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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육시설에서 영아 안전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며, 그 결과는 사고 당
사자인 영아에게 치명적(致命的)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육시설, 유치
원과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아동복지법에 근거하
고 있으나, 보육현장에서 실제로 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에 대한 교사와 시설장의 책임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보육 환경평가 등의 연
구와 안전에 관한 교사의 인식에 관련된 연구는 많았으나, 정작 필요한 안
전교육의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
의 유형을 조사해보고 이를 대처할 수 방안과 안전교육의 실태가 어느 정
도인지 알아보고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조사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확
보하고자 한다.
주제어: 보육시설, 영유아,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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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사고를 접한다.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의 사고
는 심각해지고. 이는 아동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체에 심각한 이

罹患) 초래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건강문제

환(

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아동 1~14세까지의 아동 사고는 매우 심각해, 사망의
제1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도 1~14세 아동 사망자 7,643명 중 51.5%가 사고
로 사망하였음을 감안 할 때 사고가 사망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

傷害)는 질병(疾病)으로 인한 사례보다 더 크게

라도 사고로 인한 아동의 상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통계청, 2012).

최근의 한국가족 구조상으로 볼 때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보
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보육시설의 종
일반 운영도 점차 확장되고 있어 보육시설은 영유아에게 제2의 가정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루 중 상당 부분의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영유아들은 발달특
성상 이웃의 사물이나 주변환경에 대한 호기심(

好奇心)이 많고 탐구하려는 욕

구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운동 기능은 그와
반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영유아는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식과 판단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어느 시기보다도 사고에 노출되
기 쉽다(남혜경, 2001).
보육시설에서 영아 안전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며, 그 결과는 사고 당사자

致命的)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 영아에게 치명적(
적이지 않다고

설령 안전사고가 치명

도 사고가 나면 시간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나타

나는 사고한 상처라도 영아의 건강과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그
것으로 인하여 활동과 학습에 참여하는 일이 일시적으로 중단 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는 영아 자신을 물론 그 가족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스
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1997).
영아를 위험한 사고로부터 보호하던 일은 과거에는 부모의 절대적인 책임이
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보육연령(

保育年齡)이

점차 낮아지면서 만2세 이

하의 영아들의 하루일과의 많은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게 되어, 교사들은
영아를 안전하게 보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의 비중이 커지며, 중요성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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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영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영아 스스로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수준에 알맞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장소영, 2011).
보육시설,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아동복지
법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한 안전교육 내용과 시간은 보육현장에서 실

窒息

제로 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영아돌연사, 질식사고(

事故) 등 많은 사고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교사와 시설장의 책임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책이 요구된다.

안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아대상 보육시성의 안전사고 및 안전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장소영, 2011), 유아안전교육의 운영실태
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구자숙, 2009), 유아교육기관의 안전 환경 관리 정도
및 안전교육 실천정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연구(박미영, 2009), 보유아교육기
관의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해정, 2009), 영유아 보육
시설 안전사고 실태 및 종사자 인식연구(이순영, 2009).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
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해미, 2007), 안전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문숙희, 2006), 유아교사의 안전교육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이영희,

·

2004), 영 유아 보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방법 및 교사인식에 관한 연구(심용

옥, 2005),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욕구 조사 : - 인천광역시 민간 보육시설을 중
심으로 -(구명자, 2005), 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경상재, 2005), 유
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장지현, 2003), 영유
아 보육시설의 안전교육 실태와 개선방아나 연구 : - 서울시 4개 구립 어린이
집을 중심으로 - (김경희, 2002), 보육시설의 영유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
단과 프로그램 개발(남혜경, 2001),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강점연, 2001),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보육 환경평가(정인자, 1998)

등의 연구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교사의 인식에 관련된 연구
는 많았으나 정작 필요한 안전교육의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조사해보고 이를 대처할 수 방안과 안전교육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조사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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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영유아 보육 시설의 개념 및 의의
1) 영유아 보육의 의미
일반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개념 및 기능을 많은 학자들이 여러 방면으

로 설명하고 있다. 데커(Decker)에 의하면 보육은 부모와 가족, 지역사회에 대
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모든 영유아를 위해서 발달적

ㆍ문화적으로 적합하

고 부모의 참여와 가족의 협력을 포함한 영유아와 부모 모두의 건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했다. 케타이(Khetani)는 보육을 보호와
교육 이외에 사회 서비스와 의뢰 서비스를 추가로 했다. 그리고 시카고 디.에
이치.에스(Chicago DHS)는 보호와 교육 영역 외에 사회서비스와 부모참여를
주요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김진이(1998)는 보육은 그 대상과 주 기능에 따
라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경험을 주는 교육,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
호 하는 차원, 또는 가족에게 교육적 기회를 보상해 주고 문제와 갈등을 해결
해 주는 보상서비스, 지역주민의 가족복지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
원을 활용하는 지역사회교류서비스로 그 기능이 구성된다고 했다.
표갑수(2005)는 보육시설의 기능을 사회사업적 측면에서 예방적 기능, 보호
기능, 교육적 기능, 가정의 지원 및 보상 기능,.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
램의 개발 기능, 지역사회의 효율적 조직 기능 등으로 서술했다. 이혜숙(2001)
은 보육시설의 기능을 영유아와 부모,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즉,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는 발달적 서비스, 개별화된 서비스. 특수욕구에 대한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또한 부모를 위한 보육서비스는 부모참여 서비스, 부모
지지 서비스, 부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 나누었으며, 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가족지지와 보존의 서비스로 구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사회 봉사, 지역사회연계조직으로 구성
하였다.

