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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수보육시책의 예산과 사업을 살펴보고, 보육 관
련 정책이 형성되는데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보육시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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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책입안자의 입지, 한정된 재정의 분배, 현장의 목소리, 인적 자원에의 투자 4가지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기초자치단체(local government)
정책형성(policy formation)
보육정책(childcare policy)

* 본 논문은 2010년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Cho, Hana,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Daehyun-dong, Seodaemoon-gu, Seoul, 120-750, Korea.
E-mail: children@ewhain.net

1 3 6 육아지원 연구 제 7권 1호

Ⅰ. 서 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유아 교육, 보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업이
다. 특히 영유아기는 인지·정서·사회 영역 등의 기초 능력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다(Nelson, 2000). 영유아기(영유아교육 단계)와 학령기(초·중·고등학교 단계), 학령
기 이후(직업훈련 단계)로 생애 단계를 나누어 투자 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
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Heckman, Cunha, Lochner, &
Masterov, 2006).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유럽보육위원회(European Commission
Network on Childcare: ECNC)에서는 1996년 각 유럽 국가들에게 GDP 대비 최소 1%는
보육예산으로 책정하도록 하였다(서문희, 최혜선, 2010). 물론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황이
나 규모에 의해 아직은 전 유럽국가가 이러한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은 0.7%이며, 20개국 중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만이 GDP 대비 1%의 예
산을 보육에 투자하고 있다(OECD, 2006; 서문희, 최혜선, 2010에서 재인용).
영유아기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동향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국가에서는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2013년에는 만 3-4세로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발표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1월 18일 보도자료).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기본 교육・보육비 지원과 더불어 유아교육기관과
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을 살펴보면, 교육 관련 지원은 시·
도 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통해, 보육관련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
비를 통해 재정을 투입한다. 유아교육·보육 재정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과
더불어 행정가들의 예산 편성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정책입안자와 행정가들은 가진 재원
과 정책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에 따라 운영이 되
다보니 정책입안자와 행정가의 의지와 특성에 따라 사업과 예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하나, 박은혜, 2009). 유아 관련 사업과 예산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에 따라, 지
역 간 교육과 보육의 균형적 발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유아들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건 간
에 균형적인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교육·보육 전문가 및 학자
들은 지켜줄 의무가 있다.
균형적인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예산 시행 내용을 분석할 뿐 아니
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집행한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로는 유아교육 재정의 확보 및 배분과 관련한 송기창
(2011), 문무경(2010), 임준희(2009), 천세영, 류지은, 김병윤(2010)의 연구가 있으며, 지역
에 따른 유아교육재정의 차이를 본 연구로 조하나, 박은혜(2009)와 이일주, 이신경(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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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가 있다. 장영인(2009), 정효정(2011)은 보육예산과 관련하여 연구를 했으며, 이택
면(2010), 송건섭, 최진(2009), 백혜리(2007), 안효진(2007)은 지역에 따른 보육예산의 차이
를 보았다. 전윤숙, 강달금(2007)은 보육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속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관련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고경훈(2010)과 장동호(2011)는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 및 정책 결정 요인과 관련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과 정책 사업이 결정되기까지의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이 확대되는 이 시점에, 지방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그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추후 유아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정
치권의 관심을 도모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결정 요인을 모두 살펴보면 좋겠지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지원 체계 속에
서 정책 이해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을 살
펴보고, 시책이 결정된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 분권이 강조되고, 지방 정부는
정책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이 발휘되는
고유 업무 중 하나는 지역의 수요에 따라 지방비를 통해 특수시책으로 칭해지는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것이다(송건섭, 최진, 2009).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보육예산을 따로 편성
하여 특수보육시책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국가와 기초자치단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할 책임을 진다’와 동법 제26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아래, 특
수보육시책은 보육조례에 의해 설정되고 운영된다. 즉, 지방정부의 보육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중앙정부가 추진하지 못하는 정책을 지역 특색과 수요에 맞춰 실행한
다(서문희, 최혜선, 2010). 특수보육시책의 사업 수가 많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하
더라도 지역 특색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된다.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별 특수보육시책의 사업 및 예산을 분석하고, 시책이 마련되기까지의 정책
형성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균형적인 보육지원 정책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수보육시책의 예산과 사업을 살펴보고,
보육관련 정책이 형성되는데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별 특수보육시책을 분석하고,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분
류한 기초자치단체 3곳의 보육관련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보육 전문가와의 면
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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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보육 전문가 6인과의 면담 및 해당구의회 회의록이다. 본 연구는 특수보육
시책을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형성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
다. 면담 대상 선정은 일정 기준에 의해 25곳 기초자치단체를 그룹화하고 연구대상을 표
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5개 기초자치단체를 그룹화 하는 과정은 국가적 수준의 기
본 틀 설정에 준거하였다. 기본 틀은 정부의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본 사업비 부담비율’을 참고하였다. 국고보조금 보조율 기준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지수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이루어진다(서울특별시,
2010).
<표 1> 2010년 서울시 국고보조금 보조율 내역
구분

