138) 1.5 1.5 22.8
대규모  17.1 60.0 14.3 8.6 100.0( 35) 2.1 2.1 56.2

11.1%, 가정어린이집 39.3%, 국공립어린이집 42.6%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평균보다 낮은 운행율을 보였다.

〈표 Ⅲ-3-10〉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운행 여부

단위: %, (개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수를 보면, 71%가 

1대를 운행하고 24.5%가 2대를 운행하고 있어 95% 이상이 2대 이하를 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3-11〉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수 및 통학버스 등록 수

단위: %, (개소), 대, 명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빈도분포가 교차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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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유 지입 전세버스 기타 계(사례수)

전체 83.2 13.9  2.6  0.4 100.0(505)

지역 규모

대도시 77.7 20.0  1.5  0.8 100.0(130)

중소도시 81.2 12.3  5.8  0.7 100.0(138)

읍면 87.3 11.4  1.3  0.0 100.0(237)

설립 유형

국공립 76.9 21.2  1.9  0.0 100.0( 52)

사회복지법인 80.7 17.1  2.1  0.0 100.0(140)

법인‧단체 77.3 19.7  3.0  0.0 100.0( 66)

민간 87.3  9.9  2.8  0.0 100.0(181)

직장 25.0 37.5 25.0 12.5 100.0(  8)

가정 96.6  1.7  0.0  1.7 100.0( 58)

기관 규모

소규모 91.1  6.7  1.3  0.9 100.0(224)

중규모 81.1 15.0  3.9  0.0 100.0(206)

대규모 65.3 32.0  2.7  0.0 100.0( 75)

전체 등하원 차량 505대에 대해, 어린이집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83.2%로 나타나 상당한 수가 소유차량임을 알 수 있다. 지입차량은 13.9%, 전세

버스는 2.6%에 지나지 않았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9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민간어린이집(87.3%)였다. 읍면지역일수록 차량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고 대도시에서는 지입차량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Ⅲ-3-12〉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소유형태

단위: %, (대)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빈도분포가 교차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어린이집의 등하원 차량을 운전하는 담당자를 살펴보면, 원장이 26.5%, 교사가 

1.4%, 그리고 전문 운전기사가 68.5%로 나온다. 즉 운전기사가 차량을 담당하는 

비율이 70%가 안 되고 원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특히 원장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유형별

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이 운전하는 경우가 전혀 없고 기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98%여서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이 차량을 운전하는 비율이 82.8%에 달해 대부분 원장이 차량 운전을 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사 겸임인 경우도 많아 운전

까지 맡게 되면 업무 과중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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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사 전담인력 기타인력 동승안함

등원 하원 등원 하원 등원 하원 등원 하원

전체  96.2  96.2 2.6 2.6  3.8  3.4 0.4 0.4
지역 규모

대도시  95.4  94.6 4.6 4.6  3.9  3.1 0.0 0.0
중소도시  97.1 100.0 2.2 0.7  4.3  3.6 0.0 0.0
읍면  96.2  94.9 1.7 2.5  3.4  3.3 0.8 0.8

설립 유형

국공립 101.9
1)

100.0 5.8 7.7  1.9  1.9 0.0 0.0
사회복지법인 100.0  97.9 0.0 1.4  0.0  0.7 0.0 0.0
법인‧단체  98.5  93.9 3.0 4.5  4.5  4.5 1.5 1.5
민간  95.0  97.8 3.3 1.7  2.8  1.7 0.0 0.0
직장  87.5 100.0 0.0 0.0 12.5 12.5 0.0 0.0
가정  84.5  86.2 3.4 1.7 15.5 13.7 1.7 1.7

〈표 Ⅲ-3-13〉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운전자

단위: %, (대)

구분 원장 교사 운전기사 기타 계(사례수)
전체 26.5 1.4 68.5 3.6 100.0(505)

지역 규모
대도시 24.6 1.5 73.1 0.8 100.0(130)
중소도시 30.4 0.7 62.3 6.5 100.0(138)
읍면 25.3 1.7 69.6 3.4 100.0(237)

설립 유형
국공립  0.0 1.9 98.1 0.0 100.0( 52)
사회복지법인 12.1 2.1 85.7 0.0 100.0(140)
법인‧단체 7.6 1.5 86.4 4.5 100.0( 66)
민간 35.4 1.1 57.5 6.1 100.0(181)
직장  0.0 0.0 87.5 12.5 100.0(  8)
가정 82.8 0.0 12.1 5.2 100.0( 58)

기관 규모
소규모 43.3 3.1 48.7 4.9 100.0(224)
중규모 15.5 0.0 81.1 3.4 100.0(206)
대규모  6.7 0.0 93.3 0.0 100.0( 75)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의 등하원 차량에 동승하여 영유아의 차량 탑승을 돕는 인력으로는 

96%를 넘는 경우가 ‘교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등원과 하원 시 모두   

마찬가지의 결과였고 운전자 외에는 아무도 동승을 하지 않는 경우는 0.4%로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Ⅲ-3-14〉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동승자

단위: %

주: 1) 교사의 비율이 101.9%가 산출된 것은 중복된 교사 비율을 합했기 때문임. 즉, 교사가  

       1명 이상 탑승한다는 의미임.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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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전체적으로 볼 때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차량을 운행하는 비율은 높은데,  

이것은 어린이집 중 직장이나 가정이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98%이상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절반 이상이 가정어린이집이고 국공립 또한 많은 수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어 

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차량운행 대수에서는 대규모 시설이 많은 유치원에서   

2대 이상 다(多) 차량을 운행하는 비율이 높고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유치원

이든 어린이집이든 통학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  

유치원은 전세버스 비율이 20% 가까운 점이 특이사항이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유치원은 95% 가까이가 전문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67%만이 전문 기사가 운전하고 있어 

원장의 업무 과부담과 전문 인력 부재로부터 오는 안전에 대한 확보의 미흡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대부분 운전을 맡고 

있어 이 현상이 적절한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차량 동승자 또한 유치원은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가 30% 가깝고 공립은 90%가 

넘는데 비해 어린이집은 96%이상 교사가 동승을 하고 있어 아동의 입장에서는 

보육환경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근무환경의 적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이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다. 건강검진 

1) 유치원

유치원에 대해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96.3%는 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7%는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여전

히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비율은 사

립(1.9%)보다는 공립유치원(5.4%)에서 높아 공립유치원이 건강검진 관련사항에 

주의를 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어촌에서 유아의 건강검진 확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규모 읍면지역 공립유치원의 경우 검진 

실시율을 더 높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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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시하지 
않음

일부 교직원만 
받음

 모든 교직원이 
받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1.7 20.8 77.4 100.0(523)
지역 규모

3.1(4)
대도시 1.4 21.0 77.5 100.0(138)
중소도시 1.3 23.5 75.2 100.0(226)
읍면 2.5 17.0 80.5 100.0(159)

설립 유형
23.7(2)

***
공립 0.8 13.0 86.3 100.0(262)
사립 2.7 28.7 68.6 100.0(261)

공립
1.7(2)병설 0.9 11.9 87.2 100.0(218)

단설 0.0 18.2 81.8 100.0( 44)

구분 
입학시 
확인

검진시기 
도래시 확인

점검하지 
않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27.1 69.2 3.7 100.0(520)
지역 규모

5.0(4)*
대도시 29.7 68.8 1.4 100.0(138)
중소도시 24.2 72.6 3.2 100.0(225)
읍면 27.6 67.1 5.3 100.0(157)

설립 유형
4.9(2)*공립 25.4 69.2 5.4 100.0(260)

사립 28.8 69.2 1.9 100.0(260)
기관 규모

4.7(4)**
소규모 26.8 67.5 5.7 100.0(157)
중규모 24.9 71.4 3.7 100.0(189)
대규모 29.9 68.4 1.7 100.0(174)

〈표 Ⅲ-3-15〉유치원 유아 건강검진 확인 여부(2013년 이후)

단위: %, (개원)

*p < .05, **p < .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7.4%가  

모든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20.8%는 일부 교직원만이 

받았고 1.7%는 어떤 교직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사립

유치원(68.6%)의 경우 공립유치원(86.3%)에 비해 모든 교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이 18%나 낮고 실시하지 않은 비율도 2.7%로 응답되어 두 

유형 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의 교직원인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나 기타 교직원의 건강검진은 어떤 직장 

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을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건강

검진이 더욱 장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3-16〉유치원 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여부(2013년 이후)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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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소 시 
확인

검진시기 
도래시 확인

점검하지 
않음

계(사례수)

전체 9.4 90.3 0.3 100.0(627)

지역 규모

대도시 8.8 91.2 0.0 100.0(226)

중소도시 10.5 89.0 0.5 100.0(200)

읍면 9.0 90.5 0.5 100.0(201)

설립 유형

국공립 3.7 96.3 0.0 100.0(107)

사회복지법인 11.4 88.6 0.0 100.0( 88)

법인‧단체 11.3 86.8 1.9 100.0( 53)

민간 14.5 85.5 0.0 100.0(159)

직장 9.9 90.1 0.0 100.0( 71)

가정 6.0 93.3 0.7 100.0(149)

구분 
실시하지 
않음

일부 교직원만 
받음

 모든 교직원이 
받음

계(사례수) χ²(df)

사립

2.2(2)법인 0.0 33.3 66.7 100.0( 51)
개인 3.3 27.6 69.0 100.0(210)

기관 규모

4.5(4)
소규모 1.9 19.0 79.1 100.0(158)
중규모 0.5 19.9 79.6 100.0(191)
대규모 2.9 23.6 73.6 100.0(174)

(표 Ⅲ-3-16 계속)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77.7%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9.4%는 입소시에만 확인하는 것으로 보고했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이

러한 비율이 14.5%로 가장 높았다.

〈표 Ⅲ-3-17〉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 여부(2013년 이후)

단위: %, (개소)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빈도분포가 교차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어린이집 교직원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지라는 질문에 대해 97.4%가 모든 

교직원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2.6%는 일부 직원만 건강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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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부 교직원만 받음 모든 교직원이 받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2.6 97.4 100.0(626)

지역 규모

7.1(2)*
대도시 1.3 98.7 100.0(226)
중소도시 1.5 98.5 100.0(200)
읍면 5.0 95.0 100.0(200)

설립 유형

4.0(5)

국공립 1.9 98.1 100.0(108)
사회복지법인 1.1 98.9 100.0( 88)
법인‧단체 3.8 96.2 100.0( 53)
민간 4.4 95.6 100.0(158)
직장 1.4 98.6 100.0( 71)
가정 2.0 98.0 100.0(148)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왔고 설립유형별로는 법인‧단체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교직원이 검진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Ⅲ-3-18〉어린이집 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여부(2013년 이후)

단위: %, (개소)

*p < .05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건강검진 부분에서는 어린이집 정책이 유치원을 앞서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검진 실시에서 어린이집은 검진 시기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직원 건강검진에서도 거의 100%가 모두 검진을 받았다고 보고되었으나 

유치원은 이에 비해 유아 건강검진 실시 빈도도 적고 교직원 검진에서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사에 대한 건강검진은 보다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Ⅲ-3-1〕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여부 비교 (201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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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급식 간식

아침 점심
1)

저녁 오전 오후 사례수
전체 2.1 84.7  8.0 73.6 88.1 523

지역 규모
대도시 2.2 87.7  5.8 67.4 87.0 138
중소도시 1.8 82.7  8.0 73.9 85.4 226
읍면 2.5 84.9 10.1 78.6 93.1 159

설립 유형
공립 0.4 77.5  7.3 76.0 91.2 262
사립 3.8 92.0  8.8 71.3 85.1 261

기관 규모
소규모 0.6 74.7  3.8 73.4 88.0 158
중규모 3.1 86.9 11.0 73.8 88.0 191
대규모 2.3 91.4  8.6 73.6 88.5 174

다. 급 · 간식

1) 유치원

<표 Ⅲ-3-19>는 유치원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전체 유치원의 84.7%가 점심식사를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고 아침식사는 

2.1%, 저녁식사는 8%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립유치원은 92%가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데 비해 공립은 77.5%만이 점심을 제공한다고 응답하여 

설립유형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유치원에서 점심급식제공 

비율이 낮아 급식 설비나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경우를 추측케 한다. 간식의 

경우 오전 간식은 73.6%가, 오후 간식은 88.1%의 유치원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간식은 공립유치원과, 읍면지역 유치원에서 제공 비율이 높았다.

〈표 Ⅲ-3-19〉유치원 급․간식 제공 여부

단위: %, 개원

주: 1) 본 조사에서 점심제공비율이 일반적인 기대치보다 크게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추후 

확인 작업이 필요해 보임.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에서 급식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원내에서 자체조리를 하는   

비율이 86.0%이고 외부 배달이나 업체 납품 등 자체조리를 하지 않는 비율이 

14%여서 자체조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은 75%가량이 

자체조리를 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97.3%가 자체조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사립유치원은 거의 대부분 유치원 자체적으로 급․간식 조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조리를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병설유치원이 많은 읍면지역일수록 자체조리 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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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체 조리 외부 배달 업체 납품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86.0 1.5 2.9  9.6 100.0(523)
지역 규모

12.0(6)
**대도시 89.1 0.0 2.9  8.0 100.0(137)

중소도시 87.2 1.8 4.0  7.0 100.0(227)
읍면 81.8 2.5 1.3 14.5 100.0(159)

설립 유형
59.0(3)

***
공립 74.9 3.0 3.8 18.3 100.0(263)
사립 97.3 0.0 1.9  0.8 100.0(260)

기관 규모

20.2(6)
**소규모 77.8 1.9 3.2 17.1 100.0(158)

중규모 86.4 1.6 2.6  9.4 100.0(191)
대규모 93.1 1.1 2.9  2.9 100.0(174)

구분 
자격소지
조리사

자격비소지
조리사

원장 교사 영양사 기타 계(사례수)

전체 76.7 6.2 0.2 2.2 12.4 2.2 100.0(450)
지역 규모
대도시 83.6 4.1 0.0 0.8 10.7 0.8 100.0(122)
중소도시 77.8 6.6 0.5 3.0 11.1 1.0 100.0(198)
읍면 68.5 7.7 0.0 2.3 16.2 5.4 100.0(130)

설립 유형
공립 58.9 6.1 0.0 4.6 25.9 4.6 100.0(197)
사립 90.5 6.3 0.4 0.4  2.0 0.4 100.0(253)

기관 규모
소규모 59.3 8.9 0.0 7.3 18.7 5.7 100.0(123)
중규모 75.2 4.8 0.6 0.6 17.0 1.8 100.0(165)
대규모 91.4 5.6 0.0 0.0  3.1 0.0 100.0(162)

〈표 Ⅲ-3-20〉유치원 급․간식 조리 방식

단위: %, (개원)

**p < .01,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급‧간식을 자체 조리하는 유치원의 경우 음식 조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 

가라는 질문에 대해 76.7%는 조리사 자격이 있는 취사 담당자가 조리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도시지역에서 조리사 자격자가 조리를 

맡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86.3%) 다음으로는 중소도시(77.8%), 마지막으로 읍면

지역(68.5%)이어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공립유치원에서는 영양사가 

조리를 맡고 있는 비율이 25.9%로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였고 교사가 조리를 

맡는 비율도 공립이 4.6%인 것으로 나타나 읍면지역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급간식 담당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조사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

〈표 Ⅲ-3-21〉유치원 자체 조리 시 담당자

단위: %, (개원)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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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급식 간식

아침 점심 저녁 오전 오후 사례수

전체  6.8 97.0 22.6  97.5  97.9 628

지역 규모

대도시  7.1 98.2 29.6  97.8  96.9 226

중소도시  5.5 97.0 24.0  99.0  99.0 200

읍면  7.9 95.5 13.4  95.5  98.0 202

설립 유형

국공립  2.8 98.1 36.1  98.1  99.1 108

사회복지법인  2.2 97.8 12.4 100.0 100.0  89

법인‧단체  1.9 95.2 13.2  96.2  98.1  53

민간  8.2 96.2 16.4  95.6  96.2 159

직장 12.7 98.6 38.0  95.8 100.0  71

가정 10.1 95.9 21.6  98.6  96.6 148

기관 규모

소규모  8.9 96.1 23.4  96.9  97.6 381

중규모  3.6 98.5 21.9  98.5  98.0 196

대규모  3.9 98.0 19.6  98.0 100.0  51

2)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급‧간식은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면, 97%가 점심을 제공

하고 있고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22.6%였다. 간식은 오전과 오후 모두 

98%의 어린이집이 제공하고 있고 이는 집단 간 거의 차이가 없었다. 아침식사를 

급식으로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6.8%였는데 직장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맞벌이부부 

자녀와 영아가 많은 직장 및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현상으로 보인다.

〈표 Ⅲ-3-22〉어린이집 급․간식 제공 여부

단위: %, 개소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을 보면 99.4%가 자체조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조리 설비를 갖추고 자체조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조사 결과 <표 Ⅲ-3-23>에서 보듯이 조리

실을 구비한 어린이집 비율은 90.6%이므로 10%정도의 어린이집은 정식 조리실이 

없이 간이식 설비에서 조리를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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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체 조리 기타 계(사례수)
전체  99.4 0.6 100.0(630)

지역 규모
대도시  99.6 0.4 100.0(228)
중소도시 100.0 0.0 100.0(200)
읍면  98.5 1.5 100.0(202)

설립 유형
국공립 100.0 0.0 100.0(108)
사회복지법인  98.9 1.1 100.0( 89)
법인‧단체 100.0 0.0 100.0( 52)
민간 100.0 0.0 100.0(159)
직장  97.2 2.8 100.0( 72)
가정  99.3 0.7 100.0(150)

구분
자격 소지 
취사부

자격 비소지 
취사부

원장 교사 영양사 기타 계(사례수)

전체 62.8 18.8 16.1 0.5 0.3 1.4 100.0(626)
지역 규모

대도시 63.9 14.1 18.5 0.4 0.4 2.6 100.0(227)
중소도시 61.5 21.0 16.0 1.0 0.0 0.5 100.0(200)
읍면 62.8 22.1 13.6 0.0 0.5 1.0 100.0(199)

설립 유형
국공립 93.5  5.6  0.0 0.0 0.0 0.9 100.0(108)
사회복지법인 92.0  6.8  1.1 0.0 0.0 0.0 100.0( 88)
법인‧단체 94.2  5.8  0.0 0.0 0.0 0.0 100.0( 52)
민간 54.7 27.0 15.1 1.3 1.3 0.6 100.0(159)
직장 94.3  5.7  0.0 0.0 0.0 0.0 100.0( 70)
가정  6.0 37.6 51.0 0.7 0.0 4.7 100.0(149)

〈표 Ⅲ-3-23〉어린이집 급․간식 조리 방식

단위: %, (개소)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빈도분포가 교차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조리를 담당하는 경우 조리 담당자는 62.8%가 조리사 

자격을 소지한 취사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8.8%가량은 조리사 자격이 없는 

취사부가 조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원장이 조리를 하는 비율은 

16.1%였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사자격을 조시한 취사부가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은 6%에 불과하였고 가장 비율이 높은 51%가 원장이 직접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조리를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1.3%가 교사가 조리를 담당한다고 응답하

여 환경이 열악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Ⅲ-3-24〉어린이집 자체 조리 시 담당자

단위: %, (개소)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빈도분포가 교차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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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급식을 제공하는 비율에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공립유치원에서 점심 급식을 하지 않는 비율이 23%정도 되기 때문이다. 어린이

집은 점심, 오전, 오후 간식 모두를 거의 100% 제공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오전 

간식 제공 비율이 74%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어린이집이 7시 30분 가량   

일과를 시작하는 데 비해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비율은 6.8%로 비교적 낮아   

보이고, 유치원이 아침돌봄을 20%가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조식 급식은 2.1%만 

제공하고 있어 오전간식으로 대체하는 비율이 큰 것을 짐작하게 된다.

조리 담당자를 보면,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조리사 자격소지자가 조리를 담

당하는 비율이 더 높고,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조리를 담

당하는 비율이 50%가 넘어 원장의 다양한 역할과 과업무부담, 보육의 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 어린이집에도 해당하는 

문제로 보이지만, 비슷한 조건인 사립유치원에는 해당 되지 않아 보인다.



구분 3세학급 4세학급 5세학급 복식학급 전체

운영비율 58.1 67.3 76.1 34.1 -

학급 수

평균  1.7  1.9  1.8  1.7 4.2

표준편차  0.9  1.0  1.0  2.3 3.3

Ⅳ.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 현황

1. 영․유아 현황

가. 영․유아 수 및 편성 반 수

1) 유치원

유치원 연령별 학급 운영 비율을 보면, 5세 학급이 76.1%로 가장 많이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4세학급, 3세학급, 복식학급 순으로 이어진다. 

복식학급은 34.1%로 가장 적은 운영비율을 보였다. 운영 중인 학급수의 경우에

는 4세반이 1.9개로 가장 높았으나 나머지 학급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학급수에서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 학급수를 보면 한 유

치원에서 평균 4.2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1〉유치원 연령별 학급 운영비율과 학급 수

단위: %, 개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에는 유치원 학급수 평균이 3.7개로 나타남.

전체 유치원의 정원은 119.3명, 현원은 100.2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4.0%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정원이 131.6명으로 가장 컸으나, 정원 

충족률의 경우에는 중소도시가 86.4%로 가장 높았다. 설립유형별로 사립이 공립

보다 149.8명으로 정원은 더 많았으나, 충족률에서는 공사립간의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는 정원 충족률이 각각 97.7%, 85.2%, 

83.1%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의 순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을수록 정원충족률이 

높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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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 체 119.3 74.1 100.2 69.6 84.0 524
지역 규모

대도시 131.6 65.3 104.7 58.6 79.6 138
중소도시 116.5 75.0 100.6 70.7 86.4 227
읍면 108.6 81.5 93.4 80.3 86.0 159

설립 유형
공립  75.0 37.6 63.0 41.4 84.0 263
사립 149.8 77.7 126.2 73.5 84.2 261

기관 규모
소규모  39.2 18.4 38.3 43.6 97.7  44
중규모  82.9 19.6 70.6 36.3 85.2 219
대규모 188.1 66.7 156.4 65.3 83.1  51

구분 운영비율
이용유아수

평균 표준편차 취업모 자녀 비율 사례수

방과후과정 96.9 65.0 52.8 69.2 508

야간돌봄 14.5 21.7 10.8 94.0  76

〈표 Ⅳ-1-2〉유치원 정원과 현원

단위:  %, 명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방과후 과정의 운영비율은 96.9%로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과정의 이용 아동수는 65명이였으며, 그 가

중 취업모 자녀는 총 69.2%였다. 한편, 야간돌봄의 경우에는 운영비율이 14.5%에 

그쳐,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비교적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평균 27.1명의 이용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아동의 94.0%가 취업모 자녀였다.

〈표 Ⅳ-1-3〉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야간 돌봄 이용 유아 현황

단위: %, 명, 개원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어린이집 연령별 반 운영비율을 보면, 2세반이 85.4%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1세반, 3세반, 0세반, 혼합연령반, 5세반 순으로 

이어져, 4세반이 31.9%로 가장 작은 운영비율을 보였다. 운영 중인 반수의 경우

에는 2세반이 2개로 가장 높았고, 1세반이 1.8개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반수를 

보면, 한 어린이집에서 평균 6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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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8.8 45.0 50.4 41.3 85.7 631
지역 규모

대도시 59.0 42.6 53.7 39.2 91.0 228
중소도시 54.8 46.5 45.1 39.2 82.3 200
읍면 62.8 46.0 52.3 45.3 83.3 203

설립 유형
국공립 75.6 41.2 70.1 40.1 92.7 108
사회복지법인 89.2 43.8 76.9 45.9 86.2  89
법인․단체 73.6 39.0 58.8 37.6 79.9  53
민간 60.1 43.0 50.3 37.4 83.7 159
직장 66.0 50.8 50.4 42.4 76.4  72
가정 19.5 10.3 15.7  3.9 80.5 150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혼합연령반 전체

운영비율 44.2 81.3 85.4 51.0 31.9 28.8 42.6 -

반 수

평균  1.5  1.8  2.0  1.4  1.3  1.3  1.5 6.0

표준편차  0.8  1.0  1.5  1.0  0.7  0.6  1.0 3.6

사례수 279 513 539 322 201 182 269 631

〈표 Ⅳ-1-4〉어린이집 연령별 반 운영비율과 반 수

단위: %, 개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은 58.8명, 현원은 

50.4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5.7%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 읍면지역이   

정원이 62.8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정원충족률의 경우에는 대도시가 91.0%로  

가장 컸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법인어립이집의 정원이 가장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이 19.5명으로 가장 낮았다. 설립유형에 따른 정원충족률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92.7%로 제일 높았으며, 직장어린이집이 76.4%로 가장 낮았다.

〈표 Ⅳ-1-5〉어린이집 정원과 현원

단위: %, 명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학급수와 관련하여, 유치원의 경우 5세반의 운영비율이 가장 많았던 반면,  

어린이집은 5세반의 운영비율이 가장 적었다. 운영하는 학급 수의 경우도 유치

원이 평균 4.2개였던 것과 비교하여 어린이집은 평균 6개로, 어린이집의 운영 

반수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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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명 이하 4-6명 7-9명 계(사례수) χ²(df) 평균(명)

전체 68.3 30.9 0.8 100.0(524) 7.6

지역 규모

18.1(4)***　
대도시 58.7 40.6 0.7 100.0(138) 9.1

중소도시 66.1 33.5 0.4 100.0(227) 8.0

읍면 79.9 18.9 1.3 100.0(159) 5.8

설립 유형

42.5(2)공립 81.0 17.9 1.1 100.0(263) 5.6

사립 55.6 44.1 0.4 100.0(261) 9.6

기관 규모

174.4(4)
소규모 95.6  4.4 0.0 100.0(159)  3.4

중규모 78.5 19.9 1.6 100.0(191)  7.2

대규모 32.2 67.2 0.6 100.0(174) 12.1

정원과 현원은 유치원이 각각 119.3명, 100.2명이였고 어린이집이 각각 58.8명, 

50.4명으로 유치원이 더 높았다. 정원충족률의 경우에는 유치원이 84%, 어린이

집은 85.7%로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유

치원은 중소도시의 정원충족률이 86.4%로 가장 컸으나, 어린이집은 대도시의 정

원충족률이 91.0%로 가장 높았다. 규모에 따른 비교에서는 유치원 97.7%, 어린

이집 93.3%로,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소규모의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았다.

2. 교직원 현황

가. 교사 일반 현황

1) 유치원

유치원 교사 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7.6명으로 나타났고 교사수가 3명 

이하라고 응답한 유치원이 68.3%로 가장 많았으며, 4-6명 이하가 30.9%로 두 번

째로 높았다. 교사의 수는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지역의 

경우 3명이하의 유치원이 79.9%로 대도시 58.7%와 중소도시 66.1%보다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도시 유치원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2-1〉유치원당 교사 수

단위: %, (명)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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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업무별 교사 유형 근무형태

담임
교사

비담임
교사

보조
교사

방과후
교사

특수
교사

계(사례수) χ²(df)
전일
제

시간
제

계(사례수) χ²(df)

전체 59.3 11.5  8.7 19.4 1.1 100.0(3890) 86.6 13.4 100.0(3885)

지역 규모

27.5(8)*** 64.3(2)
대도시 56.3 12.1 10.3 19.8 1.4 100.0(1221) 92.7  7.3 100.0(1221)

중소도시 61.2 12.3  8.1 17.7 0.8 100.0(1771) 85.0 15.0 100.0(1771)

읍면 59.5  9.2  7.6 22.4 1.3 100.0( 898) 81.4 18.6 100.0( 893)

설립 유형

284.7(4)　 195.2(2)　공립 47.1 10.6  9.1 30.2 3.0 100.0(1455) 76.8 23.2 100.0(1450)

사립 66.5 12.1  8.4 13.0 0.0 100.0(2435) 92.4  7.6 100.0(2435)

기관 규모

74.8(8)　 89.3(2)　
소규모 52.7  9.7 11.2 25.0 1.3 100.0( 535) 75.7 24.3 100.0( 534)

중규모 54.4 11.6  9.4 22.8 1.8 100.0(1331) 84.8 15.2 100.0(1326)

대규모 64.2 12.0  7.5 15.7 0.6 100.0(2024) 90.7  9.3 100.0(2025)

교사의 업무별 유형을 보면, 담임교사가 전체의 59.3%로 가장 높았고, 방과후 

교사가 19.4%, 비담임 정규직이 11.5%, 보조교사가 8.7%, 특수교육교사가 1.1%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담임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보조교

사의 비율이 높았다. 방과후과정교사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교사의 근무형태는 전일근무가 86.6%로 시간제 

근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집단별 유의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Ⅳ-2-2〉유치원 업무별 교사유형 및 근무형태

단위: %, (명)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 교사 유형별 근무 시작시각을 살펴보면, 담임이 9시 6분으로 가장   

빨랐으며, 방과후과정교사가 11시 19분이었다. 종료시각의 경우에는 보조교사가 

18시 09분으로 가장 빨랐고, 담임이 19시 01분으로 가장 늦었다. 한편, 근무시간은 

담임이 9시간 53분으로 가장 오랜 시간 근무를 하며, 방과후과정교사가 7시간 

29분으로 가장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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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시작시각 종료시각 근무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담임교사 2305  9:06  31분 19:01 56분 9시간 53분  67분

비담임교사  449  9:17  34분 18:58 55분 9시간 41분  74분

보조교사  337 10:20  95분 18:09 70분 7시간 44분 136분

방과후과정교사  756 11:19 138분 18:51 60분 7시간 29분 158분

특수교육교사   43  9:56  79분 18:03 47분 8시간 07분  85분

구분 사례수
시작시각 종료시각 근무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05 9:06 31분 19:01 56분 9시간 53분 67분

설립 유형

공립  685 9:20 38분 18:01 40분 8시간 35분 46분

사립 1620 9:01 25분 19:24 41분 10시간 23분 47분

〈표 Ⅳ-2-3〉유치원 교사유형별 근무시간

단위: 명, 시, 분

주: 원장이 해당기관 교사 전체에 대해 응답한 내용임.

유치원 설립유형별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을 보면,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의 근

무 시작시각이 9시 01분으로 공립의 9시 20분보다 약 20분가량 빨랐다. 이는 원

장의 응답에 의한 분석으로 원장은 일과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수업시작시간을 

근무시작시간으로 응답한 듯하다. 종료시각의 경우에는 공립담임교사의 경우, 

18시 1분, 사립교사는 19시 24분으로 사립교사가 업무를 더 늦게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공립담임교사가 8시간 35분, 사립담임교사가 10시간 23분으

로, 사립담임교사가 공립담임교사보다 약 2시간 정도 더 오래 근무함을 알 수 

있다. 

〈표 Ⅳ-2-4〉유치원 설립유형별 담임교사 근무시간

단위: 명, 시, 분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교사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27.4%, 40대 19.6%, 50대 이상 11.2%로 이어졌다. 교사의 학력의 경우에는 4년제 

졸이 45.3%였고 전문대 졸은 54.6%였다. 교사의 연령과 학력은 지역규모나   

설립유형, 유치원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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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사례수) χ²(df)
전체 41.8 27.4 19.6 11.2 100.0(3881)

지역 규모

170.6(6)***
대도시 51.4 29.3 13.5  5.8 100.0(1221)
중소도시 41.1 27.1 20.0 11.9 100.0(1770)
읍면 30.0 25.5 27.3 17.2 100.0( 890)

설립 유형
1013.9(3)***　공립 12.7 30.2 35.0 22.1 100.0(1451)

사립 59.1 25.8 10.5  4.7 100.0(2430)
기관 규모

327.4(6)***　
소규모 18.0 32.3 30.2 19.5 100.0( 533)
중규모 33.2 28.4 25.2 13.2 100.0(1324)
대규모 53.7 25.5 13.2  7.7 100.0(2024)

구분 2년제 졸 3년제 졸 4년제 졸 대학원 졸 계(사례수) χ²(df)

전체 20.9 33.7 32.6 12.7 100.0(3861)

지역 규모

 78.2(6)***
대도시 19.6 40.4 30.1  9.9 100.0(1219)

중소도시 19.7 33.5 34.6 12.3 100.0(1751)

읍면 25.1 25.1 32.2 17.5 100.0( 891)

설립 유형

779.2(3)***공립 25.8 10.3 37.7 26.2 100.0(1452)

사립 18.0 47.9 29.5  4.6 100.0(2409)

기관 규모

220.7(6)***
소규모 27.7 15.1 36.8 20.4 100.0( 535)

중규모 21.8 27.0 35.1 16.0 100.0(1309)

대규모 18.5 43.0 29.8  8.6 100.0(2017)

〈표 Ⅳ-2-5〉유치원 교사 연령

단위: %, (명)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표 Ⅳ-2-6〉유치원 교사 학력

       단위: %, (명)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교사의 경력을 보면, 10년 이상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1-3

년 미만, 5-10년 미만이, 3-5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21.2%, 20.5%, 

20.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경력이 1년 미만인 교사는 13.1%에 그쳤다.   