ㆍ

서술한 바와 같이 보육을 정의해 영유아의 발달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풍부
하게 제공해 주는 복지 서비스의 기능과 교육, 보호, 영양, 보건, 안전, 정서 및
사회활동, 부모참여, 가족서비스, 정보 및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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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유아 보육의 역할

·

영 유아 보육의 역할은 우선 영유아보호, 영유아교육, 가족지원, 지역사회연
계 등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보육의 역할
영유아에 대한 보호적 역할을 영양,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충
분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해 주며, 신체적

ㆍ정서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그
럼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영숙 외, 2003; 이순영, 2009). 그러므로 보육시설에서의 보호는 보육
시설의 일차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것이다.
(2) 영·유아 교육 역할

ㆍ

ㆍ

Frede(1995)는 교육 내용은 사회 정서 발달, 인지 언어 발달, 신체발달의

제 영역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
면, 질 높은 프로그램은 영유아에게 협력놀이, 사회적 경쟁, 문제해결, 인지적
발달, 언어발달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육시
설의 교육내용 구성은 기초적 개념 인식을 통한 인지발달, 타인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협력하고 나누는 경험을 통한 사회성 발달, 그리고 정서적 발달과 신
체적 발달 등 통합적 내용으로 구성된다.
(3) 가족지원 역할

ㆍ

가정의 육아불안에 대한 상담지도, 육아 지원, 보육 상담, 긍정적인 부모 자
녀 관계 기법 교육, 자녀양육 서클 지원, 위기개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김진
이, 1998).
보육시설은 부모의 정서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모에게 있어 보
육에 대한 만족도는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강화시킨
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제공

96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함과 동시에, 부모들의 자녀 양육관과 양육태도를 개선을 통한 긍정적인 부모

ㆍ자녀 관계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최근 부모,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정보 제공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 정상행동과 초기 문제행동의 대처법, 안전하고 건전한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등 여러 가지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된 정보를 원하고자 한다.
(4) 지역사회 연계 역할
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김진이,
1998). 더불어 지역사회는 아이들에게 그 사회의 도덕성, 사회관계, 가치관의

경험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김경희,
2005).

지역사회 주민들의 써클 활동, 다양한 행사 개최, 방과 후의 시설 개방 등
보육시설은 보육활동 제공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자원 활용,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서 지역
사회 관계망 형성 등의 상호관계를 잘 맺도록 해야 한다(심용옥, 2005).

2. 영유아 안전교육의 중요성
영유아 시기의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스펠쯔(Speltz, 1990)는
5세까지 기본적 안전태도들이 형성되고 그 이후의 태도변화를 위한 신중한 계

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영유아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 번 형성된 안전에 관한 태도는 일정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영유아기는 안전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유아기에 바람직한 안전에 관한 태도
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이종경, 2001)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발달 상태이므로 자기조절
능력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김성
희, 2000).
그러나 이러한 발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성숙은 유아기의 여러 안전사고
와 관련성이 높다. 더구나 유아의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욕구는 신체
적 등의

측면에서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영유아가 안전사고의 발생빈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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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유아 안전교육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보육시설의 안전교육 내용에 관
한 규정을 찾아보면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1)을 들 수 있다. 개정된 아동
복지법(법률 제6148호 제9조에서는 아동의 건강 및 안전조항을 신설하였고, 동
법 제9조 3항에서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안전, 약물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안전교육
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27일 개정된 아동
복지법시행령 제4조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1항에 아동복지시설 및 영
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안전교육기
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근 2008년 12월 24자로 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의 안전교육기준을 보면 <표

Ⅱ-1>와 같다.

<표 Ⅱ-1> 안전교육기준(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3)
교통안전

구분

실시
주기
(총
시간)

교육

2개월 1회이상
(연간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재난대비

성폭력

교육

안전교육

예방교육

방지교육
3개월 1회 이상

12시간이 (연간 10시간

상)

약물오남용

이상)

3개월 1회

6개월 1회 이상

이상

(연간 6시간 이

(연간6시간 이상) 상)

전지식
2. 교통관련법규
교육

준수정신

2. 장소ㆍ상황별
실종ㆍ유괴예방
지침

내용 3.안전장구 착용 3 . 유괴ㆍ유인시
의 생활화

대처방법

4. 기타 교통안전 4.유괴ㆍ유인목격
관련 내용

시 신고요령 및
절차

1) 법률 제6148

(연간6시간 이상)

1.아동 및 청소년

1.아동실종
1. 올바른 교통안 발생상황

6개월 1회 이상

1. 화재ㆍ붕괴ㆍ
1. 약뮬의 종류ㆍ

범죄발생 현황

폭발 ㆍ화 생 방 2.성폭력 예방지

중독성 및 오ㆍ

사고 등 각종

남용 의 폐해

재난예방 및 안 3.성폭력 발생 시

2.법적 처벌기준

전관리 요령

침
대처방법

3.기타 약물 오ㆍ 2.위험물 취급요 4.법적처벌 및 취
남용예방을 위

령

업제한 규칙

해 필요한 내용 3.재난 시 안전행 5.성폭력 범죄의
동 및 대피요령

신고요령 및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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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통안전
교육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교육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