내용

해당 기초자치단체

A그룹

사회보장비 지수 20미만,
재정자주도 85이상

서초, 강남

B그룹

사회보장비 지수 20-24,
재정자주도 80-84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강동

C그룹

사회보장비 지수 25이상,
재정자주도 80미만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송파

출처: 서울특별시(2010). 2010년 서울시 보육사업지침, p. 47
참고: 사회보장비 지수 = 사회보장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세출예산 총 규모

2010년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A그룹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2곳, B그룹에 속
하는 곳은 5곳, 나머지 18곳은 C그룹이다. 면담을 위해 각 그룹에서 한 곳씩 총 3개구를
선정한 후 해당 지역 보육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를 2명씩 총 6명을 섭외하였다. 본 연구
에서 보육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란 보육 관련 업무를 파악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
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청 가정복지과의 직원, 구의회의원 등을
섭외하였으며 인적사항은 아래 표 2와 같다. 보육관련 업무년차, 연령, 성별 등의 개인정
보는 면담 대상자들이 개인 신상의 노출을 꺼려했으므로 연구 윤리상 밝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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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터뷰한 보육관련 전문가 인적사항
기초자치단체

연구대상자

직책

a

구의원

b

가정복지과
주임

보육시설 관련 업무

c

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d

가정복지과
담당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e

구의원

보건복지위원회

f

가정복지과
팀장

보육지원 업무 총괄

A

B

C

보육정책 관련 업무
보건복지위원회 겸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

구의회 회의록은 각 구의회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회의록을 참고하였으며, 본회의·
위원회·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중 본회의와 보건복지 및 행정보사위원회(B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였다. 회의록은 2009년 특수보육시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인 2007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에 개최된 회의를 중심으로 열람하였다. 본
연구대상 3개구의 구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 수는 아래와 같다.
<표 3> 3개구 구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회의 및 회의록 수
본회의

보건복지위원회

행정보사위원회

기초
자치단체

회의 수

회의록 수

회의 수

회의록 수

회의 수

회의록 수

A

24건

66개

4건

9개

14건

27개

B

17건

41개

16건

53개

-

-

C

18건

43개

17건

53개

-

-

출처 : 구의회 홈페이지를 밝힐 경우 연구 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략함.

2. 자료수집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실태와 관련된 실증적인 자료는 통계청, E-나라지표 및 보
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 관련 자료들만을 수집하였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특
수보육시책 사업을 분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2009년 전국 보육 특수
시책 사업 총괄 및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면담은 2010년 4월 5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 1인당 30분씩 2차례 진행되었다. 면담 형식은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이었으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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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내용의 기록은 연구참여자에게 알린 후 녹음과 요약 기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녹음
파일은 전사하여 문서로 남겼으며, 전사본은 98페이지이다.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의 양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
항은 만들지만, 조사 질문을 연구자 나름대로 탐색할 수 있게끔 상당한 허용도가 주어졌
다(김기원, 2001). 본 연구에서 반 구조화된 질문은 면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의 특수보육시책 예산 및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하였다. 조직한 문항은 연구에 참여
하지 않은 보육 전문가 2인에게 보여주며, 상황에 맞게끔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 마지막
문항이 추가되었다. 추가한 문항에 포함한 면담 문항의 타당도 검증은 교육학과 행정학
전공을 한 박사 과정생 2인에게 보여주며 검증받았다. 최종 구성된 문항의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면담의 질문내용
1.
2.
3.
4.
5.
6.
7.

예산 및 사업 편성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구의 각 사업들은 무엇을 계기로 예산에 편성되었는가?
○○사업은 △△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업예산은 타 사업예산에 비해 많은(혹은 적은) 비율을 갖는데 이러한 원인은 무엇인가?
타 구에는 있지 않는 ○○사업이 △△구에만 있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수보육시책 사업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특수보육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보육종사자, 정치가, 행정가들의 의견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의견이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면담을 진행하기 전 원활한 면담을 위해 특수보육시책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다. 또한
정책 형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면담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3곳의 구의회 홈
페이지에서 회의록을 열람한 뒤 대상자를 만나 면담을 실시하였다. 회의록은 2009년 특수
보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인 2007년과 2008년에 개최된 회의 중 보육 관련 회의
123건을 열람하여 특수보육시책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3. 자료 분석
특수보육시책 관련 자료 분석은 예산 및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및 해당구
의회 회의록 292건의 내용 분석은 기술, 분석, 해석을 통해 시행하였다. 수집된 면담 및 해당
구의회의 자료는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 있는 내용에 줄을 긋고 메모하는 분석 작업
을 통해 내용을 예비 범주를 작성하였다(Bogdan & Biklen, 2006). 예비 범주를 중심으로 전
사본과 회의록을 읽으면서 분석, 수정한 결과 최종 범주를 분류하였다. 최종 범주는 정책입
안자의 입지, 한정된 재정의 분배, 현장의 목소리, 인적 자원에의 투자로 구분되었다. 최종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 예산과 사업에 관한 연구 1 4 1

