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제> 유아교육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유아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 미 화(육아정책연구소)

Ⅰ. 서론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핵이 되는
부분은 교사이다. 따라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영유아교사의 중요성에 대해 주
목하고 이들의 자격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유아교원
의 신규 양성이나 현직 교원 등의 전문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적으로 하고 있다(이미화 외, 2015). 이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각국 정부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성이 영유아교
육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기 위해
결혼을 늦추거나 가족 구성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출산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어 대응정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5년 합계출산율 1.08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이후, 각
종 저출산 위기탈출을 위해 약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24 수준이다. 2000년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던 시기
의 출생자가 청년기에 진입하는 2020년대부터 청년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
들게 될 것이며, 10년 후인 2027년은 20대 청년 인구 숫자가 지금의 약 20%인 140
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 청년인력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도
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에서 전개해야 할 저출산 문
제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을 포함한 육아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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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을 강조하는 정책의 개발은 세계적 트랜드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의 근원은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연
구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 연구들은 영유아기 교육이 영유아의 인지발달, 인성
발달, 신체 발달 등 전인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은 사회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 아젠다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특히 교육 불평등이 가져 오는 많은 모순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아주 어린 시
기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미화 외, 2015).

2017년에는 향후 5년간의 ‘유아교육 중장기 계획(2018~2022)’을 수립하는 해이다.
교육부와 관련 전문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다양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교육부,

2017).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교육이 2030년까지 나아가
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 22개를 담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
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2016년 12월 22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지
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에 맞춰 실행하고 발전시키기에는 내용 상 한계가 있으므로
유아교원정책도 유아교육정책 안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최근 국내외 사회 변
화와 관련 정책 추이를 토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정책 및 유아교원정책에서 해결해야 과제는 많으나 본고에서는 향후유
아교원정책에서 강조되어야 할 주요 쟁점 세 가지를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실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함께 사립유치원 교
원의 처우개선 문제, 현재 체제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유보통합체계 도입 문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과 유아교원정책의
방향성 문제 등을 다루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위한 유아교육과 유아교원정
책의 방향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 5월, 한국교원교육학회에
서 향후 유아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기적
절하다고 생각하며 다양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유아교원정책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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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아교육 및 유아교원정책 현황
1. 유치원 및 재원아 수
2015년 통계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은 8,930개원이며, 전체의 52%에 해당되는
국립과 공립유치원 4,678개원과 사립유치원 4,252개원(48%)이 운영 중이다(<표 Ⅱ

-1-2>). 기관수에서는 공립유치원 수가 다소 많더라도 유아 중 23.6%만이 국공립유
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에서 유아의 76.4%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취원
아 수로 비교해보면 사립유치원 재원율이 국공립에 비해 3배나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2>).
한편 어린이집은 전국에 42,517개소로 이중 약 6.2%에 해당되는 2,629개소가 국
공립어린이집에 해당된다(<표 Ⅱ-1-3>).
〈표 Ⅱ-1-1〉유치원 수 추이: 2007-2016
단위: 개원, %

공립

사립

단설

병설

법인

사인

국·공립
비율

3

94

4351

503

3343

53.6

8344

3

101

4379

511

3350

53.7

2009

8373

3

116

4374

504

3376

53.7

2010

8388

3

131

4367

498

3389

53.7

2011

8424

3

146

4353

454

3468

53.4

2012

8538

3

167

4355

469

3544

53.0

2013

8678

3

184

4390

470

3631

52.7

2014

8826

3

228

4388

493

3714

52.3

2015

8930

3

272

4403

500

3752

52.4

2016

8987

3

305

4388

506

3785

52.2

구분

전체

국립

2007

8294

2008

자료: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7. 5. 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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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추이: 2007-2016
단위: %(명)

국·공립

구분

사립

전체

21.9(118,422)

78.1(423,128)

100.0(541,550)

22.1(118,879)

22.2(119,128)

77.8(418,694)

100.0(537,822)

국립

공립

합계

2007

0.0(261)

21.8(118,161)

2008

0.0(249)

2009

0.0(231)

23.3(125,305)

23.4(125,536)

76.6(411,825)

100.0(537,361)

2010

0.0(236)

23.5(126,341)

23.5(126,577)

76.5(412,010)

100.0(538,587)

2011

0.0(240)

22.3(125,855)