교사의 호봉은 10호봉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10-20호봉 미만이 40.3%로 두 번

째로 높았다. 20-30호봉 미만은 8.7%, 30호봉 이상은 9.7%였다. 교사의 호봉과 

경력 역시 지역규모나 설립유형, 유치원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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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사례수) χ²(df)

전체 13.1 21.2 20.0 20.5 25.2 100.0(3852)
지역 규모

 78.9(8)
대도시 15.8 21.4 20.6 23.3 18.9 100.0(1221)
중소도시 12.0 21.9 21.3 19.8 25.0 100.0(1750)
읍면 11.7 19.3 16.9 17.8 34.3 100.0( 881)

설립 유형
539.6(4)공립  8.2 13.1 13.8 19.5 45.3 100.0(1443)

사립 16.1 26.0 23.8 21.0 13.2 100.0(2409)
기관 규모

155.9(8)
소규모 11.6 15.4 14.6 18.0 40.4 100.0( 534)
중규모 11.4 20.6 19.1 18.6 30.4 100.0(1303)
대규모 14.7 23.1 22.1 22.3 17.8 100.0(2015)

구분 10호봉미만 10-20호봉 20-30호봉 30호봉이상 계(사례수) χ²(df)

전체 41.3 40.3  8.7  9.7 100.0(3658)
지역 규모

152.7(6)　
대도시 47.2 39.9  9.1  3.9 100.0(1160)
중소도시 40.8 41.8  8.0  9.4 100.0(1690)
읍면 34.0 37.7  9.5 18.7 100.0( 808)

설립 유형
627.1(3)국공립 30.8 30.5 15.2 23.5 100.0(1341)

사립 47.4 46.0  4.9  1.7 100.0(2317)
기관 규모

163.9(6)　
소규모 33.8 34.2 14.5 17.5  100.0( 503)

중규모 40.8 36.5 10.1 12.6  100.0(1206)

대규모 43.6 44.2  6.3  5.9  100.0(1949)

〈표 Ⅳ-2-7〉유치원 교사 경력

단위: %, (명)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표 Ⅳ-2-8〉유치원 교사 호봉

단위: 호봉, %, (명)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 교사의 연수 참여경험을 보면,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의 78.1%가  

연수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참여 

경험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많았으며, 공립이 사립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수는 5명 이하인 곳이 76.6%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들이 참여한 연수활동으로는 교육 

관련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관련이 0.9%로 가장 낮았다. 연수기관은  

교육청 관련 기관이 46.6%로 가장 많았고, 사기관이 42.3%로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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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있음 없음 계(사례수)

전체 78.1 21.9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80.4 19.6 100.0(138)
중소도시 77.5 22.5 100.0(227)
읍면 76.7 23.3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78.7 21.3 100.0(263)
사립 77.4 22.6 100.0(261)

구분 비율 사례수

연수내용

교육관련  59.8 907
자격관련   0.9  14

특별활동  16.9 257
기타  24.9 378
무응답   0.1   1

계 100.0 1517

연수기관

교육청  46.6 705

지자체   1.3  20

중앙   0.7   9

기관   1.1  17

유치원   4.0  61

기타 학교   3.9  58

사기관  42.3 638

모름   0.2   3

계 100.0 1511

〈표 Ⅳ-2-9〉유치원 교사의 연수 참여경험 여부(2013년)

단위: %, (명)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표 Ⅳ-2-10〉유치원 교사의 참여 연수

단위: %, 회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 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7.0명으로 나타났다. 교사수가 4-6

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3%로 가장 높았고, 2-9명이 23.9%, 3명 이하가 

15.5%, 10명이상이 9.6%였다. 어린이집 교사 수는 지역규모, 설립유형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과 사회

복지법인은 7-9명의 비율이 가장 많았던 반면, 법인·단체와 민간, 직장, 가정은 

4-6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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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명 이하 4-6명 7-9명 10명이상 계(사례수) χ²(df) 평균(명)
전체 15.5 41.3 23.9  9.6 100.0(618) 7.0

지역 규모

15.9(6)*
대도시 13.5 33.2 28.7 12.3 100.0(223) 7.6
중소도시 16.8 46.4 21.4  7.7 100.0(196) 6.6
읍면 16.6 45.2 21.1  8.6 100.0(199) 6.6

설립 유형

235.9(15)***

국공립  3.8 28.8 35.6 15.9 100.0(104) 8.7
사회복지법인  5.7 21.8 36.8 17.8 100.0( 87) 8.9
법인․단체  7.5 49.1 26.4  8.5 100.0( 53) 7.2
민간  8.4 47.7 26.5  8.7 100.0(155) 6.8
직장  4.2 38.0 31.0 13.4 100.0( 71) 9.2
가정 45.3 53.4  1.4  0.0 100.0(148) 3.7

 구분
업무 근무형태

담임
교사

비담임
교사

보조
교사

연장반
교사

장애아
전담

계(사례수)
전일
제

시간
제

계(사례수) χ²(df)

전체 90.0 3.2 5.2 0.9 0.7 100.0(4203) 93.8 6.2 100.0(4172)
지역 규모

13.7(2)**
대도시 87.3 4.1 6.0 1.3 1.3 100.0(1673) 92.3 7.7 100.0(1658)
중소도시 91.1 3.0 5.2 0.6 0.1 100.0(1252) 94.4 5.6 100.0(1240)
읍면 92.4 2.3 4.2 0.5 0.5 100.0(1278) 95.1 4.9 100.0(1274)

설립 유형

53.1(5)***

국공립 84.9 3.1 8.2 1.8 2.0 100.0( 899) 90.9 9.1 100.0( 899)
사회복지법인 91.7 2.1 4.8 0.5 0.8 100.0( 763) 94.9 5.1 100.0( 758)
법인․단체 87.6 4.5 6.6 1.3 0.0 100.0( 378) 92.9 7.1 100.0( 368)
민간 90.9 3.4 4.5 0.7 0.6 100.0(1029) 93.8 6.2 100.0(1022)
직장 92.3 3.2 3.9 0.7 0.0 100.0( 597) 97.2 2.8 100.0( 597)
가정 93.3 3.7 2.8 0.2 0.0 100.0( 537) 93.9 6.1 100.0( 528)

〈표 Ⅳ-2-11〉어린이집당 교사 수

단위: %, (명) 

*p < .05,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교사의 업무를 보면, 담임교사가 전체의 90.0%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10%의 

비율은 보조교사, 비담임 정규직, 연장반 교사, 장애아전담교사의 순으로 나타 

났다. 어린이집의 대부분의 교사는 담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교사의 근무형태는 전일근무가 93.8%로 시간제 근무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Ⅳ-2-12〉어린이집 교사 업무 및 근무형태

단위: %, (명) 

**p < .01, ***p < .001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교사업무의 경우, 빈도분포가 교차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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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시작시각 종료시각 근무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담임교사 6075  9:16  40분 18:50  44분 9시간 34분  50분

비담임정규교사  212  9:28  37분 18:31  78분 9시간 03분  86분

보조교사  359 10:14  56분 16:52 116분 5시간 59분 124분

연장반교사   59 13:09 144분 20:32  87분 7시간 49분  86분

장애아전담교사   45 10:02  11분 18:38  29분 8시간 51분  28분

어린이집 교사유형별 근무 시작시각을 살펴보면, 담임 9시 16분, 비담임정규

교사 9시 28분, 보조교사 10시 14분, 장애아전담교사 10시 2분, 연장반교사 13시 

09분으로 나타났다. 종료시각의 경우, 담임교사는 18시 50분, 연장반교사는 20시 

32분, 보조교사는 16시 52분이었다. 근무시간은 담임이 9시간 34분, 보조교사는 

5시간 59분, 연장반 교사는 7시간 49분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13〉어린이집 교사유형별 근무시간

단위: 명, 시, 분

주: 원장이 해당기관 교사 전체에 대해 응답한 내용임.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담임교사의 근무 시작시각을 보면,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담임교사가 9시 05분에 가장 빨리 근무를 시작하였고, 직장어린이집 담임교사가 

9시 28분에 가장 늦게 근무를 시작했다. 종료시각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가 19시 05분으로 가장 늦었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18시 45분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근무시간 시간 역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의 담임교사가 9시간 56분으로 가장 오래 근무하고 있었다.

〈표 Ⅳ-2-14〉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담임교사 근무시간

단위: 명, 시, 분

구분 사례수
시작시각 종료시각 근무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075 9:16 40분 18:50 44분 9시간 34분 50분

설립 유형

국공립 1112 9:20 37분 18:43 40분 9시간 23분 41분

사회복지법인 1229 9:08 37분 19:05 40분 9시간 56분 55분

법인·단체  541 9:05 42분 18:47 44분 9시간 42분 45분

민간 1531 9:17 39분 18:47 43분 9시간 29분 48분

직장  719 9:28 39분 18:50 43분 9시간 22분 41분

가정  943 9:14 41분 18:44 50분 9시간 26분 54분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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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사례수) χ²(df)

전체 31.6 36.1 25.5  6.8 100.0(4168)

지역 규모

27.2(6)***
대도시 35.0 34.3 23.6  7.2 100.0(1664)

중소도시 31.0 35.3 26.8  7.0 100.0(1234)

읍면 27.8 39.2 26.7  6.3 100.0(1270)

설립 유형

666.7(15)***

국공립 34.4 40.8 17.9  6.9 100.0( 889)

사회복지법인 35.6 38.8 19.7  5.9 100.0( 763)

법인․단체 27.9 38.0 25.5  8.5 100.0( 376)

민간 22.4 38.5 32.2  6.9 100.0(1013)

직장 63.0 24.1 11.1  1.8 100.0( 597)

가정  5.8 31.5 50.2 12.5 100.0( 530)

구분 고졸 2년제졸 3년제졸 4년제졸 대학원졸 계(사례수) χ²(df)

전체 10.9 42.8 11.6 31.6 3.1 100.0(4158)

지역 규모

112.3(8)***
대도시 10.4 36.4 12.4 36.7 4.1 100.0(1647)

중소도시 10.8 40.9 12.2 33.3 2.8 100.0(1241)

읍면 11.6 53.1 10.1 23.4 1.9 100.0(1270)

설립 유형

712.8(20)***

국공립  5.4 38.9 13.2 38.7 3.7 100.0( 868)

사회복지법인  4.3 51.5 16.9 23.6 3.7 100.0( 763)

법인․단체  9.1 47.7 15.5 25.1 2.7 100.0( 375)

민간 17.7 51.6  6.8 22.4 1.6 100.0(1022)

직장  1.8 21.1 13.6 57.8 5.7 100.0( 597)

가정 27.4 40.7  6.0 24.6 1.3 100.0( 533)

교사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26.1%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1.6%로 그 뒤를 

이었다. 40대는 25.5%였으며, 50대 이상은 6.8%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 중소  

도시와 읍면지역과는 달리, 대도시는 20대 비율이 30대 비율보다 높았다. 설립유

형에 따라서는 직장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교사의 

학력의 경우에는 2년제졸이 42.8%로 가장 높았고, 4년제졸 이상이 34.7%였다.

〈표 Ⅳ-2-15〉어린이집 교사 연령

단위: %, (명)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표 Ⅳ-2-16〉어린이집 교사 학력

단위: %, (명)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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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계(사례수) χ²(df)
전체 14.0 25.6 20.1 27.5 12.7 100.0(4122)

지역 규모

18.9(8)*
대도시 13.4 27.6 20.4 27.6 11.0 100.0(1630)
중소도시 15.2 23.6 20.5 27.5 13.3 100.0(1231)
읍면 13.8 25.1 19.4 27.5 14.2 100.0(1261)

설립 유형

311.8(20)***

국공립 11.1 20.4 18.0 33.3 17.2 100.0( 854)
사회복지법인  9.9 19.5 17.7 34.8 18.1 100.0( 758)
법인․단체 11.9 16.4 21.4 34.4 15.8 100.0( 360)
민간 15.6 31.4 22.5 20.6  9.9 100.0(1027)
직장 21.3 29.5 20.0 25.3  3.9 100.0( 596)
가정 15.0 33.6 21.8 19.0 10.6 100.0( 527)

구분 10호봉미만 10-20호봉 20-30호봉 30호봉이상 계(사례수)

전체 87.8 11.6 0.5 0.1 100.0(3903)

지역 규모

대도시 88.7 10.9 0.5 0.0 100.0(1473)

중소도시 87.4 11.8 0.5 0.3 100.0(1203)

읍면 87.3 12.3 0.4 0.0 100.0(1227)

설립 유형

국공립 82.3 16.8 0.8 0.0 100.0( 849)

사회복지법인 79.9 19.5 0.5 0.0 100.0( 753)

법인․단체 81.5 17.7 0.8 0.0 100.0( 368)

민간 94.7  4.6 0.2 0.4 100.0( 914)

직장 92.9  7.1 0.0 0.0 100.0( 588)

가정 96.3  3.2 0.5 0.0 100.0( 431)

교사의 경력을 보면, 5-10년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1-3년, 

3-5년, 10년 이상, 1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1년 미만인 교사는 14.0%에 

그쳤다. 교사의 호봉은 10호봉 미만이 87.8%로 가장 높았으며, 10-20호봉이 

11.6%로 그 뒤를 이어, 대부분의 교사가 20호봉 미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표 Ⅳ-2-17〉어린이집 교사 경력

단위: %, (명) 

*p < .05,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표 Ⅳ-2-18〉어린이집 교사 호봉

단위: %, (명)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빈도분포가 교차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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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 사례수

연수내용

교육관련  79.5 1784
자격관련   2.8   63
특별활동   8.3  187
기타   9.2  207
무응답   0.1   2

계 100.0 2243

연수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31.7  700
관공서   7.2  158
중앙   6.4  144
기타   3.3   74
어린이집   6.8  153
대학교   3.3  73
사기관  40.7  886
모름   0.7   17

계 100.0 2205

구분 있음 없음 계(사례수)
전체 74.5 25.5 100.0(631)

지역 규모 　
대도시 71.5 28.5 100.0(228)
중소도시 79.5 20.5 100.0(200)
읍면 72.9 27.1 100.0(203)

설립 유형 　
국공립 80.6 19.4 100.0(108)
사회복지법인 76.4 23.6 100.0( 89)
법인․단체 84.9 15.1 100.0( 53)
민간 73.0 27.0 100.0(159)
직장 72.2 27.8 100.0( 72)
가정 68.0 32.0 100.0(150)

어린이집 교사의 연수 참여 경험을 보면,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의 74.5%가 

연수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수는 5명 이하

인 곳이 76.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1.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교사가 참여한 연수활동 내용은 안전교육, 누리과정교육, 표준보육과정, 성교육 

등과 같은 필수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이 79.5%로 가장 많았고, 1, 2급 교사가 

되거나 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관련교육이 2.8%로 가장 낮았다. 연수기관은 사기

관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1.7%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19〉어린이집 교사의 연수 참여경험 여부(2013년)

단위: %, (명)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표 Ⅳ-2-20〉어린이집 교사의 참여 연수

단위: %, 회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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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교사 수와 관련하여, 유치원당 교사수는 전체 평균 7.6명이였고, 어린이집당 7.0명

으로 유치원당 교사수가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은 3명 이하가 

68.3%의 비율로 가장 높았던 반면, 어린이집은 4-6명이 41.3%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교사 업무에 있어서는, 유치원은 담임교사가 전체의 59.3%로 가장 높았던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90.0%의 교사가 담임 업무를 맡고 있어 유치원보다 담임을 

담당하는 교사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근무 형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전일근무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어린이집이 93.8%로 비율이 더 높았다.

교사 연령의 경우, 유치원은 20대가 41.8%로 가장 많았으나, 어린이집은 30대가 

26.1%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은 유치원은 3년제 졸이 33.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어린이집은 2년제졸이 4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대학원졸의 비율이 12.7%였으나, 어린이집은 3.1%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

였다.

교사의 경력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10년 이상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집은 5-10년 미만이 27.5%로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1년 미만의 

교사가 각각 13.1%, 14.0%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했다. 호봉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10호봉 미만이 각각 41.3%, 87.8%롤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어린이

집 교사가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사의 연수 참여는 유치원이 78.1%, 어린이집은 74.5%가 연수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참여교사의 수는 두 곳 모두 5명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아, 유치원은 평균 1.4명, 어린이집은 평균 1.4명이 참여하였다. 교사들이 참여한 

연수활동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육관련 가장 많았으며, 자격관련이 가장 

낮았다. 연수기관은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 관련 기관이 46.6%로 가장 많았고, 어린

이집은 사기관이 40.7%로 가장 많았다.

교사의 유형별 근무 시작시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담임이 각각 9시 6분,  

9시 16분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담임교사가 평균적으로 조금 

더 빨리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시각의 경우, 유치원은 담임교

사가 19시 01분에 업무를 종료하였고, 어린이집은 담임교사가 18시 50분에 업

무를 종료하였다. 근무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담임교사가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약 30분가량 더 오래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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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업

준비

수업

진행

일지 

작성

방과후과정 

지도

사무행정

업무

대인관계

업무
휴식 기타 사례수

전체 66.9 270.2 42.3 87.3 88.4 36.2 35.7 66.3 721
지역 규모
대도시 78.0 282.1 47.5 99.4 85.3 40.6 37.9 78.7 198
중소도시 65.8 267.8 41.6 87.9 90.8 34.5 33.7 58.2 297
읍면단위 59.2 263.7 38.9 77.0 87.8 34.6 36.4 64.2 226

설립 유형
공립 55.7 262.3 36.0 60.3 111.8 30.3 33.5 45.9 373
사립 78.8 278.9 48.9 105.4 55.5 42.3 37.7 78.4 348

교사 경력
5년 미만 69.7 263.2 45.9 98.6 81.7 39.3 35.7 80.5 131
6-9년 71.1 273.2 45.1 99.6 73.0 37.9 35.6 80.5 232
10년 이상 63.1 271.8 39.1 73.2 99.3 33.9 35.9 51.0 356

설립유형별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담임

교사가 공립유치원의 담임교사보다 더 빨리 근무를 시작하고, 더 늦게 업무를 종료

하여 공립유치원 담임교사 보다 약 1시간 50분 정도 더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어린이집의 담임교사가 가장 빨리 업무를 

시작하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담임교사가 가장 늦게 업무를 종료하여,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근무시간이 더 긴 편에 속했다.

나. 교사 근무 환경

1) 유치원 

유치원 교사의 일반적인 하루 일과를 보면, 수업진행에 가장 많은 시간인    

4시간 30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무행정업무가 약 1시간 28분, 

수업준비가 그 다음 순이다(<표 Ⅳ-2-21> 참조). 설립유형에서 조사된 모든 항목

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근무시간이 많았으나, 사무

행정업무에 있어서만 공립유치원 교사가 사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2배 이상의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해당하는 시간 비율이 높게 나

타난 것은 유치원 교사가 직무외의 업무로 인한 근무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2-21〉유치원 교사의 업무별 일일 소요시간
1)

단위: 분, 명

주: 1) 본 결과는 업무별 일반적인 소요시간을 의미하며 모든 업무가 매일 동일 시간으로 소

요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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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급 수당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전체 217.4 80.3 56.6 34.8 274.0 721
지역 규모 　 　

대도시 186.9 54.0 50.2 27.6 237.1 198

중소도시 219.5 83.1 55.1 34.6 274.6 297
읍면지역 242.1 87.2 64.1 39.1 306.2 226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계(사례수) χ²(df)
전체 62.0 25.2 12.8 100.0(721)

지역 규모

11.7(4)
대도시 66.1 20.7 13.1 100.0(198)
중소도시 56.2 30.6 13.1 100.0(297)
읍면단위 65.9 22.1 11.9 100.0(226)

설립 유형

8.6(2)공립 59.8 24.1 16.1 100.0(373)
사립 64.6 26.4 9.2 100.0(348)

교사 경력

12.7(4)
5년 미만 67.1 22.1 10.7 100.0(131)
6-9년 66.8 22.8 10.4 100.0(232)
10년 이상 57.0 27.9 15.1 100.0(358)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정도가 62%로 나타났다. 지역적

으로 대도시는 66.1%, 중소도시는 56.2%, 읍면지역에서는 65.9%로 유치원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만족정도를 나타내었다. 설립유형은 공립유치원이 59.8%, 사립유치원이 

64.6%로 나타나서,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

가 약 5%정도 높았다. 교사경력별로 보면, 5년 미만의 교사의 67.1%가 만족하였고, 

5-9년 사이의 교사는 66.8%, 10년 이상 된 교사들은 약 57%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표 Ⅳ-2-22〉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

단위: %, (명)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 담임교사의 기본급과 수당은 기본급은 전체 평균이 약 217.9만원으로 나타

났다. 지역규모에서는 읍면지역의 기본급이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와는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사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110.0만원 

이상 많았고, 경력이 증가하면서 기본 급여가 증가하였다. 수당은 전체 평균은 61.3만

원이며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

다. 수당 역시 경력이 증가하면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23> 참조).

〈표 Ⅳ-2-23〉유치원 담임교사 기본급과 수당

단위: 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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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급 수당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전체 180.0  87.0 49.0 54.4 229.0 3890

교사유형별

담임 185.7  76.9 55.7 54.9 241.4 2305

비담임정규 265.5 124.9 65.9 65.7 331.4  449

보조교사 114.7  36.9 23.6 36.9 138.4  337

방과후과정교사 133.3  44.7 30.3 42.8 163.6  756

특수교육교사 195.1  64.5 48.7 53.0 243.8   43

구분
기본급 수당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설립 유형 　 　 　 　 　

공립 267.4 79.7 69.0 38.2 336.4 373

사립 164.4 33.0 43.1 24.2 207.5 348

교사 경력 　 　 　 　 　

5년 미만 157.7 42.6 44.9 25.1 202.6 131

5-9년 177.2 39.6 47.0 24.3 224.2 232

10년 이상 265.8 81.8 67.0 40.0 332.8 358

(표 Ⅳ-2-23 계속)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 교사유형별 기본급을 살펴보면, 비담임정규(원감 포함)이 265.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담임으로 230.5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교사는 114.7만원으로 가장 낮은 기본급을 받았다. 수당 역시 비담임

정규(원감 포함)가 65.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5.7만원의 담임이 두번째로 높았

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계를 보면, 비담임정규, 담임, 특수교육교사, 방과후 

과정교사, 보조교사의 순으로 나타나, 비담임정규가 월급여 총액이 가장 높고, 

보조교사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24〉유치원 교사유형별 기본급 및 수당

단위: 만원, 명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비담임정규에는 원감이 포함됨.

2) 어린이집교사

어린이집 교사의 일반적인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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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업 및 
일일계획

수업 
진행

일지 
작성

방과후
과정 

사무행정 
업무

대인관계 
업무

휴식 기타 사례수 평균

전체 63.2 237.3 47.8 62.3 47.2 37.8 48.5 95.1 971 563.7

지역 규모

대도시 64.3 225.2 49.7 60.0 48.6 40.8 49.4 96.0 352 555.9

중소도시 63.6 229.5 48.7 68.0 51.9 39.8 49.1 94.2 284 566.9

읍면단위 61.8 256.5 45.0 61.1 41.5 33.1 47.1 94.9 335 569.1

설립 유형

국공립 66.3 241.2 53.2 65.1 57.5 40.4 43.5 77.9 151 565.0

사회복지법인 59.6 256.8 43.8 55.9 44.9 36.3 42.8 85.6 141 576.6

법인․단체 65.3 249.5 45.7 56.9 41.4 35.2 44.1 80.0  77 561.5

민간 66.4 240.8 47.6 61.9 44.3 38.0 49.2 95.4 253 567.1

직장 73.0 259.4 56.0 57.5 63.8 45.6 46.9 63.3  89 601.5

가정 56.5 210.6 44.6 67.6 39.4 35.0 54.7 124.4 260 541.3

교사 경력

5년 미만 64.4 223.5 46.1 62.0 41.8 33.5 49.8 95.7 335 554.1

5-9년 63.6 228.1 49.7 62.7 48.9 41.4 50.7 96.5 391 565.9

10년 이상 61.3 270.9 47.0 61.9 51.7 37.9 42.8 92.4 240 573.3

참조). 전체적으로 나타난 어린이집 일일 평균근무시간은 9시간 23분이다. 구체

적인 직무에서는 수업진행, 수업 및 일일계획, 방과후과정지도 휴식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공식화된 직무 외의 기타 관련 업무로 

인한 근무시간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성별로 자세히 보면, 지역규모와 설립유형, 

교사경력에서 모두 비슷한 평균 근무시간을 보이고 있다. 단, 설립유형에서   

직장 보육시설의 근무시간이 많은 것은 해당 직장의 부모 근무시간에 따라 운영

되는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표 Ⅳ-2-25〉어린이집 교사의 일반적인 하루 일과별 근무시간

단위: 분, 명

주: 1) 본 결과는 업무별 일반적인 소요시간을 의미하며 모든 업무가 매일 동일 시간으로 소  

   요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 교사의 고용재계약은 86.2%가 보편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무런 재계약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11.5%에 이른다(<표 Ⅳ

-2-26> 참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재계약 없이 자동 연장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 현황  95

구분
1년 

이하
매1년

매2년

이상

재계약

없이 지속
기타 계(사례수)

전체 0.2 86.2 0.6 11.5 1.5 100.0(820)

지역 규모

대도시 0.7 85.5 1.1 11.3 1.4 100.0(282)

중소도시 0.0 87.6 0.0 11.6 0.8 100.0(241)

읍면단위 0.0 85.9 0.6 11.4 2.0 100.0(297)

설립 유형

사회복지법인 0.0 78.0 0.0 20.6 1.4 100.0(141)

법인․단체 0.0 77.9 0.0 18.2 3.9 100.0( 77)

민간 0.4 90.5 0.4 7.9 0.8 100.0(253)

직장 0.0 87.6 3.3 9.0 0.0 100.0( 89)

가정 0.4 88.5 0.4 8.8 1.9 100.0(260)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사례수 χ²(df)

전체 60.6 28.8 10.6 100.0(970)
지역 규모

15.1(4)
대도시 61.1 31.8 7.2 100.0(352)
중소도시 59.0 29.3 11.7 100.0(283)
읍면단위 61.4 25.2 13.4 100.0(335)

설립 유형

국공립 63.7 25.9 10.4 100.0(151)

16.9(10)

사회복지법인 68.3 25.2 6.5 100.0(141)

법인․단체 58.8 30.9 10.3 100.0( 76)

민간 58.3 31.3 10.4 100.0(253)

직장 63.2 25.3 11.5 100.0( 89)

가정 56.5 30.6 12.9 100.0(260)

〈표 Ⅳ-2-26〉어린이집 교사 고용형태

단위: %, (명) 

**p < .01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빈도분포가 교차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정도가 60.6%로 나타났다. 지

역적으로 대도시는 61.1%, 중소도시는 59.0%, 읍면지역에서는 61.4%로 어린이집 교

사들은 교직에 대한 만족정도를 나타내었다. 설립유형은 사회복지법인이 68.3%로 

가장 높았고, 가정이 56.5%로 가장 낮았다. 교사경력별로 보면, 5년 미만의 교사의 

57.2만족하였고, 10년 이상 된 교사들은 약 65.4%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표 Ⅳ-2-27〉어린이집 교사 직무만족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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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급 수당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전체 147.8 38.2 33.4 24.0 181.2 971

지역 규모

대도시 150.2 39.8 29.1 24.2 179.3 352

중소도시 146.6 36.4 33.2 22.9 179.8 284

읍면단위 146.4 38.0 37.5 24.0 183.9 335

설립 유형

국공립 180.1 27.0 34.3 35.6 214.4 151

사회복지법인 179.5 29.4 33.7 20.0 213.2 141

법인․단체 175.5 33.0 41.8 32.0 217.3  77

민간 127.0 24.5 32.8 21.3 159.8 253

직장 178.1 23.7 39.0 16.9 217.1  89

가정 113.8 14.2 28.7 15.8 142.5 260

교사 경력

5년 미만 127.6 24.7 33.9 23.8 161.5 335

5-9년 150.7 34.6 33.4 26.3 184.1 391

10년 이상 171.1 44.3 32.9 20.2 32.9 240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사례수 χ²(df)

교사 경력

5년 미만 57.2 30.5 12.3 100.0(334)

14.0(4)5-9년 58.8 29.4 11.8 100.0(391)

10년 이상 65.4 28.3 6.3 100.0(240)

(표 Ⅳ-2-27 계속)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기본급은 147.8만원, 수당은 33.4만원으로 나타났다. 설

립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

집에 비해 6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설립유형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교사경력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경력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본

급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당으로 지역규모별로 보면 읍면  

지역의 교사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수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에서는 법인‧단체어린이집 교사 수당이 가장 높았고, 법인‧단체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수당이 약 13만 원 정도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경력에 

따른 수당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2-28〉어린이집 담임교사 기본급과 수당

단위: 만원, 명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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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급 수당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전체 151.3 39.2 39.0 49.9 190.3 6750

교사유형별

담임 154.8 35.7 40.1 50.0 195.0 6075

비담임정규 145.6 62.4 39.7 56.2 185.3  212

보조교사  87.0 26.8 20.2 41.4 107.2  359

연장반교사 158.8 35.3 36.7 43.4 195.5   59

장애아전담교사 161.6 35.8 29.4 24.5 190.9   45

교사유형별 기본급을 보면, 장애아 전담교사가 16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보조교사가 87.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수당의 경우에는 담임이 40.1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당을 받았으며, 보조교사가 20.2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당을 받았다. 

기본급과 수당의 계를 보면, 연장반 교사와 담임이 각각 195.5만원, 195.0만원 

으로 월급여 총액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고, 보조교사는 107.2만원으로 가장  

낮은 월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9〉어린이집 교사유형별 기본급 및 수당

단위: 만원, 명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았고, 

두 기관 내의 설립유형에 따른 근무시간의 차이는 있었다.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 모두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60%이상을 차지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공립

유치원 교사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어린이집은 사회복

지법인 어린이집이 가장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사경력

별로는 유치원은 5년 미만의 교사가 가장 높게 만족했으나 어린이집은 10년  

이상 된 교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 모두 고용계약은 매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계약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10%내외에 이르렀다.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기본급과 수당은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었다. 



98

특히 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교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았고,  

모든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경력도 높지만, 교육공무원이란 신분으로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구분 월~금 월~매주 토 월~격주 토 계(사례수) χ²(df)
전체 80.4 17.1 2.5 100.0(522)

지역 규모

35.8(6)
대도시 63.8 32.6 3.6 100.0(138)
중소도시 84.9 12.9 2.2 100.0(226)
읍면 88.6  9.5 1.9 100.0(158)

설립 유형

64.5(3)공립 93.9  4.6 1.5 100.0(263)
사립 66.8 29.7 3.4 100.0(259)

기관 규모

38.4(6)
소규모 94.3  4.4 1.3 100.0(159)
중규모 78.5 19.9 1.6 100.0(191)
대규모 69.8 25.6 4.7 100.0(172)

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반 운영

1. 운영 시간

가. 기본 과정 운영 요일 및 시간

1) 유치원

유치원을 운영하는 요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80.4%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월요일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비율은 17.1%정도였다. 응답 분포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토요일에 운영하는 비율이 공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고 대도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대규모 사립유치원의 

경우 토요일 운영 비율이 비교적 높고 농어촌 소규모 공립유치원에서 토요일 

운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요일 운영은 방과후 과정에 속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규모나 읍면지역의 경우 담당 교사 인력 등 토요일 방과후과정 

운영이 어려운 환경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Ⅴ-1-1〉유치원 운영요일

단위: %, (개원)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의 운영시간을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평균 시각은 오전   

8시 4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3%는 9시 이후에 시작하고 있고,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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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8시
이전

8-9시 
이전

9-10시 
이전

10시
이후

계(사례수) 평균 F/t

전체 2.9 45.1 50.3 1.7 100.0(523) 8시 45분

지역 규모

4.5
*대도시 3.6 32.1 61.3 2.9 100.0(137) 8시 46분

중소도시 4.4 47.6 46.3 1.8 100.0(227) 8시 41분

읍면 0.0 52.8 46.5 0.6 100.0(159) 8시 46분

설립 유형

7.5
**

국공립 0.4 55.3 44.3 0.0 100.0(262) 8시 40분

사립 5.4 34.9 56.3 3.4 100.0(261) 8시 45분

구분 
2시 

이전

2-3시

이전

3-4시

이전

4-5시

이전 

5시

이후
계(사례수) 평균 F/t

전체 40.8 47.6 5.1 3.3 2.4 100.0(509) 2시 15분
지역 규모

1.1
대도시 27.4 60.0 8.1 3.0 1.4 100.0(135) 2시 06분
중소도시 44.6 45.9 2.7 2.7 3.7 100.0(221) 2시 34분
읍면 49.0 39.2 5.9 4.6 1.4 100.0(153) 1시 57분

설립 유형

0.7국공립 61.0 33.5 0.8 4.4 1.2 100.0(250) 2시 06분

사립 21.2 61.4 9.3 1.1 3.6 100.0(259) 2시 24분

시와 사립유치원에서 비교적 늦은 시간에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았다. 

공립유치원은 평균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하고 사립유치원은 평균 8시 45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1-2〉유치원 교육과정 시작 시각

단위: %, (개원)

*p < .05, **p < .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교육과정을 종료하는 시간은 평균 오후 2시 1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시   

이전에 유치원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비율은 40.8%이고 2시부터 3시 이전까지가 

47.6%로, 3시 이전에 교육과정을 종료하는 비율이 88.4%였다. 그러나 평균이   

2시 15분이므로 대부분 2시 30분 이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2시 34분으로 가장 종료시각이 늦고, 읍면이 1시 57분으로 가장   

일렀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이 2시 24분으로 공립 2시 06분보다 약 20분 늦게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Ⅴ-1-3〉유치원 교육과정 종료 시각

단위: %, (명)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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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연간 방학일 수는 평균 50일 정도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동계 및 

하계가 각각 20여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휴일을 제외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수를 계산해보면, 365-50(방학)-52×2(주말)-20(공휴일)=약 190일 정도

이다. 도시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의 방학일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사립

보다 공립유치원의 방학일 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과후과정 

방학은 평균 20여일이었으며 이 경우도 농어촌과 공립유치원에서 방학일수가 현

저히 많았다.

〈표 Ⅴ-1-4〉유치원 연간 방학 일수

단위: 일, 개원

구분
교육 과정 방학 방과후과정

방학
사례수

동계 하계 기타 계

전체 21.0 19.6  9.0 49.6 20.2 524

지역 규모

대도시 20.2 20.5  8.7 49.4 12.5 138

중소도시 19.4 18.2  8.5 46.1 19.2 227

읍면 24.1 20.9 10.1 55.1 28.1 159

설립 유형

국공립 29.8 26.6 11.8 68.2 27.8 263

사립 12.5 12.9  6.0 31.4 12.5 261

기관 규모

소규모 27.9 25.0 11.6 64.5 30.1 159

중규모 21.3 19.7  9.0 50.0 19.1 191

대규모 14.5 14.7  6.5 35.7 12.4 174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주간 일수를 보면, 전체의 42% 정도가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6.4%가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요일 운영을 하는 곳은 1.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84%가 토요일까지 주 6일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78.7%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 운영하여 두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주말 운영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장어린이집은 79%가 금요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어린이집도 과반수가 넘는 54.7%가 주 5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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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금
월 

~매주 토

월 

~격주 토

월 

~매주 일

월 

~격주 일
계(사례수) χ²(df)

전체 41.9 53.9 2.5 1.3 0.3 100.0(623)

지역 규모

14.9(10)대도시 43.9 52.5 2.3 0.9 0.4 100.0(221)
중소도시 44.7 50.8 3.0 1.0 0.5 100.0(199)
읍면 36.9 58.6 2.5 2.0 0.0 100.0(203)

설립 유형

138.7(25)***

국공립 16.0 82.1 1.9 0.0 0.0 100.0(106)
사회복지법인 21.3 74.3 1.1 2.2 1.1 100.0( 89)
법인‧단체 26.9 71.2 1.9 0.0 0.0 100.0( 52)
민간 47.1 51.6 1.3 0.0 0.0 100.0(157)
직장 78.9 19.7 0.0 1.4 0.0 100.0( 71)
가정 54.7 34.4 6.8 3.3 0.7 100.0(148)

구분 
8시
이전

8-9시
이전

9시
이후

계(사례수) 평균

전체 98.1 1.7 0.2 100.0(631) 7시 42분
지역 규모

대도시 97.3 2.6 0.0 100.0(228) 7시 40분
중소도시 98.5 1.5 0.0 100.0(200) 7시 43분
읍면 98.5 1.0 0.5 100.0(203) 7시 45분

설립 유형

국공립 98.1 1.9 0.0 100.0(108) 7시 35분
사회복지법인 98.9 1.1 0.0 100.0( 89) 7시 44분
법인‧단체 98.1 0.0 1.9 100.0( 53) 7시 42분
민간 98.1 1.9 0.0 100.0( 15) 7시 47분
직장 97.2 2.8 0.0 100.0( 72) 7시 37분
가정 98.0 2.0 0.0 100.0(150) 7시 45분

〈표 Ⅴ-1-5〉어린이집 운영요일

단위: %, (개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에서 평균적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시각은 7시 42분인 것으로 나타났

다. 대도시지역은 7시 40분이고 읍면지역은 7시 45분이어서 평균 시작시간에  

있어 지역 간 5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에서 일과 시작 시각이 가장 빠르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평균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1-6〉어린이집 일과 시작 시각

단위: %, (명)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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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7시
이전

17-18시
이전

18-19시
이전

19-20시
이전

20시
이후

계(사례수) 평균

전체 1.9 1.8 24.7 66.1  5.6 100.0(628) 19시 29분
지역 규모

대도시 3.5 0.9 14.5 73.6  7.5 100.0(227) 19시 13분
중소도시 1.0 1.5 25.8 65.7  6.1 100.0(198) 20시 06분
읍면 1.0 3.0 35.0 58.1  3.0 100.0(203) 19시 00분

설립 유형
국공립 1.9 2.8 14.8 79.6  0.9 100.0(108) 19시 16분
사회복지법인 1.1 3.4 28.1 67.4  0.0 100.0( 89) 19시 00분
법인‧단체 0.0 0.0 28.3 69.8  1.9 100.0( 53) 19시 07분
민간 3.8 2.5 29.7 62.0  1.9 100.0(158) 19시 02분
직장 1.4 0.0  9.7 62.5 26.4 100.0( 72) 19시 42분
가정 1.4 0.7 30.4 60.1  7.4 100.0(148) 20시 27분

어린이집의 일과 종료 시각을 보면 오후 7-8시 사이가 66.1%로 가장 많고 6-7시 

사이가 24.7%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 일과 종료 시각은 오후 7시 29분으로 나타

나 법정 운영 종료시간인 7시 30분이 거의 다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립유형별 종료 시각 비교를 보면, 대부분의 유형이 7시 10분 정도나 

더 이른 시각에 운영을 종료하고 직장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만이 평균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종료 

시간보다 거의 1시간 가까이 늦은 8시 27분에 종료를 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은 

그 성격상 평균보다 조금 늦은 7시 42분에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별 경향은 지역 분포에도 영향을 미쳐 가정어린이집이 많은 중소도시에서 

읍면지역보다 어린이집 종료 시각이 늦은 것으로 나왔다.