범주가 완성된 후에도 각각의 내용을 다시 읽어가며 해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자 심층면담, 녹음, 회의록 열람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삼각측정법을 실행하
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면담 전사 내용의 열람을 요청 시, 본
인의 면담 내용을 보여주며 의견을 구했다. 또한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2인과 유아
교육과에 재학 중인 박사 과정생 2인에게 연구결과를 보여 의견을 구하고 검토 받는 과정
을 거쳐 연구자의 해석이 적절한지 살펴봄으로써 연구결과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특수보육시책 예산 분석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1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의 특수보육
시책 사업은 서울시 자체의 사업과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기초
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 총 예산과 보육아동 1인당 투여되는 보육시책예산, 사업 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보육아동 1인당 특수보육시책 예산 및 재정자주도, 사업 수
기초
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총 예산 A

보육아동 수
B

보육아동 1인당
보육시책예산 A/B

재정자주도
C

사업 수
D

종로

470,030,000

3,441

136,597

87.3 ( 4)

8

중구

515,200,000

2,975

173,176

88.2 ( 2)

11

용산

874,400,000

3,885

225,071

81.2 ( 6)

9

성동

2,480,434,000

6,133

404,441

79.2 ( 9)

13

광진

1,807,652,000

7,360

245,605

78.6 (12)

11

동대문

1,718,767,000

7,239

237,432

77.7 (13)

5

중랑

3,063,533,000

9,010

340,015

68.9 (23)

14

성북

1,318,774,000

9,942

132,647

76.1 (16)

6

강북

1,966,040,000

7,775

252,867

70.4 (21)

7

도봉

1,084,984,000

8,032

135,083

76.3 (15)

5

노원

1,931,700,000

12,281

157,292

62.4 (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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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953,823,000

9,539

99,992

72.3 (19)

서대문

2,092,960,000

6,382

327,947

76.9 (14)

21

마포

1,519,425,000

6,715

226,273

79.2 ( 9)

16

양천

1,503,251,000

9,350

160,776

75.5 (17)

16

강서

1,229,520,000

11,439

107,485

61.3 (25)

2

구로

1,199,900,000

9,100

131,857

73.8 (18)

10

금천

1,529,780,000

6,724

227,510

71.8 (20)

10

영등포

7

998,600,000

7,856

127,113

78.8 (11)

9

동작

1,943,220,000

7,084

274,311

79.3 ( 8)

14

관악

2,046,445,000

9,227

221,789

69.5 (22)

15

서초

1,319,600,000

5,364

246,010

87.4 ( 3)

12

강남

5,289,751,000

6,702

789,279

91.4 ( 1)

26

송파

1,651,200,000

9,524

173,373

82.4 ( 5)

7

강동

1,916,100,000

7,731

247,846

79.7 ( 7)

6

재정자주도는 www.kosis.co.kr. 통계청 2009년 자료임
산출: 보육아동 1인당 보육예산(C)은 A/B를 계산하여 산출함
단위: A=원, B=명, A/B=원, C=%(괄호 안은 순위임), D=건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 예산을 표 5에서 살펴보면 강남구가 5,289,751천원으
로 가장 컸으며, 종로구가 470,030천원으로 가장 작았다. 이를 보육시설 이용하는 영유아
수로 나눈 결과를 보면, 영유아 1인당 투여된다고 가정되는 특수보육시책 예산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는 강남구(789,289원)였으며, 은평구는 99,992원으로 가장 작았다. 표 5의 결
과를 보면 각 기초자치단체별의 예산 결정에 있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가 결
정적 요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아동 1인당 투입되는 보육시책예산이 13만원대로 비슷한 종로, 성북, 도봉, 구로구
의 경우를 보면, 특수보육시책 총예산은 470백만원에서 1,318백만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
마다 보육하고 있는 유아의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초자
치단체가 보육하고 있는 아동 수에 따라 특수보육시책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9,000명 초반의 보육아동이 있는 중랑구의 경우 특수보육시책 총 예산이 3억인 반면 구로
구의 경우 1억을 약간 넘었다. 정리하면,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 총 예산은 보육
아동 수와 크게 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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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91.4%이며, 가장 낮은 구는 강서구로
61.3%이다. 재정자주도를 단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60%대인 곳은 중랑, 노원, 강서이
며, 80-90%대인 곳은 종로, 중구, 용산, 서초, 송파, 강남이다. 재정자주도가 60%인 곳은
C그룹이며, 80-90%대인 곳 중 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곳들은 그룹 A, B에 속해 있어 표
1에서의 보육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른 그룹 구분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재정자주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곳은 보육아동 1인당 투입된 특수보육시책 예산도 높
음을 통해 높은 재정자주도와 특수보육시책예산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특수보육시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강남구로 26건을 수행
하고 있었고, 사업 수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서구로 2건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
다. 표 5의 특수보육시책 총 예산과 사업건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산이 많은 지역인 강
남, 서대문, 관악, 중랑, 성동의 경우 사업의 건수가 성동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10건 이상
으로 많은 편에 속하였으며, 특수보육시책 총 예산액이 적은 은평, 영등포, 종로, 중구, 용
산의 경우 총 예산액과 사업의 건수는 비례하지 않았다.