22.3(126,095)

77.7(438,739)

100.0(564,834)

2012

0.0(226)

20.7(127,121)

20.7(127,347)

79.3(486,402)

100.0(613,749)

2013

0.0(225)

21.5(141,827)

21.6(142,052)

78.4(516,136)

100.0(658,188)

2014

0.0(258)

22.7(148,011)

22.7(148,269)

77.3(504,277)

100.0(652,546)

2015

0.0(256)

23.6(161,083)

23.63(161,339)

76.36(521,214)

100.0(682,553)

2016

0.0(258)

24.15(170,091)

24.2(170,349)

75.8(533,789)

100.0(704,138)

주: 기관별 취원율 = (기관별 취원아 수/전체 취원아 수)x100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Ⅱ-1-3〉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 현황: 2015
단위: 개원(%)

국·공립

구분

전체

유치원

8930(100)

어린이집

42,517(100)

사립

국립

단설

병설

법인

사인

3(0)

272(3)

4403(49.3)

500(5.6)

3752(42.0)

2,629 (6.2)

39,888(93.8)

주: 어린이집에서 사립항목에 해당되는 설립유형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
동, 직장 어린이집을 합산함.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5). 교육통계연보. 2-2 설립별유치원수.
2)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2.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사 수 비교
2015년 통계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 교원은 50,998명으로 이 중 국립, 공립유치
원에 재직 중인 교원은 12,619명으로 전체의 약 24%에 해당되며, 사립유치원에 재
직하는 교원은 38,379명으로 전체의 76% 수준으로 재원아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2-1>). 보육교사는 전체가 227,219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21,832명으로 전체의 9.6%에 해당된다(<표 Ⅱ-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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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연도별 유치원 교원 수 및 교원 1인당 원아 수 추이: 2007-2016
단위: 명(%)

구분

전체 교원수

사립 교원수

국·공립 교원수

국·공립 교원비율

2007

33,504

25,341

8,163

24.4

2008

34,601

26,119

8,482

24.5

2009

35,415

26,787

8,628

24.4

2010

36,461

27,634

8,827

24.2

2011

38,662

29,423

9,239

23.9

2012

42,235

32,266

9,969

23.6

2013

46,126

35,129

10,997

23.8

2014

48,530

36,599

11,931

25.6

2015

50,998

38,379

12,619

24.7

2016

52,923

39,511

13,412

25.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표 Ⅱ-2-2〉설립유형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수 현황: 2015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유치원

853

50,145

50,998

62

12,557

12,619

791

37,588

38,379

어린이집

1,897

227,219

229,116

60

21,772

21,832

1,837

205,447

207,284

주: 1) 어린이집 교사에는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 교사, 시간
제보육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비담임)보조교사가 포함됨.
2) 어린이집에서 사립항목에 해당되는 설립유형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어린이집을 합산함.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5). 교육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2015.12.31. 기준).

3.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기관 비교
유치원교사 양성기관 수는 총 187개교이며, 학과 수는 200개, 2015년도 기준 입
학 정원은 14,099명이다. 이 중에서 유아교육과 외 학과에서 유치원교사 자격취득
이 승인되는 기관은 4년제 대한이 23개교, 2~3년제 전문대학이 2개교로 총 25개교

122명에 해당된다. 유치원교사 양성기관 중 교육대학원은 국공립 8개소, 사립 25개
교로 총 33개교에 해당된다(<표 Ⅱ-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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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육교사 자격취득자의 출신학교를 살펴보면 2급 보육교사는 전국에 총

310개 교유기관 1,350개 학과에서 배출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이
140개 대학, 487개 학과, 2~3년제 대학이 136개 대학 511 학과, 사이버대학이 22개
대학 147개 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1개 대학 11개학과, 학점은행 교육기관 11
개 기관 194 학과에서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미화 외, 2015).
〈표 Ⅱ-3-1〉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취득자 양성기관 현황: 2015
대학교
구분

합계

기관수
(학과수)

187
(200)

2015년
입학정원
유아
교육과
외 학과
(승인인원)

전문대학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13(13)

72(77)

2(2)

98(105)

85(90)

100(107)

14,099

3,466

7,863

25
(122)

23(107)

2(15)
동남보건대,여주대

산업대

방통대

유아
교육과

유아
교육과

1(2)