〈표 Ⅴ-1-7〉어린이집 일과 종료 시각

단위: %, (명)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유치원은 대부분(80% 이상)이 금요일까지 주 5일 운영을 하는 데 비해 어린이집은 

거의 98%이상이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두 기관의 기본적 성격과 

법적 의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집은 연간 무휴 운영이 기본 원칙이

지만 유치원은 연간 방학을 50일 정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두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의 업무량 차이를 우려하게 만든다. 또한 일일 운영 시간을 보면,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시각과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시작하는 시각은 약 1시간 이상

차이가 있고, 일과 종료 시각은 어린이집이 5시간 이상 더 늦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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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 연장 프로그램 운영 

1) 유치원

유치원 교육과정 이외에 조기 프로그램인 ‘아침돌봄’이나 오후 프로그램인 

‘방과후 과정’, 그리고 방과후 이후 돌봄 프로그램인 ‘야간돌봄’ 등의 과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Ⅴ-1-8>와 같다. 즉, 아침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 기관 524개원 중 20%인 105개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 과정은 전체 유치원의 96.9%가 운영하고 있었다. 또 야간  

돌봄은 14.5%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세 가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대도시 지역의 제공 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었고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으

며,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대도시 지역 유치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은 

특징적이다. 그러나 설립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Ⅴ-1-8〉유치원 교육과정 이외 교육/돌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개원

구분 방과후 과정 아침 돌봄 야간 돌봄 사례수

전체 96.9 20.0 14.5 524

지역 규모

대도시 95.7 15.9  7.2 138

중소도시 97.4 24.2 17.2 227

읍면 97.5 17.6 17.0 159

설립 유형

공립 97.3 20.2 14.8 263

사립 96.6 19.9 14.2 26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평균적인 아침돌봄 시작 시각은 7시 37분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 시각인 

8시 45분보다 1시간 8분가량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나  

설립유형별로 볼 때 아침돌봄 평균 시작 시각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소도시가 농어촌보다는 평균 11분 정도 더 이르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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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5시
이전

5-6시
이전

6-7시
이전

7-8시
이전

8시
이후

계(사례수) 평균 F/t

전체 20.0 31.2 28.3 15.6  5.1 100.0(508) 5시 39분

지역 규모

23.9***
대도시  8.4 20.6 29.5 28.0 13.6 100.0(132) 6시 15분

중소도시 20.4 33.0 29.0 14.5  3.2 100.0(221) 5시 33분

읍면 29.0 37.4 26.5  6.5  0.6 100.0(155) 5시 15분

설립 유형

46.0***국공립 27.1 39.6 27.1  3.1  2.0 100.0(256) 5시 15분

사립 12.3 22.6 29.4 28.2  7.6 100.0(252) 6시 03분

〈표 Ⅴ-1-9〉유치원 아침돌봄 시작 시각

단위: %, (개원)

구분 7-8시 8-9시 계(사례수) 평균 F/t

전체 58.1 41.9 100.0(105) 7시 37분

지역 규모

1.5
대도시 68.2 31.8 100.0( 22) 7시 28분
중소도시 50.9 49.1 100.0( 55) 7시 42분
읍면 64.3 35.7 100.0( 28) 7시 31분

설립 유형

0.2공립 56.6 43.4 100.0( 53) 7시 36분
사립 59.6 40.4 100.0( 52) 7시 37분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2시 15분을 방과후 과정 시작 시간으로 보면,  

방과후 교육과정 종료 시각은 평균 5시 39분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지역별

로도 설립유형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오후 6시 15분)가 읍면(오

후 5시 15분)보다 한 시간을 더 길게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사립이 공립

유치원보다 약 50분을 더 오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이 하루 8시간 이상을 운영할 때 지원되고 있는데  

9시 시작을 기준으로 하면 오후 5시 이후까지 운영해야 방과후과정으로 인정이 

된다. 조사 결과는 방과후 과정이 5시를 조금 넘은 5시 15분까지임을 보여주어 

방과후과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업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한다.

〈표 Ⅴ-1-10〉유치원 방과후 과정 종료 시각

단위: %, (개원)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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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 교육 시간을 넘어서서 야간돌봄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비율은 

14.5%정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평균적으로 8시 29분까지 야간돌봄을 운영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도시 지역은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비율은 낮으나  

운영 시간은 평균보다 1시간 정도 긴 9시 21분에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늦게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간 돌봄의 경우 공립보다  

사립이 오히려 더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11〉유치원 야간돌봄(엄마품 돌봄 등) 종료 시각

단위: %, (개원)

구분 
7시
이전

7-8시
이전

8-9시
이전

9-10시
이전

10시
이후

계(사례수) 평균 F/t

전체  6.5 17.1 35.5 35.5 19.7 100.0(76) 8시 29분

지역 규모

2.9
대도시  0.0 10.0 10.0 20.0 60.0 100.0(10) 9시 21분

중소도시  7.7 17.9 35.6 35.9 12.8 100.0(39) 8시 20분

읍면  7.4 18.5 18.5 40.7 14.8 100.0(27) 8시 42분

설립 유형

4.9*국공립 10.3 15.4 28.2 38.5  7.7 100.0(39) 8시 12분

사립  2.7 18.9 13.5 32.4 32.4 100.0(37) 8시 48분

*p < .05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야간돌봄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담당하는 교사를 보면 별도 전담교사를  

두고 있는 비율이 43.4%였고 일반 학급 담임이 교대로 야간돌봄을 담당하는 

경우도 22.4%정도였다. 보조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13.2%, 방과후과정 교사가 

맡는 경우는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는데 읍면지역

에서 보조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고 대도시 지역에서 전담교사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공립과 사립 간 비교를 보면, 공립은 보조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립은 방과후과정 교사가 야간돌봄까지 함께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은 유치원일수록 

일반학급 담임교사가 야간돌봄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고 큰 규모 유치원에서 

전담 교사, 방과후 교사 등 별도인력으로 하여금 야간돌봄을 담당하게 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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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담
교사

일반
담임

보조
교사 

방과후 
교사

원장/
원감

기타계(사례수) χ²(df)

전체 43.4 22.4 13.2 11.8  3.9 5.3 100.0(76)

지역 규모

 9.0(10)***
대도시 50.0 30.0  0.0 10.0 10.0 0.0 100.0(10)

중소도시 48.7 23.1  7.7 12.8  2.6 5.1 100.0(39)

읍면 33.3 18.5 25.9 11.1  3.7 7.4 100.0(27)

설립 유형

11.5(5)***공립 41.0 20.5 23.1  7.7  0.0 7.7 100.0(39)

사립 45.9 24.3  2.7 16.2  8.1 2.7 100.0(37)

기관 규모

11.7(10)***
소규모 36.4 45.5 18.2  0.0  0.0 0.0 100.0(11)

중규모 42.9 25.7  8.6  8.6  5.7 8.6 100.0(35)

대규모 46.7 10.0 16.7 20.0  3.3 3.3 100.0(30)

구분 받음 받지 않음 모르겠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13.2  85.5 1.3 100.0(76)

지역 규모

3.2(4)***
대도시  0.0 100.0 0.0 100.0(10)

중소도시 12.8  84.6 2.6 100.0(39)

읍면 18.5  81.5 0.0 100.0(27)

설립 유형

1.4(2)***공립 15.4  82.1 2.6 100.0(39)

사립 10.8  89.2 0.0 100.0(37)

기관 규모

3.3(4)***
소규모  0.0 100.0 0.0 100.0(11)

중규모 14.3  82.9 2.9 100.0(35)
대규모 16.7  83.3 0.0 100.0(30)

〈표 Ⅴ-1-12〉유치원 야간돌봄 담당 교사

단위: %, (개원)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야간돌봄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경우 저녁급식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전체의 

13.2% 정도였고 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서 저녁급식비를 지불하는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  공립보다 사립에서 저녁급식비를 받지 않는 비율이 7% 정도 더 높았

고 대규모 기관에서 저녁급식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Ⅴ-1-13〉유치원 야간돌봄 저녁급식비 수납 여부

단위: %, (개원)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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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건비 

상향

돌봄교실 

마련

이용자격

제한

수요 

부족

안전장치 
강화

급식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타계(사례수) χ²(df)

전체 34.2 15.8  9.2  9.2  9.2  7.9 3.9 10.5 100.0(76)

지역 규모

-
대도시 50.0  0.0 30.0 10.0  0.0  0.0 0.0 10.0 100.0(10)

중소도시 33.3 20.5  7.7 12.8  7.7  7.7 2.6  7.7 100.0(39)

읍면 29.6 14.8  3.7  3.7 14.8 11.1 7.4 14.8 100.0(27)

설립 유형

19.1(7)***공립 20.5 20.5  2.6 12.8 15.4  5.1 5.1 17.9 100.0(39)

사립 48.6 10.8 16.2  5.4  2.7 10.8 2.7  2.7 100.0(37)

엄마품 돌봄교실 등 야간돌봄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 인건비 상향 요구(34.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별도의 돌봄교실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15.8%)이 많았다. 돌봄교실의 이용 자격 제한, 수요가   

부족함, 야간안전장치의 강화 등에 대한 요구도 비슷하게 제시되 가운데, 설립

유형별로 볼 때 공립에서는 상대적으로 별도 돌봄교실 마련, 야간안전장치의   

강화 등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고 사립에서는 인건비 상향 지원, 이용자격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별로 볼 때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수요가  

부족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에서는 안전장치의 강화나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표 Ⅴ-1-14〉유치원 야간돌봄 제도의 최우선 개선 사항

단위: %, (개원)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전체 631개 응답 어린이집 중 연장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8.1% 

이고 휴일보육을 하는 곳은 5.2%인 33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보육의 

경우 대도시 지역(31.6%)이 중소도시(29%)나 읍면지역(23.2%)보다 운영 비율이 

높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휴일보육은 오히려 읍면지역과 중소도시

에서 대도시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

집에서 연장보육 운영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33.3%, 

민간어린이집 23.9%, 가정어린이집 23.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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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장보육 운영 휴일보육 운영 응답수

전체 28.1 5.2 631

지역 규모

대도시 31.6 3.9 228

중소도시 29.0 6.0 200

읍면 23.2 5.9 203

설립 유형

국공립 50.0 3.7 108

사회복지법인 19.1 6.7  89

법인‧단체 17.0 3.8  53

민간 23.9 3.1 159

직장 33.3 6.9  72

가정 23.3 7.3 150

구분 
연장보육 휴일보육

시작시각 종료시각 사례수 시작시각 종료시각 사례수

전체 19:29 21:28 177 8:19 18:56 32

지역 규모

대도시 19:13 21:29  72 8:30 18:55  9

중소도시 20:06 21:32  58 8:19 18:50 11

읍면 19:00 21:22  47 8:11 19:03 12

〈표 Ⅴ-1-15〉어린이집 연장 보육 운영 비율

단위: %, 개소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할 경우 시작하는 시각은 일상적인 보육 일과가  

종료되는 오후 7시 29분이 되고 연장보육을 마치는 시각은 오후 9시 28분이  

되어 약 두 시간의 연장보육이 평균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어촌 

읍면지역의 경우 연장보육을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하여 9시 22분에 종료함으로써 

2시간 22분으로 가장 긴 시간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휴일보육의 경우는 일상적인  

보육시간보다 40여분 늦게 시작하고 일찍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법인·단체어린이집과 민간, 직장어린이집은 비교적 휴일보육 종료

시각이 늦은 편이고 가정어린이집은 오후 5시 21분으로 비교적 마치는 시각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16〉어린이집 연장 보육 및 휴일보육 시작/종료 시각

단위: 시, 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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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영

비율

(n=631)

0-2세 3-5세

평균아동수

(표준편차)

취업모 

자녀 비율

평균아동수

(표준편차)

취업모 

자녀 비율

시간연장보육 28.1 4.9(5.8) 89.8 5.8( 7.2)  91.3

야간 24시간 돌봄  1.0 2.3(1.9) 34.8 3.5( 3.5) 100.0

토요보육 21.9 2.7(2.4) 815 3.7( 3.5)  83.8

휴일보육  5.2 4.1(4.0) 75.6 9.0(11.5)  73.3

구분 
연장보육 휴일보육

시작시각 종료시각 사례수 시작시각 종료시각 사례수

설립 유형

국공립 19:16 21:38 54 8:08 18:30  4

사회복지법인 19:00 21:20 17 8:15 18:25  6

법인‧단체 19:07 21:43  9 7:30 20:00  2

민간 19:02 21:23 38 7:53 20:54  5

직장 19:42 20:51 24 8:24 20:10  5

가정 20:27 21:28 35 8:47 17:21 10

(표 Ⅴ-1-16 계속)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기타 보육 및 돌봄의 운영비율은 시간연장보육, 토요보육, 휴일보육, 야간 24시간 

돌봄의 순으로 높았다. 시간연장보육의 경우, 운영비율은 28.1%로, 어린이집당 0-2세 

영아 4.9명, 3-5세 유아 5.8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시간연장보육 이용 영유아 중 취

업모 자녀 비율은 약 90.0%였다. 토요보육의 운영비율은 21.9%로, 평균 0-2세 영아 4.1명, 

3-5세 유아의 3.7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토요보육 역시 이용 영유아 가운데 취업모 

자녀 비율은 영아와 유아 모두 80.0% 이상이었다. 24시간 돌봄이나 휴일 보육을 실

시하는 어린이집은 각각 1.0%, 2.5%로 상당히 비율이 낮았다.

〈표 Ⅴ-1-17〉어린이집 정규시간 외 보육 운영비율과 이용 영유아 현황

단위: %, 명, %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의 주 담당교사를 살펴보면, 시간 연장 전담교사가 

67.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일반 보육 담당 담임교사가 

13.6%로 높았다. 원장이 11.9의 비율로 세 번째로 높았으며, 보조교사 또는 지원

인력은 17.%, 원감 또는 부장교사는 1.1%로 이들이 시간연장보육의 담당교사인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법인·단체의 시간연장보육은 시간연장전담교사가 100.0%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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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받음 받지않음 모르겠음 계(사례수)

전체 31.1 65.5 3.4 100.0(177)

지역 규모

대도시 40.3 54.2 5.6 100.0( 72)

중소도시 37.9 62.1 0.0 100.0( 58)

읍면  8.5 87.2 4.3 100.0( 47)

설립 유형

국공립 57.4 38.9 3.7 100.0( 54)
사회복지법인 11.8 88.2 0.0 100.0( 17)
법인․단체 11.1 88.9 0.0 100.0(  9)
민간 18.4 76.3 5.3 100.0( 38)

직장 41.7 54.2 4.2 100.0( 24)

가정 11.4 85.7 2.9 100.0( 35)

〈표 Ⅴ-1-18〉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주 담당교사

단위: %, (개소)

구분 
 보육   

담임교사
시간연장 
전담교사

원장
원감/

주임교사
보조교사 
지원인력

기타 계(사례수)

전체 13.6  67.8 11.9 1.1 1.7 4.0 100.0(177)

지역 규모

대도시 13.9  66.7  9.7 1.4 4.2 4.2 100.0( 72)

중소도시 17.2  70.7  8.6 0.0 0.0 3.4 100.0( 58)

읍면  8.5  66.0 19.1 2.1 0.0 4.3 100.0( 47)

설립 유형

국공립  0.0  87.0  1.9 1.9 1.9 7.4 100.0( 54)

사회복지법인 29.4  58.8  0.0 5.9 0.0 5.9 100.0( 17)

법인․단체  0.0 100.0  0.0 0.0 0.0 0.0 100.0(  9)

민간  7.9  81.6  7.9 0.0 0.0 2.6 100.0( 38)

직장 45.8  37.5  4.2 0.0 8.3 4.2 100.0( 24)

가정 14.3  40.0 45.7 0.0 0.0 0.0 100.0( 35)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의 저녁급식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의 65.5%가   

저녁급식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

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이 저녁급식비를 받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설립유형에 따라

서는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각각 88.2%, 88.9%로 저녁급식을  

받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Ⅴ-1-19〉어린이집 저녁급식비 수납 여부

단위: %, (개소)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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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간연장 보육료 적정수준 시간당 적정비용

현재와

동일

상향

조정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전체 20.7 79.3 100.0 174 4,381.0 1,566.2 138

지역 규모

대도시 27.5 72.5 100.0  69 4,372.3 1,439.9  50

중소도시 19.0 81.0 100.0  58 4,322.7 1,572.0  47

읍면 12.8 87.2 100.0  47 4,455.2 1,731.1  41

설립 유형

국공립 30.8 69.2 100.0  52 4,451.5 1,304.8  36

사회복지법인 17.6 82.4 100.0  17 4,338.9 2,177.9  14

법인․단체 22.2 77.8 100.0   9 3,771.4  774.0   7

민간 13.2 86.8 100.0  38 4,024.2  930.7  33

직장 34.8 65.2 100.0  23 4,813.3 2,401.2  15

가정  5.7 94.3 100.0  35 4,640.0 1,698.2  33

시간연장보육료 적정수준을 살펴보면, 79.3%의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료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한 비용은 4,381.0원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보육료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 어린이집이 

87.2%로, 시간연장보육료의 상향조절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설립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어린이집이 86.8% 가장 비율이 높았다. 적정비용에 대해

서는 설립유형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이 4,813.3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제시했고, 

법인·단체어린이집이 3,771.4원으로 가장 작은 비용을 나타냈다.

〈표 Ⅴ-1-20〉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료 적정수준 및 적정비용

단위: %, 원, 개원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시간연장보육의 최우선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인건비 지원 단가를 상향

해야한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맞벌이 가정 자녀로 이용 

자격을 제한해야한다는 응답이 15.8%로 뒤를 이었으며, 시스템 상 학급당 5명 

아동 등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응답과 대체인력풀을 구축해야한다는 

응답이 둘 다 13.%로 세 번째로 높았다. 그 밖에 시간연장보육시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12.4%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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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1〉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의 최우선 개선 요구사항

단위: %, 개소 

구분 
인건비 
상향

등록제한 
완화

이용자격 
제한

인력풀 
구축

프로그램 
개발

연령기준 
마련

기타 계 사례수

전체 32.8 13.0 15.8 13.0 12.4  4.0  9.0 100.0 177

지역 규모

대도시 34.7  9.7 15.3 19.4 11.1  2.8  6.9 100.0  72

중소도시 32.8 17.2 20.7  8.6 12.1  5.2  3.4 100.0  58

읍면 29.8 12.8 10.6  8.5 14.9  4.3 19.1 100.0  47

설립 유형

국공립 27.8  9.3 27.8  9.3 16.7  1.9  7.4 100.0  54

사회복지법인 35.3  5.9 23.5 11.8 11.8  5.9  5.9 100.0  17

법인․단체 11.1 22.2  0.0 11.1 22.2 11.1 22.2 100.0   9

민간 39.5 23.7  0.0 15.8  5.3  5.3 10.5 100.0  38

직장 20.8  8.3 25.0 20.8 16.7  4.2  4.2 100.0  24

가정 45.7 11.4  8.6 11.4  8.6  2.9 11.4 100.0  35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시간을 연장하여 맞벌이 가정 등 수요가 있는 가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

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유치원은 20%가 아침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때   

시작 시각은 7시 37분으로 어린이집 평균 일과 시작 시각인 7시 42분보다 5분

정도 빠르다. 유치원의 1/5이 이 시각에 시작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모 중 이 

정도 비율이 조기 등원을 원한다는 의미이므로(반드시 수요와 동일한 비율은 아

니라할 지라도), 모두 7시 30분에 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 시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본 일과시간(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이후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을 제공하는 

연장 보육의 경우, 어린이집은 평균 밤 9시 30분 가량에 종료하고 있고 전체의 

5%가 참여하는 유치원의 야간 돌봄은 8시 30분에 종료하고 있어 여기에도 시간 

차이가 나타난다. 어린이집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늦게까지 문을 여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해당 시설이 속해 있는 직

장의 시간 연장 수요에 그대로 맞추다보니 나타난 결과이다. 다른 유형의 시설 

또한 진정한 맞벌이 맞춤형이 되려면 평균 9시 50분에 문을 닫는 직장어린이집

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중복되는 

야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므로, 필요 비율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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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 월
매 분기 

(3개월 분)
매 반기 

(6개월 분)
기타 계(사례수)

전체 74.7 23.4 0.8 1.1 100.0(265)

지역 규모

대도시 76.1 22.8 0.0 1.1 100.0( 92)

중소도시 71.7 26.0 0.8 1.6 100.0(127)

읍면 80.4 17.4 2.2 0.0 100.0( 46)

설립 유형

공립 46.7 50.0 0.8 0.0 100.0( 30)

사립 78.3 20.0 0.4 1.3 100.0(235)

기관 규모

소규모 50.0 28.3 1.3 0.0 100.0( 16)

중규모 71.3 23.6 0.5 0.7 100.0( 87)

대규모 80.3 19.0 0.0 2.3 100.0(152)

2. 비용

가. 부모부담 학비

유치원의 학비 납부 주기를 묻는 질문에, 공립은 30개원만이 응답하여 부모로

부터 학비를 수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사립의 응답비율은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응답 유치원 중 74.7%가 매월 기준으로 학비를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3.4%는 매 분기 기준으로 받고 있었다. 누리과정학비  

지원이 매월 기준으로 부모에게 지원되고 있으므로 매월 수납이 유치원 운영에 

가장 적절할 것 같으나 전통적으로 학비를 분기 기준으로 받아오던 유치원은 

아직도 23%이상이 분기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Ⅴ-2-1〉유치원 학비 납부 주기

단위: %, (개원)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월 22만원(공립은 6만원)을 제외하고 부모가 1개월분  

으로 납부하는 총 학비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유치원 집단 전체의 평균 부모 

부담 학비는 9만 5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립유형별로 보면 큰 차이가 

있어,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1만 1천원을 부모가 부담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17만 9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16만 8천원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공립유치원 내에서도 병설(1만 3천원)과 단설(6천원)간 2배 정도의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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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

전체  95.1 189.9 521

지역 규모

 7.3***대도시 107.2  94.4 136

중소도시 120.6 245.8 159

읍면  48.4 147.6 226

설립 유형

125.1
***

공립  11.9  66.1 262

사립 179.2 232.7 259

공립

-병설  13.0  72.2 218

단설   6.8  13.4  44

사립

-법인 159.0 239.3  51

개인 184.1 231.4 208

단설이 비용이 낮았고, 사립유치원 내에서는 법인(15만 9천원)이 개인(18만 4천

원)보다 2만 5천 원 정도 낮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유치원은 10만 7천원, 

중소도시는 12만 1천원, 공립이 많은 읍면지역은 4만 8천 원가량으로 조사되어, 

지역 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2〉유치원 유아 1인당 교육과정 월 평균 부모부담 학비

단위: 천원, 개원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나. 추가 지원 여부

1) 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학비 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41%가 추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도시 지역보다는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의 사립유치원이 보조금을 받는 비율이 

높았고 개인보다는 법인 유치원에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

-2-3> 참조). 

교육청이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추가 보조금의 내역을 보면, 급식비

지원의 명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재교구비, 교육환경개선비, 납입금동결에 

대한 지원 등의 순이었다 (<표 Ⅴ-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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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있음 없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41.0 59.0 100.0(261)

지역 규모

4.9(2)***
대도시 32.3 67.7 100.0( 93)

중소도시 47.1 52.9 100.0(121)

읍면 42.6 57.4 100.0( 47)

사립

0.5(1)***법인 45.1 54.9 100.0( 51)

개인 40.0 60.0 100.0(210)

내용 비율 사례수

처우개선비   5.0  11

교육경비보조금, 운영비   8.2  18

방과후과정운영, 특성화강사 인건비 등  17.4  38

교육환경개선비   8.6  19

하모니봉사자지원비  10.4  22

체험학습비, 독서교육비 지원   4.1   9

교재교구비  11.4  25

급식비 지원  25.0  55

납입금동결지원   5.4  12

난방비   1.4   3

교육역량제고   1.4   3

기타   1.7   4

계 100.0 219

〈표 Ⅴ-2-3〉교육청/지자체의 사립유치원 추가 보조금 현황

단위: %, (개원)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표 Ⅴ-2-4〉교육청/지자체의 사립유치원 추가 보조금 내용

단위: %, 개원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국비로 지원이 되는 누리과정보육료, 영아무상보육료, 교사인건비, 영아기본

보육료, 누리과정운영지원금, 교사수당, 근무환경개선비 이외에 추가로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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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있음 없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39.3 60.7 100.0(631)

지역 규모

1.6(2)
대도시 38.2 61.8 100.0(228)

중소도시 37.0 63.0 100.0(200)

읍면 42.9 57.1 100.0(203)

설립 유형

21.6(5)***

국공립 55.6 44.4 100.0(108)

사회복지법인 36.0 64.0 100.0( 89)

법인‧단체 47.2 52.8 100.0( 53)

민간 30.8 69.2 100.0(159)

직장 44.4 55.6 100.0( 72)

가정 33.3 66.7 100.0(150)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39.3%의 어린이집이 지자체 추가 보조금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읍면지역의 어린이집 응답비율이 도시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단체, 직장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Ⅴ-2-5〉지자체의 어린이집 추가 보조금 현황

단위: %, (개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유치원은 누리과정 학비가 지원되기 전까지는 매 분기바다 부모로부터 학비를 

수납하는 게 관례였으나 재작년부터 도입된 누리과정 이후는 매월 지원이 이루

어짐으로써 부모로부터의 학비 또한 매월 수납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이 체제를 

바꾼 것으로 본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는 사립은   

평균 17만 9천원이고 공립은 1만 2천 원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매월 수납이 기본이며 보육료는 국가에서 정해진 단가가 있으므로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기본 과정에 대한 부모 부담 보육료는 거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 보육료/교육비나 인건비 지원 이외에 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의 보조

금을 받고 있다는 비율에 있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비슷하게 40% 정도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8

구분 있음 없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97.3 2.7 100.0(524)

지역 규모

2.7(2)***
대도시 98.6 1.4 100.0(138)

중소도시 96.0 4.0 100.0(227)

읍면 98.1 1.9 100.0(159)

설립 유형

7.5(1)***공립 99.2 0.8 100.0(263)

사립 95.4 4.6 100.0(261)

기관 규모

0.7(2)***
소규모 97.5 2.5 100.0(159)

중규모 97.9 2.1 100.0(191)

대규모 96.6 3.4 100.0(174)

3. 관리

가. 운영위원회

1) 유치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라는 질문에 대해 97.3%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러므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유치원은 2.7%이고 사립이 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1〉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단위: %, (개원)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를 보면 평균 4.1회로, 대도시지역이 중소 

도시나 읍면지역보다 평균 개최횟수가 많았다. 사립은 평균 3.4회인데 비해   

공립유치원은 4.8회로 더 많은 개최 횟수를 보였고 규모별로는 소규모 유치원이 

대규모보다 개최 횟수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연간 3 내지 6회를 개최한 경우의 

비율이 61.6%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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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회 
이하

3-6회 
이하

7-9회 
이하

10회 
이상

계(사례수) χ²(df) 평균

전체 21.0 61.6 14.8 2.6 100.0(510) 4.1

지역 규모

 14.8(6)***
대도시 14.8 63.7 17.8 3.7 100.0(136) 4.4

중소도시 27.2 54.9 14.6 3.3 100.0(218) 4.0

읍면 17.8 69.1 12.5 0.7 100.0(156) 4.0

설립 유형

72.7(3)공립  7.3 66.8 22.4 3.5 100.0(261) 4.8

사립 35.7 56.0  6.6 1.7 100.0(249) 3.4

기관 규모

 22.9(6)
소규모 12.3 66.9 17.5 3.2 100.0(155) 4.4

중규모 20.2 57.9 19.1 2.7 100.0(187) 4.3

대규모 30.1 60.7  7.4 1.8 100.0(168) 3.6

구분
일정 
조정

위원 
인선

낮은 
관심

경험 
부족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35.1 27.6 15.7 12.0  9.6 100.0(510)

지역 규모

 10.7(8)***
대도시 31.6 35.3 13.2 13.2  6.6 100.0(136)

중소도시 37.6 22.0 17.0 13.3 10.1 100.0(218)

읍면 34.6 28.8 16.0  9.0 11.5 100.0(156)

설립 유형

26.9(4)공립 31.4 29.1 11.5 12.6 15.3 100.0(261)

사립 39.0 26.1 20.1 11.2  3.6 100.0(249)

〈표 Ⅴ-3-2〉유치원 운영위원회 연간 개최 횟수(2013년)

단위: %, (개원), 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 운영위원회 진행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일정 조정이 35.1%로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은 위원 인선 27.6%, 낮은 관심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유치원에서 운영위원 인선이 문제가 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관심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공사립 간 비교를 보면 사립  

학부모의 관심도가 더 낮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규모 유치원에서는 일정조정이 매우 큰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표 Ⅴ-3-3〉유치원 운영위원회 개최의 어려움

단위: %,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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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있음 없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98.1 1.9 100.0(631)

지역 규모

1.5(2)
대도시  97.4 2.6 100.0(228)

중소도시  99.0 1.0 100.0(200)

읍면  98.0 2.0 100.0(203)

설립 유형

6.4(5)

국공립  99.1 0.9 100.0(108)

사회복지법인 100.0 0.0 100.0( 89)

법인‧단체 100.0 0.0 100.0( 53)

민간  96.9 3.1 100.0(159)

직장  98.6 1.4 100.0( 72)

가정  96.7 3.3 100.0(150)

기관 규모

4.9(2)
소규모  97.1 2.9 100.0(384)

중규모  99.5 0.5 100.0(196)

대규모 100.0 0.0 100.0( 51)

구분 
일정 
조정

위원 
인선

낮은 
관심

경험 
부족

기타 계(사례수) χ²(df)

기관 규모

 23.1(8)***
소규모 29.7 27.7 15.5  9.7 17.4 100.0(155)

중규모 32.6 29.4 15.0 15.5  7.5 100.0(187)

대규모 42.9 25.6 16.7 10.1  4.8 100.0(168)

(표 Ⅴ-3-3 계속)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은 98.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9%가 운영위원회

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는 그 이유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한다. 국공립이

나 법인 등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99%이상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어린이집인 96.9%, 가정어린이집은 96.7%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비율이 조금 낮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3-4〉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단위: %, (개소)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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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회

이하

3-6회

이하

7-9회

이하

10회

이상
계(사례수) χ²(df) 평균

전체 62.9 36.0 1.0 0.2 100.0(614) 2.6

지역 규모

7(6)
대도시 61.4 38.2 0.0 0.5 100.0(220) 2.6

중소도시 65.2 33.8 1.0 0.0 100.0(198) 2.5

읍면 62.2 35.7 2.0 0.0 100.0(196) 2.5

설립 유형

46.7(15)***

국공립 45.7 54.3 0.0 0.0 100.0(105) 2.2

사회복지법인 49.4 48.3 1.1 1.1 100.0( 89) 2.9

법인‧단체 56.6 43.4 0.0 0.0 100.0( 53) 2.6

민간 69.1 28.9 2.0 0.0 100.0(152) 2.5

직장 69.0 29.6 1.4 0.0 100.0( 71) 2.5

가정 76.4 22.9 0.7 0.0 100.0(144) 2.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평균 2.6회로 나타났으며, 설립유형

별로 횟수의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개최비율(54.3%)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50.5%)이 그 다음 순이었다. 그러나 민간이나 

직장, 가정어린이집은 2회 이하로 개최한 비율이 70%정도이고 평균도 2.5회   

이하로, 유형별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Ⅴ-3-5〉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연간 개최 횟수(2013년)

단위: %, (개소), 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어려운 점을 질문하였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46.2%)가 일정조정의 어려움을 들었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 

등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23.9%로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응답 경향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설립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타 시설유형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민간어린이집은 운영위원 인선의 어려움

(22.1%)을 지적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운영경험부족(9.7%)을 들어 특

징적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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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정 

조정

위원 

인선

낮은 

관심

경험 

부족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46.2 17.3 23.9 4.7  7.9 100.0(619)

지역 규모

3.7(8)
대도시 46.4 16.7 23.0 4.5  9.5 100.0(222)

중소도시 42.9 19.7 24.7 4.5  8.1 100.0(198)

읍면 49.2 15.6 24.1 5.0  6.0 100.0(199)

설립 유형

60.5(20)***

국공립 60.7 16.8 11.2 1.9  9.3 100.0(107)

사회복지법인 53.9 19.1 18.0 2.2  6.7 100.0( 89)

법인‧단체 45.3 18.9 22.6 3.8  9.4 100.0( 53)

민간 35.1 22.1 32.5 3.9  6.5 100.0(154)

직장 56.3 11.3 12.7 4.2 15.5 100.0( 71)

가정 37.9 13.8 33.8 9.7  4.8 100.0(145)

기관 규모

10.7(8)
소규모 44.2 16.1 26.3 5.9  7.5 100.0(373)

중규모 46.7 20.5 21.0 3.6  8.2 100.0(195)

대규모 58.8 13.7 17.6 0.0  9.8 100.0( 51)

〈표 Ⅴ-3-6〉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의 어려움

단위: %, (개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거의 모든 기관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간 개최 

횟수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유치원이 4.1회로 어린이집 2.6회보다 1회 이상 더 

많이 열려 차이를 보이고,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어린이집이 부모의 관심도가 

낮은 점을 지적한 비율이 유치원보다 높아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해 보인다.

나. 교사 채용과 처우

1) 유치원

교사 채용시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응답한 유치원이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유치원이 대도시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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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애로사항 여부 가장 어려운 점

있음없음 계(사례수) χ²(df)
지원자

부족

적격자 

부족

빠른 

사직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37.6 62.4 100.0(521) 44.9 41.3 8.2 5.6 100.0(196)

지역 규모 　

5.1(2)*** 32.7(6)
대도시 38.2 61.8 100.0(136) 28.8 61.5 5.8 3.8 100.0( 52)

중소도시 32.7 67.3 100.0(226) 32.4 48.6 10.8 8.1 100.0( 74)

읍면 44.0 56.0 100.0(159) 70.0 18.6 7.1 4.3 100.0( 70)

설립 유형 　

12.9(1) 13.8(3)***공립 30.0 70.0 100.0(260) 59.0 26.9 6.4 7.7 100.0( 78)

사립 45.2 54.8 100.0(261) 35.6 50.8 9.3 4.2 100.0(118)

기관 규모 　

9.3(2)***　 12.8(6)***
소규모 27.8 72.2 100.0(158) 56.8 29.5 9.1 4.5 100.0( 44)

중규모 41.8 58.2 100.0(189) 43.0 36.7 10.1 10.1 100.0( 79)

대규모 42.0 58.0 100.0(174) 39.7 53.4 5.5 1.4 100.0( 73)

도시보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유치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채용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보면, 지원자가 적거나 없다는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고, 지원자는   

많았으나 적격자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41.3.%로 두 번째로 높았다.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설립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공립이 사립보다 지원자가 부족

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사립은 공립보다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유치원 규모의 경우에는 소규모와 중규모는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대규모는 적격자 부족이 가장 많았다.

〈표 Ⅴ-3-7〉유치원 교사 채용 시 애로사항 여부 및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개원)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교사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를 살펴보면, 66.1%의 유치원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25.5%의 유치원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시간외 근무 자체가 없다고 응답한 유치원의 비율은 8.3이였다.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규모나 설립유형, 기관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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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8〉유치원 교사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단위: %, (개원) 

구분 지급함
지급하지 

않음

시간외 근무 

없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66.1 25.6  8.3 100.0(519)

지역 규모

 22.2(4)
대도시 55.1 39.0  5.9 100.0(136)

중소도시 67.9 24.6  7.6 100.0(224)

읍면 73.0 15.7 11.3 100.0(159)

설립 유형

131.3(2)공립 89.2  5.0  5.8 100.0(259)

사립 43.1 46.2 10.8 100.0(260)

기관 규모

 27.8(4)
소규모 77.2 12.0 10.8 100.0(158)

중규모 64.9 26.6  8.5 100.0(188)

대규모 57.2 37.0  5.8 100.0(173)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지역규모와 설립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역규모 가운데서는 읍면지역이 7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설립유형별

로는 법인·단체가 71.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국공립은 45.4%로 가장 

낮았다. 모집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보면, 지원자가 적거나 없다는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고, 지원자는 많았으나 적격자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7.6%로 두 번째로 

높았다.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지역규모와 설립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읍면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달리, 적격자 부족이 6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나머지 어린이집과 달리, 지원자 부족보다  

적격자 부족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표 Ⅴ-3-9> 참조). 