2.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특수보육시책 사업의 세부내용 분석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사업 건수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시책의 상세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6> 2009년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 시책 사업
구

특수보육시책 사업명

종
로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어린이집 재롱 잔치비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어린이날 원아 격려 지원
·스승의 날 종사자 격려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중
구

·구립(정부지원시설포함) 교재교구구입비
·구립(정부지원시설포함) 교사 복리후생비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
·민간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어린이 재롱잔치 지원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보육시설 어린이날 행사
·민간보육시설 취사부인건비
·특수보육(장애통합시설) 시설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송년행사
·보육교사 체육대회

용
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개최비 지원
·정부지원시설 시설장 직책수당 보조
·정부지원시설 시설장 보육교사 시간외
수당 보조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가정·부모협동 보육시설 냉, 난방
교통비 및 중식비 보조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보육교사
및 영아 간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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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동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관련 행사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평가인증 보육시설 인센티브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능력 향상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식기세척기, 공기 청정 살균기 구매 지원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금일어린이집 신축
·무지개 장난감 세상 운영
·보육정보센터운영
·보육관련 일반 운영비

광
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구립어린이집 경영평가 시상
·어린이집 평가보고회
·안심모니터링 운영비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광진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보육아동 간식비
·어린이집 큰잔치
·어린이집 시설장연수
·어린이집 교육 및 행사지원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동
대
문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 건립
·영아간식비 지원

중
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친환경
리모델링
·우수보육종사자 표창
·민간행사보조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출산양육지원

·영아 간식비
·보육종사자 교육
·시간연장 보육시설 CCTV설치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활동실비
·공립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장난감대여은행 운영비

성
북

·구립시설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지급
·영아 간식비 지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급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강
북

·국·공립 및 직장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보육연구비

도
봉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특기교육비

노
원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방과 후 보육교사 복리 후생비 지원
·구립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공사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은
평

·영아 간식비
·평가인증시설 지원금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지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육시설아동 친환경 농산물 급·간식비 및
우유급식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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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
문

·보육시설 실내공기 질 진단
·안심 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사무원 인건비 지원
·보육아동 문화행사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아동 행사 지원
·보육교사 교육비 지원
·시간연장 및 장애아통합시설 비상근 교사
지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및 수당 지원

·구립보육시설 비담임 교사 급여지원 및
소규모 보수비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위탁교육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및 냉·난방비 지원
·구립 비담임, 민간, 가정,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구립어린이집 보육기자재 현대화 지원
·구립, 정부지원, 구립 방과 후 교재교구비
지원

마
포

·장난감대여점 설치운영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민간시설 취사부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및 냉·난방비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금
·우수보육시설 지원금
·민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직장보육시설 위탁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및 해외연수 지원
·자기개발교육비
·시책업무추진비
·보육시설종사자 전문교육
·보육시설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날 행사지원

양
천

·장난감대여점 설치운영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및 냉·난방비
·직장보육시설 위탁
·보육시설종사자 전문교육
·자기개발교육비

·우수보육시설 지원금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프로그램 개발
·민간시설 취사부 인건비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및 해외연수
·어린이날 행사지원
·시책업무추진비

강
서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금
천

·직장보육시설 및 장난감나라 운영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 및 차량운영비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활동여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보육 전문가 활동여비
·보육시설 행사지원(보육교사 연수)

구
로

·영아간식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안심 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행사비
·평가인증 보육시설 현대화 기자재비 지원
·모범보육시설 교재교구비(인센티브)
·종사자 교육연수

영
등
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초과근무 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중식비
·냉·난방비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 지원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워크샵
·보육 관련 교육(종사자 및 학부모)
·국·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영아 간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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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작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연료비 지원
·어린이집 가족한마음대회 지원
·보육시설 조리사 자격증 수당 지원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평가인증신청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종사자연구개발비지원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친환경쌀 구입비 지원
·종사자 해외보육시설 비교시찰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조부모 등 보육료지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

관
악

·평가인증참여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안심보육 모니터링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료 지원 모바일 안내서비스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음 큰잔치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아전담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식당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관리
·보육시설 공연문화한마당
·민간·가정보육시설 냉·난방비지원
·출산양육지원

서
초

·꿈나무 튼튼 한마당큰잔치 개최
·평가인증 통과시설 격려
·보육교사 교재연구비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표창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민간시설 영아반운영비 추가지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2세반 및 3세반 운영비 추가지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수준 향상지원(개보수비)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강
남

·구립보육시설 비담임 교사, 영양사 및
간호사 인건비 지원
·영유아 유기농 식재료 지원
·구립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환경개선비
·민간 및 구립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연수
·시간연장 운영비 지원
·비담임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및 취약보육시설 운영
·재롱잔치 등 행사비지원
·민간보육시설장 및 교사연수비 지원