교육

안전교육

예방교육

1.전문가(또는 담
당자)강의
2.시청각 교육
3.실습교육 또는 1.전문가(또는 담 1.전문가(또는 담
교육

현장학습

당자)강의

방법 4.수업(프로그램) 2.시청각 교육
내용에 반영

당자)강의
2.시청각 교육

3.현장방문-학습 3.현장방문-학습

5.일상생활을 통

1.전문가(또는 담 1.전문가(또는 담
당자)강의

당자)강의

2.시청각 또는 실 2.시청각 또는 실
습교육
3.사고사례분석

습교육
3.사고사례분석

한 반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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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영유아 안전보육프로그램은 총 12개의 활
동주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 할만 것은 ‘우
리집 안전’이라는 주제로 가정과의 연계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집
안에서의 안전과 성에 관한 안전, 물놀이 안전, 교통안전, 스포츠 안전 중에서
자전거 타기 놀이터 안전등 에 관해서 부모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Ⅲ.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실태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
한국사회는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증가율 둔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면
서 자녀의 양유책임을 단지 가정에만 두지 않고 사회 전체가 전담함으로써 여
성인력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사회전반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자녀양육을 분담하려는 한 가지 방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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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보육수요가 점점 증가되고 보육하는 아동이 많아짐에 따라 보육시
설에서의 양육되어지는 형태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회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예이츠(Yeates), 도일(Doyle)와 레이미(Ramey), 맥피(Macphee) 등은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경험을 한 영유아는 전반적인 성장발달에 지장을 받지 않고 신체

·

적 지적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여졌다.
서술한 바와 같이 영유아기의 성장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부모의
양육과 혹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보육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양육관점과 역할, 영유아 보육시설의 질적 보육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어졌는
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과 좋은 보육프로그램,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자질과 능력이 고루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1) 영유아 보육현황
영유아 보육법상으로 보육대상 연령아동(6세미만)은 350만명, 보육시설을 이
용하는 아동은 25%인 899,533명(’04. 6월)이고, 전체 영아(0~2세)의 14.4%와 유
아(3~5세)의 33.7%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보육시설 연도별 보육 영유아
현황은 1990년도 48,00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으나, 2004년 9330,252명의
아동이 보육 받고 있다(12월 31일 기준). 무려 14년간 보육아동의 숫자는 19배
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영유아 현황
1995년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3개년 계획(1995~1997)이후, 1995년 총 영유아

수 3,977,000명 가운데 293,747명(7.4%)이 보육시설 보육되어 졌으며, 2004년 총
영유아수 3,497,255명 가운데 930,252명(26.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육영유아
수도 매년 5만명(12.1%)정도 늘어나고 있다.
12월 31일 기준 2004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 국공립시설의 보육영유아수

는11.5%, 민간은 743.3%,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는1.2%의 비율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2)의 영유아 숫자는 비교적 높은 비육 87.1%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보육되어지는 영유아 숫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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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보다 민간보육시설의 영유아 숫자가 비교적 많은 비율의 운영 형태
로 되어짐을 알 수가 있었다.
시설유형별 보육정원을 현원(

現員)과 비교하여 보면 2004년(12월 31일 기준)

도 전국적으로 정원 충족율이 불과 82%정도이지만 국공립시설은 94%로 비교
적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의 개인은 82%정도이고, 놀이방식 가정은 67%의 정
원미달로 시설운영의 형태를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민간의 규모가 비교적 낮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같이 현재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저소득층의 경우를 보면 보육
료가 비싸고, 중산층 이상의 경우는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
하는 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영유아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시설의 종류로는 형태별, 설립주체별, 운영주체별, 운영시간별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영유아 보육법 제정(1991년)이후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
육시설 확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해 왔다.
1990년말 1,919 보육시설에서 48,00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었으나, 2005

所

년 현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숫자가 26,903소( )에서 930,252명

·

의 영유아가 보육 운영되어 지고 있다.

·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국 공립 보육시설 보다 훨씬 많아 보육의
대부분이 민간보육시설에서 형성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의 국공립시설
의 숫자는 전체의 18.7%이며, 민간중에서의 가정보육시설이 78.1%로 나타났다.

·

또한 아동의 수는 국 공립이 52%였으나, 민간의 아동숫자는 44.7%로 민간운영
보육아동숫자가 비교적 적음을 알 수가 있었다. 보육수요자의 의견을 조사해

·

보면, 국 공립 시설의 이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또한 믿음과 질적인 측면에서
의 수준이 민간보다 높다 라는 의견이 높았다.

2) 가정보육설도 포함됨.

한국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101

2) 연도별 보육시설 설치 현황
한국의 2004년도(12월 31일 기준)의 현재 보육시설은 전체 26,903개이며,
25,311개소 94%, 직장은 243개소 0.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91년에서 2004

년 국공립시설은 503개소에서 1,349개소로 2.6배 증가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은
1,237개소에서 20,21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이 19개소에서 243개소

로 12.7배 증가하여 0.9%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 연도별

·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국 공립시설 보다 민간시설이 비교적 높았으며, 민간시설
가운데개인시설의 증가율이 높음을 알 수가 있었다.