교사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를 살펴보면, 49.9%의 어린이집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24.6%의 유치원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시간 외 

근무 자체가 없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의 비율은 25.6%였다.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설립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직장어린이집이 93.1%로  

시간외 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었다(<표 Ⅴ-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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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함
지급하지 
않음

시간외 근무 
없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49.9 24.6 25.5 100.0(631)

지역 규모

7.3(4)
대도시 55.7 21.5 22.8 100.0(228)

중소도시 50.5 25.0 24.5 100.0(200)

읍면 42.9 27.6 29.6 100.0(203)

설립 유형

121.4(10)***

국공립 70.4 19.4 10.2 100.0(108)

사회복지법인 34.8 37.1 28.1 100.0( 89)

법인․단체 49.1 37.7 13.2 100.0( 53)

민간 37.1 29.6 33.3 100.0(159)

직장 93.1  2.8  4.2 100.0( 72)

가정 37.3 21.3 41.3 100.0(150)

구분 

애로사항 여부 가장 어려운 점

있음 없음 계(사례수) χ²(df)
지원자

부족

적격자 

부족

빠른 

사직
기타계(사례수) χ²(df)

전체 60.2 39.8 100.0(631) 46.8 37.6  9.5 6.1 100.0(380)

지역 규모 　

15.8(2)*** 85.3(6)***
대도시 55.7 44.3 100.0(228) 69.3 15.7 11.8 3.1 100.0(127)

중소도시 54.0 46.0 100.0(200) 51.9 27.8 13.0 7.4 100.0(108)

읍면 71.4 28.6 100.0(203) 23.4 64.1  4.8 7.6 100.0(145)

설립 유형 　

31.1(5)*** 28.6(15)*

국공립 45.4 54.6 100.0(108) 67.3 20.4  4.1 8.2 100.0( 49)

사회복지법인 71.9 28.1 100.0( 89) 37.5 51.6  6.3 4.7 100.0( 64)

법인․단체 71.7 28.3 100.0( 53) 44.7 44.7  2.6 7.9 100.0( 38)

민간 69.8 30.2 100.0(159) 41.4 40.5  9.9 8.1 100.0(111)

직장 45.8 54.2 100.0( 72) 51.5 36.4  9.1 3.0 100.0( 33)

가정 56.7 43.3 100.0(150) 48.2 30.6 17.6 3.5 100.0( 85)

〈표 Ⅴ-3-9〉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애로사항 여부 및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개소) 

*p < .05,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표 Ⅴ-3-10〉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단위: %, (개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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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일계획안에 

삽입

오후에 

개별적 참여

실시하지 

않음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11.1 68.9  7.3 12.8 100.0(524)

지역 규모

19.0(6)***대도시 10.1 63.0 14.5 12.3 100.0(138)

중소도시  9.7 70.9  6.6 12.8 100.0(227)

읍면 13.8 71.1  1.9 13.2 100.0(159)

3) 비교

교사 채용에 대해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66.1%, 60.2%의 비율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어려운 점 역시 지원자 부족이 유치원 

44.9%, 어린이집 46.8%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의 경우, 유치원은 66.1%, 어린이집은 49.9%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시간 외 근무가 없다고 응답한 유치원은 8.3%에 

그쳤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5.5%로 나타나,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시간 외 

근무를 하는 비율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

가. 운영현황

1)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은 68.9%의 유치원이 주로 오후 시간에 편성하여서 유아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으며, 11.1%의 유치원은 일일계획안에   

삽입하여서 오전, 오후에 운영하고 있었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은 7.3%였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는, 소규모 유치원이 

중규모나 대규모보다 일일 계획안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Ⅴ-4-1〉유치원 하루 일과 중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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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실시중

(%)

주당

횟수 

(회)

주 담당교사(%)
이용

최저 

연령(세)

1인당 

월교육비 

(천원)

외부
유아교육
전공자

외부
특기

전공자

상주전담
교사

정규교사

영어 59.1 2.1 27.0 62.1  9.6  1.4 3.7 19.3
제2외국어  2.9 1.5 42.9 50.0  7.1  0.0 3.7 20.7
미술, 조형 55.8 1.4 21.1 39.8 13.5 25.6 3.5 13.8
음악 61.3 1.2 28.8 64.0  1.7  5.5 3.7 12.8
교구 프로그램 15.6 1.3 19.4 34.7 12.5 33.3 3.4 12.5
체육 72.8 1.2 24.5 68.0  3.2  4.3 3.6 11.4
태권도  7.8 1.1 15.8 76.3  5.3  2.6 3.8 11.0
수영  1.2 1.8 66.7 33.3  0.0  0.0 3.8 21.7
발레 14.6 1.4 25.7 74.3  0.0  0.0 3.7 20.9
수학 관련  8.8 1.5  7.3 12.2 14.6 65.9 3.8 11.0
과학 39.7 1.2 15.3 20.6 17.5 46.6 3.7 11.9
기타 14.2 1.2 12.9 61.3  4.8 21.0 3.8 13.0

구분
일일계획안에 

삽입

오후에 

개별적 참여

실시하지 

않음
기타 계(사례수) χ²(df)

설립 유형

33.3(3)공립  8.7 71.9 1.9 17.5 100.0(263)

사립 13.4 65.9 12.6  8.0 100.0(261)

기관 규모

16.0(6)***　
소규모 14.5 71.7 11.3  2.5 100.0(159)

중규모  7.9 70.2 15.2  6.8 100.0(191)

대규모 11.5 64.9 11.5 12.1 100.0(174)

(표 Ⅴ-4-1 계속)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특성화 프로그램별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체육 72.8%, 음악 61.3%, 영어 59.1%, 

미술·조형이 55.8%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더 많이 실시되고 있었다. 각 프로그램

별 주당실시 횟수는 1-2회 정도였으며, 프로그램별로 주 담당교사도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주 담당교사는 외부특기 전공자 비율이 가장 높았

으나, 수영의 경우에는 외부 유아교육 전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프로그램별 이용 

최저 연령은 대부분 3세 후반이었으며, 1인당 월 교육비는 1.1천원에서 21.7천원의 

범위에서, 수영이 가장 높았고, 태권도와 수학 관련이 가장 낮았다.

〈표 Ⅴ-4-2〉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 회, 세, 천원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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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일계획안에 
삽입

오후에 

개별적 참여

실시하지 

않음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8.2 78.0 1.3 12.5 100.0(631)

지역 규모

4.1(6)
대도시 7.0 79.8 0.9 12.3 100.0(228)

중소도시 8.5 80.0 1.5 10.0 100.0(200)

읍면 9.4 73.9 1.5 15.3 100.0(203)

설립 유형

71.5(15)***

국공립  2.8 88.9 0.9  7.4 100.0(108)

사회복지법인  7.9 80.9 1.1 10.1 100.0( 89)

법인․단체  5.7 81.1 0.0 13.2 100.0( 53)

민간 11.9 82.4 0.6  5.0 100.0(159)

직장  5.6 88.9 1.4  4.2 100.0( 72)

가정 10.7 57.3 2.7 29.3 100.0(150)

2)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78.0%의 어린이집이 주로 오후 시간에 편성하여서 영유아가 개별적

으로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으며, 8.2%의 어린이집은 일일계획안에 넣어서 

오전, 오후에 운영하고 있었다.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1.3%였다. 

특별활동 운영은 설립유형과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설립

유형에 따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후시간에 영유아가 개별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이상이었으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7.3%에 그쳤다.

〈표 Ⅴ-4-3〉어린이집 하루 일과 중 특별활동 운영현황

단위: %, (개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특별활동별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영어가 79.9%, 체육이 71.7%, 음악이 65.4%

로, 다른 활동들보다 운영되는 비율이 높았다. 각 특별활동별 주당실시 횟수는 

대개 1.0-2.1회의 범위로 이루어졌다. 모든 특별활동의 주 담당교사는 외부 특기

전공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별활동별 이용 최저 연령은 2세 후반에서 3세 초

반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 교육비는 영어가 20.9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태권도가 

8.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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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실시중

(%)

주당

횟수 

(회)

주 담당교사(%)
이용

최저 

연령(세)

1인당 

월교육비 

(천원)

외부
영유아교육
전공자

외부
특기

전공자

상주전담
교사

정규교사

영어 79.9 2.1 31.8 67.1 0.2  0.9 3.0 20.9

제2외국어  1.6 1.6 25.0 75.0 0.0  0.0 3.4 11.4

미술, 조형 24.6 1.2 36.7 47.7 2.3 13.3 3.0 15.8

음악 65.4 1.2 31.1 67.7 0.3  0.9 2.9 15.2

교구 프로그램 13.8 1.2 26.5 54.4 1.5 17.6 2.9 13.9

체육 71.7 1.1 29.8 69.1 0.3  0.8 3.0 11.7

태권도  3.3 1.3 16.7 83.3 0.0  0.0 3.3  8.6

발레  4.5 1.2 26.1 73.9 0.0  0.0 3.2 15.1

수학 관련  3.3 2.1 16.7 33.3 5.6 44.4 3.1 13.3

과학  8.3 1.1 29.5 40.9 4.5 25.0 3.4 13.3

기타 14.5 1.3 27.3 59.7 5.2  7.8 3.2 11.8

〈표 Ⅴ-4-4〉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현황

단위: %, 회, 세, 천원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특성화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유치원(특성화 프로그램)은 68.9%, 

어린이집(특별활동)은 78.0%로 두 곳 모두 오후시간에 편성하여 아동이 개별적

으로 참여하도록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치원(특성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7.3%였으나, 어린이집(특별활동)은 1.2%만 해당하여, 

어린이집이 특성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별의 경우, 유치원은 체육이 72.8%로 가장 많이 

운영되었던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영어가 79.9%의 비율로 가장 높이 운영되고 

있었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유치원에서는 수영이 21.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태권도와 수학 관련이 11.0천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어린이집에서는 영어가 20.9

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태권도가 8.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나. 개선 사항

1)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최우선 개선사항을 보면, 교육내용을 내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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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내용 

내실화

정부재정

지원강화

특성화  

교실마련

담당교사 

자질향상

교육비 

상향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27.7 26.0 17.9 14.0  6.7 7.7 100.0(480)

지역 규모

14.4(10)***
대도시 27.6 31.9 10.3 14.7  7.8 7.8 100.0(116)

중소도시 23.4 26.3 19.6 14.8  8.1 7.7 100.0(209)

읍면 33.5 21.3 21.3 12.3  3.9 7.7 100.0(155)

설립 유형

41.8(5)　공립 29.3 21.5 25.4 15.2  2.0 6.6 100.0(256)

사립 25.9 31.3  9.4 12.5 12.1 8.9 100.0(224)

기관 규모

16.2(10)***
소규모 30.1 24.8 22.2 12.4  5.2 5.2 100.0(153)

중규모 26.3 25.7 21.7 13.1  7.4 5.7 100.0(175)

대규모 27.0 27.6  9.2 16.4 10.5 9.2 100.0(152)

한다는 비율이 27.7%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26.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특성화 전문 교실의 마련, 

담당교사의 자격과 자질향상, 기타, 교육비 상향 조정의 순이었다.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정부 재정

지원강화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읍면지역은 교육내용 내실화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치원 규모별로는, 소규모와 중규모에서는 교육내용 내실화가 가장  

높았고, 대규모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Ⅴ-4-5〉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별 실시 관련 우선적 개선사항

단위: %, (개원)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최우선 개선사항을 보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

하다는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내용을 내실화해야한다는 비율이 

24.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특성화 전문 교실의 마련, 담당교

사의 자격과 질 향상, 교육비 상향, 기타의 순이었다.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설

립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사회복지법인과 가정어린이집은 정부

재정지원 강화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교육내용내실화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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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내용 

내실화

정부재정

지원강화

특성화  

교실마련

담당교사 

자질향상

교육비 

상향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24.8 33.9 11.2 11.0 12.1  7.0 100.0(545)
지역 규모

15.6(10)
대도시 27.8 26.8 10.6 14.6 14.6  5.6 100.0(198)

중소도시 26.3 34.6 11.2  8.9 11.7  7.3 100.0(179)

읍면 19.6 41.7 11.9  8.9  9.5  8.3 100.0(168)
설립 유형

97.0(25)***

국공립 33.0 22.0 17.0 11.0  7.0 10.0 100.0(100)

사회복지법인 12.7 48.1 11.4 12.7 10.1  5.1 100.0( 79)

법인․단체 39.1 30.4 10.9  8.7  4.3  6.5 100.0( 46)

민간 21.5 41.6 10.1  3.4 17.4  6.0 100.0(149)

직장 36.8 16.2 14.7 27.9  1.5  2.9 100.0( 68)

가정 16.5 36.9 4.9 10.7 21.4  9.7 100.0(103)

〈표 Ⅴ-4-6〉어린이집 특별활동별 실시 관련 우선적 개선사항

단위: %, (개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특성화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에 대한 최우선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유치원은 

27.7%로 교육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어린이집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 비율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은 

지역 규모와 유치원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반면, 어린이집은 설립

유형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Ⅴ-4-1〕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우선적 개선 요구



구분
대집단

활동

자유

선택활동

기본생활

습관지도

실외

놀이

소집단 

활동
급·간식

낮잠 및 

휴식
사례수

전체 99.3  99.3  99.3 98.9 98.6 97.8 48.5 721

지역 규모

대도시 99.5  99.0  99.5 98.5 98.5 97.5 41.4 198

중소도시 99.0  99.0  99.1 98.7 98.7 98.7 43.8 226

읍면지역 99.6 100.0  99.3 99.6 98.7 96.9 61.1 297

설립 유형

공립 99.5  99.7  99.5 99.5 98.7 97.9 60.6 373

사립 99.1  98.9  99.1 98.3 98.6 97.7 35.6 348

교사 경력

5년 미만 99.2  98.5  99.2 99.2 97.7 97.7 51.1 131

5-9년 99.1  99.1 100.0 99.1 98.7 98.3 39.7 232

10년 이상 99.4  99.7  98.9 98.6 98.9 97.5 53.4 358

Ⅵ. 교육․보육 과정 운영 및 가정․지역사회 연계

1. 교사의 수업 운영

1) 유치원교사

가) 활동형태별 운영 현황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시점에서 2주 간의 일일계획안과 주간계획안을 

토대로 하루 일과를 구성하는 교육 활동형태를 살펴보았는데, 낮잠 및 휴식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98%이상의 교사들이 하루 일과 중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Ⅵ-1-1> 참조). 자유선택활동이 71.1분, 실외놀이가 60.2분

으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활동시간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누리과정 적용 이후 자유선택활동 60분 이상, 실외놀이 1회 이상이란 편성

운영지침을 준수한 결과로 보인다(<표 Ⅵ-1-2> 참조).

〈표 Ⅵ-1-1〉유치원 하루 일과 활동형태별 실시 비율

단위: %, 명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복수응답임. 

    - 최근 2주간 실시여부임. 



교육․보육 과정 운영 및 가정․지역사회 연계  133

구분
대집단
활동

자유
선택활동

기본생활
습관지도

실외
놀이

소집단 
활동

급·간식
낮잠 및 
휴식

사례수

전체 57.2 71.1 34.5 60.2 49.1 61.2 36.2 721

지역 규모

대도시 53.7 64.7 38.3 57.5 44.4 57.7 28.9 198

중소도시 58.0 74.0 34.2 62.6 48.6 64.3 38.1 226

읍면지역 59.1 72.8 31.7 59.3 54.0 63.1 38.8 297

설립 유형

공립 58.0 71.0 34.8 61.2 51.0 61.6 37.9 373

사립 56.3 71.2 34.2 59.1 47.2 62.7 33.2 348

교사 경력

5년 미만 63.0 77.4 39.5 60.5 48.4 66.2 33.8 131

5-9년 54.7 68.4 33.0 58.3 43.9 59.4 32.3 232
10년 이상 56.7 70.5 33.7 61.3 52.8 62.4 38.9 358

〈표 Ⅵ-1-2〉유치원 하루 일과 활동형태별 1일 평균실시 시간

단위: 분, 명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전체 하루 일과를 구성하는 중요한 활동형태인 대·소집단활동의 실시 빈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동화, 이야기나누기, 새노래 배우기, 미술, 신체표현, 

동시와 게임은 90%이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Ⅵ-1-3> 참조).

〈표 Ⅵ-1-3〉유치원 대소집단활동 유형별 실시비율(4주 동안)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수

전체 99.0  98.5 98.1 96.7 94.9 91.0 90.8 80.9 69.6 69.2 62.1 54.1 721

지역 규모

대도시 99.0  98.5 99.5 97.5 94.4 90.9 93.4 82.8 70.7 76.3 60.6 53.0 198

중소도시 98.7  97.3 98.3 94.9 95.3 89.9 89.9 78.8 68.7 63.6 62.6 54.2 297

읍면지역 99.6 100.0 96.5 98.2 94.7 92.5 89.8 81.9 69.9 70.4 62.8 54.9 226

설립 유형

공립 99.2  99.2 97.6 96.2 95.4 93.6 93.0 81.8 71.8 66.5 58.4 65.1 373

사립 98.9  97.7 98.6 97.1 94.3 88.2 88.5 79.9 67.2 72.1 66.1 42.2 348

교사 경력

5년 미만 99.2 100.0 97.7 99.2 94.7 90.8 90.8 78.6 72.5 71.0 55.7 50.4 131

5-9년 98.7  97.8 98.7 95.3 94.4 86.2 90.5 77.6 64.7 67.2 58.2 49.6 232

10년 이상 99.2  98.3 97.8 96.6 95.3 94.1 91.1 83.8 71.8 69.8 67.0 58.4 358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복수응답임

   - ①동화②이야기나누기③새노래 배우기④미술활동⑤신체표현⑥동시⑦게임⑧음악 감상 

     ⑨미술 감상⑩요리활동⑪실험하기⑫동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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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소집단활동 실시 빈도를 보면, 4주 동안 이야기나누기 약 15회, 

동화 약 10회를 가장 많이 실시하였고, 반면에 요리활동 1.5회, 동시 2.2회, 실험

하기 3.0회를 가장 적게 실시하였다(<표 Ⅵ-1-4> 참조).

〈표 Ⅵ-1-4〉유치원 대소집단활동 유형별 실시빈도(4주 동안)

단위: 회,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수

전체 15.0 10.8 7.3 5.3 4.9 4.6 4.4 4.3 3.1 3.0 2.2 1.5 721

지역 규모

대도시 15.9 11.2 8.0 5.5 5.3 4.9 4.3 4.5 3.3 2.9 2.1 1.5 198

중소도시 14.4 10.5 6.8 5.2 4.7 4.1 4.1 3.9 2.8 2.8 2.2 1.4 297

읍면지역 14.8 10.9 7.5 5.4 4.9 4.8 4.7 4.5 3.4 3.2 2.2 1.7 226

설립 유형

공립 14.7 11.3 7.6 5.3 5.2 4.6 4.5 3.7 2.9 3.0 2.1 1.6 373

사립 15.2 10.3 7.0 5.4 4.6 4.5 4.2 5.0 3.4 2.9 2.3 1.5 348

교사 경력

5년 미만 15.8 10.7 7.5 5.7 4.8 4.7 4.3 4.8 3.2 2.9 2.4 1.6 131

5-9년 15.2 10.3 6.7 4.7 4.8 4.2 4.0 4.4 3.0 3.0 2.0 1.5 232

10년 이상 14.5 11.2 7.7 5.6 5.1 4.7 4.6 4.1 3.2 3.0 2.2 1.5 358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복수응답임

    - ①이야기나누기②동화③미술활동④신체표현⑤새노래 배우기 ⑥게임⑦동시⑧음악 감상

     ⑨미술 감상⑩실험하기⑪동극⑫요리활동

자유선택활동의 흥미영역 활동 중에서 조사시점 기준 4주간 교사들이 가장 비

중 있게 다룬 영역은 미술영역, 수, 과학, 조작영역, 쌓기 놀이, 언어 및 역할놀

이였고 비중이 낮게 다룬 영역은 컴퓨터영역, 목공놀이영역이였다

구체적으로 자유선택활동 흥미영역별 결과는 다음의 <표 Ⅵ-1-5>와 같다.   

지역규모, 설립유형, 교사경력에 따라서 비중 있게 다루는 자유선택활동 흥미영

역의 종류는 대체로 유사하다. 지역규모에서는 읍면지역에서 책보기영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공립유치원 교사는 미술(조형)영역을 다른 흥미영역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교사와 비교해 보면, 책보기 영역이 공

립유치원 교사가 약 9%이상 높게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경력에서

도 10년 이상의 경력교사들이 그 이하의 경력교사들에 비해 책보기 영역을 비교

적 높게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과 교사경력에 따라서는 집단 간

의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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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5〉유치원 자유선택활동 실시비중이 높은 영역

단위: %, 명

구분
미술
(조형)

수·과학 
조작

쌓기
놀이

언어 
역할
놀이

책보기 음률 기타 사례수 χ²(df)

전체 28.6 19.3 14.8 12.6 12.4  8.1 2.7 1.5 716
지역 규모

20.2(14)
대도시 36.2 18.4 11.7 12.8 11.7  4.6 2.6 2.0 196
중소도시 28.2 21.1 15.6 10.5 12.9  7.5 3.1 1.0 294
읍면단위 22.6 17.7 16.4 15.0 12.4 11.9 2.2 1.8 226

설립 유형
43.5(7)***공립 31.7 16.9 16.7 9.4 11.6 12.1 1.6 0.0 372

사립 25.3 21.8 12.8 16.0 13.4  3.8 3.8 3.2 344
교사 경력

34.1(14)**
5년 미만 26.4 18.6 19.4 11.6 14.7  3.9 4.7 0.8 129
5-9년 27.4 22.6 12.6 17.8 12.2  3.9 1.3 2.2 230
10년 이상 30.3 17.4 14.6 9.5 11.8 12.3 2.8 1.4 357

**p < .01, ***p < .001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반면에 컴퓨터영역과 목공영역은 가장 비중이 낮게 나타난 영역으로 나타났

다. 지역적으로는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둔 선택영역이었으며, 경력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영역에 대한 비중이 낮게 나타

났다. 그 다음으로 목공영역으로 약 25%이상의 교사들이 비중을 낮게 두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자유선택활동 흥미영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술(조형)

영역, 수, 과학조작, 쌓기 놀이, 언어영역 및 역할놀이 영역이 비중 있게 다루어

지는 흥미영역으로 볼 수 있다(<표 Ⅵ-1-6> 참조).

〈표 Ⅵ-1-6〉유치원 자유선택활동 실시비중이 낮은 영역

단위: %, 명

구분 컴퓨터
목공
놀이

음률
수·과학
조작

역할
놀이

언어
쌓기
놀이

미술
(조형) 책보기 사례수 χ²(df)

전체 40.5 28.2 13.5  5.7 3.5 2.7 2.2 1.4 1.7 716
지역 규모

21.5(16)
대도시 43.4 23.0 12.2  8.2 3.6 2.6 2.0 1.5 3.6 196
중소도시 42.5 26.2 13.9  5.1 3.4 2.4 2.4 1.7 1.4 294
읍면지역 35.4 35.4 14.2  4.4 3.5 3.1 2.2 0.9 0.4 226

설립 유형
31.7(8)***공립 42.2 31.5 14.8  4.0 2.2 2.4 0.5 1.6 0.3 372

사립 38.7 24.7 12.2  7.6 4.9 2.9 4.1 1.2 3.2 344
교사 경력

49.7(16)***
5년 미만 26.4 25.6 21.7 10.9 5.4 4.7 2.3 0.0 2.3 129
5-9년 40.4 24.8 13.9  6.5 3.5 2.6 4.8 1.3 1.3 230
10년 이상 45.7 31.4 10.4  3.4 2.8 2.0 0.6 1.3 1.7 357

***p < .001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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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가) 활동형태별 운영현황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난 2주간의 하루 일과 운영을 위한 활동형태 

실시 비중과 1일 평균 운영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Ⅵ-1-7> 및 <표 Ⅵ-1-8>과 

같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자유선택활동, 실외놀이/대근육활동, 기본생활습관지

도, 낮잠 및 휴식, 대·소집단 활동을 모두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자유선택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Ⅵ-1-7〉어린이집 하루 일과 활동형태별 실시 비율

단위: %, 명

구분
자유선택 

활동
실외/

대근육활동
급·간식

기본생활
습관지도

낮잠 및 
휴식

소집단 
활동

대집단 
활동

사례수

전체  99.3  98.2  98.2 98.0 95.4 89.6 76.9 971
지역 규모
대도시  99.7  98.0  98.9 98.6 96.6 88.6 76.4 352
중소도시  99.3  98.6  98.6 96.8 95.8 89.1 76.1 284
읍면지역  98.8  98.2  97.3 98.5 93.7 91.0 78.2 335

설립 유형

국공립  99.3  98.7  98.0 98.7 96.7 90.1 74.8 151

사회복지법인  98.6  97.2  98.6 97.2 90.8 87.9 80.1 141

법인·단체  98.7  97.4  97.4 94.8 92.2 93.5 84.4 77

민간 100.0  98.8  98.4 98.8 93.3 92.5 87.0 253

직장 100.0 100.0 100.0 97.8 98.9 85.4 77.5 89

가정  98.8  97.7  97.7 98.5 98.8 87.7 64.2 260

교사 경력
5년 미만  99.1  97.6  98.5 97.9 96.1 91.0 77.3 335
5-9년  99.7  99.0  97.7 98.5 95.1 89.0 80.3 391
10년 이상  98.8  97.9  98.8 97.5 94.6 88.3 70.8 240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복수응답임. 

    - ‘실시’는 2주간 실시여부임.  

1일 평균 운영시간을 보면 자유선택활동은 지역규모, 설립유형과 교사경력에 

상관없이 116-149분으로 운영하였으며, 낮잠 및 휴식을 최소 82분 이상에서 117분

정도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과 영유아의 이용 시간을 

고려해 보면, 1일 2회, 2시간 30분 이상 자유선택활동 운영과 낮잠 및 휴식시간 

운영, 실외놀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표준보육과정운영과 누리과정 운영   

권장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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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수
전체 95.9 94.0 92.8 91.2 88.1 76.3 71.3 71.2 63.4 52.2 38.9 31.1 23.9 899

지역 규모
대도시 95.7 95.1 94.1 92.3 88.0 76.5 71.9 71.3 62.0 51.9 42.0 28.4 19.4 324

중소도시 95.4 92.4 92.4 88.2 89.3 76.0 67.6 69.8 66.8 51.9 40.1 32.4 25.2 262

읍면지역 96.5 94.2 91.7 92.7 87.2 76.4 73.8 72.2 62.0 52.7 34.8 32.9 27.5 313
설립 유형
국공립 94.2 91.4 91.4 87.1 84.2 73.4 78.4 70.5 64.7 56.1 43.2 27.3 20.1 139

사회복지법인 97.7 96.9 95.3 95.3 89.8 77.3 81.3 72.7 64.8 59.4 41.4 34.4 25.0 128

법인·단체 97.3 96.0 94.7 94.7 88.0 74.7 77.3 81.3 56.0 52.0 42.7 38.7 48.0 75

민간 97.5 95.5 96.3 93.8 93.4 79.8 77.8 78.6 62.6 58.8 46.5 36.2 30.0 243

직장 100.0 94.9 89.9 89.9 92.4 74.7 82.3 70.9 73.4 62.0 51.9 34.2 22.8 79

가정 92.3 91.5 88.9 88.1 82.6 74.9 49.4 60.0 61.7 35.7 21.7 23.0 11.9 235

〈표 Ⅵ-1-8〉어린이집 하루 일과 활동형태별 1일 평균실시 시간

단위: 분, 명

구분
자유선택 
활동

실외/
대근육활동

급·간식
기본생활
습관지도

낮잠 및 
휴식

소집단 
활동

대집단 
활동

사례수

전체 134.6 55.0 80.1 50.7  96.7 42.2 39.4 971
지역 규모
대도시 134.5 57.2 82.2 76.7  97.2 43.0 38.7 352

중소도시 135.9 56.0 80.4 41.4  96.3 42.6 39.9 284

읍면지역 133.5 52.0 77.6 31.4  96.3 41.1 39.8 335
설립 유형
국공립 148.7 55.7 84.8 91.4  84.0 38.6 34.3 151

사회복지법인 144.4 54.0 78.8 75.1  82.8 44.1 37.2 141

법인·단체 137.0 54.2 83.8 41.6  91.6 37.8 36.9 77

민간 133.0 55.2 81.3 33.6  88.5 44.9 43.6 253

직장 149.7 68.9 87.0 52.7 104.5 42.0 40.0 89

가정 116.4 50.3 73.4 33.1 116.9 42.2 39.5 260
교사 경력

5년 미만 126.6 53.6 80.2 40.4 102.1 39.9 39.1 335

5-9년 135.6 56.4 79.3 55.5  94.1 44.4 42.6 391

10년 이상 144.3 54.7 81.7 32.2  93.7 42.3 34.1 240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하루 일과를 구성하는 중요한 활동형태인 대·소집단활동의 실행비율과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Ⅵ-1-9>와 <표 Ⅵ-1-10>와 같다. 대·소집단 활동형태에서   

동화, 신체표현, 새노래 배우기, 미술활동을 90%이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 반

면에 동극의 실시 비율은 3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Ⅵ-1-9〉어린이집 대소집단활동 유형별 실시비율(4주 동안)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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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수

전체 12.5  9.7   9.5  8.9 7.7 5.4 5.3 5.4 5.2 4.1 3.2 1.6 900

지역 규모
대도시 12.2  9.5  8.8  8.3 7.5 5.3 5.6 5.3 5.4 3.6 3.2 1.7 324
중소도시 11.5  9.4  9.5  8.1 7.3 4.8 4.9 5.3 4.8 3.5 3.1 1.6 262
읍면단위 13.6 10.3 10.1 10.1 8.2 6.1 5.4 5.6 5.4 5.2 3.4 1.7 314
설립 유형
국공립 10.9  8.3  7.9  6.2 7.4 5.0 5.1 4.4 4.2 3.0 2.7 1.4 139
사회복지법인 12.8  8.9  8.8  8.0 8.1 5.3 4.9 5.9 4.4 3.1 3.0 2.0 128
법인·단체 12.7  8.5  8.0  8.5 6.9 5.0 4.1 4.8 5.3 2.2 2.4 1.3  75
민간 13.9  9.7  9.7  9.6 7.8 5.8 6.0 5.9 5.5 5.2 3.8 1.5 243

직장 10.3  7.7  6.5  5.0 7.2 3.8 3.4 3.7 3.7 2.9 2.8 1.6  79

가정 12.3 12.3 12.1 11.6 8.0 6.0 6.2 6.5 7.2 5.9 3.8 1.9 236
교사 경력

5년 미만 12.2  9.4  9.6  9.4 6.8 5.4 5.4 5.1 5.8 4.1 3.5 1.6 318

5-9년 12.8  9.8  9.7  8.8 7.7 5.7 5.3 5.4 5.2 3.4 3.2 1.6 358

10년 이상 12.3 10.1  8.8  8.3 9.1 5.1 5.4 5.8 4.5 5.4 3.0 1.8 219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수

교사 경력

5년 미만 94.6 92.4 91.2 89.3 88.0 75.1 61.8 69.1 60.9 50.8 33.8 33.1 21.8 317

5-9년 97.8 94.4 93.3 93.3 91.1 77.7 74.9 72.9 64.8 55.9 40.5 28.2 25.1 358

10년 이상 94.5 95.4 94.1 90.4 83.1 75.3 79.0 70.8 65.3 47.0 42.9 31.5 24.2 219

(표 Ⅵ-1-9 계속)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중복응답

     - ①동화②신체표현③새노래 배우기④미술활동⑤이야기나누기⑥음악 감상⑦게임⑧동시

      ⑨요리활동⑩미술 감상⑪실험하기⑫동극⑬기타

구체적인 각 활동유형을 실시한 빈도는 이야기나누기가 가장 많이 실시한 것

으로 나타났고, 동화, 신체표현, 음악 감상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Ⅵ-1-10〉어린이집 대소집단활동 유형별 실시빈도(4주 동안)

단위: 회, 명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중복응답

    - ①이야기나누기②동화③신체표현④음악 감상⑤미술활동⑥새노래 배우기⑦동시⑧게임 

     ⑨미술 감상⑩동극⑪실험하기⑫요리활동 

자유선택활동의 흥미영역 활동 중에서 지난 4주 동안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영역은 쌓기 놀이영역, 언어영역, 역할놀이영역 순으로 나타났다(<표 Ⅵ-1-11> 

참조). 자유선택활동 흥미영역별 실시비중은 설립유형과 교사경력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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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컴퓨터 목공
수·과학 
조작 음률

미술
(조형) 언어

역할
놀이

쌓기
놀이 책보기 사례수 χ²(df)

전체 47.2 15.7 13.4  9.2 4.7 2.7 2.6 2.0 1.5 964

지역 규모

19.6(16)
대도시 46.4 13.7 15.7  7.7 5.1 2.8 2.6 3.1 1.1 351

중소도시 46.1 18.1 10.6 12.4 4.3 1.4 3.2 1.4 1.4 282

읍면단위 48.9 15.7 13.3  8.2 4.5 3.6 2.1 1.2 1.8 331

〈표 Ⅵ-1-11〉어린이집 자유선택활동 실시비중이 높은 영역

단위: %, 명

구분
쌓기
놀이

언어
역할
놀이

미술
(조형)

수·과학
조작

음률 책보기 기타 사례수 χ²(df)

전체 24.4 21.8 20.3 10.9 9.2  5.7 2.9 4.5 964

지역 규모

21.8(14)
대도시 24.2 20.8 20.2 14.5  7.4  4.8 3.7 3.4 351

중소도시 22.0 23.0 19.9  9.6 11.0  6.0 3.5 5.0 282

읍면단위 26.6 21.8 20.8  8.2  9.7  6.3 1.5 5.1 331

설립 유형

80.1(35)***

국공립 22.7 21.3 16.7 20.0 10.7  3.3 1.3 3.3 150

사회복지법인 24.5 23.7 18.7 10.8 10.1  2.2 3.6 5.8 139

법인·단체 31.6 21.1 19.7  9.2  9.2  5.3 3.9 0.0 76

민간 25.7 20.6 19.4 10.7  9.9  5.9 4.3 3.2 253

직장 16.9 11.2 37.1 10.1 12.4  1.1 3.4 7.9 89

가정 24.5 26.1 18.7  6.6  6.2 10.5 1.6 5.8 257

교사 경력

26.3(14)*
5년 미만 23.8 25.3 16.9  9.3  9.3 8.1 3.0 3.9 332

5-9년 21.8 18.7 24.1 12.3 11.3 4.1 3.3 4.1 390

10년 이상 29.5 21.9 19.0 10.5 5.9 4.6 2.1 5.9 237

*p < .05, ***p < .001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반면에 자유선택활동에서 실시 비중이 가장 낮은 흥미영역은 컴퓨터영역,     

목공영역, 수, 과학, 조작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영역은 목공영역에 

비해 3배 이상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아주 어린 영유아까지 포함 

하고 있으므로 컴퓨터영역, 목공영역 등과 같은 영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항시 설치되어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표 Ⅵ-1-12〉어린이집 자유선택활동 실시비중이 낮은 영역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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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컴퓨터 목공 수·과학 
조작 음률 미술

(조형) 언어 역할
놀이

쌓기
놀이 책보기 사례수 χ²(df)

설립 유형

83.9(40)
***

국공립 35.3 16.7 12.7 15.3 4.0 3.3 4.0 3.3 2.0 150

사회복지법인 53.2 12.9 17.3  6.5 5.0 1.4 2.2 0.7 0.7 139

법인·단체 38.2 11.8 18.4 14.5 1.3 3.9 2.6 6.6 1.3  76

민간 45.8 17.4 12.3 10.7 4.7 1.2 3.2 1.2 2.4 253

직장 46.1 12.4 13.5 14.6 5.6 5.6 0.0 0.0 2.2  89

가정 55.3 17.1 11.3  2.3 5.4 3.1 2.3 1.9 0.4 257

교사 경력

10.1(16)
5년 미만 45.8 15.4 14.2  9.9 5.7 2.1 3.0 2.1 0.9 332

5-9년 46.9 16.4 12.8  8.5 3.8 3.3 3.1 1.8 2.3 390

10년 이상 49.4 15.2 12.7  9.7 4.6 2.5 1.3 2.1 0.8 237

(표 Ⅵ-1-12 계속)

***p < .001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는 각각의 교육·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

소집단활동과 자유선택활동을 균형 있게 계획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대·소집

단활동은 유치원교사는 대집단활동, 자유선택활동, 기본생활습관 순으로 가장 

많이 실행하였다고 한 반면에 어린이집교사는 자유선택활동, 실외/대근육활동,  

급간식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유형에서는 큰 차이 없이 이야기

나누기, 동화, 새노래 배우기, 신체표현 등의 활동을 많이 한 반면 실험하기,  

요리하기, 동극 등을 다소 낮은 비율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택활동 

흥미영역에서 비중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에서도 두 교사들은 비슷하게 미술

영역, 수과학영역과 쌓기 영역에 대한 비중이 높았고, 컴퓨터영역, 목공영역 등에 

대해서는 비중을 낮게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교육·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집단활동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하루 일과가 길게 운영되고, 대상유아의 연령이 낮고 폭이 넓기 

때문에 자유선택활동, 실외/대근육활동, 급간식이 이루어지는 횟수가 유치원에 

비해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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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누리과정 
지도서 

교육부 
발간물

온라인 
자료

상품화 
자료 

자체
개발

유아
잡지

유관
기관

보건
복지부

계(사례수)

전체 64.6 21.6  7.2 2.2 1.8 1.1 0.8 0.1 100.0(721)

지역 규모

대도시 66.7 22.7  5.6 3.5 0.5 0.0 0.5 0.0 100.0(198)

중소도시 65.3 20.2  7.4 1.3 3.7 1.0 0.7 0.0 100.0(297)

읍면단위 61.9 22.6  8.4 2.2 0.4 2.2 1.3 0.4 100.0(226)

〔그림 Ⅵ-1-1〕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시 비중이 높은 자유선택활동 영역

2. 수업 지원 활동

가. 계획안 작성

1) 유치원

유치원 교사가 주간 및 일일계획안 작성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를 조사한 결

과, 3-5세 누리과정 지도서(해설서)로 나타났다(<표 Ⅵ-2-1> 참조). 공립유치원 교사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교육부 자료 활용도가 약 10%정도 높았고, 유치원 자체 개발 

자료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온라인 정보

와 유치원 자체 개발 자료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높았다.