·평가인증 교재교구비
·민간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복합시설(취약환경) 운영 지원
·취사부 인건비
·영유아 유기농식재료 지원
·구립보육시설 초과근무교사 석식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원
·기본장비 지원
·구립 및 민간보육 시설 교사자녀 보육료 지원
·영아반 지원비
·방역 소독비 지원

송
파

·영양사
·간호사
·급식비
·관리비

·취사부 인건비지원
·영아간식비 지원
·복리후생비 지원

강
동

·영아반 운영비
·아동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지원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냉·난방비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전국 지자체별 특수시책 현황'을 부분 발췌하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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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의하면 각 구에서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특수보육시책 사업으로는 영유아 간식
비, 교사의 복리후생이나 처우 개선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구립 뿐 아니라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 항목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의 수가 많은 지역에
서만 특색있는 보육 사업이 있을 뿐 아니라, 각 구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을 시행
하고 있었다.
사업명의 나열만으로는 각 사업에 대해 얼마나 비중을 두고 지원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각 사업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사업 예산의 비율을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각 지역마다의 사업 용어가 특색있게 지어
짐에 따라 각 사업이 타 지역과 동일한 사업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사업예산 비율을 알기 위해 면담 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작성한 사업예산 비율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기초자치단체 3곳의 특수보육시책 사업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예산 비목

(단위: %)

A구

B구

C구

총예산

100.00

100.00

100.00

간식비

9.45

30.88

56.53

16.39

20.71

37.65

영아반 운영비

7.94

19.73

0.00

취사부 인건비

16.41

18.50

0.00

재롱 체육 등

0.19

0.00

1.40

교사 연수비

2.66

0.00

0.47

평가 인증 지원

0.00

4.07

0.00

냉 난방비

0.00

6.12

0.00

교재 교구비

1.13

0.00

2.41

석식비 및 중식비

3.18

0.00

0.00

구립 보수 공사

0.00

0.00

1.55

민간 방역 소독비, 장비 및 환경 개선비

4.61

0.00

0.00

구립 간호사 영양사 비담임 인건비

22.19

0.00

0.00

시간 연장 및 취약 보육시설운영

10.15

0.00

0.00

구립 초과 근무수당

3.42

0.00

0.00

교사 자녀 보육료

2.27

0.00

0.00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복리후생)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전국 지자체별 특수시책 현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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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 의하면 3개의 기초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에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에 맞춰 예
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구와 C구는 간식비가 전체 예산의 56.53%와 30.88%
로 가장 큰 비중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사업항목에 있어 A구는 ‘유기농 식자재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9.45%의 예산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체육대회 및 재롱잔치
항목 부분에 있어, C구는 영유아들의 신체조절 능력과 신체균형감각, 협동심, 자신감 향상
을 위해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전체 예산의 1.40%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A구는 재
롱잔치 등 행사비 명목으로 0.19%를 지원하고 있었다.
3개 구를 놓고 보았을 때 특색 있는 사업을 보자면, B구의 경우 다른 구에는 지원하지
않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과 냉·난방비 지원에 있어 구 보육시책예산의 4.07%와 6.12%
을 지원하고 있었다. A구는 비담임,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22.2%를 구 보육시책 예산에
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 초과 근무수당에는 3.42%와 교사 자녀 보육료 지원에는
2.27%를 지원하고 있었다. A구의 이 사업들은 다른 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수보육시책
사업이다.

3. 특수보육시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입안자의 입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을 의회에 건의하고, 지역 조례를 상정하는 역할을 하는 이는
정책입안자이다. 정책입안자란 정책과정 참여자들이 형성한 의견을 모아 의회에 제출하
는 사람을 의미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뿐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된다(행정학용어 표준
화연구회, 2011).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구의원들 중에서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히려 적어요. 그
래도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른 지역보다 사업도 많이 제안한다니깐...(중략) 그리고 다른 위원
회 구의원들한테도 매번 복지, 보육 이야기를 우리가 해 줘서...
(A구 a 구의원)

A구의 특수보육시책 사업건을 살펴보면 타 구에 비해 다양한 사업이 있었고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이 타 구보다 월등히 높았다. A구의 보육시책 예산 및 사업건수가 높은 데에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화 시킬 수 있는 정책입안자의 입지 활용이 작용한 것이다.
a의원의 잦은 건의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환경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임금이 적은 교사들의
자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임 여성인 교사의 출산을 장려하고, 유능한 교사들이 장기 근무
하는 여건이 형성되었어요.
(A구 b 가정복지과 담당)

A구의 특수보육시책과 관련해서는 구의원 중 보건복지위원과 구청의 가정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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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면담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고 예산이 설정되기까지의 정치적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책입안자 및 기초자치단체 단체장들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들은 사안들을 정책화시킬
수 있는 본인의 입지를 활용하여 타 구와는 차별되게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였다. 더불어
그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원활한 특수시책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음을 보
육관련 전문가(구의원 및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관련업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의 어려움과 지역적 욕구가 상충될 때에는 그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일단 지역구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B구 c구의원)