3) 영유아 보육시설수의 증가

·

우리나라는 2005년 보육사업의 주요추진계획으로 국 공립 영유아 보육시설
의 확장으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밀접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 등에 우선 설
치를 하여 신축 400개소3)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보육시설의 적당
한 확장으로 보육 수요 욕구가 높은 지역에 보육율을 높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비율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리체계
1)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종사자 현황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좋은 보육환경과, 비교적 양질의 프로
그램 서비스,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질과 능력이 고루 갖추어져야 한
다. 그 가운데에서도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해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육의
질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맥트리(Mccaetney)와 필립(Phillips)은 보육의 질이 아동의 인지능력과 사회
성 발달에 관계가 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보육관리자의 경험과 보육교사와 아
동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문주리, 2002; 김경
희, 2005).
3) 2004년 1,344개소⇒2005년1,74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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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커(Decker)는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프로그램 관련직과 비관련직으
로 구분하였는데, 프로그램 관련직은 유아의 교육에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시
설장과 특수교사, 보조교사, 지원자들을 의미하고 관련이 없는 직은 보호와 교
육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것을 담당하는 영양사, 취사원, 의료인, 심리학자개별
사회사업가,

관리인, 사무직원 운전기사, 자원봉사를

포함한다(김광웅 외,

1997).

2) 보육시설 종사자의 종류

․유아의 보육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지

보육시설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영

․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 관리

칭한다. 한국의 영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어 지고 있다. 보육시
설은 시설장이외에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관련 자를 두어야 하며, 별
도로 개별시설의 재량으로 사무원과 운전기사 등을 둘 수 있다.
<표 Ⅲ-1>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구분

수

배치기준
전보육시설별 1인

시설장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은 보
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 할 수 있음
· 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자격기준
영유아 보육법 시
행령 별표1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영아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영아 7인당 1인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유아 15인당 1인
보육교
사

1인

·만4세 이상 만5세 미만→ 유아 20인당 1인

영유아 보육법 시

※유아 40인당 1인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함

행령 별표1

·취학아동→ 20인당 1인
·장애아 3인당 1인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
야함
간호사(
또는
간호조
무사)

1인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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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

배치기준

103

자격기준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단독영양사 채용이
영양사

1인

어려우면 동일 시. 군. 구의 5개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

상동

로 영야사를 둘 수 있음.
취사부

1인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자료: 여성부,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2005, p. 85.

위의 <표

Ⅲ-1>에서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유아의 수는 교사가 전

문적인 능력을 발휘함과 근무조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사의 측면에서는

담당하는 유아수의 증가하는 것은 교사들의 직무의 과중함과 스트레스의 원인
이 되며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며 교사의 건강악화와 이직율을 높이는 원
인이 되기도 한다.
2005년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만 1세미만의 영아는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고, 만3세에서 만4세미만의 유아수가 20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한 것도 그
동안의 일선의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Ⅲ-2>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구분
계

계

민간

국.공
립

(단위 : 명)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직장

가정
(놀이방)

125,147

13,145

86,635

16,797

6.519

63.319

1.746

23.621

서울

24.745

5.962

13.694

488

813

12.393

481

4.608

부산

7.657

775

5.866

1.052

420

4.394

64

952

대구

5.698

181

4.847

1.654

370

2.823

45

625

인천

5.401

451

3.712

181

424

3.107

72

1.166

광주

4.441

176

3.192

1.233

267

1.692

46

1.027

대전

3.261

217

1.858

462

52

1.344

113

1.073

울산

2.536

150

2.009

144

111

1.754

43

334

경기

28.024

2.230

17.656

1.138

936

15.582

476

7.662

강원

3.853

562

2.882

1.227

119

1.536

14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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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국.공

계

충북

5.143

256

4.090

1.364

155

2.571

80

717

충남

5.271

263

4.264

1.137

629

2.498

67

677

전북

6.190

274

4.933

1.993

175

2.765

23

960

전남

5.037

263

4.003

1.610

742

1.651

53

718

경북

6.813

580

5.439

1.114

414

3.911

62

733

경남

8.062

677

5.516

989

428

4.099

65

1.804

제주

3.015

128

2.674

1.011

464

1.199

43

170

소계

립

법인

법인외

직장

가정

구분

개인

(놀이방)

*자료 : http://children.seoul.go.kr 검색, 2005. 5. 10.

위에서 살펴본 바 <표

Ⅲ-2>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는 총 125,147명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서울지역과 경기 지역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현황이다.

보육시설 종사자 유형벼로 채용된 종사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같다.