〈표 Ⅵ-2-1〉유치원 주간 및 일일계획안 작성 시 주요 참고자료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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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누리
과정 
지도서

보건
복지부 
발간물

유아 
잡지

온라인
정보

유관
기관 
발간물

상품화
자체 
개발

교육부 
발간물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26.2 26.3 14.9 13.9 6.3 5.9 2.5 2.5 1.6 100.0(971)

지역 규모

28.5(16)*
대도시 27.0 27.0 10.2 14.8 4.8 7.1 3.7 3.1 2.3 100.0(352)

중소도시 29.2 27.1 14.4 11.6 6.3 6.0 1.8 2.8 0.7 100.0(284)

읍면단위 22.7 24.8 20.3 14.9 7.8 4.5 1.8 1.5 1.8 100.0(335)
설립 유형

185.9(40)***

국공립 39.1 32.5 10.6  7.3  4.0 3.3 0.7 1.3 1.3 100.0(151)
100.0(141)사회복지법인 34.8 18.4 17.7 11.3  6.4 4.3 2.8 2.1 2.1
100.0( 77)법인·단체 40.3 22.1 14.3  6.5  5.2 3.9 2.6 5.2 0.0
100.0(253)민간 29.6 18.6 17.0 18.2  4.7 7.9 1.2 1.2 1.6

직장 40.4 32.6  6.7  4.5  1.1 3.4 5.6 1.1 4.5 100.0( 89)
가정  1.5 33.5 16.9 20.4 11.2 7.7 3.5 4.2 1.2 100.0(260)

구분
누리과정 
지도서 

교육부 
발간물

온라인 
자료

상품화 
자료 

자체
개발

유아
잡지

유관
기관

보건
복지부

계(사례수)

설립 유형

공립 65.7 26.3  3.8 1.6 0.0 0.8 1.1 0.3 100.0(373)

사립 63.5 16.7 10.9 2.9 3.7 1.4 0.6 0.0 100.0(348)

교사 경력

5년 미만 64.1 16.0  9.2 3.8 2.3 3.1 0.8 0.0 100.0(131)

5-9년 65.5 19.8  8.6 1.3 3.4 0.4 0.4 0.0 100.0(232)

10년 이상 64.2 24.9   5.6 2.2 0.6 0.8 1.1 0.3 100.0(358)

(표 Ⅵ-2-1 계속）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빈도분포가 교차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2) 어린이집

교사의 주간 및 일일계획안 작성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로는 보건복지부 

자료와 3-5세 누리과정 지도서(해설서)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만2세 

이하는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어린이집에 적합하게 제공  

하기 위해 개발한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활용은 설립유형과 

교사 경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설립유형의 경우는 가정어린

이집은 대상연령이 영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누리과정자료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고 보건복지부자료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Ⅵ-2-2〉어린이집 주간 및 일일계획안 작성 시 주요 참고자료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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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루일과
종합평가

활동별 
자기평가

동료 
평가

상급자 
평가

기타 평가 안함 사례수

전체 75.0 57.4 39.1 38.6 3.1 1.2 721
지역 규모

대도시 82.3 61.6 49.5 55.6 2.0 0.5 198
중소도시 77.4 58.2 39.1 33.7 3.7 0.7 297
읍면단위 65.5 52.7 30.1 30.1 3.1 2.7 226

설립 유형

공립 71.3 57.1 33.5 27.3 3.5 1.9 373
사립 79.0 57.8 45.1 50.6 2.6 0.6 348

교사 경력

5년 미만 77.9 51.9 41.2 43.5 3.1 1.5 131
5-9년 77.6 62.5 40.5 43.5 2.2 0.4 232
10년 이상 72.3 56.1 37.4 33.5 3.6 1.7 358

구분
누리
과정 
지도서

보건
복지부 
발간물

유아 
잡지

온라인
정보

유관
기관 
발간물

상품화
자체 
개발

교육부 
발간물

기타 계(사례수) χ²(df)

교사 경력

21.2(16)
5년 미만 23.0 23.6 14.0 17.0  7.8 6.9 3.6 3.3 0.9 100.0(335)

5-9년 29.2 25.3 14.6 13.0  5.6 5.9 2.3 1.8 2.3 100.0(391)

10년 이상 25.4 31.7 16.7 11.3  5.4 4.2 1.3 2.5 1.7 100.0(240)

(표 Ⅵ-2-2 계속)

***p < .001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나. 교사 평가

1) 유치원

교사가 사용하는 평가 방법으로 하루일과 종합평가와 활동별  간략 자기평가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자기 평가를 교사 경력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Ⅵ-2-3>와 같다.

〈표 Ⅵ-2-3〉유치원 교사 평가 방법

단위: %, 명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중복응답임.

2)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가 사용하는 평가의 방법으로는 하루일과를 종합하여 일지 등에 

작성하는 형태의 평가를 전체적으로 약 78.8%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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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루일과
종합평가

활동별 
자기평가

상급자 
평가

동료 
평가

기타 안함 사례수

전체 78.8 42.4 41.0 23.5  3.5 1.3 971
지역 규모

대도시 77.3 48.9 44.9 24.4  3.1 1.1 352
중소도시 80.3 44.7 35.9 22.5  4.9 1.1 284
읍면단위 79.1 33.7 41.2 23.3  2.7 1.8 335

설립 유형

국공립 79.5 55.0 51.0 29.1  7.9 0.0 151
사회복지법인 83.0 44.0 47.5 24.1  3.5 1.4 141
법인·단체 85.7 40.3 37.7 31.2  2.6 1.3  77
민간 75.9 40.3 35.6 20.6  1.6 1.2 253
직장 69.7 53.9 64.0 41.6 11.2 0.0  89
가정 80.0 33.1 30.0 14.2   0.4 2.7 260

교사 경력

5년 미만 79.4 38.2 36.7 20.3  2.4 1.5 335
5-9년 78.0 45.3 44.5 27.9  3.8 1.3 391
10년 이상 79.2 44.2 41.7 20.8  4.2 1.3 240

으로는 수업 일과의 활동별로 간략하게 하는 자기평가와 상급자 평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설립유형에서 직장어린이집은 상급자 평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 자기 평가 활용 방법의 결과는 <표 Ⅵ-2-4>와 같다.

〈표 Ⅵ-2-4〉어린이집 교사 평가 방법

단위: %, 명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중복응답임

다. 현장 학습

1) 유치원

유치원 교사가 1년 동안 계획한 현장학습 실시 횟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

으로 1년에 12.1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와 교사경력에서는 

6-10회가 가장 많았다. 특히 설립유형에서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이 

월등하게 많은 현장학습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

치원의 현장학습의 차이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현장학습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현장학습에 따른 

교통수단 등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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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회 이하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사례수 χ²(df) 평균

전체 14.1 36.8 19.3 28.8 1.0 721 12.1

지역 규모

42.5(8)***
대도시  5.6 30.8 21.2 41.4 1.0 198 14.0

중소도시 20.9 37.4 16.8 24.6 0.3 297 11.1

읍면지역 12.8 41.2 20.8 23.5 1.8 226 11.7

설립 유형

156.8(4)***공립 22.5 50.1 13.4 13.9 0.0 373  9.3

사립  5.2 22.4 25.6 44.8 2.0 348 15.0

교사 경력

44.4(8)***
5년 미만  9.2 35.9 21.4 29.0 4.6 131 13.2

5-9년 12.1 29.7 25.9 32.3 0.0 232 12.7

10년 이상 17.3 41.6 14.2 26.5 0.3 358 11.2

구분 5회 이하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사례수 χ²(df) 평균

전체 20.8 19.8 24.0 25.3 10.1 965 14.0

지역 규모

15.4(8) 14.3
대도시 17.8 20.1 26.4 24.9 10.9 349

중소도시 19.1 17.3 21.9 30.7 11.0 283

읍면단위 25.5 21.6 23.4 21.0  8.4 333

〈표 Ⅵ-2-5〉유치원 현장학습 연간 빈도
1)

단위: %, 명, 회

***p < .001

주: 1) 2014년 3월~2015년 2월의 현장학습 계획 횟수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은 1년간 평균 14.0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서 어린이집의 현장학습계획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설립유형에서는 가정 

어린이집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어린이집은 16-20회 사이로 현장학습계획을 세우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5회 이하로 계획을 세우는 비율이 36.8%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학습 계획은 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표 Ⅵ-2-6〉어린이집 현장학습 연간 빈도
1)

단위: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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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회 이하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사례수 χ²(df) 평균

설립 유형

95.1(20)*** 15.1

국공립 13.3 22.7 26.7 26.0 11.3 150

사회복지법인 14.9 24.1 24.1 29.1 7.8 141

법인·단체 18.4 14.5 23.7 32.9 10.5  76

민간 12.3 16.3 25.8 32.5 13.1 252

직장 22.7 18.2 13.6 33.0 12.5 88

가정 36.8 21.3 24.4 10.9  6.6 258

교사 경력

10.9(8) 12.7
5년 미만 24.6 19.5 22.8 22.2 10.8 333

5-9년 17.3 20.7 25.1 28.9  8.0 387

10년 이상 21.7 19.2 24.2 23.8 11.3 240

(표 Ⅵ-2-6 계속)

***p < .001

주: 1) 2014년 3월~2015년 2월의 현장학습 계획 횟수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수업계획안구성을 위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누리과정관련 자료, 각 부처개발 자료, 온라인정보자료 순이다. 유치원 

교사는 누리과정자료 참고 비율이 어린이집교사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

났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교사는 유치원 교사에 비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된 자료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인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는 각각의 상대부처에서 개발된 자료에 대한 

이용률은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자료접근 용이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 공통적으로 자기 평가를 위해서 하루일과 종합평

가, 활동별간략평가 및 상급자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학

습을 1년 간 평균 12-14회 정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학습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설립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서 견학 및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고,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사용 등의 제한적 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현장학습 계획이 적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의   

어린 영유아의 현장학습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설립유형간 차이를 보인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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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영상 사진 실물 그림 OHP/슬라이드 모형 기타 사례수 χ²(df)

전체 42.0 18.0 17.1 12.1 5.8 3.7 1.2 721

지역 규모

24.0(12)*
대도시 35.4 23.2 19.7 10.6 8.1 3.0 0.0 198
중소도시 40.1 19.9 15.8 13.1 5.1 4.4 1.7 297
읍면지역 50.4 11.1 16.4 11.9 4.9 3.5 1.8 226

설립 유형
24.7(6)***공립 49.1 13.9 14.7 11.5 5.1 3.5 2.1 373

사립 34.5 22.4 19.5 12.6 6.6 4.0 0.3 348
교사 경력

26.5(12)**
5년 미만 30.5 25.2 19.8 13.7 8.4 1.5 0.8 131
5-9년 41.4 22.4 15.9 11.2 4.7 3.9 0.4 232
10년 이상 46.6 12.6 16.8 12.0 5.6 4.5 2.0 358

3. 교재교구

가. 교재교구 구비 현황

1) 유치원

유치원 교사들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교수자료로는 동영상 자료를 선택하였고, 

다음으로는 사진자료, 실물자료 및 그림 자료 순으로 제시하였다(<표 Ⅵ-3-1>참조). 

동영상자료는 읍면지역에서 많이 활용하였고,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유치원 교사

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교사 경력이 높을수록 동영상 자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동영상자료는 누리과정 적용으로 동영상 자료의 개발·보급이 확대된 점이 중

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OHP/슬라이드와 같은 자료는 상대적으로 활용

도가 많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 자료는 제작에 따른 비용과 어려움이 많은 데 비

해 활용도는 낮고, 이들을 대체할 현대식 매체의 활용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Ⅵ-3-1〉유치원 교재교구의 활용 형태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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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에서 교재교구를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현황은 다음의 <표 Ⅵ-3-2>와 같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수자료를 구매하기도 하나, 교사가 필요에 따라 직접 수업 

목적에 맞게 제작한다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수자료 지원 현황은 지역  

규모, 설립유형 및 교사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립유형에서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공립유치원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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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로 구매,
일부 제작 

주로 제작, 
일부 구매

일괄구매 기타 사례수 χ²(df)

전체 65.6 16.9 16.5 1.0 721
지역 규모

14.3(6)*
대도시 59.6 22.2 16.2 2.0 198
중소도시 64.6 17.8 17.2 0.3 297
읍면지역 72.1 11.1 15.9 0.9 226

설립 유형 110.7(3)***

　
공립 80.7  3.8 15.3 0.3 373
사립 49.4 31.0 17.8 1.7 348

교사 경력

21.8(6)**
5년 미만 52.7 26.7 19.1 1.5 131
5-9년 62.9 19.4 16.4 1.3 232
10년 이상 72.1 11.7 15.6 0.6 358

구분
언어
활동

수·과학 
활동

쌓기
놀이

미술 
활동

역할
놀이

음률 
활동

신체
활동

기본생활 
활동

사회
관계 

사례수

전체  99.6  99.6  99.6 99.2 98.5 98.2 96.5 94.2 93.5 719

지역 규모

대도시 100.0  99.5  99.5 99.0 98.5 99.0 93.9 94.4 94.9 198

중소도시  99.3 100.0  99.7 99.3 98.6 98.6 98.0 93.2 91.9 295

읍면지역  99.6  99.1  99.6 99.1 98.2 96.9 96.9 95.1 94.2 226

으로 교사자체 제작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공립유치원 교사

들은 구매를 우선한다는 비율이 약 80%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10년 이상 된 교사들에 비해 5년 미만의 교사의 자제 제작 비율도 약 15%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비율보다는 수업목적에 적합하

게 교사들에 의해 교재교구가 개발·제작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Ⅵ-3-2〉유치원에서 교재교구 확보 방법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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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유치원의 각 영역별 교재교구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Ⅵ-3-3 참조>). 이는 각 영역에서 필요한 

교재교구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실제 1점이라도 해당  

영역의 교재교구를 갖고 있는 것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Ⅵ-3-3〉유치원 영역별 교재교구 보유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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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영상 실물 그림 사진 모형 OHP/슬라이드 기타 사례수 χ²(df)

전체 22.8 22.6 22.1 20.3 8.2 3.1 0.9 971

지역 규모

12.0(12)
대도시 21.6 21.3 22.2 23.0 7.1 3.4 1.4 352

중소도시 22.5 27.5 20.8 16.5 8.5 3.5 0.7 284

읍면단위 24.2 19.7 23.3 20.6 9.3 2.4 0.6 335
설립 유형

86.8(30)***

국공립 29.8 26.5 17.2 15.9  7.9 0.7 2.0 151

사회복지법인 29.8 23.4 18.4 20.6  5.0 2.8 0.0 141

법인·단체 28.6 27.3 14.3 23.4  2.6 2.6 1.3  77

민간 24.9 18.6 21.3 19.8  8.3 5.5 1.6 253

직장 19.1 31.5  9.0 27.0  9.0 4.5 0.0  89

가정 12.3 19.2 34.6 20.0 11.5 1.9 0.4 260

구분
언어
활동

수·과학 
활동

쌓기
놀이

미술 
활동

역할
놀이

음률 
활동

신체
활동

기본생활 
활동

사회
관계 

사례수

설립 유형

공립  99.5  99.7  99.5 99.2 98.7 97.8 98.7 94.4 91.7 372

사립  99.7  99.4  99.7 99.1 98.3 98.6 94.2 93.9 95.4 347

교사 경력

5년 미만 100.0  98.5 100.0 99.2 97.7 97.7 95.4 92.4 92.4 131

5-9년  99.1 100.0  99.1 98.7 98.3 98.3 95.7 93.1 91.8 231

10년 이상  99.7  99.7  99.7 99.4 98.9 98.3 97.5 95.5 95.0 357

(표 Ⅵ-3-3 계속)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복수응답임

2)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수 자료 형태는 동영상자료, 실물자료, 

그림 자료, 사진자료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료 형태 선호도는 지역규모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읍면지역이 동영상자료를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약 3-4% 

가량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직장어

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동영상자료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그림 자료 활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교사 경력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의 경력교사들이 5년 미만의 교사에 비해 

동영상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Ⅵ-3-4> 참조).

〈표 Ⅵ-3-4〉어린이집 교재교구 활용 형태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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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로 구매, 
일부 제작 

주로 제작,  
일부 구매

일괄 구매 기타 사례수 χ²(df)

전체 54.1 33.7 11.1 1.1 971
지역 규모

5.1(6)
대도시 56.8 32.4  9.4 1.4 352
중소도시 52.8 35.2 10.6 1.4 284
읍면단위 52.2 33.7 13.4 0.6 335

설립 유형

34.3(15)**

국공립 61.6 21.2 13.9 3.3 151
사회복지법인 50.4 39.0  8.5 2.1 141
법인·단체 55.8 33.8 10.4 0.0  77
민간 52.6 37.2  9.9 0.4 253
직장 66.3 25.8  6.7 1.1 89
가정 48.5 37.3 13.8 0.4 260

교사 경력

7.3(6)
5년 미만 49.0 37.3 12.5 1.2 335
5-9년 56.5 32.5  9.7 1.3 391
10년 이상 57.9 30.8 10.8 0.4 240

구분 동영상 실물 그림 사진 모형 OHP/슬라이드 기타 사례수 χ²(df)

교사 경력

31.3(12)**
5년 미만 15.8 20.9 26.6 22.7  9.6 4.2 0.3 335

5-9년 24.0 22.5 19.9 20.7  9.2 2.0 1.5 391

10년 이상 30.0 25.0 19.6 16.3  5.0 3.3 0.8 240

(표 Ⅵ-3-4 계속)

**p < .01, ***p < .001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위한 지원하는 교재교구는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수자료의 구매를 시도하고, 필요에 따라 교사가  

직접 제작하는 비율이 54.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교사가 수업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보완차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33.7%로 비교적  

높았다. 교수자료 지원형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약 62%, 66%가 

구매를 우선으로 하는 반면에 가정어린이집은 48.5%로 나타났다(<표 Ⅵ-3-5> 참조).

〈표 Ⅵ-3-5〉 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 확보 방법

단위: %, 명

**p < .01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어린이집에서 각 영역별 영역에서 교재교구를 잘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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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언어
활동

역할 
놀이

쌓기 
놀이

음률
활동

미슬
활동

신체 
활동

수·과학
활동

기본
생활  

사회
관계 

사례수

전체  99.6  99.4  99.4  99.2  99.2  98.5 97.4 94.7 91.2 970

지역 규모

대도시  99.4  98.9  98.6  98.6  99.7  97.7 97.4 92.0 89.2 351
중소도시 100.0 100.0 100.0  99.6  98.9  98.2 98.9 96.1 93.0 284
읍면단위  99.4  99.4  99.7  99.4  98.8  99.4 96.1 96.4 91.9 335

설립 유형

국공립  99.3  99.3  99.3  99.3 100.0  98.7 98.0 91.4 89.4 151
사회복지법인  99.3 100.0 100.0  99.3  99.3  98.6 98.6 98.6 91.5 141
법인·단체  97.4  98.7  98.7  97.4  97.4 100.0 98.7 92.2 90.9  77
민간 100.0  99.6  99.2  98.4  99.2  96.8 97.2 94.8 90.1 252
직장 100.0 100.0 100.0 100.0  98.9 100.0 98.9 93.3 94.4  89
가정 100.0  98.8  99.2 100.0  99.2  98.8 95.8 95.8 92.3 260

교사 경력

5년 미만  99.7  99.7  99.7  99.1  98.8  98.2 97.3 94.6 90.7 334
5-9년  99.5  98.7  99.0  99.5  99.0  98.7 97.2 95.1 91.6 391
10년 이상  99.6 100.0  99.6  98.8 100.0  98.3 97.9 94.2 91.3 240

이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언어영역, 역할놀이영역, 쌓기 영역, 음률

영역, 미술(조형)영역은 99.0% 이상의 보유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의 충분성과는 별개로 각 영역에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교재교구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Ⅵ-3-6> 참조).

〈표 Ⅵ-3-6〉어린이집 영역별 보유 현황

단위: %, 명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중복응답임

나. 교재교구에 대한 인식

1) 유치원

각 영역별 교재교구의 충분성과 활용성은 다음의 <표 Ⅵ-3-7>와 같다. 먼저 

충분성이 90%이상을 나타낸 영역은 쌓기 놀이이고, 미술활동, 언어활동과 역할

놀이는 85%이상의 충분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신체놀이는 74.3%, 사회생활 

75.1%으로 상대적으로 충분한 양의 교재교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성을 보면, 쌓기 놀이, 미술활동, 언어놀이, 역할놀이가 90%이상

의 활용성을 나타낸 반면 음률활동과 사회생활영역은 70%후반의 활용성을 나타

내었다. 전체적으로 각 영역의 교재교구 충분성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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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쌓기 미술 언어 역할 수 ·과학기본생활 음률 사회 신체 (수)

충분 활용 충분 활용 충분 활용 충분 활용 충분 활용 충분 활용 충분 활용 충분 활용 충분 활용

전체 90.5  97.7 89.5 96.1 87.3 90.0 85.3 94.7 83.9 89.0 77.2 79.0 77.1 77.1 75.1 78.5 74.3 81.3 (714)

지역 규모

대도시 89.3  97.0 86.3 96.0 86.9 90.4 82.5 94.9 86.3 91.3 76.5 75.4 78.6 82.7 76.1 79.8 77.9 84.9 (196)

중소도시 88.5  98.7 89.3 96.4 84.8 89.7 86.0 95.0 83.1 89.1 73.1 78.5 74.3 74.1 72.3 76.9 69.0 78.5 (295)

읍면지역 92.8  97.3 91.8 95.9 89.4 89.7 86.6 94.5 79.0 86.5 81.1 81.8 78.4 75.6 76.8 79.0 75.8 80.9 (223)

설립 유형

공립 91.6 100.0 91.0 98.1 87.8 91.3 86.9 98.1 80.9 88.1 75.8 79.7 74.4 73.3 71.5 77.0 71.7 82.8 (370)

사립 89.3  95.1 87.8 93.9 86.7 88.4 83.6 91.2 87.2 89.9 78.9 78.3 80.1 81.2 78.9 79.9 77.0 79.5 (344)

교사 경력

5년 미만 93.9  97.7 91.6 95.4 85.5 84.7 89.1 96.1 81.4 85.2 76.0 78.6 82.7 81.9 76.9 79.4 79.2 80.0 (128)

5-9년 92.2  97.8 90.7 95.4 89.5 89.5 84.2 94.3 91.3 91.3 78.2 76.2 81.1 81.4 81.1 79.6 80.1 78.2 (230)

10년 이상 88.2  97.4 87.9 97.2 86.5 92.1 84.7 94.6 80.1 88.8 74.1 80.9 72.6 72.6 70.8 77.5 68.6 83.6 (356)

구분
유아의 
흥미낮음

생활주제 
불일치

오래되고 
낡음

사용법의
어려움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56.5 17.2 12.7 4.8  8.8 100.0(354)

지역 규모

7.2(8)
대도시 46.0 20.7 14.9 5.7 12.6 100.0( 87)

중소도시 57.4 18.2 12.2 4.1  8.1 100.0(148)

읍면지역 63.0 13.4 11.8 5.0  6.7 100.0(119)

보아 교사들이 수업요구에 적합하게 보유하고 있는 교재교구를 다양하게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Ⅵ-3-7〉 유치원 교재교구 충분성 및 활용정도

단위:%, (명)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미응답으로 인해 각 영역별 ‘계’는 약간의 오차가 있음

유치원에서 교재교구 활용정도가 낮은 이유를 유아가 교재교구에 흥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활주제 불

일치, 오래되고 낡음 순이었다. 집단 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Ⅵ-3-8〉유치원에서 교재교구 활용정도가 낮은 이유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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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쌓기 언어 음률 역할 미술 기본생활 신체 수 ·과학 사회 (수)

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

전체 95.3 98.9 93.3 94.2 93.1 93.6 93.0 97.3 92.8 93.5 89.7 86.1 89.4 90.6 87.7 85.1 87.5 84.1 (970)

지역 규모

대도시 95.9 98.8 92.5 95.3 92.4 93.3 92.7 97.7 93.1 94.8 89.1 86.8 88.9 92.6 87.4 87.0 86.2 83.6 (351)

중소도시 96.1 99.3 93.7 93.6 95.4 96.8 94.4 97.2 92.9 93.6 90.8 87.8 91.8 92.4 87.9 84.3 89.4 86.7 (284)

읍면지역 94.0 98.5 93.7 93.4 91.9 91.3 92.2 97.0 92.4 92.1 89.4 83.9 88.0 87.0 87.9 83.8 87.3 82.5 (335)

설립 유형

국공립 93.3 98.7 91.9 96.6 91.9 94.0 96.0 98.7 93.3 95.3 86.8 86.1 85.9 92.5 88.5 93.9 83.6 81.3 (151)

사회복지법인 95.7 97.9 92.1 92.9 90.7 92.9 94.3 96.5 93.6 97.1 88.5 84.2 90.6 88.5 89.9 87.8 86.0 82.2 (141)

법인·단체 97.4 97.3 94.7 94.6 97.3 94.6 94.7 93.3 96.0 95.9 90.1 84.3 93.5 87.0 94.7 89.3 87.1 81.4 ( 77)

민간 96.4 99.2 93.7 90.4 92.7 91.5 92.0 98.4 92.8 93.6 89.0 83.2 87.7 87.3 86.5 81.6 85.9 80.6 (252)

직장 92.1100.087.6 88.8 87.6 91.0 89.9 100.0 93.2 97.7 86.7 81.9 86.5 91.0 87.5 90.9 86.9 79.8 ( 89)

가정 95.7 99.2 95.8 98.8 96.1 96.5 92.2 96.1 91.1 88.3 93.5 91.9 92.2 94.9 85.0 78.5 92.5 92.4 (260)

구분
유아의 
흥미낮음

생활주제 
불일치

오래되고 
낡음

사용법의
어려움

기타 계(사례수) χ²(df)

설립 유형

5.3(4)공립 60.4 15.4 12.6 5.5  6.0 100.0(182)

사립 52.3 19.2 12.8 4.1 11.6 100.0(172)

교사 경력

10.3(8)
5년 미만 57.1  7.9 17.5 7.9  9.5 100.0( 63)

5-9년 50.5 23.4 12.6 3.6  9.9 100.0(111)

10년 이상 60.0 16.7 11.1 4.4  7.8 100.0(180)

(표 Ⅵ-3-8 계속)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각 영역별 교재교구 보유현황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교재교구의 충분성과 활용성을 조사한 결과, <표 Ⅵ-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영역에서 충분성은 쌓기 놀이, 음률활동, 언어활동, 역할놀이와   

미술활동은 충분성이 90%을 상회하며, 나머지 영역에서도 80.0% 후반의 충족성을 

보여 교재교구가 각 영역에서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활용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쌓기놀이영역의 교재교구 활용도는 99.1%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Ⅵ-3-9〉어린이집 교재교구 충분성 및 활용정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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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아의 

흥미가 낮음
생활주제 
불일치

오래되고 
낡음

사용방법
어려움

기타 계(사례수) χ²(df)

전체 55.1 15.1  9.9 4.2 15.7 100.0(332)
지역 규모

14.3(8)
대도시 50.8 11.9 12.7 6.8 17.8 100.0(118)
중소도시 52.3 22.7  8.0 0.0 17.0 100.0( 88)

읍면단위 61.1 12.7  8.7 4.8 12.7 100.0(126)
설립 유형

31.8(20)*

국공립 31.6 18.4  7.9 7.9 34.2 100.0( 38)

사회복지법인 68.8  8.3 10.4 2.1 10.4 100.0( 48)
법인·단체 59.3 14.8 18.5 0.0  7.4 100.0( 27)

민간 56.3 17.5 12.6 3.9  9.7 100.0(103)
직장 54.5  9.1  6.1 9.1 21.2 100.0( 33)

가정 55.4 16.9  6.0 3.6 18.1 100.0( 83)
교사 경력

5.6(8)
5년 미만 55.7 13.9 10.4 6.1 13.9 100.0(115)

5-9년 58.8 13.7  7.6 2.3 17.6 100.0(131)

10년 이상 49.4 17.6 12.9 4.7 15.3 100.0( 85)

구분
쌓기 언어 음률 역할 미술 기본 신체 수과학 사회 (수)

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충분활용

교사 경력

5년 미만 95.8 98.5 94.6 93.6 92.4 91.2 91.9 97.3 93.3 94.2 88.0 84.3 89.6 91.7 87.7 83.6 89.4 83.4 (334)

5-9년 94.8 99.5 93.0 94.8 93.0 95.4 92.7 96.6 93.5 94.6 89.5 86.8 89.1 90.1 86.8 86.8 86.0 84.6 (391)

10년 이상 95.4 98.3 91.6 93.7 94.1 94.1 95.0 98.3 90.8 91.2 92.4 87.1 89.4 90.2 88.9 84.5 87.2 83.9 (240)

(표 Ⅵ-3-9 계속)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미응답으로 인해 각 영역별 ‘계’는 약간의 오차가 있음.

교재교구의 활용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못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점은 유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점과 생활주제와 맞지 않는 다는 등이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표 Ⅵ-3-10> 참조). 지역규모와 교사경력은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설립유형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 

복지법인어린이집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유아의 흥미가 낮음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Ⅵ-3-10〉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 활용정도가 낮은 이유

단위: %, (명) 

*p < .05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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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리엔테이션, 
교육설명회

부모교육 
자료 배부

강연회, 
워크숍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

기타
사례수

실시함 빈도 실시함 빈도 실시함 빈도 실시함 빈도 실시함 빈도

전체 94.4 1.6 88.9 17.4 53.2 2.1 33.8 3.0 3.1 4.1 524

지역 규모

대도시 95.6 1.7 88.2 18.0 61.0 2.7 39.0 3.3 2.2 3.3 138

중소도시 96.5 1.6 88.5 17.5 50.9 1.9 34.5 3.0 2.2 2.2 227

읍면 90.6 1.6 89.9 16.6 49.7 1.7 28.3 2.5 5.0 5.6 159

설립 유형

공립 92.0 1.5 92.0 18.4 56.5 2.0 28.2 2.8 5.0 4.5 263

사립 96.9 1.7 85.7 16.3 49.8 2.2 39.4 3.1 1.2 2.3 261

3) 비교

각 영역별 교재교구 보유현황이 90%이상을 넘는 것으로 비추어보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 영역별로 적어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구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교재교구 충분성과 활용성은 유치원에 비해 어린 

이집이 충분성과 활용성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에게서 교재교구의 충분성보다 활용성이 높게 나타난 경우가 빈번한

데, 이는 교사들이 수업 목적과 유아의 흥미에 따라 동일한 교재교구여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가. 부모 교육

1) 유치원

부모교육 실시여부 및 연간 실시빈도를 살펴보면,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설명회를 

실시한 비율이 94.4%로 가장 높았으며, 연간 1.6회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자료 배부의 경우에는 88.9%의 유치원이 실시했으며, 연간 

17.4회를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강연회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3.2%였고, 연간 2.1회의 빈도를 보였다.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유치

원은 33.8%였고, 연간 3회 정도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Ⅵ-4-1>참조).

〈표 Ⅵ-4-1〉유치원 부모교육 실시여부 및 연간 실시빈도

단위: %, 회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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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리엔테이션, 
교육설명회

부모교육 
자료 배부

강연회, 
워크숍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

기타
사례수

실시함 빈도 실시함 빈도 실시함 빈도 실시함 빈도 실시함 빈도

전체 95.1 1.3 90.3 13.1 41.4 1.7 46.1 2.0 3.4 3.7 631

지역 규모

대도시 94.6 1.3 92.8 12.7 45.0 1.7 54.1 2.2 5.9 4.4 228

중소도시 96.4 1.3 92.9 14.2 40.8 1.8 42.3 1.9 2.6 3.6 200

읍면 94.5 1.3 85.0 12.4 38.0 1.6 41.0 1.7 1.5 1.0 203

설립 유형

국공립 99.1 1.3 94.4 14.7 65.4 1.9 58.9 2.3 4.7 5.8 108

사회복지법인 98.9 1.2 86.5 14.0 37.1 1.5 47.2 1.9 3.4 5.0  89

법인․단체 98.1 1.2 92.5 15.4 41.5 1.8 41.5 2.0 7.5 2.5  53

민간 95.4 1.3 85.6 12.5 34.6 1.5 41.8 2.0 1.3 2.5 159

직장 98.6 1.6 87.1 13.5 74.3 1.8 62.9 1.8 1.4 1.0  72

가정 87.0 1.2 95.2 11.1 17.8 1.8 34.2 1.8 4.1 3.0 150

2) 어린이집

부모교육 실시여부 및 연간 실시빈도를 살펴보면,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설명

회를 실시한 비율이 95.1%로 가장 높았고, 연간 1.3회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자료 배부의 경우에는 9.4%의 어린이집이 실시했으며, 

연간 13.1회를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강연회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응답한 비

율은 41.4%였고, 연간 1.7회의 빈도를 나타냈다.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을 실시

하는 유치원은 46.1%였고, 연간 2회 정도로 실시하고 있었다.

〈표 Ⅵ-4-2〉어린이집 부모교육 실시여부 및 연간 실시빈도

단위: %. 회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교

부모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오리엔테이션, 교육설명

회를 실시하는 비율이 각각 94.4.%, 95.1%로 가장 높았다. 또한 빈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곳 모두, 각각 17.4회, 13.1회로 부모교육  

자료 배부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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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화

시설

체험

시설
도서관진흥원소방서

놀이

시설
과학관경찰서보건소 기타 사례수

전체 88.7 67.2 62.4 55.0 49.2 46.2 45.2 34.5 32.8  9.9 524

지역 규모

대도시 93.5 66.7 58.7 81.2 44.9 32.6 52.9 31.9 23.2 12.3 138

중소도시 85.9 63.9 65.6 41.4 47.1 50.7 46.7 30.0 32.2  8.8 227

읍면 88.7 72.3 61.0 51.6 56.0 51.6 36.5 43.4 42.1  9.4 159

설립 유형

공립 85.6 73.0 50.2 56.3 34.6 45.6 30.8 31.6 23.6 12.5 263

사립 92.0 61.3 74.7 53.6 64.0 46.7 59.8 37.5 42.1  7.3 261

나. 지역사회 연계

1) 유치원

견학 및 현장학습 목적으로 이용한 지역 내 기관을 살펴보면, 박물관, 공연

장, 극장, 전시관 등과 같은 문화시설이 88.7%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체험,   

도자기 체험 등 의 체험시설이 67.2%, 도서관이 62.4%로 그 뒤를 이었다. 대

도시의 경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체험시설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에 따라서는 문화시설은 공립보다 사립이 더 많이 이용하

였고, 체험시설은 사립보다 공립이 더 많이 이용하였다.