1(1)

90*

2,700

교육
대학원

국공립
8(8)
사립
25(25)

주: 1) 유치원교사 입학정원 수치는 유아교육과 외 아동복지학과 및 보육학과 등 유치원 양성학과의
총 입학정원을 함께 기재한 것임
2) 유아교육과 외 아동복지학과 및 보육학과 등의 경우 승인인원 수를 기재한 것임
3) *산업대는 호원대 신입 70명 편입 20명 포함된 수침임
4) 2015년 현재 교직을 폐지한 학과의 입학정원은 제외된 수치임(예: 창원대 그리스도대, 백석대,
중앙대, 한남대 등)
자료: 교육부(2015) 2015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4. 유아교육 및 보육 수급 전망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선결과제는 향후 수요 및 공급을 전망해 보는 것
이나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는 통계 자료 및 방법상의 문제로 관련 연구수행
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및
유아교원 관련 현황 및 추이를 토대로 향후 수요 전망을 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박진아외, 2015; 이미화 외, 2016; 박진아 외, 2016)를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진아 외(2015)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세부적인 정책 변인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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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 변동과 재정 지원 정책 확
대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를 반영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수요를 예측해 보았다. 그 결과 2014년과 비교하여 2024년에는 유치원 3~5세 유아
수는 증가하고 어린이집 0~5세 영유아수는 모든 연령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교사양성과정을 통합하는 안을 가정해 보았을 때, 유
아교육, 아동, 보육학과 중 핵심학과로 제한하고, 통합교사의 수업연한을 위한 4년
제로 전환을 고려한다면 신규 배출되는 영유아교사의 수는 매년 약 1만 3천여명이
가능한 인원으로 약 2만 5천여명에서 2만 7천여명의 담임교사의 수급에 있어 어려
움이 예상된다(이미화 외, 2016; 박진아 외, 2016). 그러나 수요자의 요구 변화와 함
께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의 정책 변동에 따라, 연구 방법과 활용 가능한 자료에
따라 결과 예측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향후 좀 더 정교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5. 유아교육 중장기 계획
유아교육정책의 핵심적인 변화는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 발전 방
안’,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시행, 2013년 누리과정의 전면 확대, ‘유아교육발전 5
개년(13~17)계획’수립,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 등으로 선진 유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이 5대
정책분야 및 20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고, 유아교원정책으로는 ‘우수교원 배치 활
용’ 분야에 5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유아학비 부담 감면
2) 선진 유아교육제도 구축
3)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4) 우수교원 배치･활용
①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
③ 교원능력개발 평가 단계적 도입
④ 우수교사 발굴･지원 및 사립 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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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립원장 평가･공모제 도입

5) 유아교육 지원체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2013년 2월 발표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아이들이 행복한 유아교육의 실
현이라는 비전으로 의무교육 기반조성으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추
구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5대 정책 분야 및 20개 핵심과제를 제안하였고, 유
아교원정책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분야에 5가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1) 유아교육 기회 확대
2) 유치원 운영 효율화
3)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4)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①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기준 강화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③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
④ 유치원 교원임용 및 인사방식 개선
⑤ 유치원교사 근무여건 개선

5) 유아교육 지원 체계 강화 등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새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에는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향후 5년간의 ‘유아교육
중장기 계획(2018~2022)’을 수립하는 해이다. 교육부와 관련 전문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정책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별도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Ⅲ.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유아교육 분야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공사립 유치원의 격차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유아교육이 갖고 있는 책임과 한계인 유아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입장
차이에 기인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행위 주체자로서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
며,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공립 기관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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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의 역할 증대는 유아교육이 사유재가 아닌 공공제 또는 준 공공제로 간
주되어야 하며, 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유아교육이 시장
주도가 아닌 정부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부모가 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비를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확장시
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최은영, 2016).
한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하여 이정욱(2017)은 누리과정 사례를 들어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누리과정은 모든 만 3~5세 유아가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교육
받는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원리인 보편성과 교육내용의 중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
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이며 관리, 운영, 지원하는 교육이라는 공교육 개념
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원리인 의무성은 유아교육에서는 교육을 받
아야 하는 국민의 의무보다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로 접근하여 국가의
책무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누리과정은 국가 책무성의 실현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누리과정에 의해 사실상 공교육의 기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실현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피력
하면서 이와 함께 누리과정 시행과 함께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 첫
째, 완전 무상교육이 아니고 수익자 부담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교육기회의 균
등성 확보 문제, 둘째,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셋째, 누리과정으로 시작된 유보통합 완료 방안 등으로 교육부 소관으로 유
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및 3~5세 유아교육의 기간학제 포함을 제시하였다(이정욱,