Ⅲ-3>과

보육종사자의 총 125,147명중 가장 많은 종사자 비율을 보이는 것은 보육교
사로 61%(77,395명), 시설장은 21.4%(26,903명), 운전기사 등 기타가 6.5%(8,155
명), 사무원, 취사원이 각 각 0.9%, 간호사 0.5%, 영양사 0.4%의 비율로 종사하
고 있다.
<표 Ⅲ-3> 보육시설 종사자 유형별 채용 현황

구분

합계

합계

시설장
40인 40인
소계

미만

이상

시설

시설

125.147 26.903 19.478

보육교사

운전
간호

소계

1급

2급

사

영양 사무
사

655

503

1360 16494

24745

5035

3675

부산

7657

1529

1041

488

대구

5698

1182

854

인천

5401

1235

광주

4441

1000

원

취사

기사

원

등
기타

7.425 77.395 47495 29900

서울

(단위 : 명)

1238 10153

8155

8453

8041

134

49

160

2116

756

4712

1096

1616

74

73

59

621

565

328

3668

2523

1145

47

16

83

342

348

976

259

3260

1619

1641

24

11

52

439

377

642

358

2694

1866

828

34

53

84

275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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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시설장
40인 40인
소계

미만

이상

시설

시설

보육교사

운전
간호

소계

1급

105

2급

사

영양 사무
사

원

취사

기사

원

등
기타

대전

3261

897

756

141

2091

1370

721

3

3

25

151

90

울산

2536

594

439

155

1587

1003

584

19

4

14

236

82

경기

28024

7133

5829

1304 16439

8425

8014

103

101

180

1994

2042

강원

3853

755

419

336

2368

1968

400

5

4

38

362

320

충북

5143

850

515

335

3152

2309

843

33

17

56

524

487

충남

5217

1074

696

378

3200

2088

1112

16

23

50

480

423

전북

6190

1146

653

493

3586

2650

936

28

27

117

697

588

전남

5037

865

468

397

3070

2419

651

17

29

99

502

448

경북

6813

1301

864

437

4253

3265

988

60

49

100

536

508

경남

8062

1903

1408

495

4902

2921

1981

43

36

96

569

511

제주

3015

404

243

161

1919

1520

399

15

8

25

309

331

* 자료 :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2004. 12. 31. 통계자료

3) 시설장과 보육교사
(1) 시설장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기준에서는 보육이나
유아교육과의 직접적 관계가 없어도 시설장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볼 수 있
다. 가정보육시설과 영아전담시설에서도 시설장의 자격은 현장경험과 교육을
지도한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격이 주어진다.
장애아 전담시설도 대학교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자도
시설장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보육의 현장경력 없이도 될 수 있는 자격기준
은 전문성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교육훈련 시설 경력이 있는 대학
강사라 해서 시설장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영유아 보육시설의 전문성과 보
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순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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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부모를 대신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육시
설에서 지내는 영유아에게 보육교사는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기본적 욕구
를 충족시켜 주는 양육자인 동시에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돕는 교육자가 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

·

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부모와 가족 동료 교사와
직원 등 다양한 성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NAEYC은 아동의 최적의 발달은 아동과 교사와의 긍정적 지원적 개별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하였다(박정숙, 2007).

그러므로 교사는 질적으로 높은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이루려면 항상 연구하
고 교수방법을 개발하며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보육교사의 전문성
보육시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격기준을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보육교사의 자격 항을 보면 보육교사는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

보육교사들의 자격기준을 종전의 1 2급 등급체계에서 1 2 3급의 등급체계로
바뀐 것은 좀 더 보육교사들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
인다. EH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18조의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의 자격을 검정받고 보육교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 보
육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이 있음을 숙지
하도록 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전문성과 보육서비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 23종에 의해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제 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
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들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
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 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

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을 원
칙으로 한다(서영숙 외, 2005).
보수교육을 통해 현재교사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이론적 측면에서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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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발달 특성과 관련하여 재확인해 보고, 놀이실에서 실제 자신이 겪고 있는
교사 역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② 영유아 보육교사 대 보육아동의 비율

영유아보육시설에서의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유아의 수는 전문적 능
력을 발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놀이와 행동양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 진다. 종전의 영유아보육법과 신 법령의 개정 <표

Ⅲ-4>에서는 그 동안의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교사측면에서 담당유아수가 증가할수록 직무의 효
율성이 떨어지고 교사들의 피로 및 소진함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표 Ⅲ-4> 아동대 보육교사 비율
구법령

신법령

(단위:명)
비고

-2세 미만 5인당 1인

-0세 3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1세 5인당 1인

-3세 이상 20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취학아동 30인당 1인

-3세 15인당 1인

<기존시설은 ‘06.2.29일까

-4세 이상 20인당 1인

지 갖추어야 함>

(40인당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자격이나

1인은

(만 4세 이상 유아 40인당

보육

교사 1인은 보육교사 1급

교사 1급자격자여야 함

자격자여야 함)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관리의 문제점
1) 보육대상
보육되어지는 대상의 선정과 입소순의는 영유아 보육법4)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과거보다는 현재가 어느 정도 보육의 입소순위와 입소자 결정에 있어
4) 제28조 시행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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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ㆍ구청장은

서 시

저소득층 아동과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저소득

층 보육대상 아동이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국ㆍ 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현재 전체의 보육시설유형에서 민간 보육시설에서 국-공립보육시설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옮기는 이유는 소규모 시설의 민간보육시설보다는 가능하면
시설 규모로도 대규모이며 정부의 지원이 많고 안정적이며, 보육종사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결과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에 커다란

ㆍ

어려움이 있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국 공립보육시설에
보육수요자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부족으로 아직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하여 사적 시장에 보육이 맡겨지고 있어 보육수요자들의

