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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유형별 공공성 수준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 총 511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108개소, 법인어

린이집 110개소, 민간어린이집 101개소, 가정어린이집 80개소, 공공형어린이집 121개소이다. 자료 분석

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F검증, Duncan 사후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보편성, 참여성, 투명성이 가장 높고, 공공형어린이집은 공개성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모든 공공성 구성요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둘째,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 즉 보편성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소재할수록 높

았고, 공개성은 반대로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일수록 낮았으며, 투명성과 참여성은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이며, 정원충족률이 높을수록 높았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이 수반되며,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공공성, 보편성, 참여성, 투명성, 공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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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김종해, 2005). 가장 큰 성과로, 어린이집이 1991년 3,670개소에서 2013년 43,770개소로 늘어나

고 보육 아동수도 같은 기간 동안 89,441명에서 1,486,980명으로 증가하는 양적 확대를 들 수 있

다(보건복지부, 1991, 2013a). 다음으로는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정부의 책임 강화이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 2012년에는 5세 누리과정1)과 0~2세 보육료 

지원, 2013년에는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하였다. 이 외에도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실상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였다. 아울러 2013년에 들어선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를 채택하고,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을 통한 보육관련 가계부담 해소와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주요 추진 계획으로 세워 보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3). 이와 갚은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에 따라 보육

예산은 2009년 2조 7천억원에서 2010년 3조 5천억원,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에는 5조가 

넘었으며, 0~5세 무상보육과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이 실현된 2013년에는 6조 1,300억원으로 늘

어났다(양미선, 박진아, 손창균, 임지희, 2013).

이처럼 보육 재정이 급팽창하면서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높아

지고 있다. 이는 민간 의존도가 높은 어린이집 공급구조에서 개인 투자에 의해 설치된 민간 어

린이집이 전체의 80%에 육박하고, 특히 이들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투자 자본에 대한 이윤 

추구 성향이 강하여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연구(백선희, 2011; 유승현, 2010;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 2006; 이진숙, 2012)들은 민간 중

심의 공급 확대는 공공성 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추진해 나가

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김종해(2005)는 예산 등의 문제로 국공립 확충은 실현 가능성

이 떨어지므로 공공성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반대의 의견을 내었다.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14). 또한 Webster사전(2013)에 따르면, 공공성을 ‘모든 사람에

게 공개되는 것, 공동체나 정부에 관련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 사회와 관련된 것, 다수

와 관계되어 있는 것, 일반적인 복지나 국가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공유

되는 것, 상업적인 이익보다 공적 재원이나 개인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

다.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면, 공공성이란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고, 공개되는, 정부가 

수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해, 2005). 이러한 공공성의 다의적인 특성으로 관련 연구들

은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공공성 개념을 정의하였다. 대표적으로 나병현(2002)은 공

공성 구성요소로 국가 관련성, 공동체 관련성, 공개성을 꼽았고, 백완기(2007)는 정부 관련성, 정

치성, 공개성, 공익, 공유, 공정, 인권, 이승훈(2010)은 가시성, 개방성, 행위자의 지위에 따른 구

분, 공적인 이익을 제시하였다.

1) 누리과정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동시에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교육비 지원단가
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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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분야에서 공공성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2005년 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05)에서 

이다. 보육 분야에서 공공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표적으로 백선희(2011)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공공성 구성요소를 가치(공동선, 평등성, 권리성), 정부 관련

성(공적 급여체계, 공적 전달체계, 공적 재정체계), 거버넌스(공개성, 투명성, 참여성) 3개 영역으

로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보육의 공공성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와 다르게 황옥경 외(2005)와 유

희정과 김은설 그리고 유은영(2006)은 어린이집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성 개념을 정리하였

다. 전자는 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미시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보육시설 서비스의 공

공성이라고 보고 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개념을 정립하였고, 후자는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적 특성을 공적지원 및 관리, 공통성 및 보편성, 개방성으로 보았다. 이들 연구(김종해,