2017).
▶향후 과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원의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최은영의 연구(육아정책연구소, 2015)결과에 의하면 국공립 유치원 원아분담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적 자금
을 투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민간의존
율이 90%에 달해 국공립 확충 계획과 더불어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 정
책을 기반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를 위해 회계 제도의 사용, 정보
공시제,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기반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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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공공형 제도를 구체화하여 유아교육의 공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립 유치원
에 저연령, 저경력 교사가 지배적인 이유는 처우와 근로여건과 무관하지 않고, 교
사의 이직의도 원인은

보수, 원장, 적성 순으로 직무 태도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교사의 이직은
유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사립유치원 교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유보통합 추
진과 연계하여 고려함을 환기하였다(최은영 외, 2015). 향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함께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지원을 기대해본다.

Ⅳ. 유아교원정책의 국제동향 분석과 유보통합 체계1)
OECD 보고서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교직원(staffs)을 제시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
육의 질(quality)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대체적
으로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사 등의 요소라는 점에는 합의하고 있다. OECD 국가
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과정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교사의 질 관련 논의에 대한 강력한 근거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책임지
고 있는 교사들을 통해 영유아기 발달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교수-학습
의 형대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유아 대상 적기교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성취
한다는 것을 경험한 각 나라의 오랜 경험이다(OECD, 2011c). 교사의 질이 중요하
다는 것에는 각국의 정책입안자 혹은 정책수요자 등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 나라마다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현직교사
교육까지 매우 다양하다.
1) 본 자료는 유아교원 연구(이미화 외, 2015) 및 유보통합 관련 연구(이미화 외, 2014; 2015; 2016)를
수행 중에 작성한 발표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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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예비유아교사로서 받아야할 교육 수준을 학사학
위 이상으로 요구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국가는 특정 과정 이수만으로
도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각 나라마다 영유아를 위
한 교육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OECD,

2011c). 즉, 출생에서 2~3세까지의 영아와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의 유아
를 구분한 체계를 갖춘 국가들은 교사 체계 역시 이원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OECD, 2011a).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 독일, 호주 등이 있다. 반면에 출생에서부
터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의 모든 연령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연계한 체계를 갖
추고 있는 나라들의 교사 양성체계는 같은 수준에서 단일화 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각 국가마다 영유아기 교사 양성과정의 체계가 다르지만, 교사의 역량이
곧 영유아기 발달과 성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
고 있다(신은수 외, 2011). 교사 역량이 높은 교사 즉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영유아에게 반응적이며, 영유아와
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위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
수한 역량을 갖춘 교사는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지식, 기
술 등의 인지적 역량 역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박은혜, 2013). 이와 같은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지식, 기술, 태도
를 양성할 수 있는 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 양성교육과정
의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따른 교과목 구성 등에는 영유아의 발달, 교수-학습적 측
면 등과 함께 각 국가의 사회적인 맥락이 반영된다.
본 장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 통합과정
에서 교사양성 정책, 교사 양성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체계에서 단일화되고 통합된 체계로 개편될
때, 교사 양성과정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어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
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 속에서 교사 양성 역시 분리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분리된 교사 양성체계는 연령 간 발달의 연속성뿐만 아니
라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성취를 위해서도 공통된 지식, 기술, 태도를 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교사 양성과정 체계 정비의 가장 우선적인 작업
은 교사의 교육연한 즉 학력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OECD 등 주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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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통합된 체계 속에서의 교사의 자격기준은 학사학위(Bachelor's degree) 수
준의 대학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영유아 교사는 전반적인 교양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영유아 대상 적기
교육을 위해 특정화된 부분의 지식, 기술, 태도 등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야한다.
따라서 교사 양성과정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때, 영유아 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구체적인 교사교육 과정이
검토되어야 한다(김은영 외, 2014; 신은수 외, 2011).
셋째, 동일한 교사 양성과정 마련과 함께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의 교사 배치
관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은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
라 점점 더 어린 연령의 영유아들이 들어오게 되고, 부모 모두 취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보다 오랜 시간 교사들과 생활하게 된다(이기숙, 2013). 이렇
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교육·보육 상황에서 교사에게 많은 역할이 요구된다. 교사
의 역할로는 국가에 따라서 동일한 교사 양성과정에서 배출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사 자격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있고, 또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OECD, 2011a, 2011c). 따라서
통합교사 양성체계 전환 방안 마련과 함께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인력배치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김은영 외, 2014). 인력배치 기준은 교사의 직무와 자격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넷째, 전반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모든 종류의 교원의 자격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자격기준 상향은 단순히 학력 수준, 즉 교육연한을 높
이는 것 뿐 아니라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과도 연계되어 있
다. 각 국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국가 정책이 개
발 및 시행되는 것은 사회변화로 인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 머
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영유아기 적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시기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교육
적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교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종류의 교원의 자격
기준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을 인정한 국가들은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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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비롯한 자격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교원 자격
기준의 상향조정은 급여를 포함한 직무환경이 그에 적합하게 상향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교원 자격기준의 상향조정을 어려워하고 있다(OECD, 2011c). 이는 매우 현
실적인 문제이며, 미국에서 매해 유아교육비용을 조사하는 보고서에서도 부모와
연방 혹은 주정부가 부담하는 유아교육비용이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
은 교원의 저임금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Children Aware of