B구의 경우 정책입안자 중 정치가의 입지가 유권자를 의식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정
책형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치가는 구민들을 인식한 선거공략으로 특수보
육시책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편성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의회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선
정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구에서는 예산의 어려움과 지
역적 욕구가 상충될 때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먼저 정치가와 유권자라는 이해관
계에 놓여있는 지역구민들의 이야기를 적극 듣고 선택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정책 형성에 있어 정치인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반영하는데 있어 본인의 입
지가 크게 작용한다. 정책입안자, 특히 구의원의 의회 내 입지는 두 가지이다. 정책을 적
극 내세우고 결정하는 정책 행정가 겸 결정가라는 것과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가라는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고려하는 정책 형성의 요인으로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 정
치인의 입지 및 정책 결정가로서의 입지가 동시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정된 재정의 분배
B구의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영유아 간식비에 대한 비율이 다
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구 구의원과 면담을 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영유아 발육에 절실히 필요한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데 있어 대폭적인 간식비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급간식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최근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국가 국민 소득에는 변화가
없고 각 가정의 (체험하는) 소득수준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시점에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보육료와 함께 급간식비 역시 큰 부담이 되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
여주기 위해 영유아 급간식비 내역을 특수보육시책 사업에 포함시키고, 그 예산 역시 다른 사업
예산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게끔 구의회 회의 때 다른 의원들과 이야기를 해 (조정한 뒤) 사업
을 결정했습니다.
(B구 c구의원)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B구의 영유아 급간식비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 전체 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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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가는 상승했으나 가계 수입은 그대로인 학부모의 부담을 줄
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경제성장의 하락으로 인해 치솟은 물가는 보육시설 급간식 식
자재의 인상을 가져오며,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영유아 급간식비가 증가됨을 의미한다.
증가된 인상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덜 느끼게끔 특수보육시책에 그 내용을 포
함시키고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하였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의료 복지 예산을 호의적이며 적절히 지원해주었으며, 타 예산 절감은 정책적인 사안으로 보
여진다. 그리고 건의가 오면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올리는 작업을 한다.
(A구 b 가정복지과 담당)

A구의 경우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의료 복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타 예산을 적절히
절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의 예산이 증가하면
다른 사업의 예산은 감소되어야 한다. A와 B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타 정책입안자와 예
산과 사업의 내용을 논의한 후 정책을 수립하였다. 특수보육시책을 세우는데 있어 정책입
안자는 예산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인터뷰 과정 속에서 B구의 의원은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의 어
려움이 많았다고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예산 총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추경 신청 등의 보육시책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다른 사업들 안에서 약간의 예산
증액을 해야만 한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예산이 정책에 영향을 받아 재편성되
기도 하는 순환과정에 놓여있는 것이다.
아, 물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었고, 크게 그(보육) 쪽 예산을 위해 예산 책정을 다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 안에서 약간의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B구 c구의원)

이러한 사실은 정책 형성 요인 중 하나인 재정이 한정됨으로 인해, 구민의 요구가 발생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안에서 점증적인 증가 밖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족
한 예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의 도입이나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
이 집행될 있도록 다른 사업의 예산 편중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의 노력을 통해 전체적인 예산 증액을 위해 애쓴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정책의 결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져 다음 예산 편성이나 다음해 정책 형성 시에도 반영됨을 B구 구의회 회의록 열람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전체가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말씀하셨습니다. 결
과가 다 등록이 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 저희가 92개를 목표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 예산과 사업에 관한 연구 1 5 1

45개, 2차 추경에 47개를 해서 92개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1차 1기에서 41개 밖에.... 신청은
105개 했는데 10개밖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위원: 그 때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분명히 올해 집행이 안 될 것이다,
삭감 문제로 들어가니까 꼭 굳은 의지로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세요. 10개 밖에
못하고.....(이하 생략)
[B구 제173차 구의회 2009년 11월 23일]

해당 구의회에서는 작년 추경 때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에 해당 보육시설 전체가 지원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수에 못 미치게 그 결
과가 나오자 정책입안자인 구의원은 구청 해당 담당자에게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듣고,
당해 연도 예산을 책정 및 사업에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는 암시를 한다. 정책의 형성
과정에 있어 경제적 역할을 하는 예산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한정된 재화 속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정책에 관해서는 점증적인 예산 확대가 이루어진다. 그 반대의 경우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정책 또한 형성될 수 없다.
정리하면, 특수보육시책을 형성하는 요인에 있어 한정된 예산과 그 분배는 현실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작년의 예산을 반영하여 한 해의 예산을 운
영해 가는 점증적 예산편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A구 보육 전문가와
의 면담을 통해 예산 안에서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편성된 예산의 경우 제대로 집행되
었는지의 확인을 통해 다음 해의 사업 및 예산 정책 결정시 반영하고 있었다. 즉, 정책 형
성에 있어 재정의 한정과 적절한 분배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3) 현장의 목소리
보건복지위원회인 A구 구의원은 능동적으로 나서서 영유아들과 관련된 주민(지역사회
의 학부모)과 보육시설 종사자인 교사와 원장을 직접 만나 그들의 욕구를 파악한다고 밝
혔다. 정책입안자인 구의원은 보육과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건강·영양 등 영유아와 관련
된 각 분야에 관하여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각적으로 정책을 형성하였다.
우리 지역의 보육 특수시책 사업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각 시설 다양
한 목소리들 즉 교사, 원장,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구청 시설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의견을 경청하
여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A구 a구의원)