ㆍ

부담이 과중한 현실이다. 이처럼 보육시설들이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의존하
여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을보육관련업무 정책과 행정적인 제도와 전달을 하는
체계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2.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문제점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시설장을 비롯한 보육교사 및 지원요
원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역할이 중한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질적
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은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보육시설장들은 보육교사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수가
부족할 경우 교사 1인당 보육대상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이 낮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함을 생각해
볼 수 있고 1일 12시간 동안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직무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근무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적절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므
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무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나게 만든다.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보수교육의 종류, 교육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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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교육비용, 보수교육기간, 보수교육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많이 문제가 드
러나고 있다. 또한 보수교육시간의 부족과 보수교육의 내용이 보육교사들의 질
적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3. 영유아 보육시설의 지원체계의 문제점
1) 보육예산
보육의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많은 정책과 재정적 뒷받침으로 성화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의 전체예산에서 보육에 대한 예산의 비중은 낮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낮다.
낮은 예산편성의 비중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이 직
면하는 문제는 수지균형 및 재정적자의 문제를 가져온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보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집결하여 보육료 지원 확대를 하고 보육
시설현장의 보육현황에 맞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체계는 시설의 규모 운영의 주체와 지역에 따른 차별성
없이 지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재정적 지원
영유아 보육법(1991)이 시행될 당시 4만 8천명에 불과하던 보육 아동수가 98
년 3/4현재 전국적으로 55만 931명에 이르고 있으며, 1995년에 1조 3천억을 투
입하여 시작된 보육사업확충 3개년 계획이 끝난 1998년 3월31일 현재 보육시
설 수는 17,305개소로 3개년 사업전인 1994년 6,975개 보다 10,330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보육시설별 지원을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데 여

ㆍ

기에서 국 공립 시설의 경우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지원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영유아의 지원도 2세미만 아동을 5
명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가능하고, 2세반도 아동 5명까지 지원 유아반도 16명
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설 지원은 영아반 위주의 지원기준을 정
하여 0세반은 영아1인당 15만원, 3명까지 지원하고, 1세반은 영아 1인당 9만원,
5명까지 지원하며, 2세반은 영아 1인당 6만원, 7명까지의 제한을 두어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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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료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문
제를 들 수 있다.

3) 행정적 지원체계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수혜자와의 관계
가 수직적 방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수월하나 복지서비스 시대인
현재 적합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시-군-구의 많은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잦은 교체
로 행정적 지도 및 관리가 허술한 형편이다.
(1) 여성부
200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하면서 여성부는 정책

적으로 보육설치인가제도, 보육교사자격증제도, 보육시설평가인증제등 다양한
보육업무의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보육정보센터
문제점으로 먼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변용
찬 외, 1998).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보육지도원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서 적절
하지 않을뿐더러 그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
보니 보육정보센터는 각 정보센터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표

Ⅳ-1 참조>. 또한 중앙,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보육 정보센터의 기능이

구별이 없다, 표갑수(1997)가 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보육정보센터의 필
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보
육정보센터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활동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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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보육정보센터의 사업 내용 사례
정보센터

대전

공 통 사 업

특 화 사 업

Ÿ

홈페이지 운영

Ÿ

보육관련 상담

Ÿ

도서실 운영

Ÿ

보육시설 현황조사 및 관리

Ÿ

시설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

안산

Ÿ

자원봉사자 교육 및 인력은행 사업

Ÿ

급간식 식단표 및 영양정보 보급

Ÿ

보육정보지 발간

Ÿ

홈페이지 운영/보육시설 정보제공

Ÿ

보육관련 및 영양 관련 상담

Ÿ

도서실 운영

Ÿ

보육 조사 연구

Ÿ

구인구직 알선

Ÿ

시설장 및 보육교사 교육

Ÿ

영양 및 급식지도

Ÿ

보육정보지 발간

Ÿ

대전광역시 보육인대회 주관

Ÿ

핸드북 및 요리집 제작 보급

Ÿ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집

제작

보급
Ÿ

교재교구전시회

Ÿ

인형극 공연

Ÿ

요리활동 강습

Ÿ

회의실 대여

Ÿ

아동 및 부모교육 (방문교육)

Ÿ

영양 및 급식지도 (방문교육)

Ÿ

보육 조사 연구(안산보육역사,

Ÿ

보육시설의 공급과 수급실태 파
악)

*자료: http://www.educare,or.kr , 대전보육정보센터, 안산보육정보센터, 검색, 2005.5. 17.