American, 2014).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학력 혹은 교육 수준에 비
해, 다른 산업이나 학령기 대상 교원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그
러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통합교사 자격기준이 초
중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안될 때 급여를 포함한 직무환경이 이에 준하도록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과제: 통합 방향 및 단계별 추진 방안 마련
통합 영유아교사에게 적용하는 신규 자격 및 양성체계안을 마련한다. 통합교사
의 신규자격은 유치원·보육교사 자격을 통합한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에
통합교사의 수업연한과 양성과정 이수 교과목 및 기준 학점을 제시한다. 통합교사
자격과 별도로 교사 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신규 자격 이외에도 기존의 유치원,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한 전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유치원,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
한 자들은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자격 취득 희망시 특별과정 이
수를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유치원·보육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는 각각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다. 때문에 유치원·보육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시 통합교사가 포함
된 교직원 관련 법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유아교육법’
과 ‘영유아보육법’과 별개로 개편된 교직원 관련 규정이 포함된 유보통합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부처 통합의 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할 것이
며 법령의 세부적인 조항 및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방
안으로는 기존의 유치원·보육교사 관련 법 체계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유지하되,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유보통합
에 대해서는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나 누리과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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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함께 분야별 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도 사실이다. 향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유보통합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나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넓은 시각
으로 바라보기를 기대한다.

Ⅴ. 4차 산업혁명과 유아교원정책의 다양성
세계 각국은 ‘지능정보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 전
반 및 교육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자국의 방안과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교육부도 학생 수업 선택권 확대,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자율성 대폭 강화, 첨단 미래학교 육성 프로젝트 추진,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과 전략(시안)’을 2016년 12월 2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교육이 2030년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 22
개를 담은 안으로, 우리나라가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중장기 교육방향과 핵심 키워드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유연화),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자
율화),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개별화),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
재를 기르는 교육(전문화),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인간화) 등 다
섯 가지이다(교육부,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초중등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유아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유아교원
정책 설계와 추진에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특
히 미래에 지식의 가치, 직업 생태계, 그리고 인재상이 바뀌면서 교사의 역할도 바
뀌게 된다. 지금까지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될
것이고, 기계로 대체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다
른 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교사들도 비정형적이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김지영(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사가 달
라져야 하는 세 가지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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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정형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과서나 교과과정대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였다면 앞으로는 가르치는 학생들의 특징, 수준,
요구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필요한 학습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규레이
팅(curating) 할 수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이다.
둘째, 기계로 배울 수 없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빠른 속도로 인간의
능력이 기계로 대체될 것이며 교사들은 이제 기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르
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일 중 하나가 ‘관계’를 통한 학습이다. 인성을 길러주
는 일, 감성을 키워주는 일, 소통을 강화하는 일,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일은 기
계를 통한 학습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간의 관계를 통해, 공감을 통해, 인간적
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습이다.
셋째, 배움을 지속해야 한다. 지식의 총량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개별
지식의 수명은 감소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2~3년 단위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에
도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될 것이며, 미래에는 기계와 함께 교사가 협력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미래 변화에 맞추어 지금의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들이 집중해야
할 미래 역량으로 <다섯 가지 미래 교육 코드>에서 뽑은 것이 자기력, 인간력, 창
의융합력, 협업력, 평생배움력이다(김지영, 2017).