현장의 목소리는 능동적인 정책입안자에 의해 경청되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 큰 소리를
내기도 한다. A구에서는 저소득층 유아가 많은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요구가 발생하여 보
육시책 형성 시 영유아 간식비 지원을 사업에 반영하고 예산 책정을 하였다.
영유아들을 위한 문화 체험비와 6세 미만 취학 전 보육료를 50% 이상 지원해주는 정책을 마
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 안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이죠.
(A구 a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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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구 보육시설 관계자들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학부모들
은 상승된 급간식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을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표출한
다는 것이다. 부모와 보육시설 관계자의 어려움을 구의원 혹은 구청 가정복지과 담당자에
게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보육 운영자들을 전에 만나보았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학부모들이 상승된 급간식비에 대
해 부담스러워하며, 이 비용을 수령할 때 간간히 부모와 마찰을 겪는다는 어려움의 건의를 지속
적으로 해 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C구 e구의원)

보육교사의 복리 후생비를 지원하는 C구는 보육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줄여주자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끊임없는
요구가 발생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하는 교사의 어려움과 타구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에 대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된 바 있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항목
이,,, 복리 후생비일 거에요.
(C구 e구의원)

정책형성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작용한 사례는 B구 보육관련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도 나타났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석시 보육시설 학부모들의 건의로 냉·난방비 지원에 대
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었지요. 아이들 건강에 대한 배려는 주로 이렇게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
고 나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직접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아니니깐 꼭 필요한 것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야만 알 수 있거든요.
(B구 c구의원)

이처럼 보육관련 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보육시설 현장의 학부모 건의 사항이 요인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구의원들의 의사소통 통로는 타 지역 역
시 비슷하기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다.

4) 인적 자원에의 투자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는 추후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어 중요한 정책형성의 요인
이다. 또한 이러한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복리후생 등의 투자 역시 마
찬가지이다. 인적 자원인 교사 및 유아에 대한 투자는 정책 형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들에게 급간식 식자재로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는 한편, 문화 체험비를
지원합니다. 문화 체험비는 각 보육시설마다 다른 모습으로 유연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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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박물관 견학, 각종 공연(음악회 및 뮤지컬) 관람 및 스포츠 활동을 영유아가 경험하게끔 합
니다. 더불어 시설 종사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문화 여가 생활 및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요.
(A구 a의원)

A구의 사례처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위해 문화체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에 근접해 있는 박물관 견학, 각종 공연 관람, 스포츠 활동 등을 경
험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 시설 종사자들 역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인적 자
원이다. A구에서는 유아 및 교사라는 인적 자원에 투자함으로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보육의 질을 위해 교사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교사와 유
아 모두에게 필요하다. 인적 자원에의 투자 필요성을 인식한 정책입안자들은 교사에 대한
복지 정책을 형성했다. 업무를 분담해 교사의 이직율을 낮추어 질 높은 교사 확보를 하고
자 한 것이다.
·위원장 ooo: 여기 보면 비담임 교사를 시설별로 배치하여 서무 및 연장교사, 대체교사 역할
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대체교사하고 비담임 교사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000: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는 담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담임이 병가라든가 어떤 휴가를 내든가 연차를 낼 경우에 아이들을
다른 반 선생님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때에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한
명을 비담임 교사를 두겠다는 얘기지요.
·△△△ 위원: 여기 간호부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는 상주해서 거
기에 있는 것이지요?

[제162회 A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7년 7월 5일]

A구 특수보육시책 항목에 대한 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 내용에서도 인적 자원에
의 투자가 정책 형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보육관련 업
무 전문가인 가정복지과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전문성을 강조한 인적 자원의 유치
를 강조하는 것이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었다.
보호능력 뿐만이 아닌 교육을 겸한 교사의 업무량은 많으며, 이 밖에도 영유아들의 건강 관련
식단 관리 및 위생, 건강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강관
련 전공자인 영양사를 도입함으로써 교사의 관련 업무량 해소와 5개 시설을 공동으로 근무하면
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 전문성 확보, 이 두 가지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A구 b가정복지과 담당자)