2005; 백선희, 2011, 유승현, 2010;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 2006; 황옥경 외, 2005)는 공공성 개

념 외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시제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평가인증제, 재무회

계관리, 보육행정시스템 등의 확대,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고, 이 외

에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육법인 도입을 제안하였다. 한편, 어린이집

은 유형에 따라 설립 주체가 달라 운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관리하

는 목적이나 목표가 상이할 수 있다(문혁준 외, 2012; 이순형 외, 2012). 즉, 어린이집 유형에 따

라 공공성 실현을 위한 동기 부여나 노력, 지원이 다를 수 있다. 원장의 보육사업의 공공성 향

상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결과에서도 국공

립어린이집 원장은 공공성 향상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그 

수준이 낮아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공공성 향상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를 파악한 김종해(2005)는 어린이집의 재정 수입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정원충족률이 재정측면에서의 어린이집 공공성을 위협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외에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간에 또는 지역에 따라 보육

료가 상이하므로 이 또한 어린이집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에 따른 수입‧지출 구조를 분석한 연구(서문희 외, 2012)도 어린이집 유형 및 정원충족률

에 따라 수입과 지출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서 이들 요인이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강조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개념을 체계화한 연구(백선희, 2011;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 2006; 황옥경, 2005)는 소수 진행되었으나 공공성 수준을 파악하는 문항을 개발하고, 어

린이집 유형 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차이를 알아보고,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보편성, 공개성, 투명성, 참여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정원충족률이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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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 5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 중 여자가 94.1%로 과반수를 차

지하고 남자는 5.9%로 소수이었다. 연령은 45~50세와 50~55세가 각각 28.8%, 22.9%로 가장 많

았다. 학력은 34.4%가 4년제 대학, 32.5%는 대학원을 졸업하여 약 65% 정도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표 1> 응답자 특성                                                                      N(%)

구분 N (%) 구분 N (%)

성별 원장 경력 

 여자 481 (94.1)  3년 미만 103 (20.2)

 남자 30 ( 5.9)  3~5년 이하  76 (14.9)

연령  6~10년 이하 140 (27.4)

 35세 미만  26 ( 5.1)  11~15년 이하  95 (18.6)

 35~40세 미만  59 (11.5)  16~20년 이하  68 (13.3)

 40~45세 미만  95 (18.6)  21년 이상  29 ( 5.7)

 45~50세 미만 147 (28.8) 현 재직기간 

 50~55세 미만 117 (22.9)  3년 미만 113 (22.1)

 55세 이상  67 (13.1)  3~5년 이하  90 (17.6)

학력  6~10년 이하 163 (31.9)

 고졸  21 ( 4.1)  11~15년 이하  64 (12.5)

 대졸(3년제 이하) 148 (29.0)  16~20년 이하  57 (11.2)

 4년제 졸 176 (34.4)  21년 이상  24 ( 4.7)

 대학원 이상 166 (32.5) 정원규모

시설유형  20인 이하 116 (22.7) 

 국공립 108 (21.1)  21~39인 77 (15.1) 

 사회복지법인 110 (21.5)  40~49인 47 ( 9.2) 

 민간어린이집 101 (19.8)  50~79인 98 (19.2) 

 가정어린이집  80 (15.7)  80~99인 97 (19.0) 

 공공형어린이집 151 (23.7)  100인 이상 76 (14.9)

지역규모

 대도시 166 (32.5)

 중소도시 188 (36.8)

 읍면지역 157 (30.7)

전체 511 (100.0) 전체 511 (100.0)

원장 경력은 6~10년 이하가 2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년 미만,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순이었다. 또한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민간, 공공형어린이집이 각각 

20% 내외이었고, 가정이 15.7%로 가장 적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재직기간은 

6~10년이 31.9%로 1/3 정도 되었으며, 3년 미만이 22.1%, 나머지는 10%대를 나타내었다. 원장 

경력과 현 어린이집 재직기간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속 어린이집의 근속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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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문항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백선희, 2011; 오영호 외, 2012)와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과 제도,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토대로 공공성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구성요소별로 문