두 번째로,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변용찬 외(1998)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보육정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에 부적절하므로 기준도 시대와 기능에 맞게 다
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
어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센터장을 비롯하여 센터에 두어야 하는 인력 및 인력의 자격기준이 적
절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류왕효 외, 2004). 보육지도원의 자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가
기준이 되며 이외 공무원, 유치원

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

사

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 정하여 보육 현장 경험이 없어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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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주어지고, 센터장의 자격은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
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어서 이 역시 보육 업무 경
험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보육정보센터가 대부분 위탁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위탁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가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ㆍ

실제 운영도 시 도마다 차이를 보인다.
(3)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에 대한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노동부 등 범부처적인 협
력을 위하여 법으로 보육정책 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한 바, 부처 간의 역할과
업무를 조정할 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
다.
(4)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사업에 대한 정책 심의 기구로서의 보육위원회의 활동도 형식적이고 미
약하다.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사업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하고 있
으며, 관계공무원 이외의 보육관련 각계각층의 인사가 보육결정 과정에 참가할

ㆍ도, 시ㆍ군ㆍ구 보육위원

수 있는 유일한 전달체계이다. 그러나 우선 중앙, 시

회 기능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5) 보육개발원
보육시설의 수 및 보육아동이 증가하고 이들 시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보육개발원은 유아교육법에 의
한 유아교육진흥원과의 중복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공동으로 연구기관을 설치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는 달리 별도의 행정기구가 없는
보육 분야에서 각 기관에 각각 기대하는 업무는 다를 것으로 판단되고, 그 시
급성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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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현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이외에도 보육관련 단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 전
국민간어린이집, 놀이방보육시설연합회, 공동주택보육시설연합회 등 여러 단체
가 구성되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보육계의
소리를 대변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설치 근거를 둔 단체로서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조홍식(1996)은 한국보육시설
연합회의 성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 된 모든 보육시설을 가입대상으로

․공립 위주의 단체로 되어있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
실정이다.

2. 보육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1) 법

·

제도적 지원

(1) 보육시설 안전관리 법안제정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정책이 양적 확대문제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
에 보육시설에 대한 사고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시설에 의한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 시설

· 설비의 환경적인 불안전을 해결하기

위한 법규의 제정과 고정시설 자체의 구조와 배치 그리고 놀이시설의 수리 및
교체 등 위험한 시설에 대한 정기 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서술한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 안전관리는 시설주체나 객체, 종사자, 전문가,
정부부처간의 연계성과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로 단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기란 서로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무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보육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영유아는 스스로의 의사나 권리를 표현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효과성과 능률성이 결여된 부모들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
루어진 제도 속에서 보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종사자와
보육요구 대상자 부모를 통한 조사결과에 따른 보육안전정책 평가와 보육안전
사업 평가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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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비해, 도시영세지역 대부분이 사유지 또는 무허가 주택밀집지역으
로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건물 신축이 허용되지 않아 보육시설은 시설 이용자의 편의성이
무시되거나 시설과 시설간의 거리 등 형평성이 결여된 채 숫자채우기식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 대안으로는 첫째, 지연전문 인력을 통한 과학적인 질문내용을 토대로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나, 정치가, 정책입안자, 시설종사자, 대상아동부모가 공
동으로 작성한 질문내용을 토대로 공동 조사방법을 통한 정확한 실수요자파악
이 바람직하다.
둘째, 필요한 숫자만큼의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때까지, 혹은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시설의 규모 확대나 시설보완으로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해
야 한다.
셋째, 전문부서를 확장해 대상아동 통계에서부터 시설설치 계획 등 모두 전
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시설설비도 영아, 유아의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
합성과 효과 한국에서의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장내 근로가정 중
대상 아동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컨소시엄제
도를 제시하고 있다. 가정보육시설이 제도권으로 흡수되면서 보육시설 확충에
기여한 공로나 지역의 보육대상자 아동에게 제공한 보육서비스 등 사회적 역

·

할이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이 증가하면 그만큼 지도 감독의 영역
이 넓어지고 그에 대한 책임성도 강해진다(강달금, 1992; 이순영, 2009).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강화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

·

5) 영유아보육법 제 7조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공립보육 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개인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가정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제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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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나 규제를 통해서 단속을 한다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재원에 대한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보육의 책임주제는 어디에 있는가하는 문제, 보육료 부담액
적합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정부지원금 및 지원방법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
이 대두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책임주체에 대한 문제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수혜자 부담원칙을 중
심으로 하여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 하고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책임의 많은 부
분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어 보육사업의 영리화 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
의 국가의 복지모델이라는 점은 인식하지만 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 보
육시설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인 지도감독만을
하는 등 지극히 소극적인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둘째, 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표준 보육시설안전
관리단가를 산출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보건 복지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해 종건 3명
으로 제한됐던 인건비 지원을 모든 보육교사로 확대하고 장애아통합시설과 시
간연장형, 휴일,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보육교사 1명의 인
건비를 신규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영유아제도에 대한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1) 안전진단 및 안전보육지수제도의 실시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이 7.2%에 불과하고 법인보육시설을 합하
더라도 비영리 보육시설은 18%에 지나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 확충3개년 계획
의 결과, 보육시설의 커다란 양적 확충 3개년 계획의 결과, 보육시설의 커다란
양적 확충을 이루어 냈으나, 민간 보육시설 중심의 확충 사업의 결과, 국공립
시설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현재 국공립시설은 중산층지역에도 건립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국공립시설의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농어촌과 저소득층지역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이를 확충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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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 > 8개 선진국 보육재정 지원제도 비교
국가명
호주
캐나다

시설형태

재원조달

혼합

-저소득 가정을 위한 국고보조

(공립 + 사립)

-부모부담

혼합

-저소득 가정을 위한 국고보조

(공립 + 사립)

-부모부담

프랑스

공립

독일

혼합, 공립

네덜란드

혼합

스웨덴

공립

영국
미국

무
유

-입금에 따른 세금 및 일반세입
-부모부담
-90% 세금
-저소득 가정을 위한 국고보조

무

-부모부담
-근로에 른 세금 및 소득세

무

-최소한의 부모부담
-저소득 가정을 위한 국고보조

사립

-부모부담

유
유

-10% 부모부담

사회복지형태,

사립, 혼합

세금공제

무

-저소득 가정을 위한 국고보조

유

-부모부담

(주의 50%)

자료 : 보건복지부, 영유아 안전보육 프로그램, 1998,p.67.