〈표 Ⅵ-4-3〉유치원이 현장학습 목적으로 이용한 기관

단위: %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중복응답

    - 2013년 기준임.

2) 어린이집

견학 및 현장학습 목적으로 이용한 지역 내 기관을 살펴보면, 박물관, 공연장, 

극장,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이 85.4%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체험, 도자기 체험 

등의 체험 시설이 68.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중소도시의 경우 체험시설 이용이 

대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읍면지역은 대도시나 중소

도시보다 도서관 이용 정도가 많았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법인 경우 

문화시설과 체험시설 이용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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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화

시설

체험

시설
도서관진흥원소방서

놀이

시설
과학관경찰서보건소기타사례수

전체 85.4 68.5 60.9 59.4 54.8 43.3 40.7 38.4 19.8 15.4 631

지역 규모

대도시 85.5 63.2 58.3 62.7 52.6 38.6 41.7 46.1 26.3 17.1 228

중소도시 86.5 73.5 56.0 63.0 57.0 43.0 32.5 35.5 15.5 16.5 200

읍면 84.2 69.5 68.5 52.2 55.2 48.8 47.8 32.5 16.7 12.3 203

설립 유형

국공립 88.9 82.4 73.1 70.4 61.1 63.9 58.3 41.7 21.3 14.8 108

사회복지법인 94.4 83.1 74.2 64.0 61.8 66.3 61.8 50.6 24.7 10.1  89

법인․단체 84.9 83.0 81.1 73.6 64.2 66.0 60.4 30.2 26.4 13.2  53

민간 90.6 64.2 63.5 64.8 57.9 38.4 35.8 43.4 21.4 13.8 159

직장 84.7 66.7 55.6 59.7 40.3 44.4 36.1 48.6 23.6 15.3  72

가정 72.7 50.0 36.7 38.0 46.7 11.3 16.0 21.3 10.0 21.3 150

〈표 Ⅵ-4-4〉어린이집이 현장학습 목적으로 이용한 기관

단위: % , 명

주: -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 중복응답

   - 2013년 기준임.

3) 비교

견학 및 현장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내 기관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박물관, 공연장,   

극장,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을 각각 88.7%, 85.4%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그 

다음으로 유치원 67.2%, 어린이집 68.5%로 체험시설을 많이 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시설
설비 
개선

행정
인력 
채용

급여 
처우 
개선

교사 
아동 
비율 

보조
교사 
채용

교직원 
전문성 
향상

프로
그램 
질향상

교재
교구 
구입

부모 
참여 
활성화

기타 없음 계(사례수)

전체 27.1 20.8 10.9  8.8  8.8  7.3 5.7 2.9 2.3 1.3 4.2 100.0(524)

설립 유형

공립 24.7 29.7  1.1 14.1 11.4  3.0 7.2 1.5 1.5 1.9 3.8 100.0(263)

사립 29.5 11.9 20.7  3.4  6.1 11.5 4.2 4.2 3.1 0.8 4.6 100.0(261)

Ⅶ. 원장과 교사의 요구 분석

본 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가 가진 요구와 적정 아동 수 등 

특별한 몇몇 사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원장과 교사의 요구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집단별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1.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요구

1) 시설·설비 개선 및 행정인력 채용 필요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운영관련 개선사항을 무엇이라 보는지 질문해 본   

결과, 시설설비 개선이 27.1%로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뽑혔으며, 행정인력채용이 

20.8%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교사의 급여 및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한  

응답은 10.9%였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고, 보조교사를 채용해야한다는 

응답이 각각 8.8%로 보고되었다(<표 Ⅶ-1-1> 참조).

〈표 Ⅶ-1-1〉유치원 운영 관련 우선 개선 사항

단위: %, (개원)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이 사안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시설

설비개선이 25.4%로 가장 높았고, 행정인력채용이 20.9%로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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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교사의 급여 및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응답은 14.1%였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8.9%, 보조교사를 채용해야한다는 응답이 

8.1%로 보고되었다(<표 Ⅶ-1-2> 참조).

〈표 Ⅶ-1-2〉어린이집 운영 관련 우선 개선 사항

단위: %, (개소) 

구분 
시설
설비 
개선

행정
인력 
채용

급여 
처우 
개선

교사 
아동
비율 

보조
교사 
채용

교직원 
전문 
향상

프로
그램 
질향상

교재
교구 
구입

부모 
참여 
활성

기타 없음 계(사례수)

전체 25.4 20.9 14.1  8.9  8.1  7.6 4.6 2.2 2.5 2.7 3.0 100.0(631)

설립 유형

국공립 32.4 16.7 11.1 10.2 13.0  4.6 7.4 0.9 0.9 1.9 0.9 100.0(108)

사회복지법인 33.7 16.9 10.1 15.7  5.6  7.9 1.1 1.1 5.6 1.1 1.1 100.0( 89)

법인․단체 24.5 20.8 15.1  9.4  1.9  9.4 9.4 5.7 0.0 0.0 3.8 100.0( 53)

민간 29.6 30.2 14.5  3.1  3.8  6.9 2.5 3.1 1.9 3.1 1.3 100.0(159)

직장 20.8 15.3 12.5 18.1  8.3  6.9 4.2 1.4 5.6 1.4 5.6 100.0( 72)

가정 13.3 19.3 18.7  5.3 12.7 10.0 5.3 2.0 2.0 5.3 6.0 100.0(150)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환경개선비 및 교사인건비 지원 요구

유치원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환경개선비가 37.2%로 가

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교사인건비가 22.3%, 교사 외 직원 인건비가 13.9%를 

차지하였다. 교재, 교구, 기자재 구입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이므로 교재교구비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인건비와 환경

개선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드러났다.

〈표 Ⅶ-1-3〉재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유치원)

단위: %, (개원)

구분 
환경
개선

교사
인건비

직원
인건비

각종 
구입

운영
비용

프로
그램 
운영

기타
경비 

기타 없음 계(사례수) χ
2
(df)

전체 37.2 22.3 13.9 6.7  6.5 3.8 3.1 2.5 4.0 100.0(524)

설립 유형

115.8(8)공립 48.3  5.7 18.6 6.1  3.0 3.8 4.2 3.4 6.8 100.0(263)

사립 26.1 39.1  9.2 7.3 10.0 3.8 1.9 1.5 1.1 100.0(26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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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경
개선

교사
인건비

직원
인건비

각종 
구입

운영
비용

프로
그램 
운영

기타
경비 

기타 없음 계(사례수) χ
2(df)

전체 19.8 27.6 16.6 6.8 13.5 2.9  8.9 2.1 1.9 100.0(631)
설립 유형

81.9

(40)***

국공립 27.8 24.1 19.4 6.5  9.3 0.0  7.4 4.6 0.9 100.0(108)
사회복지법인 25.8 22.5 23.6 6.7 14.6 3.4  3.4 0.0 0.0 100.0( 89)
법인․단체 26.4 28.3 15.1 5.7 13.2 0.0  7.5 1.9 1.9 100.0( 53)
민간 21.4 28.9  8.8 7.5 15.1 4.4 11.9 1.3 0.6 100.0(159)
직장 15.3 33.3 25.0 4.2  6.9 2.8  2.8 1.4 8.3 100.0( 72)
가정  8.7 28.7 15.3 8.0 17.3 4.0 13.3 2.7 2.0 100.0(150)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교사인건비가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환경개선비가 19.8%로 높아 유치원과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이기는 하나, 환경개선비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그 외 교사 외 직원인건비가 16.6%, 현장학습비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보고한 비율은 13.5%였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교재, 교구, 기자재 구입

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Ⅶ-1-4〉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어린이집)

단위: %, (개소)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행정 간소화와 보조인력 지원 필요

유치원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행정 간소화가 51.9%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그 다음으로 보조 인력 지원이 25.0%로 높았고, 재무  

회계 관련이 7.3%로 그 뒤를 이었다. 장학지도(컨설팅) 등의 교육관련, 교수학습 

자료 등의 정보 및 자료제공, 연수 확대, 부모교육, 포상확대를 우선 요구 분야로 

보고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Ⅶ-1-5> 참조).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우선 분야를 살펴보면 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요구 순위를 보여준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행정 간소화가 47.3%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고 보조 인력 지원이 27.0%, 재무 회계 관련이 7.0%로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장학지도 등의 교육관련, 교수학습자료 

등의 정보 및 자료제공, 연수 확대, 부모교육, 포상확대는 상당히 작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설립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나머지 어린이집 유형과는 

달리, 법인·단체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행정 간소화보다 보조 인력 지원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표 Ⅶ-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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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5〉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유치원)

단위: %, (개원)

구분 
행정 

간소

보조

인력 

재무

회계 

교육 

관련

정보 

자료 

연수

확대

부모

교육

포상

확대

지역

연수
기타 없음 계(사례수) χ

2(df)

전체 51.9 25.0  7.3 3.6 3.1 2.7 1.9 1.5 1.0 0.6 1.5 100.0(524)

설립 유형
25.6

(10)***공립 54.4 29.3  3.4 2.3 3.0 1.1 1.9 1.9 0.4 0.4 1.9 100.0(263)

사립 49.4 20.7 11.1 5.0 3.1 4.2 1.9 1.1 1.5 0.8 1.1 100.0(261)

***p <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표 Ⅶ-1-6〉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어린이집)

단위: %, (개소)

구분
행정 

간소

보조

인력 

재무

회계 

교육 

관련

정보 

자료 

연수

확대

부모

교육

포상

확대

지역

연수
기타 없음 계(사례수)

χ²

(df)

전체 47.3 27.0 7.0  4.6 4.0 2.7 1.7 2.1 1.9 0.5 1.3 100.0(630)
설립 유형

81.2

(50)**

국공립 42.6 31.5 4.6 10.2 1.9 1.9 1.9 2.8 1.9 0.0 0.9 100.0(108)
사회복지법인 57.3 21.3 2.2  4.5 5.6 3.4 2.2 1.1 1.1 1.1 0.0 100.0( 89)
법인․단체 32.1 35.8 9.4  1.9 5.7 3.8 1.9 1.9 3.8 1.9 1.9 100.0( 53)
민간 61.4 14.6 7.6  5.1 5.1 1.9 1.3 1.9 0.6 0.0 0.6 100.0(158)
직장 25.0 36.1 9.7  4.2 2.8 6.9 2.8 4.2 4.2 1.4 2.8 100.0( 72)
가정 46.0 32.7 8.7  1.3 3.3 1.3 1.3 1.3 2.0 0.0 2.0 100.0(150)

**p < .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그림 Ⅶ-1-1〕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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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만3세학급 만4세학급 만5세학급 사례수

전체 12.9 17.1 20.5 721

지역 규모

대도시 14.6 19.1 22.4 198

중소도시 13.1 17.4 20.9 297

읍면단위 11.1 15.1 18.4 226

설립 유형

공립 10.7 14.9 18.7 373

사립 15.2 19.5 22.5 348

교사 경력

5년 미만 13.7 17.9 21.1 131

5-9년 14.0 18.1 21.2 232

10년 이상 11.8 16.2 19.9 358

나. 유치원 교사의 요구

1) 연령별 학급 규모의 적정화

유치원 교사가 생각하는 연령별 적절한 1개 학급 규모는 만3세가 12.9명, 만 

4세 17.1명 만 5세 20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령별 학급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Ⅶ-1-7>참조).

〈표 Ⅶ-1-7〉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적정 학급 규모

단위 : 명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2) 바깥놀이시설, 교사실, 화장실 환경 개선

유치원 교사의 입장에서 환경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바깥놀

이시설, 교사(교무)실, 화장실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와 중소

도시에서는 바깥놀이 시설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 나타났으나, 읍면지역

에서는 교사(교무)실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설립유형에서는 

바깥놀이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일 높은데, 사립유치원 교사는 보건실과 

양호실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사경력별에서도 바깥

놀이시설과 교사(교무)실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바깥시설은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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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바깥

놀이
교사실 화장실보건실

기타 

실내 

공간

실내 

시설

설비

급·간식 

영역

흥미
영역 

기타계(사례수) χ²(df)

전체 22.6 17.2 13.2 11.4  8.6 7.4 7.4 4.9 7.5 100.0(721)

설립유형

51.8(8)***공립 24.1 18.5 12.9  5.4 12.1 8.0 8.8 2.1 8.0 100.0(373)

사립 21.0 15.8 13.5 17.8  4.9 6.6 5.7 7.8 6.9 100.0(348)

구분 내용 비율 계(사례수)

바깥놀이

환경

시설부족 28.8

100.0(163)

공간부족 28.2

바깥놀이 영역별 환경구성 20.3

시설개선(수리 및 보완) 11.1

안전성확보  6.8

기타  4.8

교사

(교무)실

환경

독립된 교사(교무실) 필요 43.5

100.0(124)

충분한 교사(교무실) 공간 확보 21.8

교사 휴식공간 필요 17.7

교사(교무실) 시설개선(기자재 등)  8.8

기타  8.2

화장실

환경

화장실 시설개선 22.0

100.0( 95)

교실별로 독립된 화장실 설치 20.0

유아발달에 적절한 화장실 17.9

충분한 화장실 공간확보 12.6

유아의 성별에 따른 화장실 설치  8.4

기타 19.1

〈표 Ⅶ-1-8〉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

단위 : %, (명)

***p<.001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교사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시설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바깥놀이시설, 교사/교무실공간, 화장실에 대해서 필요한 개선이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Ⅶ-1-9>와 같다.

〈표 Ⅶ-1-9〉유치원 교사 시설개선요구 사항

단위: %, (명)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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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율 사례수

근무환경개선  학급당 정원, 교사 대 아동비율, 연수제공, 행정업무 간소화 등 35.8

721

교사처우  급여, 수당, 일일 근무시간, 처우개선비 등 29.5

유아교육정책
 공립유치원설치, 교사제도, 정책의 실효성 관련 의견, 누리 

과정 운영지원관련 등
28.7

인력지원  방과후교사 배정, 보조인력배정, 행정인력지원 등 17.2

기타  유아교육의 사회적 인식변화, 부모교육 실시 등 19.6

무응답  모름/ 없음 11.1

3)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 및 교사 처우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Ⅶ-1-10〉유치원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와 관련한 개선 요구사항

단위: %, 명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개방식 질문으로 조사하여 중복응답 포함됨

다. 어린이집 교사의 요구

1) 연령별 반 규모의 적정화

어린이집 교사가 생각하는 연령별 적절한 1개 반 규모는 만 0세는 2.4명, 만 

2세는 4.3명, 만2세는 6.2명, 만3세는 11.1, 만4세는 14.3, 만5세는 16.3명으로   

나타났다(<표 Ⅶ-1-11> 참조). 

〈표 Ⅶ-1-11〉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하는 적정 반 규모

단위 : 명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사례수
전체 2.4 4.3 6.2 11.1 14.3 16.3 971

지역 규모
대도시 2.3 4.1 6.1 10.9 14.3 16.3 352
중소도시 2.3 4.3 6.2 11.1 14.4 16.4 284
읍면 2.5 4.4 6.3 11.4 14.3 16.4 335
설립 유형
국공립 2.2 3.8 6.0 11.5 14.8 16.3 151
사회복지법인 2.4 4.3 6.2 11.9 15.1 16.7 141
법인․단체 2.3 4.2 6.1 11.2 14.2 15.7  77
민간 2.5 4.6 6.7 11.8 15.1 17.4 253
직장 2.5 4.1 6.1 10.6 13.4 15.5  89
가정 2.4 4.3 6.0  9.8 13.0 15.5 260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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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바깥놀이

시설
교무실 화장실

보육실외 

실내공간

보건실, 

양호실

실내시

설설비

선택활동

영역

급간식

영역
기타 계(사례수)

전체 23.0 18.3 10.9  8.9 7.9  7.1  6.3  4.7 12.9 100.0(971)
지역 규모
대도시 24.4 19.3 10.5  9.4 7.7  8.2  5.7  4.3 10.5 100.0(352)
중소도시 22.5 20.4 10.2  6.3 7.0  8.8  7.0  4.6 13.0 100.0(284)
읍면 21.8 15.5 11.9 10.4 9.0  4.5  6.3  5.4 15.2 100.0(335)

설립 유형
국공립 23.2 17.9  9.3 11.3 9.3  9.3  4.6  6.6  8.6 100.0(151)

사회복지법인 20.6 12.8 14.2  6.4 9.9  9.2  5.0 10.6 11.3 100.0(141)

법인․단체 14.3 14.3 15.6 10.4 9.1 15.6  5.2  1.3 14.3 100.0( 77)

민간 24.9 19.4 12.6  7.9 9.5  5.1  4.3  4.7 11.5 100.0(253)

직장 27.0 18.0  7.9  9.0 7.9 10.1  6.7  6.7  6.7 100.0( 89)

가정 23.5 21.9  8.1  9.2 4.2  3.1 10.0  0.8 19.2 100.0(260)

구분 내용 비율 계(사례수)

바깥놀이

환경

공간부족 44.2

100.0(224)
시설부족 / 시설물 개보수 27.7
안전성확보 19.6
유아발달단계에 적합한 놀이시설  5.4
기타  3.1

2) 바깥놀이시설, 교사실, 화장실 환경 개선

어린이집 교사의 입장에서 환경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실외

놀이 즉 바깥놀이 시설환경, 교사(교무)실, 화장실 순으로 나타났다. 바깥놀이 

시설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지역에서 개선요구가 높았고, 설립 

유형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바깥놀이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교사(교무)실에 대한 요구는 지역규모, 설립유형과 교사경력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화장실 환경개선도 지역규모, 설립유형이나 교사경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법인·단체어린이집에서 화장실 개선요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Ⅶ-1-12>참조).

〈표 Ⅶ-1-12〉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하는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

단위 : %, (명)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교사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시설로 바깥놀이시설, 교사/교무실공간,   

화장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되었는데,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Ⅶ-1-13〉어린이집 교사 시설 개선 요구사항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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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율 사례수

교사처우 급여, 수당, 일일 근무시간, 처우개선비 등 78.0

839

근무환경개선 교사 대 아동 비율, 행정업무간소화 등 31.8

유아교육정책 교사제도, 정책 실효성, 보육정책,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21.6

인력지원 방과후교사 배정, 보조인력배정, 행정인력지원 등  6.4

기타 부모교육 실시, 아동학대 기준마련 등  9.9

구분 내용 비율 계(사례수)

교사

(교무)실

환경

독립된 교사(교무실) 필요 37.3

100.0(110)
교사 휴식공간 필요 28.2

교사(교무)실 공간 및 시설 개선 28.2

기타  6.4

화장실

환경

화장실 시설개선 53.7

100.0( 82)

유아발달에 적절한 화장실 14.6

성인(교사)용 화장실 시설 설치 14.6

충분한 화장실 설치(교실별로 설치) 12.3

기타  4.8

(표 Ⅶ-1-13 계속)

주: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3)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아교육 및 교사 처우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Ⅶ-1-14〉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와 관련한 개선 요구사항

단위: %, 명

주: -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 개방식 질문으로 조사하여 중복응답 포함됨

다. 비교

연령별 학급 규모에 대해서 유치원교사에 비해 어린이집교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학급규모의 인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유치원과 어린이

집 교사 모두 시설환경 개선으로는 바깥놀이 시설, 교사(교무)실, 화장실의 개선이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로 제시하였고, 이 시설들의 개선 필요이유는 유사하였다. 유

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생각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적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면, 유치원 교사는 근무환경개선, 인력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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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어린이집 교사는 교사처우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Ⅶ-1-2〕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와 관련한 요구사항 비교

2. 집단 면접 결과의 분석

가. 유치원 원장 면접 결과

1) 행정업무의 과다: 행정업무 지원의 필요

유아학비, 급식비(일부 시‧도) 지원, 공문처리 등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  

결재서류 작성,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매월 학부모 개별안내 등 교수활동 이 외의 

행정 업무가 과다하나 이를 지원할 행정보조 인력이 전혀 없다. 초등병설의   

경우에도 나이스 시스템에 교사가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초등학교의 행정지원

인력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로 원감의 전임‧종일 업무가 되고 

원감이 없는 경우는 원장 업무가 되고 있다.

2) 방과후과정 지원의 불합리성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방과후를 이용하고 있고 많은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수익을 더 내고자 모든 아이들이 방과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올바른 유아교육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맞벌이 

증명(직장건강보험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일하는 엄마의 자녀만 방과후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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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방과후과정 지원은 8시간 이상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치원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오전 7시에   

등원하는 아이가 있고 이들은 4시면 귀가하는데 이때에는 8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5시까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시간 책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엄마품 돌봄도 늦은 시간까지 수요가 없는 것이 현실 

이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국가 예산의 낭비가 있는지 검토해볼 일이다.

3) 누리과정 5시간 운영의 비현실성

누리과정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리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정오 

이후 2시간이 없어지면서 특성화 기회를 못 가지게 된 부모들이 불만이 있다. 

특성화를 없애게 되면 오히려 유치원 방과후 학원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다.

나. 어린이집 원장의 요구

1)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지자체별로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안심보육모니터링’의 경우 이전까지 행해

지던 방식처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검하는 방식이라기보다 회계 관리 등에 관

한 컨설팅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좋게 평가하는 편이고 이에 대한 기대가 높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관련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고 컨설팅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보육포털과 정보공시 사이트의 통합

지금까지 보육포털 사이트에 회계, 식단, 교직원 등 시설 관련 모든 정보를 

올려오고 있으나 작년부터 정보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공시 사이트에 동일한 

정보를 또 올려야 해서 중복적인 작업이 되어 있다. 또한 별도의 회계 사이트나 

시설홈페이지에도 비슷한 정보를 탑재하고 있어 비슷한 업무를 여러 번 중복 

하는 일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보육포털과 정보공시를 연계하여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시 모든 자료를 일시에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는 

방침은 무리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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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업무 과다 및 지원 인력 부족

교사나 원장이 행정업무를 모두 맡아야 하는 사정이므로 업무과다가 만성화

되어 있다. 특히 원장이 교사 겸임을 하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1인 3, 4

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육의 질에 대해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 따라서 보육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되며, 

시간연장을 하는 경우 시간연장교사가 업무를 분담하기도 한다. 한편 노인인력

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시설 환경도우미 등으로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일정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급간식 지도 시간에도 교사 1명이 20명 아동의 배식과 급식 지도를 담당하기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평가인증 지표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불합리 

하다. 급간식을 위한 보조인력이 있어야 한다.

4) 안전교육과 소방대피훈련설비의 현실화 필요

안전교육을 요구하는 정부 부처나 제공하는 주체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어떤 것을 취사선택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결정이 어렵다. 이에 대한 안전 교육 

필수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선택을 위해 정리된 안정교육 안내가 있으면 

유용할 것이다. 또한 소방대피훈련용 계단이나 미끄럼은 아파트 1층 가정어린이

집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금속제 미끄럼은 여름철이용이 

불가능하다.

다.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교사

1) 학급 운영 개선: 교사 배치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문제

어린이집의 경우 면적만 허락한다면 두 반을 한 공간에서 보육하는 형태가 

많은데 두 반 구성원 아동 전체가 한 반처럼 운영되는 것과 결국 같고 두 명의 

교사는 번갈하가며 주도를 하게 된다. 이 때 두 교사간 호흡이 맞지 않으면   

보육활동 지도에 있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두 반 간 합반 보육은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한 반의 규모를 키워 교사가 두 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종일반 교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유치원은 특히 3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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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6명가량을 교사 혼자 돌본다는 것은 교육의 질이나 안전 등 어떤 면에서나 

적절하지 않다. 어린이집도 연장보육을 하면 18명까지도 한 반이 가능하다. 경

기도 등 일부 지역 유치원은 5세 학급이 최대 31명까지도 있어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유치원의 3세대 하모니 사업은 교사의 원활한 학급운영에 도움이 되나 시간이 

짧고 방과후교사는 무기계약의 부담으로 장기간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

집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을 하고 있으나 이것도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이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약점이 있다.

2) 누리과정 지도를 위한 교사 재교육 강화 필요

어린이집 교사들 중 특히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 교사들에 대해 누리과정   

지도의 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들에 대한 강화된 재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이나 가정 시설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3급 출신의 교사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유치원의 경우는 원내 동료 장학이 도움이 된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민간업체가 생산한 누리과정 교구 세트를 

구입해 쓰는 비율이 높고 이에 비해 공립유치원에서는 지도서에 충실한 교육을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3) 교사 근무 여건 안정화 요구

사립유치원 교사는 모두 1년 계약직이어서 근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육아휴직 

등은 문서상으로만 있지 실제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 임신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만 두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보다는 나은 형편이지만 원장의 눈치를 많

이 보는 형편이다. 고용 계약을 최소 3년으로 하면 보다 안정적일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 경력인정을 거의 안 해주고   

호봉은 낮춰 재 산정한다. 호봉과 경력 산정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호봉제보다 연봉제로 바꾸어주면 고경력자가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줄어들 것이다. 

4) 평가인증의 개선

현재 2주 정도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방문 예고 기간과 관찰자 방문 기간 

간 간격을 늘려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예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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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만 바짝 신경을 쓰게 되므로 실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는 의문이

므로 기간을 늘려 충분히 준비하고 그러한 변화가 생활화되는 것을 의도해야 

할 것이다. 인증 준비를 위한 보조인력도 필요하다.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유용할 것이다.



Ⅷ. 유아교육과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제언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실태 조사 결과 및 

비교 결과와 원장과 교사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대한 자료 검토 결과에 근거하

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할 논의점을 짚어

보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운영 실태의 비교

지금까지 조사와 면접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결과에 따라 비교해 본 사항들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의 형태에서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단독건물이 조금 많은 편이고 

어린이집이 2층까지 저층만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유치원은 지하층 이용 

비율이 어린이집보다 높다. 대지 면적은 아동 1인당으로 비교할 때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1.6㎡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교사실(교무실)을 갖춘 비율이 높고, 특별활동

실, 강당, 도서실, 보건실, 수면실 등의 다양한 공간이 있고 어린이집은 유치원

보다 유희실, 조리실, 직원화장실 등의 구비 비율이 높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유희실이, 유치원에서는 도서실이 특징적인 실 구성이라 하겠다.

셋째, 실외놀이터를 구비한 비율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37% 가까이 

더 많았으나 이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포함이 원인일 수 있으며, 

실내놀이터를 구비한 비율은 어린이집이 10% 정도 더 높았다.

넷째,  ‘실내 공기 질 측정’ 비율에서 30% 정도의 차이가 있어 유치원과 어린

이집 간 건강 안전 분야에서 가장 큰 차이로 나타났다. 유치원이 1.5배 이상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는 곳이 많았다. 또 점검 담당자에 있어 어린이집은 원장의 

비율이 높은데 유치원은 별도 직원이 담당을 맡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인력   

구성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교사가 받은 안전교육이라는 점에서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어린이집의 교사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차량을 운행하는 비율은 높으나 가정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유치원은 95% 가까이가 전문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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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67%만이 전문 기사가 운전하고 있어 원장의 업무 

과부담과 전문 인력 부재로부터 오는 안전 확보 미흡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 유아 건강검진 실시 빈도가 적고 교직원 

검진에서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사에 대한 건강검진은  

보다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곱째, 어린이집이 7시 30분가량 일과를 시작하는 데 비해 아침식사를 제공

하는 비율은 6.8%로 비교적 낮아 보이고, 유치원이 아침돌봄을 20%가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조식 급식은 2.1%만 제공하고 있어 오전간식 또는 조식 급식에  

대한 충실화가 필요해 보인다.

여덟째, 유치원은 5세반의 운영비율이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은 2세반 운영율이 

가장 높고 5세가 가장 낮았다. 유아반 중에는 어린이집 3세반 운영율이 50%를 

넘었다.

아홉째, 교사의 유형을 비교하는 데 있어 유치원은 담임교사가 전체의 60% 

가량이었으나 어린이집은 90%로 차이가 있으며 교사 학력에서 유치원은 4년제  

이상이 45.3%, 어린이집은 33.7%로 나왔다. 고졸 보육교사는 10.9%였다. 근무 

시간에 있어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이 어린이집 교사보다 조금 더 긴 것

으로 조사되었다.

열째, 교사의 직업만족도는 5점 만점 3.6점 정도로 보통 수준이었고 어린이집 

교사의 월 급여 평균은 195만원, 사립유치원 교사는 199만 2천원, 공립유치원 

교사는 347만 3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공립 유치원은 경력직이 많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열한 번째, 일일 기본운영 시간에서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1시간가량 일찍 

시작하고 5시간 늦게 종료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50일간 연간 방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은 5% 정도가 야간돌봄을 진행하여 8시 30분까지 평균 운영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늦은 9시 50분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열둘째,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간 학비 차이가 16만 7천원이 나고 있어 공·사

립간 격차가 매우 크다.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간 설치 현황에서 

대부분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유치원에서 개최 횟수가 더 많았다.

열셋째, 특성화교육 또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 유치원은 체육프로그램 실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은 영어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데, 비용은 유치원은 

11.0천원∼21.7천원, 어린이집은 8.6천원∼20.9천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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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넷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나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나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대집단활동 비율이 높고  

어린이집은 자유선택활동 시간 비율이 높았다.

열다섯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영역별 교구교재 구비 상황이나 활용성에 

있어 충분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교육이나  

현장학습, 지역연계 등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열여섯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설비 개선, 행정인력 채용, 환경개

선, 교사인건비지원 등에서 요구가 높았고 행정 간소화와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유치원교사는 만 5세반이 21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았고 어

린이집교사는 16명을 적정선으로 생각하여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동일하게 

바깥놀이시설, 교사실, 화장실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 질 제고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심층면접,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질 제고를 위한 필요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언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현재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운영 

개선이라는 관점에서의 제언이다2). 

가. 유치원 운영 개선

1) 공립과 사립 간 학부모 부담 격차 해소

학부모 부담 교육비에 있어 공립은 1만 2천원, 사립은 17만 9천원이 평균으로  

산출되는 결과는 공립과 사립간 부모부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물론 사립에 대해 누리과정 비용을 1인당 4배 가까이 더 지원하고 

있지만 공교육을 같이 누리는 부모입장에서의 공평성을 생각한다면 이 차이는 

줄어야 한다.

2) 본 연구는 현재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하고 운영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정책에 활용될 수는 

있으나 통합을 위한 제언을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포함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요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제언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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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립학비에 대한 적극적 규제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많이 늘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립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규제가 있거나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비 동결에 따른 지원 등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서 가격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나) 방과후과정 지원 방식의 개선

방과후과정 비용의 경우 공립은 6만원 사립은 7만원씩 모든 이용 유아에게 

지원되고 있다. 방과후과정은 선택적 수입자부담으로 하면서 양부모 취업가정,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 보육이 필요한 유아가정과 특히 이러한 조건이면서 저소

득층인 가정 등 자격을 갖춘 가정의 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희망 모든 유아에 대한 무상지원은 공립은 무상으로, 

사립은 또 비용의 추가 요구로 공·사립 간 비용 격차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공립에 대한 방과후 지원을 줄여가고 사립에 대한 지원을 높여   

비용 지원의 차이를 더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현실적 

방과후 비용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와 재무회계규칙의 도입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무회계규칙의 정착을 통해 사립유치

원의 투명한 재무상태가 담보되고 회계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 근무 조건 개선

가) 유치원 교사 근로시간 준수 필요

유치원 교사의 일일 근무 시간이 어린이집보다 길고 시간 외 근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초과수당이 없는 비율도 높으므로 근로시간을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사이지만 법적 근로자

이므로 사립원장들의 이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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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립유치원 교사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정책적 재고 필요

사립유치원은 사학연금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이 없어 유치원측은 이에 대한 자체부담을 어려워하고 있다. 

사대보험 체계와 다른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대한 점검과 이러한 점을 보완하

여 교사 육아휴직제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다) 대체교사 활용에 대한 지원

교육청 등에서 관리하는 조직화된 대체교사 활용이 어렵고 사립유치원이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체교사 풀을 사립

유치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대체교사 등록이나 채용에  

대한 온라인 사이트 등을 활용한 접근이 필요하다.

3) 누리과정 지원금 지불 시기에 대한 조정 필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당 바우처식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후불로 

유치원에 입금되고 있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청의 

예산 시행과 교부금 지급 시기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부 차원

에서 지원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시설 환경개선 지원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조사 모두에서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현재 구비된 교재교구도 충분하다는 의견들이 보였다. 지자체나 교육

청의 교육·보육 지원에서 교재교구비 지원은 매우 기본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 원장  

이나 교사가 원하는 환경개선, 교사실 마련, 바깥놀이터 안전성 제고 등 시설·

설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혹은 

시설 환경개선과 교재교구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비의 사용 영역을 

높여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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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집 운영 개선

1) 지원 인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조사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부족이

다. 어린이집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인력, 오후 시간 전담 교사, 청소지원 

인력 등 다양한 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인인력 활용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 하모니 식) 등의 정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실태에서 인력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사 결과는 시설의 안전점검 항목에 대한 담당자가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교사이거나 원장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서 유치원이 교사 외 직원이 전

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상황과 대비를 보여 준다.

두 번째 조사 결과는 차량운전을 담당하는 운전기사가 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비율이 낮고 가정어린이집은 90%이상 원장이 운전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취사부의 역할도 겸하는 비율이 50%나 되도

록 높아 원장이 해야 할 업무가 과다할 수 있고, 만일 원장이 교사까지 겸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안전뿐 아니라 보육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유치원 교사 중 40%는 담임이 아닌 기타 지원업무를 맡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에 비해 교사 지원 인력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즉,  

유치원에는 방과후과정교사, 특성화강사, 보조교사, 원감 등 정규 반 담임이   

아닌 인력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90%이상이 담임을 맡은 

교사 인력이므로 교사에게 부과된 업무의 과중함, 학습 지원 인력의 부족 등을 

자료에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간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다.

2) 가정어린이집 차량 운행 점진적 감소 유도

일인 다역을 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을 고려할 때 최소한 도시지역  

가정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40% 이상 가정

어린이집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아동의 집 가까이에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임을 고려하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결국 큰 문제는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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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운영이 여유로워져 보육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원장의 업무 또한 적어진다. 그러나 주변과의 경쟁을 생각하

는 현실적으로 차량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러

한 방향에 대해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인구밀도가 적은 읍면지역은 차량운행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3) 어린이집 운영 시간의 조정

유치원의 조사 결과 20%정도가 조기 보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100%의 어린이집이 오전 7시부터 12시간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보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력부족으로 허덕이

는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은 교사의 피로감, 영유아의 피로감, 시설 재정운

영의 어려움까지 가져올 수 있다. 운영시간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보육의 질과 

직접 연관이 있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에 의하면,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

간은 7시간 34분이다. 표준편차를 이용하더라도 9시가 10분이 된다. 즉, 기본 12

시간 운영이지만 최대 9시간 운영을 하면 대부분 가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상황, 부모의 요구에 따라 7시 30분부터 10시간 

정도 운영할 수도 있고 8시부터 9시간 정도 운영할 수도 있게끔 기본을 9시간 

내지 10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이른 오전이든 늦은 오후든 상황에 따른 

연장 운영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인력부족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

도 필요한 논의라고 본다.