정리하면, 특수보육시책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인적 자원(교사 및 유아)에 대한 투자
가 정책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을 수립 시 본인
의 지역에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고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사를 위한 투자로는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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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복리후생, 문화적 지원 등이 있었다. 유아를 위한 투자로는 건강을 위한 식품 지
원 및 문화적 지원이 있었다. 인적 자원에의 투자 필요성이 정책에 반영되어 된 것이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수보육시책의 예산과 사업을 살펴보고,
보육관련 정책이 형성되는데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
다. 연구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아동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 총 예산은
보육아동 수와 크게 관계없다. 각 기초자치단체별 예산 결정에 있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수가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자주도를 분석해보면 가장 높은 구는 강
남구이고, 가장 낮은 구는 강서구였으며, 재정자주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곳은 보육아동 1
인당 투입된 특수보육시책예산도 높음을 통해 높은 재정자주도와 특수보육시책 예산과는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역량에 따른 특수보육시책
사업수와 예산 책정은 각기 다르다. 서문희, 최윤경, 김문정(2011)의 연구에 의하면, 동일
시·도 및 시·군·구별 특수 시책도 차이가 많으며,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육 관련 정책이 형성되는데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
구 참여자들의 면담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
입안자의 입지, 한정된 재정의 분배, 현장의 목소리, 인적 자원에의 투자 4가지이다.
본 연구 속에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입안자 특히 구의원의
입지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정책 행정가 겸 결정자라는 것과 정치가라는 것이다. 정책 행
정가이자 결정자라는 입장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들은 사안을 정책화 시킬 수 있다. 정치
가라는 입장은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도 유권자와의 약속
을 떠올려야 한다고 연구참여자는 밝힌다. 고경훈(2010)은 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정에서
일반 시민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와 지방정부 관계자 같은 공식적인 참여자가 함께 참여
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가 정책 형성과정
에서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나, 정책입안자의 입지 속에서 간접적으로 두
입장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나타낸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한정된 재정의 분배는 정책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연구 참
여자들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작년의 예산을 반영하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정책
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순미(2009)는 예년의 예산을 반영하여 다음 해의 예산을
운영해 가는 점증적 예산편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미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
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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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의 확인을 통해 다음 해의 사업 및 예산 정책 결정시 반영하고 있었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예산이 정책의 결과로도 나타나는 순환적 관계를 보였다.
개개인의 목소리가 합쳐져 나타난 보육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
쳤다. 본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나타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의 목소리는 두
가지였다. 두 가지 목소리의 형태는 스스로 큰 목소리를 내는 능동적인 것과 작은 목소리
라 할지라도 정책입안자에 의해 경청되어지는 것이다. 사회 복지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정책을 많이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장동호(2011)의 연구
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인적 자원의 투자이다. 추
후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영유아기 교육 투자(신은수, 정미라, 박은혜, 권정윤, 2008)와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교사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져야 한다(서문희, 최혜선, 2010). 특
수보육시책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참여자는 본인의 지역에 유능한 교사를 확
보하기 위한 투자를 고려하였다. 또한 유아들의 건강과 문화적 지원을 정책에 반영하였다
고 함으로써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정책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밝혔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의 사업과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이 형성되는 요
인을 탐색한 논의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보육시책의 예산 편성 및 사업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기초자치단체별 차이가
컸다. 각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상 획일화된 정책을 펼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수보육시
책 사업비의 규모는 지역의 보육 유아 수, 보육시설 수, 교사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적 자원의 투자를 포함한 일부 정책들은 지역별로 일관성을 가지고 형
평성 있게 이루어져야만 추후 지역의 교육, 사회적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책형성 요인을 파악한 것은 자치단체들이 앞으로 보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보육 정책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정책 형성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책 형성 과정에 있어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정책입안자들이 정책형성 과정에 있어 다양한 요인들
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사회 역시 올바른 과정을 통해 보육 관련 정책들이 형성되고 있는
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책입안자는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바람
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우에 있어서는 정책형성 과정 중에
정책 대상 집단의 요구나 의견을 재차 반영시킴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적절성을 제고시
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의 임무를 발휘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방법의 한계 상 각 요인의 영향을 받은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알아볼 수 없었다. 기초자치단체가 만족할만한 정책 효과를 낳
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만족할만한 예산액과 수요자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완전
한 참여라는 송건섭, 최진(2009)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정책입안자의 입지, 한
정된 재정의 분배, 현장의 목소리, 인적자원의 투자가 반영된 정책이 과연 기초자치단체
구성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효과를 낳았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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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Budget and Policy of Local Childcare Service: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Bae, Junghee
Cho, Hana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classify the influential elements on local government's policy
formation for childcare and its budgetary allotment. This study also looks into the qualitative
degree of influence of such circumstances as budget and specialized measure regarding the
childcare according to the financial independency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al body and
the number of infants.
The detailed review is performed over the budgetary fund and project status on the special
childcare policy by the 25 basic local government units under city of Seoul for this purpose.
Some key informant interviews are followed up with childcare specialists that belong to the
three local government units to find out what should be the influential factors that are possibly
related to childcare policy for the local regions.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about this examination. Firstly, the number of project for
special childcare and the budgetary scale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financial capability of
respective local administrative units of Seoul. Secondly, on the whole, one specific factor is not
singled out in forming all the policies from the local government body. Rather, it turned out
that every relevant factor is influential interactively, which include the presence of policy
maker, the distribution of limited finance, voice of the field,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