항을 개발하였다. 1차 선정된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는 보편성, 평등성, 회계의 투명

성, 정보의 공개성, 참여성, 사회적 책무성 6개 분야이고 총 39개 문항이다. 1차 개발된 공공성 

구성요소별 문항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육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 10인에게 안면타당

도를 구하였다. 그런 다음 보육, 사회복지, 교육학, 행정, 경제 분야에서 공공성을 연구한 학계전

문가와 현장전문가 72명을 대상으로 구성요소별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

선정은 다음의 분석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문항별 적절성 평균값을 산출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공공성 구성요소 내 우선순위를 할당하여 공공성 문항을 정리하였다. 이를 다시 보육

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 3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구하여 보편성, 공개성, 투명성, 참여성 4개 영

역, 총 21개 문항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표 2>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별 문항수 및 신뢰도

구성요소 내용 문항수 Chronbach’α

보편성 일정 수준의 시설 및 환경에서 일정 수준의 교사가 모든 영유아 요
구에 적합한 질이 보장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7 0.66

공개성

유치원이 기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며, 정보 공개 요구에 적
극 대처함으로써 이용자 및 외부로부터 신뢰감을 얻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4 0.71

투명성 유치원 재정 운영의 투명한 관리 6 0.69

참여성
유치원 운영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운영이 아닌 기관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즉, 이용 부모, 보육교직원, 지역사회, 정부의 참여가 보
장되는 것

4 0.73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별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어린이집 운영의 보

편성은 7개 문항, 공개성 4개 문항, 투명성 6개 문항, 참여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진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어

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문항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보편

성의 Chronbach’α는 0.66, 공개성 0.71, 투명성 0.69, 참여성 0.73이었다.

3. 조사절차

1) 표본선정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설문조사 대상 선정을 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 규모는 2013

년 4월 기준 43,000여개 어린이집 가운데 정부인건비 지원시설로 공공성이 비교적 강하다고 판

단되는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민간 투자로 이윤추구 성향이 강한 민간개인과 가정어

린이집, 그리고 2011년에 도입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에 의해 보육교사 인건비와 추가 보육료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0권 제3호

- 36 -

지원받는 공공형어린이집 각각 100개소씩 할당한 후 지역규모별로 무선 표집하여 대상을 추출

하였다. 단,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일부 시설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표본추출 

시 별도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직장어린이집은 일반 영유아

보다 해당 기업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기업으로부터 별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절차

본 조사는 조사전문업체가 직접 담당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

개월 동안이었다. 조사를 위하여 개발된 설문지를 온라인 페이지로 구축하고, 표본 추출된 어린

이집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어린이집 자체 이메일 주소 또는 원장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 후 메

일을 통해 온라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일

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F검증, Duncan 사후검증,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차이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인 보편성, 공개성, 투명성, 참여성의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1) 보편성 

<표 3>은 어린이집 운영의 보편성을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보편성 정도

는 전체 평균이 5점 척도로 평균 4.31점(SD=0.44)으로 높은 편이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7.8, p<.001). 구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M=3.88,

SD=.40)이 보편성이 가장 낮고, 국공립어린이집(M=4.58, SD=0.38)이 가장 높았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7개 문항 중 5개가 평균 4점대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에 취약보육서비스 제공(M=3.39, SD=1.58)과 

정기적인 부모 만족도 조사 및 운영에의 반영(M=3.73, SD=0.97)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보

편성 관련 각 문항을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7개 문항 중 관련법 및 정부지침 관련 시설

설비 구비 1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체로 국공

립어린이집이 가장 수준이 높고 민간개인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낮았다. 특히 정부가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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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과정 운영과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평가인증 참여 및 

사후관리 문항은 어린이집 유형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보편성 차이                                           단위: 점(명) 

구  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공공형 전체 F

 1. 정부가 고시한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
정에 따른 보육과정 운영

M 4.62a 4.36b 4.14c 3.85d 4.48ab 4.32 15.9***

(SD) (0.58) (0.69) (0.63) (1.07) (0.62) (0.76) 