4) 체육활동 강화 필요

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가장 많은 것은 ‘영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

원 특성화 중 체육활동이 가장 많은 것과 차이가 있다. 어린 시기 체육활동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므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으로서 체육활동

을 더 다양화하고 늘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의 의견에 따르면, 유치원의 특성화와 차이가 있는 것

은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어 체육 프로그램 지도 교사의  

별도 채용이 용이하나 종일기본 보육비와 한계가 정해진 특별활동비로는 체육

에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과 어린이집 12시간 기

본운영체제는 함께 논의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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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 근무 환경 개선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일일 근무시간은 어린이집 교사  

보다 더 긴 것으로 나왔으나 평균 연간 50일 가량의 방학이 있고 급여 또한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다. 학력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근무환경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그들로부터 배우고 보호받는 영·유아들이 갖게 되는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일과 시작 시간이 1시간 늦고 종료시각은 5시간 빠르

다(방과후과정 제외).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운영의 통합을 고려하는 단계가 

된다면 운영 시간에 대한 조정 방안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교사의 

근무시간과 업무량 등에 영향을 미쳐 결국 교육·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이 거의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현상을 본다

면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위한 보육 서비스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 모든 시설이 

이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융통성 있는 운영시간 조절이 보육의 질을 높이

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영유아들의 보육이 일관적이어야 하고 동일한 교사에게 종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발달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는 8시간 근무 시간에 대한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간외 수당

지급,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근무하는 교사와의 원활한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 구성, 이를 위한 지원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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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Kindergartens and 

Childcare Facilities

Eunseol Kim, Jinwha Lee, Hyejin Kim, Jia 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in kindergartens and childcare facilities 

of Korea by performing a nationwide survey. While this kind of survey has 

been carried out every three years in the sector of childcare, it has been ten 

years since the last survey done for the sector of education.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ectors(i.e.kindergartens 

and childcare facilitie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ch could 

be an effort to find out ideas to compromise the dissimilarities between the 

two if we consider the viewpoint of integr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55 of directors and 1,692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questions are related to the current status of buildings, children, teachers, 

staffs, tuition, curriculum, extra curriculum activities, daily-weekly-monthly 

program plans, needs, and other issu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kindergartens and childcare facilities. In addition to the survey, we held 

meetings with directors and teachers in ECEC sector to discuss the current 

problems that should be considered deepl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CEC. 

For the development of ECEC policies, some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s and meetings: a) to reduce discrepancy in 

tuition and other costs between private and public kindergartens, 

re-coordination of subsidy system and measures to control tuition rate 

increase are required. B)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teachers, mat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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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s need to be guaranteed by hiring more substitute teachers. Providing 

more spacious offices to teachers is also required. c) to allow childcare 

facilities hire more assistant teachers and staffs, utilization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s is necessary(labor cos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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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치원
1)

어린이집
2)

면적

기준

시설 기준 면적  (단위 : ㎡)

구  분 40명 이하 41명 이상

교  사 5×학생정원 80＋3×학생정원

체육장 160 120 ＋ 학생정원

- 보통교실 1실 면적 66m2 (30명 기준): 

원아 1인당 2.2m
2

- 유치원 보통교실 최소면적: 44m
2
 

(만3세반 20명 편성 기준)
 ∙단, 설립인가 시 학급수는 44m2 

이상을 충족하는 보통교실 수로 인가

면적기준

규모    

어린이
집전용

보육실 놀이터
산정 
기준

50인 
미만 영유아

1인당
4.29m

2

영유아
1인당
2.64m

2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수를 
정원으로

50인 
이상

영유아
1인당
3.5m

2

교사

․
보육

실

-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

 ∙다만, 건물의 3층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보통교실은 최대 3층에까지 

설치할 수 있고, 4층 이상은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자료실, 원무실 등), 체육장, 

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단, 
체육장, 강당은 4층까지로 제한), 

유치원이 사용하는 전체 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 지하실은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 

(교육인적자원부, 2006) 및 위생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미만이고(건축법 제2제 제1항 제5호 

준용),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지하에 보통교실 설립은 불허하며,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자료실, 원무실 등)로 

활용할 수 있음.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다만, 해당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 해당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층의 어린이집 설치는 

예외적 인정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장(사옥)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 설치 가능. 단,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체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다

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2층에 

가정어린이집 설치 가능. 단,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

부록 1. 실내환경 세부기준 1: 유치원․어린이집 대조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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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치원
1)

어린이집
2)

- 교사의 내부환경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소음: 55 데시빌 이하

 ∙온도: 섭씨 18도 이상

- 교재·교구 설비 조건

 ∙교육감이 정해 고시한 교구를 

갖추어야 함.

-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

- 어린이집은 환기·채광·조명·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 보육실은 바닥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조리

실

- 시설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함.
 ∙작업과정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벽과 문을 설치, 전처리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구획함.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구획이 불가능한 경우와 

100명 이하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다른 

조치 필요

 ∙내부벽, 바닥 및 천장은 내화성, 
내수성 및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청소와 소독이 쉽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 필요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 설치

 ∙조명은 220럭스(lx) 이상

 ∙손 세척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모두 설치

 ∙온도 및 습도 관리용 적정 용량의 

급배기(給排氣)시설 또는 

냉·난방시설 등 적절한 시설이나 

조치 필요

-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되, 
아래의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식사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식품위생법에 의해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조리실 면실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된 경우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함.
-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며, 창문에는 방충망 

설치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

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2013).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공통 심사기준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4년 4월 14일 인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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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설비․기구

 ∙냉장실 또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 식재료의 해동, 가열 

조리된 식품의 냉각 등에 충분한 용량과 온도(냉장고 5℃ 이하, 냉동고 -1

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 구비,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하여 씻기 쉽고 소독ㆍ살균 

가능하도록 함.

 ∙식기구 소독용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 구비하거나 충분히 세척

ㆍ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 설치 필요

 ∙전자식 탐침(探針) 온도계 구비 

 ∙조리 작업을 하는 곳에 두는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이어야 함.

- 식품 보관실

 ∙환기와 방습(防濕)이 잘 되어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기에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 구비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함

께 보관할 경우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

 ∙통풍을 위한 환기시설, 환기창 등 적절한 시설 혹은 조치 필요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6조 및 

별표 25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따름.

급배수 

시설

- 급수시설을 두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되어야 함.

- 온수 공급 시설 구비 

비상

재해

시설

- 유치원 시설로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

통계단 등 안전(피난)시설을 갖추고「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검사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부록 2. 실내환경 세부기준 2: 유치원 고유 항목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4년 4월 14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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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실

-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 난방설비 필수

-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 필수

-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구비,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함.

화장실

-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층간 설치 지양)

-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함.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10~15인당 1개 설치를 권장. 다만, 가정어린

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

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

급배수

시설

-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 저수조를 경유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함. 다만, 직접 수도꼭

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함.

- 더러운 물, 빗물 등의 처리를 위한 배수설비 필요

비상

재해

시설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

구 또는 출구 설치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 설치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여야 하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층 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하여 설치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 설치금지,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 적치 금지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주계단 이외에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

럼대를 당해 건물 외부에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

을 2개소 이상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 소화용 기구 비치, 비상구 설치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 구비.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함.

- 모든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부록 3. 실내환경 세부기준 3: 어린이집 고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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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설치한 경우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

∙건물 내에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 가능)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 30m 이내

로 설치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금지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방화문

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및 대피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름.

-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 확인 후 통보

- 가스사용 시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

석면

-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

강 피해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기록, 보존(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실내

공기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

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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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

CO₂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i/l)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석면
(개/cc)

오존
(ppm)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0.05
이하

148
이하

4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에 

따라 실내공기질 개선에 노력

마감

재료

-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불연

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

-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

기타

-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구비

-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함.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 설치 

-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도록 울타리 설치, 이

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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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 설치

-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 선반 설치 경우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 설치, 무거운 

물건 과탑재 금지 

-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배치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4년 4월 14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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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1)

교사용 

대지

- 기준면적은 건축 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놀이터

(체육장)

- 교사의 건폐율을 적용한 면적을 제외한 교지면적 중 체육장으로 사용 가능

한 일정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단, 인근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로써 접근성, 이동의 편리성, 유아의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

거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음(교과부, 2012.11.23)

-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

설의 바닥면적 2배를 체육장 기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하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교육

인적자원부, 2006) 및 위생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

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미

만이고(건축법 제2제 제1항 제5호 준용),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

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단, 실내수영장은「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6) 및 

위생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

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 

-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설치

교지
- 각급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어린이집
2)

놀이터

-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보육하는 어린이집 제외)

은 영유아 1명당 3.5m2 이상의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 

 ∙다만,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가능

 ∙직장어린이집은 옥외‧대체놀이터(옥내‧인근놀이터) 중 자유롭게 설치 가능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어

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준수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 설치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 대비시설 구비 

- 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 기준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

매트, 페타이어 블록으로 설치

 ∙놀이터 면적기준

부록 4. 설치·운영 세부기준: 실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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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면적산정기준 비고

 50~ 99인 정원x45%x3.5m2  각 정원의 45% 기준 1인당 3.5m2 이상으로 
놀이터 설치

100~129인 100명x45%x3.5m2  45명 기준

130~159인 130명x40%x3.5m
2

 52명 기준

160~199인 160명x40%x3.5m2  64명 기준

200~249인 200명x35%x3.5m
2

 70명 기준

250~300인 250명x35%x3.5m2  87명 기준

종류 설명

옥외놀이터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옥내
놀이터

실내
놀이터

어린이집 내부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옥내중간
놀이터

어린이집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옥상놀이터 어린이집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인근놀이터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구분 상세기준

공통

기준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

의 위험이 없어야 함. 
∙건물 내부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

∙옥외놀이터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 구비(손잡이 레일의 간격은 

10cm 이내, 계단의 유효높이는 15cm 이내로 권장)

실내

놀이터

∙놀이터 전용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조명·채광·환기·온도·
습도 적정

∙어린이집 2,3층 실내에 설치 경우,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

를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어린이집 4층 이상 실내에 설치 경우, 비상계단을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옥내

중간

놀이터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필요장비 설치

∙난간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 금

지)로, 최소 1.5m 이상의 높이, 피손 등의 위험이 없는 재질

로 설치, 난간의 안치수는 80mm 이하로 설치

∙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 건물의 벽 또는 벽

에 해당하는 4면의 1/2 이상이 외기와 직접 접하며 놀이터

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 구조

가능한 창문이 있을 경우,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생략 가능

- 놀이터의 종류

- 옥내놀이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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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놀이터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보호난간 및 기

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 설치

∙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 바닥면 최하단

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

∙기타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 기준 적용

∙빗물 등의 배수, 위생관리가 잘 되도록 설치

∙그늘막 설치를 권장

- 놀이기구 설치기준

 ∙기본원칙:「영유아보육법」및「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 놀이기구는 영아용/유아용 또는 대상연령별로 설치, 놀이터에는 대근

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

한 경우 인가

 ∙놀이기구 종류: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모래놀이기구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된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필한 후 인가

   : 신규인가, 소재지변경, 정원(증원)변견시설에서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설

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기존시설은 ‘15.1.26.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2013).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공통 심사기준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4년 4월 14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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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
의 유치원

1명

6학급 이상 11학급 이
하의 유치원

2명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3명

-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외에 학급마

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

을 담당하게 함.
1)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

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 

가능

-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에는 각 학

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

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함.
-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음.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

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음.

- 수석교사의 배치: 수석교사는 유치원

별로 1명씩 두되 유아수가 100명 이

하인 유치원 또는 4학급 이하인 유

치원은 수석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음.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않지

만, 유치원의 규모 등 유치원 여건

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음.
-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

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국민영

양관리법」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

은 영영사 1명을 두어야 함.
 ∙다만,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

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교사:아동 만0세 만1세 만2세

원칙 1:3 1:5 1:7

초과보육 해당없음 1:7이내 1:9이내

교사:아동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1:15 1:20

초과보육 1:18이내 1:23이내

-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이은 보육교사 겸임 가능
2)

- 보육교사 

 * 20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초과보육 시 총정원 내에서

만 가능

 ∙만4세 이상 유아 40명당 1명은 보

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여야만 함.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이 

원칙.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

사 자격소지자로 함.
-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 어린이집

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
명 배치

-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 어린이집

의 경우 영양사 1명 배치가 원칙이

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 배치

가 곤란한 경우, 동일한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 간 공동영양사 

배치 가능

- 취사부: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명 배치, 
영유아 80명 초과마다 1명씩 증원

-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

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

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
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

직원을 둘 수 있음.
-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소지 

시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직 가능

부록 5.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관련 세부기준: 기타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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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치원 어린이집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

양사를 둘 수 있음.

반

편성

구분
단일 연령

만3세 만4세 만5세

원칙 16 22 26

선택적 
허용

16～20 22～26 26～30

구분
혼합 연령

만3～4세 만4～5세 만3～5세

원칙 16 22 20

선택적 
허용

16～20 22～26 20～24

-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함.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 혼합연령으로 학

급을 편성할 수 있음.
3)

-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함.
- 경기도교육청의 학급 당 유아수 편

성기준(2013년 기준)

만0세와
만1세

만1세와
만2세

만0세와
만2세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교사:아동 1:3 1:5 -

만2세이하와
만3세이상 

만3세와 
만4세이상 

원칙 불가능 가능

교사:아동 - 1:15

- 편성 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를 함께 반편성이 

원칙
4)

- 혼합반 편성

- 통합반 운영: 당초 편성된 반 유지가 

원칙, 조기 등원 및 귀가 등으로 보

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당초 편

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을 연령

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

위 내에서 통합하여 ‘통합반’ 편성운

영 가능

 ∙단, 9:00 이전 및 15:00 이후에만 

편성 가능,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보육하여야 함.

보험

가입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

어 있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있음.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

제가입(의무)
- 화재보험(공제) 가입(의무)
-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운행 시 의무)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가입(의무)

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4년 4월 14일 인출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어린이집 교사배치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4년 4월 

14일 인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3) 경기도교육청 학급당 원아수 편성기준: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과자료실

(www.goe.go.kr/edu/bbs.do?menuId=100140050000000&bbsMasterId=BBSMSTR_000

000000189)에서 2014년 6월 20일 인출

      4) 어린이집 초과보육 배치기준, 반편성, 보험가입: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사업안

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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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0�
1�
23�

45� 6�

7
���

1�
���

89� :; &+� <=

��&���

'(�)&

*�+,�-
�
�

�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아와 유치원 교사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간을 상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주) 특성화활동교실에는 음악실, 미술실, 공작실, 구연동화실 등 특별교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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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v*�wxy�zS{�kz�.h�|} �Q? ��]*��.��^_�√`����a�b.

(�
) 

□ ① ~"��k����y�zS;, �; □ ② zS�F □ ③ ���k
□ ������ □ ⑤ �5����F�2I�%S □ ⑥ �����
□ ⑦ ��$ □ ⑧ �Y(         ) □ ⑨ ��

 6. �����(��%Z*��%�*�|} �Q? ��Z*����^_�√`����a�b. (�
)

□ ① ���%��(☞ 6-1��/��-) □ ② ���%��
□ ③ r��S�D���r��%� □ ④ �S�%��
□ ⑤ H��%� □ ⑥ CDX$��>3������□ ⑦ �Y(_____)

6-1. (���%�H�+,) ｢N�%��%�.� ¡¢£#｣(��Zn��%���%�;��.��¤���¥
¦§�Q?(F
)

 ① ¤�¥¦��  ② ¤�¥7�¨¦�
 ③ ^©�

Ⅱ. 운  황

 1. ��������ª�fUh����r�NO(���u�Q?

□ ⓛ «fU�∼ ¬fU □ ② «fU�∼ ��®fU □ ③ «fU�∼ ¯��®fU
□ ④ «fU�∼ ��UfU □ ⑤ «fU�∼ ¯��UfU □ ⑥ �Y(______________)

 2. ��������ª��������/�	-�����N��a�b. 

    (US�H�«fU���°�-�01��a�b)

2-1. $±l=��²���:   b¡�______��______m
2-2. $±l=�V³���:   b¡( □ )/b´( □ ) ______��______m
2-3. µ¶·¸��²���: b¡�______��______m��※ □ µ¶·¸��ªZ7�¨�
2-4. "l´l=�V³���: b´�______��______m���※ □ "l´l=��ªZ7�¨�(☞ 2-5 Skip)

                       

2-6. ¹��·¸(º»¼�·¸�D) V³���: b´�______��______m��※ □ ¹��·¸��ªZ7�¨�

 3. J��"X�U
*�½¾ �Q? >��¿�Z��D����"X��U
���N��a�b. 

    (※���+,À�01, ����0)  

1) >��"X: __________U��������2) Z��"X�_________U������3)  ¸�"X: _________U
4) "l´l=�"X�J���_________U��(☞ 2-4��/�(��"l´l=��ªZ7�¨��+,�Skip)

 4. ������X5^��Xz�Á5���*����r�NÂ�� �Q? T3��Ã�H�"Ä�y�T7À�cd��
�a�b.(F
)

□ ① �«��������� □ ② �m�(3I«�m) □ ③ �g�(6I«�m)

□ ④ �K(12I«�m) □ ⑤ �Y: ____________

 5. 2014K��°��������µ�1L��X5^T�Á5Z*��Å$±l=�qÆ�«�Xz(
Ç³, {³z, $
{$;z, È3X§z, ÉÄz, ÊËz�D�ÌÍ)*���Î» �Q? �µ�1H��Ï£l=�$±z�=5�
7�Ð�22À�(B@h�6À�)��t�Z[�5^T�1I«m�-�Á5Z*���Xz�qÆ���N����
����. I«�F�-�
ÁZ7�¨��+,��������«�
��ÑÏN�1I«�m�-��ÒZn�1Z
���P��. (JÓ	-��Ô���5e���°���a�b)

   «�__________________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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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F�-��N7*�Ï£l=Xz7�l�"l´l=z7�, º»¼
·¸z7�, $�ÕÖ
�7��D��µ�v*�$��1H��tB]*�=57�¬��t�Z[, ×T-�
�����%�¢Ø�$±Ù�v*�72W-5��7�¥*�xÚ¬h�NÛ��%�)�½�7�zh�Î» 
�Q?

6-1. 7��� 6-2. 7���¢ 6-3. F��«/K	�7��¬Ð
�/«� v*�������������/K
�/«� v*�������������/K
�/«� v*�������������/K
�/«� v*�������������/K
�/«� v*�������������/K
�/«� v*�������������/K
�/«� v*�������������/K

  ※ □ ×T7��¥*�xÚ¬����(☞ 7��/��-�%>)
�� '연간 교직원 교육 자료  여 장을 참고하시면서 응답해주세요.

 7. �����h��ª��Ü��;ÝZ[�)§�Q?(F
)

 ⓛ Þß� (☞ 7-1I�0JKL)  ② µ���(☞ �-�8��/��-) 

 7-1. �����h�2013K�1K�> ��ª��Ü��\�Ü��ªZà§�Q?

        2013K� 1K�> ���(                )Ü
   7-2. �����%��ª��Ü���ªZ*�á�)N�T3�N���âh�|} �Q?(F
)

① �ª���U=�Ú=��N�ã� ② �ª�+ä�¿�å!�5æ�
③ �ª���Hc��N�ã ④ �ª�����çh�¢è
⑤ �Y(                 )

※ 8����11�����	
(���	
���)���������������. 

☞ 2-6��/�(��¹�·¸l=��ªZ7�¨��+,�Part Ⅲ�-�%>
 8. ¹�·¸��Õ�Z*���$�*�Ï; �Q? (F
)

 □ⓛ �Ål=�ÕÖ$�  □② "l´�¡Õ�$� □③ ¹�·¸�¡Õ$�
 □④ �3�v*��4  □⑤ xÚ$��v*�7��H!��□⑥ �Y�(                   )

 9. péÉÄz��	9-�¥§�Q? ¥*��, 1Ä��qÆ�Î»�=9�¥§�Q?

 □ⓛ ¥��(              �)  □② ¥7�¨�  □③ ^Ôê�

10. ¹�·¸�z��×T-�¥[�)§�Q?

☞ ����z�v*�UU�z�r�y�T7À��{���ef.

 □ⓛ ¥���(���:___________ �)  v*  □② ¥7�¨�
            (UU:____________ �)

11. ¹��·¸�t9��,c�Ic�ëf���h�|}%ì[�í�Za�Q? (F
)

 □ⓛ H&z�7��FT�S�  □⑤ �-Þî�Iï
 □② ÉÄz�7�  □⑥ ¹��·¸�
f�5æ�-�Hy�t9��ð7
 □③ ñò%�T=�-�%�2¯�ty  □⑦ �¢�¹�� ¡�3��óô

  □④ ¹��·¸���y�õ	�$�(x±B�) »ö�  □⑧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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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h� ¡â¤(�¢y�÷/ ��. ���/���ø[�µù�01ú(�01���ef�
   ☞ 01Z���¡�'J�� ¡�$±�2³'��û[Zef.

 1. �����h� ¡â¤�Ws£�ü�r��������Î»Ñ�2��â¤Za�Q?

   [01ú] 

��
1. ���� 1-1. �	
�� 1-2.

①

�
②

���
① 
��

1~2��

② 
	
��

1�
③ 

��1�
④ 

���1�
⑤ 

���

����
���

<���1-2��
����	>

 1) �
���
�
��
��
�	 ① ② ③ ④ ⑤

 2) ��
��
����
�	 ① ② ③ ④ ⑤

 3) ���, � , �!
�"�(#�) $%
&' ① ② ③ ④ ⑤

 4) ()*+,
�-
��
�
./
��
�	 ① ② ③ ④ ⑤

 5) �0
�
�
�	 ① ② ③ ④ ⑤

 6) 1234, 125634
78
&' ① ② ③ ④ ⑤

 7) 9:
!
��;<
=
��
�>
��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
?@
��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
A
B
C@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연간 안 교육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응답해주세요.

�� 7) ~ 9)번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 경우, 검 횟수  담당자에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1-2D
�>  ���	
EFG
0HI

 □ⓛ #J  □② K� □③ K*
LM
�N/��
#J
 □④ O@P
JQ
PK  □⑤ R>, ST
=
��P
PK

 □⑥ �U
'V(O@�U
=
WK'V)

 □⑦ X(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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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N�%ý(��2013K�1K> �$�T��¢��·�5(��¥¦þ� ¡$±(�¢y�÷/ ��.

   ���/���ø[�µù�01ú(�01���ef.

 2. ��������(��2013K�1K�> �$�T��¢��·�5(��¥¦þ� ¡$±h�|}HTf? ^_�
cd��ef.(�
)

   

   2-1. 01Z��2013K�1K> �$�T�¥¦þ� ¡$±	-�J��\�ÜÑ�¥��Ñf? 

   2-2. Þß��, 2013K�1K�> �$�T�¥h� ¡$±	-�$±�AM*�|}�%àÑf? (�
01Tå)

  

  [01ú]

��
2. 

#J1
YZ

��#"
��
①[
②\]^

2-1. ��
(_M
R`
‘0’ab
cV)

2-2. d�(e�fg
1h)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0'!"�#�⑥$%�&') 

 1) #i��#" ① ②  j
(        )k ① ② ③ ④ ⑤ ⑥

 2) lm^nI#" ① ②  j
(        )k ① ② ③ ④ ⑤ ⑥

 3) opq>#" ① ②  j
(        )k ① ② ③ ④ ⑤ ⑥

 4) rsV
[t#"(ruv
wx) ① ②  j
(        )k ① ② ③ ④ ⑤ ⑥

 5) yq
[t#" ① ②  j
(        )k ① ② ③ ④ ⑤ ⑥

 6) �z․{|
[t
#" ① ②  j
(        )k ① ② ③ ④ ⑤ ⑥

※ □ �������
�� '연간 안 교육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응답해주세요. 안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횟수는 '0'으로 응답해

주시고, 형태는 '없음'으로 응답해주세요

 3. �����(�*�D‧Z��ÊË���<u�Q? (F
)

① �<Í�(☞ 3-1번 문항으로 이동)  ② �<Z7�¨��(☞ 4번 문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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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Z��ÊË���<y�+,, �<�k
�	-����µù�01ú(�01���ef. 

3-1. �����(���<Z�*�ÊËh���\�k� �Q? (��________ k)

※ /�3-2~/�3-5*�/�3-1��01y�ÊË�
���(�k��µù�01ú(�01���ef

3-2. (3-1/�(��01y�ÊË�
���(�k�) �����(��È{��ªZ*�D‧Z��ÊË����A
M*�Nij�]a�Q?(F
)

3-3. (3-1/�(��01y�ÊË�
���(�k�) Þß��, ���D·Z��ÊË	-��¡2*�Ï;HT
f?(F
)

3-4. (3-1/�(��01y�ÊË�
���(�k�) ÊË�>�2*�Ï;HTf? D����Z������0
1���ef.(�
01�Tå)

☞ ÊË�>�2T�2H�%SU�+,�^_�cd���ef. 

☞ ÀU�S�(��ì�ÊË�>�2T��>�U�+,, T3��-�>�Z*�H���cd���ef.

3-5. (3-1/�(��01y�ÊË�
���(�k�) qÆ�%�µ>�
*�\�LHTf?

   [01ú]

��

3-2. T{d� 3-3. }�G 3-4. 9:~�G 3-5. 

��
+I
\~
�3-4-1. =K
� 3-4-2. �K
�
 [()]

 ⓛ *+
 ② ,!
 ③ �-./
 ④ )0(    )

 [()]

 ⓛ ��
 ② ���
 ③ 1�)�
 ④ )0(    )

 [()]

 ⓛ ���
 ② ����
 ③ �23"
 ④ 4567�
 ⑤ )03"(  )

 [()]

 ⓛ ���
 ② ����
 ③ �23"
 ④ 4567�
 ⑤ )03"(__)

89: :

9:
1   �
9:
2 �
9:
3 �
9:
4 �
9:
5 �
9:
6 �
9:
7 �
9:
8 �
9:
9 �
9:
10 �

☞ �ª�rH�^��ÊË(�k������01���ef
☞ �¡2��D/Z�����>�2*�>UZj�01Ø�
��§��.

 3-6. (ÊË���<Z*�+,) N�%��X��-�D	Zà§�Q?

� D	ÊË: (          )k,   ② �D	ÊË: (         )k

4. 2013K�%´-, �����(�*�ª�µ��&ó¤
�n5��wHZà§�Q? (F
)

 ①  ���(À�wH  ② ¤
���9ù���â¤  ③ â¤Z7�¨�

5. 2013K�%´-, �����(�*�$��(�ky�&ó¤
����Zà§�Q?����

 ① $���r�µ|9�&ó¤
�¥7�¨�  ② U5�$��À�&ó¤
�¥�
 ③ ^��$��%�&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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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Û�V���É�Ä��tBZ[�)§�Q? ��Z*����^_�√`����a�b.����

 □ ① µ¶Ä�  □ ② b¡�Ä  □ ③ âèÄ�
 □ ④ b´�Ä  □ ⑤ péÄ�  □ ⑥ tBZ7�¨��

       (☞ Part Ⅳ ª8�-�%>) 

7. �����(�*��Ä�Ú£���-�Nij�Za�Q? ����

 ① 2W�Ú£�(☞ 7-1��/��-�%>)  ② �ª2T��5(��Ú£Zn���
 ③ ÇWÑ�IH��Ç2-5��Á¼�  ④ �Y(                     ) 

7-1. 2WÚ£H�+,, Ú£*��-�ÏT�Õ�Z[�)§�Q?����

 ⓛ Ú£��2¯%�)*���5  ② Ú£��2¯%��*���5�� ③ �3
 ④ $�  ⑤ ª~�  ⑥ ª�µ��x�2��
 ⑦ �Y�(                   )

Ⅳ. 
���

 1. ��h��µ�È�(�¢y�� ��. ��]*�H���µù�01ú(��N��a�b. 

   ※ 2014K�7«�31U��°�-�� ���a�b.

   1-1. ��������µ���H�
����(�ñj�3e5��5eQ7�JÓ	-�01���ef.

   1-2. ��������µ���H�
����(�ñj�3e5��5eQ7�JÓ	-�01���ef.

   1-3. ���������XÉ�
(HT)��3e5��5eQ7�JÓ	-�01���ef.

   1-4. ���������XÉ�
�(�t)��3e5��5eQ7�JÓ	-�01���ef. 

 JÓ�u��ÄXÉ%�)*�+,, ���JÓ���N�ef.

   1-5. �������ÕÖ$��
*�Nij�]Ñf? 3e5��5eQ7�JÓ��;mZn�01���ef

   1-6. �������xÚ$��
*�Nij�]Ñf? 3e5��5eQ7�JÓ��;mZn�01���ef
;m 3e 4e 5e JÓ�u��ÄXÉ

1-1. �µ���H��
(=�) L L L
1-2. �µ���H��
(È�) L L L
1-3. ��XÉ�
�(HT) XÉ XÉ XÉ XÉ ��JÓ:(   +   )

��JÓ:(   +   )

1-4. ��XÉ�
�(�t)
Ug�XÉ XÉ XÉ XÉ XÉ ��JÓ:(   +   )

��JÓ:(   +   )

õ
�XÉ XÉ XÉ XÉ XÉ ��JÓ:(   +   )

1-5. ÕÖ$��
 L L L L
1-6. xÚ$��
�����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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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h���������Ç^�T=���µ
*�Nij�]Ñf? �µ(3~5e)
��µù�01ú(�
01���ef.

   

   1-9~1-10�h�"l´l=�v*�¹�·¸�%��%��µ
���Ç^�2��
��;mZn�
       �µ(3~5e)
��µù�01ú(�01���ef.

�

�� {\(3-5�)

1-8. ���
1@�
{\�

  �







�
1-9. t���@
+I
(☞ Part Ⅱ�
2-4����
t���
@
}��W
��
R`
Skip)

1-9-1. +I
{\�

  �







�
1-9-2. ���
G�
�  �







�

1-10. �6��(��-
�� wx) +I

(☞ Part Ⅱ�
2-6����
�6��

}��W
��
R`
Skip)

1-10-1. +I
{\�

  �







�

1-10-2. ���
G�
�  �







�

(☞ 1-8, 1-9, 1-10 /���+,�3-5e��µ��H�(=��v*�È��r��k�) �(��01Z9	�.=)

 2. �µ^ý%���%�N7*�� �Q? �h�^ý(�N�ã%�)§�Q? 2014K��µ^ý�����°
�-�01���a�b.(F
)

 □ⓛ N�ã����  □② ^ý���=����
 □③ �]7*�¨¦�Ñ��,�^ý�=���ã���

3. �����h� X�k���µT�)§�Q?(F
)

 □ⓛ )��(☞ 3-1��/��-)  □② ���(☞ Part Ⅳ-�%>) 

 3-1. (k�2T�)*�+,) ��k���µ*�\�L �Q? 

  (            ) L

Ⅴ. 방과후 특성화 로그램 운  

 1. Z��Ul��ª�r�õÝô�-Þîh�Nij�%�Ný�Q?

□① MMNO�1�P�(�!�Q�·QR1�ST
□② UL�QR�)�1�VW(��X���YZ[KL�\�(]^�NO
□③ �_(                     ) 

□④ õÝô��-Þî����Z7�¨�. (☞ Part ⅥK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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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I«�> ��õÝô$±��-Þîl�¢öZn��������(�01Zn��a�b. 

�� �b���

2-1. 2-2. 2-3. 2-4. 2-5.

��
{Q

(‘v’��)
�F
��

�
EF#J(�F
J��
○�
���)

+I
��
j�

1'F
 
#">

¡�
¢J

({\#J
G£G)

¡�¢J
(¤�A
G-¡¥'

wx)

��
�E
#J

@¦
#J

[
1 ªN ①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2 t2�GN ②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3 ��,ÚA ③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4 �� ④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5
$;�-Þî
(T , bÔ��D)

⑤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6 W±(>²!>) ⑥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7 M"9 ⑦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8 
ª ⑧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9 ï# ⑨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10 
X�¢ö ⑩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11 lX ⑪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12 $%� ⑫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13 �Y�(           ) ⑬ ___Ü ① ② ③ ④ ___e _____��

※ □ bWc���dLef�gh�

※ bWc���dLefi�j)4�kl1m�23n�Uop.

 3. qAR�bWcdLef�j)1��n�lr[KL�Yrns�4�tG�uv�8w?(�5)

□① ��BC �Bjc □② ��' �xy�:�
□③ z{�; ��|A��/yx □④ �} �~�[�����c
□⑤ bWc��0��j ��
 □⑥ �_(                     ) 

※ bWc���dLefi�j)4�kl1m�23n�Uop.

 4. ��X�� ������ ����1!��qARA��bWcdLef1��n�9h��������
���678w? n{(��;Ji����r�n�U�)Q.(�5)

□① ��}����dLef�]���� □② bWcdLef�j)�Y5����(��___Y)

□③ bWcdLef �'C��N����(����_________��)

□④ �_(                     ) □⑤ õ	y�ty���

☞ x��②�l�③���cdy�+,, �k�\�IH7, õ	!>�z�ty%��k�«�Î»H79�01���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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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01)'(.

 2. 2�34
��56)7�������	
��8�9:;(? �	
/�<=)-�"#��&'(.

   >7�?@, '0'9A��"#�&'(
    2-1. ����	
���������7�BC��D?

    2-2. ����	
��1:��E;�F
G��BC�:;(? (��*HA��"#�&'()

    2-3. ����	
��IJ	:;(?  �K�LIJ	�:;(?  

  ["#$]

�	
�<=
2. 2-1. 2-2. 2-3.

	
� 1:�����
�����3)

1:��E;�
F
G(��*H)

IJ	 LIJ	
 1) M�N� _______9 _________O
 _________O
 _____9 _____9
 2) PQ� _______9 _________O
 _________O
 _____9 _____9
 3) RS� _______9 _________O
 _________O
 _____9 _____9
 4) RST6�� _______9 _________O
 _________O
 _____9 _____9
 5) U��� _______9 _________O
 _________O
 _____9 _____9
 6) 4V� _______9 _________O
 _________O
 _____9 _____9
 7) W+*�1)

_______9 _________O
 _________O
 _____9 _____9
 8) �6
(XI	) _______9 _________O
 _________O
 _____9 _____9
 9) YZN _______9 _________O
 _________O
 _____9 _____9
10) [\
(?L	) _______9 _________O
 _________O
 _____9 _____9
11) *](      )2) _______9 _________O
 _________O
 _____9 _____9

^�_ _______9

1) W+*�7�1`W+����ab. F�c7�d�������
2) *]: �ef@a�g�hb
3) 1:�������7�ij�k6�	
�+l��mG/�	
���no�������, '+Zp�*H, q
d�34
�r�F,)7�Gs(E;�F
G�d�) 

4) LIJ	t$�u*�_v	A�, wRd�56��x���y1�z_v��.t�>7�?@m. t��{�
��jj�8wR�t|��j�56��H�)1�L�}�1`t�~I}:�	/�IJ	A���. ����
��*[���J����.

※ ����2���t�����t�0-����e(z�e) [��������. 

    !�"#$��"#�&'(. ☞ "#)*�+�'�R��	
��e�V'/�01)'(.

 3. F��2013�����i~�2�34
�����t�0-���(�7�z�e)��w*��&d, ���&��
*[, 0-��������%%�}�&�w��(u, �����d�)

3-1. w* 3-2. ���&d 3-3. ���&��*[ 3-4. 0-����
� 9
� 9
� 9
� 9
� 9
� 9
� 9
� 9

※ □ 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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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4. ����`/�������I�r����t�y���D?(u�)

 ① y��(☞ 4-1����A�)  ② >� (☞ 5������)

4-1. ����`�w����t�y��K�����t� ¡)¢��D? ;.�£����/��;FO�¤¥
��&�w�.(u�)

 ① F
�;�}¦n�>��  ② F
�7�§¨An�}��;�N©b
 ③ �`)¢An�uwR�� O�ª  ④ ;]�(                            )

 5. 2�34
�����«�wR����/�F,¬�D? (u�)

 ⓛ F,b  ② F,)F��
 ③ wR��56�>�

Ⅶ. 부모교육  지역사회 연계 

※ ����N���e[�������. ��/�®�¯1�"#$��%%�"#��&'(.

 1. ���°�2013��1��i~�2�34
�r�qw�N��e��6±��D? �²�¤¥�&'(.(³�)

    1-1.  ´�K, 2013��1��i~�qw�N��e���R�8�µ�qw)¶n(? 

2013���qw�N��e���"#��&'(.