(2) 물리적 환경의 개선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4조 제1,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국
비영리법인이 설치

·

· 공립보육시설,

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

설의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기숙 외, 1997).
이 사항에는 시설 신축비, 시설 개보수비, 장비비가 포함된다. 시설 신축비는

· 도시사의 추천을 받아 보육
시설 설치를 위한 복지를 확보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1㎡당 612,200원을 지원받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시

게 된다. 시설개보수비는 개보수의 필요정도에 라 기존시설 또는 새마을 유
아원의 전환시설 중에서 신축단가의 15%를 지원한다(정기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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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화
(1)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발

①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질 관리로 전문보육안전관리인력 양성
전문성 잇는 보육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체계의 개선 및 지속적인 교육훈려
에 의한 능력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보육인력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제
고되고 보육인력 스스로 ‘아동보육업무’에 대한 직업적인 가치를 높이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김대현, 1991; 김경섭, 2005).
Bonny는 유아안전사고의 예방과 프로그램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괄하였는데

유아를 위한 안전전문가로서 위험의 요인이 되는 자원, 목표, 방법 등을 추천
하고 인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유아안전전문가의 양성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L. W.Bonny, 1996).

②질 높은 보육안전서비스 제공
전문성 있는 보육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아동보육업무의 노동 강도 및 중요
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고, 이들 인력이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문성 있는
보육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인력양성체계의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
한 능력의 개발과 전문성 강화하는 등 보육인력의 질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적절한 처우를 마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확보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이순영, 2009).

③보육안전교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현행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
진 자에서 1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로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여 전
문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박은영, 1996)

④ 보육안전교사 양성체계의 확립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를 개선하여 보육교사 수급 조정하여야 한다. 보육학과
를 제외한 기타 관련학과 제한규정을 폐지하되 필수 5개과목과 선택 7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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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2개 과목 총 36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등 교과과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계선해야 할 것이다. 3급 보육교사 양성 교육체계를 강화
하기 위하여 교과목을 현행 38과목에서 24과목으로 축소하되, 훈련시간은
1,000시간으로 하며, 보육실습 시간은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안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육시설의 일차적 기능은 보호의 기능이 그 핵심적 기능으로 이는 유아교
육을 일차적 기능으로 하는 반일제 유치원이나 유아원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 가정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이 안정감, 대리모로서 위험물에서 적재적시
에 영유아의 보호, 건강관리, 영양공급, 적당한 성장기회의 제공 등 보호, 감독,
자극 등은 성인과의 내에서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피난 설비로 미끄럼대를 실외계단에 병행하여 설치하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등의 피난설비를 적소에 비치한다. 이와 함
께 피난구 유도등을 계단 및 복도에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보육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와 발생의
횟수,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개선방안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서
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를 위한 보육시설에서 부모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

첫째, 영

교육이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안전교육이 가정과 연계된 안전

교육과 부모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서 여러 분야에서의 워크
샵이 조성되고 보육시설과 연계하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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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육시설의 비상약품의 비치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이 턱 없

둘째, 영

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

셋째, 보육시설에서의 영 유아의 안전사고 발생은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나
고 있다.
영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의 발생은 주로 자유선택활동과

실외놀이터 활동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발생 시기는 봄, 가을에
가장 높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 교육이 시급하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기존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안전교육은 인공호흡과 심폐

․

소생술이며 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생활하면서 영 유아들에게 필요하다고 느
낀 응급처치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 한 것은 타박상과 영유아들 또

裂傷), 화상, 질식 등에 대한

래들간의 할큄과, 깨물림 등 그리고 찰과상, 열상(
응급처치의 교육이다.

다섯째, 영유아를 위한 안전사고 대비 예방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육행정기관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지원책은 지
역 설정 및 보육시설에 알맞은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교수자료지원과 좀 더
폭 넓은 자료의 개발이며, 전문기관과의 연계와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또한 안전교육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안전교육실시
방법, 실습교육 지도요령, 응급처치법 등 보다 세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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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afety Training and Accident Measures
of Korea Childcare Facilities

Bok-Nyo Choi

The infant safety in child care occur instantaneously, the result can lead
to

a

fatal

outcome

in

infants

thinking

party.

Child

care

facilities,

kindergartens and schools, but a mandatory basis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to conduct safety education,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here are
actually carried out in the nursery site. Teachers and responsibility thereof
for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siseoljang this because this is required for
this action. Until now, child care, but research studies relating to the
awareness of teachers about the status and security of such accidents are
frequent and safe childcare environment assessment, jeongjak the research
on how the necessary safety training is lacking without a c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y investigate the types of accidents that
occur target frequently to infant infants learn whether the status of this
deal can plan and safety training to some extent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safety training and methods to ensure the safety of infants .
Key words: nursery, infant, safety trai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