 2.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M 3.97a 2.81c 2.55c 2.39c 3.39b 3.05 17.2***

(SD) (1.43) (1.58) (1.58) (1.51) (1.58) (1.64)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사 및 기타 교직
원 자격을 갖춘 교직원 채용

M 4.95a 4.95a 4.82b 4.85ab 4.87ab 4.89 2.8*

(SD) (0.26) (0.21) (0.48) (0.42) (0.39) (0.36) 

 4.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
수 제공

M 4.96a 4.91ab 4.75c 4.78c 4.81bc 4.84 4.7**

(SD) (0.24) (0.37) (0.48) (0.48) (0.43) (0.41) 

 5. 평가인증 참여 및 사후 관리
M 4.70a 4.52a 4.13b 4.06b 4.60a 4.42 14.1***

(SD) (0.48) (0.63) (0.98) (1.05) (0.54) (0.79) 

 6. 정기적인 부모만족도 조사 및 운영에의 
반영

M 4.06a 3.62b 3.51b 3.40b 3.94a 3.73 8.8***

(SD) (0.84) (0.98) (0.97) (1.01) (0.91) (0.97) 

 7. 관련법 및 정부지침 관련 시설설비 구비
M 4.88ab 4.92a 4.77bc 4.69c 4.87ab 4.83 3.5

(SD) (0.46) (0.31) (0.63) (0.56) (0.43) (0.49) 

 전체
M 4.58a 4.33b 4.14c 4.03d 4.41b 4.31 27.8***

(SD) (0.38) (0.40) (0.40) (0.40) (0.41) (0.44) 

 (수) (99) (110) (101) (80) (121) (511)

* p < .05, ** p < .01, *** p < .001, a, b, c, d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임.

2) 공개성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성은 5점 만

점에 평균 4.08점(SD=0.72)으로 보편성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개

인(M=3.83, SD=0.73)과 가정어린이집(M=3.88, SD=0.61)이 공개성 정도가 가장 낮았고, 공공형

어린이집(M=4,36, SD=0.76)이 가장 높았다(F=12.3, p<.001).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부모에게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을 통한 정기적인 공개가 가장 높고,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기관 정보 정기 

공개가 가장 낮았다. 각 문항을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4개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문항 중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기관정보 정기 공개

가 가정어린이집(M=3.15, SD=1.21)과 공공형어린이집(M=4.36, SD=0.97)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F=17.7, p<.001). 공개성 4개 문항 모두 민간개인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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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공개성 차이                                           단위: 점(명)

구  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공공형 전체 F

1.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기관 정보 정기 공개 

M 3.86b 3.56bc 3.39d 3.15d 4.36a 3.71 17.7***

(SD) (1.26) (1.20) (1.07) (1.21) (0.97) (1.21) 

2.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정보 부모에게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으로 정기 제공

M 4.77a 4.64ab 4.46b 4.46b 4.52b 4.57 3.2*

(SD) (0.57) (0.67) (0.81) (0.76) (0.84) (0.75) 

3.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어린이집 정보 공시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자료 업데이트 등 
정기적인 유지 관리    

M 3.91ab 3.46c 3.53c 3.69bc 4.21a 3.77 8.5***

(SD) (1.10) (1.26) (1.18) (1.06) (0.89) (1.14) 

4. 부모나 관련 기관의 어린이집 관련 정보
공개 요구에 신속 대응

M 4.51a 4.23b 3.95c 4.20b 4.36ab 4.25 7.1***

(SD) (0.64) (0.76) (0.89) (0.74) (0.83) (0.80) 

전체
M 4.26a 3.97b 3.83b 3.88b 4.36a 4.08 12.3***

(SD) (0.62) (0.70) (0.73) (0.61) (0.76) (0.72) 

(수) (99) (110) (101) (80) (121) (511)

* p < .05, *** p < .001 *** p< .001,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c를 의미함.