N��e�d·��` 1. qw-N 1-1. �R�qw�¸f
 1) �\¹ºt», �e¼9µ ① ½� ②  �� ��(       ) µ
 2) ¾�µ, ¿ÀÁ ① ½� ②  �� ��(       ) µ
 3) Â� ÃÄ��N��e ① ½� ②  �� ��(       ) µ�
 4) N��e��V�ÅN ① ½� ②  �� ��(       ) µ
 5) *](__________________) ① ½� ②  �� ��(       ) µ

 2. 2�34
t�2013��1��i~�ÆÇ�È�É.Ç��g��Ê}A��t`�FË���*[/����r��
²�¤¥��&�w�. (³�)

 □ 1) �ÌZ  □ 6) �Äw¼(ÍÎ[, ·�., Ï., +w[�g)

 □ 2) ZÐr  □ 7) 3 �eÑÒ
(3 lÓ�e
�hb)

 □ 3) ?Ôr(ÕÖZ)  □ 8) le×tw¼/�P.�g
 □ 4) fr[  □ 9) *]�lÓw¼(~+lÓ, f�*lÓ�g)

 □ 5) �Ç[  □10) *](w¼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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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개선 의견

 1. 2�34
/�WP)Kr�;.�w,)«�Ø¤)1�Ù��Ú��6±��D? (�;FO�¤¥)

��① w¼¼L�Ø¤  ��② Â� Ã���Û|
��③ �z�<�<��  ��④ ���,-�È�Ü@�Ø¤
��⑤ N��e�g�N��0-��ÝÄ  ��⑥ ����� i�LÞ�TI
��⑦ �	
�+�Ý�Û|  ��⑧ �T����`
��⑨ XIF
:ß��`  ��⑩ *]�(                   )

��⑪ >�

 2. 2�34
/�WP)Kr��à�=á��zI}�F
t�â�ã()�1����D? (�;FO�¤¥)

��① ä?Ø¤L  ��② �z�<·*�z�<�L
��③ ��:ÌL  ��④ �����	
:ÌL
��⑤ ,RåL, cæ3FL�g�WPL`  ��⑥ Â� Ã�WPL(É.Ç�L�g)

��⑦ m�V�g�*]?L�Nç  ��⑧ *]�(                   ) 

��⑨ >�

 3. 2�34
/�WP)Kr��à�=á��XI}�F
/�;.�ã(��)��D? (�;FO�¤¥)

��① .ÇFf(è¼é) g��e�[�  ��② XI��RZÄ
��③ ��ê�  ��④ N��e
��⑤ h|ê�  ��⑥ I��È��V�d·(��Ç���V�g)

��⑦ �T:ß�F
  ��⑧ z6µ_[��Â� Ã�g
��⑨ FË�µ�_  ��⑩ *]�(                   )

��⑪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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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원장 인 사항=>응답하시는 분이 원감 선생님이실 경우에는, 원감 선생님의 

인 사항을 어 주세요.

 1. � !�"#$�%&'()? 

① *+ ② ,+

 2. � !�-.$�/�0�1'()? 

                                 /�(           ) 1

 3. � !�2345$��67�8�()?

① 9��(3:;�� ) <= ② �4�(4:;) <= ④ �4>�?@�<=
⑤ �4>�A@�<=

 4. � !��	�B5$��67�8�()?

C���0D�E�1F.

① GH>��@�B5(>I�JK)                          L��(       ) :��(        )MN
② GH>�>O�B5�������������������������������������L��(       ) :��(        )MN
③ �P�Q��@(>O�JK) B5�������������������������L��(       ) :��(        )M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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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	JS�T�UHV�R�WX�+Y�  4) -Z��[>��	+Y�
 2) '\�]�^_�T�'\�]+`a�  5) b,�O�
 3) -Z�c9�	�+Y�  

  ������?  

  �	
������	
������������������������ �!�"#$�%&
'
(�)��%*�
���+,��. 

  -�"./���	
���0�20141��-�234�「���·����	
�	�	��	�	
��	��」0�56���7892�:;�<�=>�(?@�AB�CDE.*0�0FG��HI�
3JKLM��. 

  NO�P�QRS�T�U@�VW��0�X���Y@��ZA��[RK/�\G�],��. -�'[ 

�0� ^_`G� a��b:� cd�H� `(�e� NO�!� fb�� gh��. gibjWk�
l'm�fbn�a[�oM��.

20141�7p
�	
�����D�����>

□ de!�fgh�ij�kl m�no�����pq�r7�no s�t��u(�. 

□ v@wx�WX: yjd�jfH�v@z�(Aq�{O��☎ 02-3415-5181)

   □ v@T|�WX: 	d}-~\��$U -~�>��02-398-7716,  eskim@kicce.re.kr

¼�"#� □ ⓛ 
. □ ② 
ë □ ③ &m/N.�� □ ④ ��

F����Ë __________w·f�_________w·ì·<� XI<Ë □ ⓛ i
□ ② í·K

¼î3ï
□ ① E·î��t� □ ② �µ³Fð:��t� □ ③ ð:·ul�g���t�

□ ④ ñR��t� □ ⑤ 	.��t��� □ ⑥ ;I��t�

¼î�f ________� ���
-N

□ ⓛ P +ç □ ② .ò +ç □ ③ Ð�ó+ç
□ ④ .ò ô¬ □ ⑤ Ð�óô¬ □ ⑥ wR�.
□ ⑦ 24wR�e □ ⑧ *]�(                 )

List ID  ID

��������	
�����������

�������

[nq9�
�]

������ ����ID

����	 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 ���P�Q!�Z���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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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t���WP�wR/�}��&�w�. (j|}:��(j/�*HA��"#)'()

2-1. j��wõ�wR:     �+������____w�____=
2-2. j���V�wR:     �+(  )/�ó(  ) ____w�____=
2-3. �.�e��V�wR: �+(  )/�ó(  ) ____w�____=���※ □ �.�e�WP)F��                   

2-4. öj�e�WP�wR: �+(  )/�ó(  ) ____w�____=�~ 

                        �+(  )/�ó(  ) ____w�____=���※ □ öj�e�WP)F��
※ ���������	�
�����������.

5. 2���t���q������`�÷�, %����q�^�K}/�ø�&w*�ùú��. 

Ⅰ. 시설 황

 1. 2���t���ÌÎïû7��ü����ý�D? 

ⓛ uþÌÎ ② |;ÌÎ ③ ��ul�ÌÎ ④  Õ�
⑤ ··w¼�³¬ÌÎ ⑥ [\i ⑦ *](              )

 2. 2���t�t��`)1�y7�ÌÎ�÷�7�8�÷��D? ���7�÷���²�√����&�w�. 

□ ⓛ ({)F) □ ② 1÷ □ ③ 2÷
□ ④ 3÷ □ ⑤ 4÷�t| □ ⑥ 5÷�t|

 3. 2���t���Z3��7�m��ïû7��ü����¬�D? 

ⓛ �;(Z3) ② +'�
③ +�'� ④ �'�
⑤ ��(E·î���) ⑥ *]�

 4. 2���t���^K}����«�ý�D?

 
ⓛ �FK}:         ㎡

② �K}: ㎡

주) 지면 : 땅의 수평면상의 넓이, 연면 : 건물 각층의 바닥면 의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 2�
3�4
5��

-�
5��

67� 89 $)�
:;
�## # # #�

:;
�## # # #�

�#$���
%&#'$
(#)*�+

�
�

주) 특별활동실에는 음악실, 미술실, 공작실, 구연동화실 등 체능 교육실이 포함됩니다. 

 6. 2���t��r�t`)7�×t�7�6±��D? ��)7�Ú/��²�√����&�w�. 

□ ① q�×t��(☞ 6-1����A�) □ ② q�×t��
□ ③ °R�|�g���°R×t� □ ④ �|×t��
□ ⑤ :5×t� □ ⑥ �gÇ���·i�`����□ ⑦ *]
 6-1. (q�×t�:�?@) ｢��t�×tw¼�~+[\ð｣���)-�×t��×t*<��¼4�	���


¨��D?

① 	�
¨�� ② 	�
F�¨�
③ ���

Ⅱ. 운  황

 1. 2���t���WP�(j�����°��ü����¬�D?

□ ⓛ �(j�∼ G(j □ ② �(j�∼ �&��(j □ ③ �(j�∼ �&��(j
□ ④ �(j�∼ �&�j(j □ ⑤ �(j�∼ �&�j(j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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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F
�7�22O
�\�IL`�F
��P ����6|�eV, (F
w¼)��:ÌL, (P )

*��eV, \�I�WPF
G, \�I�����, ��56ä?Ø¤L�t����;��2���t
�t�[x�F�l�N��F

7��TG�����Út�yA��F
L`��BC��D?

F
��` F
�*[ u���/���F
�Gs

/�  �7������������
/�

/�  �7������������
/�

/�  �7������������
/�

/�  �7������������
/�

/�  �7������������
/�

/�  �7������������
/�

/�  �7������������
/�

※ □ �;F
�
7��TG�>��(☞ 4����A��ti)
 

 4. 2���t���WP�
µ��<Ý)1�y��D?

 ⓛ  ´� (☞ 4-1������)  ②  ���(☞ Part Ⅲ PËA��ti) 

 4-1. 2���t���2013��1��i~�WP�
µ��8�µ�WP)¢��D?

        2013�� 1��i~�^�(                )µ

   4-2. 2���t�t�WP�
µ��WP)7���y��;.���W����6±��D?

① WP�
�jI�TI������ ② WP�?Ó�È��ß�N©�
③ WP�
�:¤����� ④ WP��
�����[�
⑤ *](                 )

Ⅲ. �������․�	
 1. 2���t���~+�	�lÀ\���°������/�BCn��&, ;��	)1�y��D? 

   ����	�����¤¥)-�V��)�w�. ‘ç��’ ��7����k6�#���� !��<�*>�r�
   � ��S��}�&�w�.

<=
① 
��

1~2µ�

② 
=*��

1µ

③ 
���
1µ

④ 
�&�
1µ

⑤ 
�j

 

��
>� ç��

 1) *[��S��È�&��[\��	
 2) ������~+|û��	
 3) Ä.q, _u, q���eq(�q) ù��ê:
 4) ×�ëtn�N��~+�È�Õ �-N��	
 5) +¤�È�Ä*��	
 6) ;�!", ;�°R!"�#G�ê:
 7) cæ���~+$��g�~+�.L�|û�ê:
 8) ×t*<�1I�-N��	
 9) q��·*���%I

  ★ &r����1���k6�ç���¤¥`�<�*> 

 □ⓛ ��  □② 
. □③ 
ë��7�&m/N.���
 □④ XI	��6�	
  □⑤ ?L, YZ�g�[\	�	
�
 □⑥ �T�:ß(XI�T�g�F
:ß) □⑦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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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1��i~, ��;�*[��‧�N�r�
¨'�~+�e�����ïû���e��`����*�)-�&
�w�. 

<= ��
(>7�?@�‘0’A���ß)

ïû(³�"#�;�)

① �N�+�¾���Y
② ����+(��
③ 
.��l�e
④ |kkl�d·
⑤ ���°�jNO��N��e�0-
⑥ >�(☞���'0'�ß�w��i)*) 

 1) �ô~+�e  ��(        )µ
 2) vÎ�+`�e  ��(        )µ
 3) z��L�e  ��(        )µ
 4) Ý,ß�½Ð�e(Ý-.�hb)  ��(        )µ
 5) Ç��½Ð�e  ��(        )µ
 6) q�․3/�½Ð��e  ��(        )µ

 3. 2���t��r7�g‧)
�cæ/�WX¬�D? 

① WXb�(☞ 3-1번 문항으로 이동)  ② WX)F���(☞ 4번 문항으로 이동)

3-1. (cæ/�WX)7�?@) 2���t��r�Éz�WP)7��0�cæ����������*�r�
�S��� �}��&�w�. 

<=

Z3ïû W+� cæi1� ���t`� i��g
�w )
�w
 ⓛ Z3
 ② F�
 ③ +'2�
 ④ *](    )

 ⓛ 
.
 ② ���
 ③ W+*�
 ④ *](    )

 ⓛ 
.�
 ② ����
 ③ +ç:ß
 ④ i1~b�
 ⑤ *]:ß

 ⓛ 
.�
 ② ����
 ③ +ç:ß
 ④ i1~b�
 ⑤ *]:ß

u�: 9

cæ�1   9
cæ�2 9
cæ�3 9
cæ�4 9
cæ�5

 3-2. (cæ/�WX)7�?@) ��t�ôÇ2���g3)¢��D?

� g3cæ: (          )�,   ② ag3cæ: (         )�

4. 2013��tó�, 2���t��r7�P3 ��Ì¾	Ñ�-N��ê:)¢��D? 

 ① �Z�w�O�ê:  ② 	Ñw*�f!�w��	  ③ �	)F��

5. 2013��tó�, 2���t��r7��	
����Ì¾	Ñ/�qw)¢��D?

 ① �	
�°� 6f�Ì¾	Ñ�
F��  ② jN��	
O�Ì¾	Ñ�
�
 ③ �0��	
t�Ì¾	Ñ�
�

6. 2���t��r��������,Rå/�d·)1�y��D? ��)7�Ú/��²�√����&�w�. 

 □ ①  4å�  □ ② �+Rå  □ ③ ��å�
 □ ④ �óRå  □ ⑤ 56å�  □ ⑥ d·)F���

       (☞ Part Ⅳ PË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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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t��r7��å�T\��&����«�)��D? 

 ① �l�T\�(☞ 7-1����A��ti)  ② WP�;��N�r�T\)-�Å(�
 ③ kln�Ø:��k��N��7��  ④ *](                     ) 

7-1. �lT\:�?@, T\7�&��;�ç�)1�y��D?

 ⓛ T\����t�y7�M�N  ② T\����t�>7�M�N�� ③ 
.
 ④ ��  ⑤ PQ�  ⑥ P3 ���S���
 ⑦ *]�(                   )

Ⅳ. 
���
 1. �����e�P3 �j{�É8��[��`���. ���7�:
/�}��&�w�. 

   ※ 1-1~1-2��������P3 ���*�)1, 1-4�~1-8���P ���3 ���n��}��&�w�. 

   ※ 2014��6��30j�*HA��*���&�w�. 

   ※ �����t�>7��Ê����r7�*�)F�A9f�ý��.

<= 0' 1' 2' 3' 4' 5' ��:¬{
1-1. P3 �^�:
�(I
) 9 9 9 9 9 9
1-2. P3 �^�:
�(É
) 9 9 9 9 9 9

1-3. {�� { { { { { { {
����:(   +   )  

����:(   +   )  

����:(   +   )  

� <= P (0-2') 3 (3-5')

1-4. Mk��;I��P3 �
(☞ P (0-2'), 3 (3-5') %%���

1-1�� 1-2��"#;�<����r�
�ß)

 ^ 9  ^ 9

1-5. wR�.�e� t`�P3 ��� ^ 9  ^ 9
Mk���=��  ^ 9  ^ 9

1-6. áR‧24wR�e t`�P3 ��� ^ 9  ^ 9
Mk���=��  ^ 9  ^ 9

1-7. �(�e t`�P3 ��� ^ 9  ^ 9
Mk���=��  ^ 9  ^ 9

1-8. öj�e t`�P3 ��� ^ 9  ^ 9
Mk���=��  ^ 9  ^ 9

 2. 
 ��t�®�t>�F7�?��D?  �K��������t�y��D? 2014��
 ���w��*
HA��"#��&�w�.

 □ ⓛ ����>��  □ ② ���w�I
�a(@
 □ ③ a(�F7�¨An�A@����I
������

 3. 2���t����Z��*�P3 ;�y��D?

 ⓛ y��(☞ 3-1����A�)  ② >��(☞ 4����A�) 

 3-1. (�Z��*�P3 ;�y7�?@) ^��*�P3 7�8�9��D? 

 ⓛ P : (            ) 9  ② 3 : (            ) 9

※ 4����7�����	
�����������������. 

 ※ 2���t���wR�.�e/�)1�yAB;(?

 □ ⓛ ½ □ ②  ���(☞ Part Ⅴ�������)

☞ Part Ⅱ��2-3�����r��.�ewR�*z�w�ⓛ�, �.�e�WP)F�/�w�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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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wR�.�e/�ç�)7�&���7�<��D?

 □ⓛ j{��e�ç��çm��  □② wR�.�+ç��� □③ 
.
 □④ 
ë��7�N.���  □⑤ �T����7�F
�:ß��□⑥ *]�(                   )

 5. 56,åL���f��
��D? 1å�����BC�If�
��D?

 ⓛ 
��(              
)  ② 
F��  ③ �CD�
 6. wR�.��eV7�wR��LÞt�BC;�}�)�1�E%)��D? 

 ⓛ Éz��ij�(wR��2,700
)  ② |ÛTI�(           
)

 7. wR�.�e�df���@¤}:�Ø¤�(<����6±tF1�E%)��D?

 ⓛ :ÌL�F
u;�|Û
 ② w�G|�{��59� i�g3����d�HÄ
 ③ IJt�;IA��t`����d
 ④ �l:ßK�<L
 ⑤ wR�.�ew�d·�;��Â� Ã�ØM
 ⑥ :¬��{�����*H�C�
 ⑦ *](                               )

Ⅴ. 특별활동 운  

1. )>�j��WP�°�U��i����«�t>���D?

① jj_N~��O�)-r��+·�ó��WP
② &���ó�wR��?Ý)-�WP
③ *](                     ) 

④ U��i/�qw)F���( ☞ Part Ⅵ��ti)

2. 2���t��r��5�2Ø��i~��U��i��[�)-����%��Ê��"#)-�&�w�. 

<= Â� Ã9
qw
36
(0,X)

&�
��

ç���(�������○��)'()

t`
�5
��

1:�
���eL

�N
3 �e

(�e)

+·�

�N
U*+·�

(�E:
hb)

|&
+ç
��

IJ
��

1 P� P

2 d2�E� P

3 aQ,Tï P

4 �R P

5
�<Â� Ã
(;S, �C��g)

P

6 le(iõ�i) P

7 ûTf P

8 �P P

9 MU P

10 �Ç P

11 �Ç P

12 VW� P

13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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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WX��������M�������$�%&'()?

□① �	T|!�Ts� □② �	l!����v
□③ ���@!�+�{�+��� □④ �!�����>���
□⑤ #���#��s!��X □⑥ ]�(                     ) 

 4. ���P�Q������+��f���#������������� ��¡;���u()? �� ��
@�D�¢£��¤������.

□① �+��¥¦�§�¨©��'�ªm □② �#���s��Mt�;��(2�___M)

□③ �#���l|��«�;��(2��N_________¦>)

□④ ]�(                     ) □⑤ 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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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 1"#����
�����3)

1"#�$%�
&�'(��())

①*+�
②,*+��-.4)

 1) /�0� � 1� 1�
 2) 23� � 1� 1�
 3) 45� � 1� 1�
 4) 456
�� � 1� 1�
 5) 7�� � 1� 1�
 6) 89� � 1� 1�
 7) :;(�1) � 1� 1�
 8) �
��<��=>" � 1� 1�
 9) (?(      )

2) � 1� 1�
@�A �

1) :;(���BC:;�D�EFG. &�H��I�
2) (?"J: �KLMF�NG
3) 1"#�����������O#����;PE�Q'R����S�TU������S, V;WX�(), Y
I������Z�&[���'\($%�&�'�I�) 

4) ,*+��]�^(�A_�`S, a4I�	
D�b���cB�dA_��e��f��gMQ. �h�ij
S�kk�8a4��l�mk�	
D�)��B�,n�BC��o*n"��R�*+�`S�p. q��O
#�(=E�r+��st.

 3. &u�2013v�w�O�xo�������E��y��z{w���K(dK)E�m|h�z{}��D�n�
~�a��(^, �[K�I�)

a( ��K�m| ��K�~��(= z{���
� �
� �
� �
� �
� �
� �
� �
� �
� �
� �

 �� ������	
 1. ���CR��w�����*�Z������c����?

 ① c��(☞ 1-1����`S)  ② f� (☞ 2������)

1-1. ���C�a������c�����������������? %e������R�w�%&1�-.
O�~�a�.

 ① &�}%�n�T�f��  ② &�}����`T�n�}%�0�G
 ③ �C��`T�^a4���1��  ④ %?�(                            )

 2. ���������K�����a4���#R�&[���? 

 ⓛ &[G  ② &[�&���
 ③ a4��	
�f�



부록  225

Ⅶ. 부모 교육  지역사회 연계

 1. 2013v�1v�xo���������0�KR�� �*L�Ya�����? 

I¡�rC
 1) �>¢£�¤, K¥�¦ §�(       ) ¦
 2) ¨§¦, ©ª« §�(       ) ¦
 3) ¬S�®¯�0�K §�(       ) ¦�
 4) 0�K�}9�°0 §�(       ) ¦
 5) (? §�(       ) ¦

 2. ��������2013v�1v�xo�±²�³�´e²��µE�¶n`S��Cw�&·�r�(=R����Z�
�¸�-.O�~�a�. 

 □ 1) �¹W  □ 6) �®a¥(º»=, ¡§e, ¼e, ;a=�µ)

 □ 2) W½Z  □ 7) ¾¿KÀÁ�(¾¿PÂK��NG)

 □ 3) gÃZ(ÄÅW)  □ 8) PKÆ�a¥/�2e�µ
 □ 4) LZ=  □ 9) (?�PÂa¥(o;PÂ, L}(PÂ�µ)

 □ 5) �²=  □10) (?(a¥�:                 )

Ⅷ. 개선 의견

 1. ������R�:2��Z�%e�a[���Ç-�B�È��É��
Ê���? (w�%&1�-.)

 ① a¥¥,�Ç-  ② ¬S��Ë�Ìl
 ③ d � ��  ④ ��[{�³�ÍM�Ç-
 ⑤ 0�K�µ�0��z{�ÎÏ®  ⑥ ��j�¿x�,Ð�6*
 ⑦ ���;�Ï�Ìl  ⑧ �6���C
 ⑨ Ñ*&�"J��C  ⑩ (?�(                   )

 ⑪ f�

 2. ������R�:2��Z�� �!ÒE�d*n�&���Ó�ÔÕ��B�����? (w�%&1�-.)

 ① ÖgÇ-,  ② d ·(}d� �,
 ③ �"¹,  ④ ������"¹,
 ⑤ [4×,, HØ¾&,�µ�:2,C  ⑥ ¬S��:2,(´e²�,�µ)

 ⑦ Qj9�µ�(?g,�0Ù  ⑧ f��
 ⑨ (?�(                   ) 

 3. ������R�:2��Z�� �!ÒE�Ñ*n�&�R�%e�ÔÕS�����? (w�%&1�-.)

 ① e²&L(Ú¥Û) µ�K�=Ü  ② Ñ*E�4W®
 ③ §�Ýj  ④ 0�K
 ⑤ NlÝj  ⑥ *��³�}9�I¡(�²��}9�µ)

 ⑦ �6"J�&�  ⑧ d
¦A=Ü�¬S��µ
 ⑨ &·�¦§A  ⑩ f�
 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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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Ⅸ. 원장 인 사항

 1. �� �!"#�$%&'(? 

① )� ② *�

 2. �� �+,#�-�.�/&'(? 

                                 -�(           ) /

 3. �� �0123#��45�6�'(? 

① 78 ② 9��(3:;�<�) 8= ③ �2>(4:;) 8=
④ �2?�@A�8= ⑤ �2?�BA�8=

 4. �� �>C�D3#��45�6�'(? 

① �E<F�>A�D3(?G�HI)                         J��(       ) :��(        )KL
② �E<F�?M�D3�����������������������������������J��(       ) :��(        )KL
③ NO?�>A(?M�HI) D3���������������������������J��(       ) :��(        )K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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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ID  ID

��������	
�	�	��		�������

  ������?  

  

  �	
��	������	2014�	�������	「���·����	
�	�	��	�	�� 

��」�	����	����	�� !	"#	$%&	'(	)*	+,�	�-.	��/0	�123
4�5. �67(8	3~59) :;	+,	<	=> 	?*	@AB	(	C 	DEFGH�	IJ�5. 

8�	�67 	K	�� ! LM, #67(29	7) +,	<	(	C 	DEF	GHM	N�5. 

OP/	�	
�Q	(	R	DE�HM	S	TU�	V6?	DEWX.	YZ�$	Y	K�[�, 
�
\]&	^_	`ab�	
��c	(	R	defg	h&	g<i	DEF	GH�	IJ�5.

  DE�g	WXQ	jUk&	lL	���	mn	 o&	pq�	,X2�	r.	st�5. �	u, 

���	<vw.	x��H�	yz�/	w$�{	DE�]	GH�	IJ�5. I|H}L~ 

�uF	GHM	x,��4�5.

2014�	7�
�6Z����	�*		 		#

□ PAQR�ST: UVW�VXO�PAY�(☎ B�Z�[M��02-3415-5181)

□ PA\]�ST: CW�^+_`��a#b +_c?��02-398-7716,  eskim@kicce.re.kr

                                  <Qd +_c?��02-398-7756,  jinwhayu@kicce.re.kr        

[M��	Zf]

������ ����ID

����	 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 ��������	�
����������.

&����· __________a·L�_______a·Þ· � Ñ* · □ ⓛ x
□ ② ß·�

¥à¾á
(¾8�)

□ ① ¡àâ¥¾8� □ ② ¡à^¥¾8������ □ ③ $à¾8����
□ ④ �àã"¾8� □ ⑤ �àÇ"¾8�

¥à¾á
(����)

□ ① $¡à���� □ ② �¦ä&ã"���� □ ③ ã"·̂ P����
□ ④ å4���� □ ⑤ �e������ □ ⑥ %*����

¾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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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보육 로그램의 운

1. ����ef�gh�7����i#�.�/i&'(? +,jkil�gh���Dm, +,n�Io���
�/p. (qr)

�������	�
�����������������������

NO?>A�→ ⓛ -�3/ ② -�4/ ③ -�5/ ④ +,jk(-��/�+ -��/�+-���/)

�E<F�→ ⓛ -�2/ ② -�3/ ③ -�4/ ④ -�5/ ⑤ +,jk(-��/�+ -��/�+-���/)

⑥ -�0/ ⑦ -�1/
※ ��2s���2-1#��tu[�vw�Nx"��vw�yl�z��{�&'�. �|�2�y �uu}~� 

����y�}~�l��P�*�������vw�Nx"�����yl�W�����������/p. 

2. �tu[�vwNx"�����*	������/p. (�r)

  2-1. �����vwNx"��vw�yl���������/p. 

  

  [���]

 ! 2. Ya�{0 2-1. Îx�a4
Ya�&��� Ya�G Ya���gM�Îx�a4

 1) j�^�Îx ① ② kk����______a4���______!
 2) W�^�Îx ① ② kk����______a4���______!
 3) }¾-.�Îx ① ② kk����______a4���______!
 4) Y�Æ�,j	KÎx ① ② kk����______a4���______!
 4) (æçÎ�=�&L ① ② kk����______a4���______!
 5) èé�³�ê× ① ② kk����______a4���______!
 6) [4× ① ② kk����______a4���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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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w��QR�����·̀ Fqvw ��n��z��{�&'�. �����l��7���� 

�/p. q�2��{��X��Fq�vw����`Fq�vwl������Dm-������/p.

3. ���������·̀ Fqvw����|�4��w������vw#�$%&'(?(�r)

  3-1. ����, �|�4��w���������·̀ Fqvw#����.������'(?

 

  [���]

�·̀ Fqvw 3. ��*	 3-1. ����n
① Ya�&��� ②Ya�G

1) wd�� ① ② _____�
2) w� ① ② _____�
3) w� ① ② _____�
4) <��
�� ① ② _____�
5) � (�V��¡) ① ② _____�
6) pVvw ① ② _____�
7) �¢�� ① ② _____�
8) £¤�¥m� ① ② _____�
9) �¦G§ ① ② _____�
10) � G§ ① ② _____�
11) ¨©e ① ② _____�
12) 5ª ① ② _____�
13) �«(              ) ① ② _____�
14) �«(              ) ① ② _____�
15) �«(              ) ① ② _____�
16) �«(              ) ① ② _____�

�※ c�2��{��X��N¬�vwl�¬��Dm�-�4~5��{��������/p.

4. �� ��N¬vw�®¯����|�4��w�����������	
���#�$%&'(? (��K-�¬)

① °�®¯ ② ¯±®¯ ③ r·[2·P²®¯ ④ ³´®¯� ⑤ µ�®¯
⑥ Px(� )®¯ ⑦ ^��®¯ ⑧ �¶®¯ ⑨ ·¸¹®¯ ⑩ �«(         )

5. �� ��N¬vw�®¯����|�4��w�����������	
���#�$%&'(? (��K-�
¬)

① °�®¯ ② ¯±®¯ ③ r·[2·P²®¯ ④ ³´®¯� ⑤ µ�®¯
⑥ Px(� )®¯ ⑦ ^��®¯ ⑧ �¶®¯ ⑨ ·¸¹®¯ ⑩ �«(         )

������������ !�����"#$�%&'(�����)*�+��,�-�./�����

6. ����ef�gh�7����i#�2014:�3L	¹�2015:�2L(��1:y�eM2�<�.����
}~6����'(?                                             (                      �)

※ eM2�#�NO?l�º�
X�<t�����»��¢, �d¼½, �¯A��½��¡l�¾I. 

NO?�¿À�´?�Á^, Â<¹��<w�¡#�HI���Ã�.



230

 ※ ������(=E�Îx2·ë�d ��jw�Ë����. ì�d ��jOZ�¿í�îï]��
îïO�~VÕ.

7. ��(=��Îx2·ë����d %�c���? ¿í�d �¾{0D�-.O~VÕ.(ä�)

   7-1. ��(=���¾�B�Að�Îx2·ë�d %�~IëS�ñ!���,8ò��c�B�çì���
    ��? 

   7-2. �ó��, ììE�d E�ÎC�*L����T�òTÕ?

   [���]

��

7. 

�������	
7-1. 

����
���
7-2. 

����
���
① 
��

② 
���

① 
���
���

② 
���

③ 
���

  

④ 
���
��

① 
���
���

② 
��

③ 
��

④ 
���
��

 1) ����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 �!"���#�$%&�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012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3'12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7-2��Ë��Z�1 <��2��îï���TL�f��gM�7-3��Ë���îï�&��VÕ.

7-3. (7-2�����X����<�n�1 ���2�l����Dm) v]��n��Ä�����<N��$
%&'(?

① Å$���67�ÆWX� ② Çv�;s�È��ÃWX
③ NWÉ �Ê���Ë��Ì�X ④ >f>_��A]�½Í<��ÎÏX

 ⑤ �«(                                                )

8. ���������>A�������c��A]���½Í#�$%&'(? (�r)

① �I ② §Ð� �}~��ÑÒ�Ó��� ③ vw"�����(yÔ) 

④ �tu[�1k�� ⑤ wÕ�� ⑥ �«�(                   )

9. ���>r�Õ�������>f>_��;²�±�Ö(×#�r=�v]��) �M�v]n��Ø#�Ù#�
$%&'(? (qr)

① w®§��Õ ② �Ú�Õ ③ OHP/ Û�<Ü�Õ
④ AQ�Õ ⑤ Ýx�Õ ⑥ �Þ�Õ
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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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O?/�E<F�X��>f>_���ß�xà���?k'(?(qr)

① _á��m¬�â, ãp���>A�;²
② �S�X�uä����_á�*�A]��
③ >A���;²l�m¬�â, ãp���_á�
④ �«�(                                        )

11. �������oX��y�Ó�uu}~��²!l�c�*��M�å<��7����Õ��$%&'(?(qr)

① K0�³�Kô�Çõ�K�¬S� ② �¹ä&0�Çõ��K�¬S����
③ ¾8�/�����}P�Çõ�¬S� ④ 2¾¿�=Ü�ö&�I¡�¬S���
⑤ å4((=)÷P�I¡�lø®¯�¬S� ⑥ 3-5V�ù>�*�&LZ(O¥Z)

⑦ ¾=�(=(K¿m�&�úû, ¾¿KÀÁ�, §�¦�µ) I¡�¬S�
⑧ üý"�*���þ����������������������������
⑨ (?:(n�~VÕ)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Ⅱ. 교사 복지

1. �� �ui�¿��t��Ç�±�Ö, �����vwl����æ��\���y#��ç��n&'(?

※ 1)~8)���y �k}��9) uu����J�À$�yl�è��Ãn�������/p.

Îx�rC Îx�a4
 1) �÷�),, kkA� @������a4������!
 2) �÷�ÀÑ @������a4������!
 3) ²���%, k&��Ï� @������a4������!
 4) ½���*�&L @������a4������!
 5) �
·Ñ*�÷
 @������a4������!
 6) ²0��³�j"=A�÷
 @������a4������!
 7) ê×�(Çë�×�a4�NG) @������a4������!
 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4������!
 9) kk����@�	
�a4 @������a4������!

2. ¾8�/������ý���÷��� �*L�1�����?(^�)

① �M��1� ② 6'��1� ③ ������④ 6'�1�����⑤ �M�1�

3. ��¾8�/�����Z����BC�dA_�������������? (^�)

※¡à¾8��³�$¡à��������îï�I�
① ��1v�����② ��2v������③ ��3v������④ ��4v��l����⑤ dA_�f��&��
⑥ 1v��������⑦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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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Ü��¶��jw�1�L������. &'�	
���¾8�/����R�	
`S, ���
�¶ëS�E±R�∨O�~a(�����. �¸�îïO~Ò����.

① 

ám�é-ê
② 

Pë�é-ê
③ 

�ì��
④ 

Pë�-ê
⑤ 

�M�1�
 1) (æ�[{��) ① ② ③ ④ ⑤ 

 2) �#� ① ② ③ ④ ⑤ 

 3) ä&�.(K¿ê��µ) ① ② ③ ④ ⑤ 

 4) 	
�	�ê×a4 ① ② ③ ④ ⑤ 

 5) ê%k�� ① ② ③ ④ ⑤ 

 6) �e�r�E�W� ① ② ③ ④ ⑤ 

 7) Ñ*�÷
 ① ② ③ ④ ⑤ 

 8) ���	
� ① ② ③ ④ ⑤ 

 9) Å	�a4 ① ② ③ ④ ⑤ 

10) d � ��µ��÷�&�� ① ② ③ ④ ⑤ 

11) �&��"JE�ñ!�*L ① ② ③ ④ ⑤ 

12) ���jw��¦n�"× ① ② ③ ④ ⑤ 

13) �÷),�a4E�ñ!�*L ① ② ③ ④ ⑤ 

14) ôW�µ��%��÷� ① ② ③ ④ ⑤ 

15) »>n�	
�Ög ① ② ③ ④ ⑤ 

16) æ"�nÏ�E�0�Ï� ① ② ③ ④ ⑤ 

17) ¹»�r�ê×�¡4�ñ!Ï ① ② ③ ④ ⑤ 

18) ²0�hE�lÙ� ① ② ③ ④ ⑤ 

19) ;�Ï�Çõ�(¦(§��µ) ① ② ③ ④ ⑤ 

20) �Y/ 
Y�µ���¡4 ① ② ③ ④ ⑤ 

Ⅲ. 유아교육/보육에 한 의견

1. �Îw�K․�K�ÎxR��O����ì�§�ëS�%e�n�w�w�i�*�������ýB�çì��
��? §��iëS�%e�n�w�"���D����n��~VÕ.

�������� 	
�����������

�����
����� ���� ����
�������� �������� ��������

�� !���
��"�� �#�� �$�� ���� ���� ����
�������� �������� �������� �������� �������� ��������

2. �E��e�Z�Y(�KY)E�Ög� Ï�T�a¥, ��Æ��Ög�µR�Ç-w���%e�M-n`
S����ÔÕ%���É��
Ê�ýB�����? �T1��ý, Ç-R�w��� Pn`S�
ÊR���
��Ç-OÒ�w�B�çì��&��~a(�����. 

① ®eY�� ② [4×�2·/×#/6>Y
③ -.Îx�2·� Ï ④ Yr�a¥·¥,��
⑤ ��Æ��a¥, ¡4� ⑥ ���
Y�µ
⑦ Y(�KY) ���Yr�¡4�a¥·¥, ⑧ �¹Y, 35Y�
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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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Z�îï�ð���Æ��Ög��jOZ�Ç-R�w��� Pn`S�
ÊR�����Ç-OÒ�
  w�B�çì��&� Pn`S��~a(�����.

  

3. �	�����������������������. 

Ⅳ. 교사 인 사항

1. �� �!"#�$%&'(? 

① )� ②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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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BA�8=

�E<F�>A�→ ① 78 ② 9��(3:;�<�) 8= ③ �2>(4:;) 8=
④ �2?�@A�8= ⑤ �2?�BA�8=

4. �� �>A�D3#��45�6�'(? 

※ ¾8�����ð�gM���¾8��gJR�/ ��������ð�gM��������gJR�i�
a�îïO�~VÕ. f`��0R���~V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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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F�>A�D3��������������������������������������� (       ) :��(        )KL
③ J�D3����������������������������������������������J�� (       ) :��(        )KL

5. �� �2014:��í����L�`î#��45�6�'(? (/9ëï) 

① �ðÐ�:         (                      )-?
② r��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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