[자기력]은 한마디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자기력은
아이들의 성장의 평생 동력이 된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에 자신만의 차별성과 능
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 유아 교육을 함에 있어 평균적 사고, 평균적 행
동을 강요하기 보다는 각자의 아이들이 가진 고유한 결과 색을 찾아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게 될 텐데 그럴수록 인
간만이 가진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인간력] . 앞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있
어서의 핵심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고하게 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사고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아이의 질문력을 강
화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감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공감이 점점 더 결핍되고 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에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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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력] 미래 사회는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사고하
고, 다양한 지식과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더 요구할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은 사고가 유연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창
의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사들은 ‘완벽’ ‘완성’ 보다는 ‘시도’ ‘도전’에 대해 아이
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창의융합 시대에는 서로 다른 분야를 잘 넘나드는 사람
이 필요하다.

[협업력] 미래는 집단 지성의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협업능력이 높은 사람이
개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환영 받게 된다. 협업력을 키워주기 위해 교사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를 갈등이라는 학습의 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툼,
생각차이가 생겼을 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해결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다름이 도움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름이 도움이 되는 경험을 많
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지식의 수명이 더욱 더 짧아지는 미래에는 스스로 배움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평생 배움력] . 아이의 평생 배움력을 키워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릴 때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꺾지 않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
은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선행학습, 지나친 지식교육으로 인해 배움에 대한 무기
력증을 갖는 경우가 많다. 평생 교육의 주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 바로 책이다.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을 어릴 때 갖도록 해주는 것은 아이의 평생 배움력에 기초 체력
이 된다.
한편 장명림(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
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또 다른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개된다고 하
더라도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유아교육(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아의 웰빙(well-being)과 유아 발달에 적합한 학습”이다. 유아교육은 ‘유아의’,

‘유아에 의한’, ‘유아를 위한’ 내재율에 근거한 교육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누리과
정의 구성 방향, 목표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충실하게 실행하되, 특히, 기본생활
습관과 바른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다원화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공
동체 의식을 중시하여야 하며 유아교육(교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기반해
야 하며, 특히, 영아기에 더욱 강조해야 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하였다.
또한 0-5세 유보통합체계 내에서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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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까지의 연속적ㆍ전문화ㆍ특성화된 교육ㆍ보육 서비스 제공 필요하며 더 나아
가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연계되는 내용 체
계화로 영유아 경험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가교육과정으로
서 누리과정의 체계화와 운영의 내실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며 교사의 전문적인 누
리과정 실행 지원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화연수, 교사들이 쉽게 활
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ㆍ보급, 유아 교사들간의 커뮤니티 활
성화 등을 피력하였다.
▶향후 과제: 유아교원정책의 다양성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수요를 전망한 최윤경(2013) 연구에 의하면 인구감소가 지
속되어도 사회는 적응적,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미래의 수요는 자녀를 양
육하기 좋은 환경, 아동복지와 권리가 보장되는 육아환경,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근로환경에 있다고 하였다. 2014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과
더불어 사교육도 더욱 증가할 것이고, 온라인 교육지원 활용이 증가할 것이며, 육
아관련 산업의 발달로 시장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가정문화를
배려한 근로문화의 정착으로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볼 때 영유아 개개인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는 측
면에서 교육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유아교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김은영(2016)은 미래
사회의 유아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나 가
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교육내용은 영유아의 개별 특
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방법 또한 인공지능의 활용 등 기존과
다른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며 결국 유아교원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맞
추어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래사회에서 유아교육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유아교원의 역할도 유아교육의 형태에 따라 분화될 수 있으며, 교원
의 역할에 따라 자격기준도 다양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질 관리 정책도 획일적인 것이 아닌 다양성에 초점을 두되 유아교원도 미래사회의
한 개인으로 교사로서 꿈을 실현하고 전문성을 신장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김은영, 2016) 점을 제안하였다. 향후 이
를 반영한 유아교원정책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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