 

3) 투명성

<표 5>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투명성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와 같이, 투명성

은 5점 만점에 평균 4.40점(SD=0.56)으로 앞서 살펴본 보편성과 공개성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

었다. 이를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F=34.9, p<.001).

이를 문항별로 보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6개 문항 중 운영위원회에 예‧결산 보고 및 심

의(M=4.28, SD=1.02)에 대한 실행 정도가 가장 낮았고, 시군구별 상한액에 따른 보육비 및 기타 

경비 결정(M=4.93, SD=0.3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각 문항의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

펴보면, 자치구별 상한액에 따른 보육비 및 기타 경비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운영위원회의 예‧결산 보고 및 심의(F=47.3, p<.001)와 사회복지법

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산 편성(F=18.9, p<.001)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표 5>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투명성 차이                                          단위: 점(명)

구  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공공형 전체 F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산 편성 
M 4.79a 4.69a 4.08c 4.16bc 4.35b 4.42 18.9***

(SD) (0.48) (0.52) (0.88) (0.86) (0.78) (0.77) 

2. 어린이집 전용카드나 계좌이체, 현금영수
증 지출

M 4.92a 4.80a 4.53b 4.63b 4.58b 4.69 9.9***

(SD) (0.27) (0.42) (0.64) (0.56) (0.62) (0.54) 

3.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신용카드 및 금
융기관 통한 수납

M 4.84a 4.53b 4.41b 4.45b 4.49b 4.54 5.3***

(SD) (0.51) (0.74) (0.76) (0.86) (0.80) (0.75) 

4. 시군구별 상한액에 따른 보육비 및 기타 
경비 결정

M 4.99 4.94 4.89 4.89 4.92 4.93 1.4

(SD) (0.10) (0.41) (0.31) (0.50) (0.31) (0.35) 

5. 전산화된 회계 프로그램 이용한 관리 
M 4.94a 4.79ab 4.29c 4.40c 4.63b 4.62 10.6***

(SD) (0.31) (0.65) (1.09) (1.05) (0.80) (0.85) 

6. 운영위원회 예‧결산 보고 및 심의
M 4.86a 4.72a 3.66c 3.50c 4.42b 4.28 47.3***

(SD) (0.43) (0.59) (1.07) (1.24) (0.87) (1.02) 

전체 
M 4.74a 4.55b 4.02c 4.13c 4.46b 4.40 34.9***

(SD) (0.34) (0.42) (0.57) (0.52) (0.58) (0.56) 

(수) (99) (110) (101) (80) (121) (511)

*** p < .001,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c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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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참여성의 차이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참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참여성 정

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10점(SD=1.79)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를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

(M=3.48, SD=0.83)과 민간어린이집(M=3.77, SD=0.86)이 4점 미만대로 가장 낮고, 국공립어린이

집(M=4.57, SD=0.46)이 가장 높아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9, p<.001).

<표 6>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참여성 차이                                           단위: 점(명)

구  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공공형 전체 F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 운영  
M 4.89a 4.73ab 4.12c 3.84d 4.60b 4.47 31.6***

(SD) (0.32) (0.60) (0.93) (1.13) (0.63) (0.83) 

2. 교직원의 의사결정과정(월례회의, 교직원 
회의 등) 참여 및 운영에 반영

M 4.62a 4.39a 4.13b 3.86c 4.38a 4.30 9.8***

(SD) (0.70) (0.85) (0.99) (1.04) (0.80) (0.90) 

3. 부모 및 지역사회 전문 인력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M 4.32a 3.85b 3.45c 2.89c 3.95b 3.73 28.3***

(SD) (0.81) (0.93) (1.08) (1.10) (0.95) (1.07) 

4. 시군구 등 유관기관(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족지원센터 등)과의 협력  

M 4.82a 4.54bc 4.30d 4.40cd 4.68ab 4.56 8.1***

(SD) (0.41) (0.80) (0.92) (0.84) (0.62) (0.75) 

전체
M 4.57a 4.25b 3.77c 3.48d 4.28b 4.10 35.9***

(SD) (0.46) (0.63) (0.86) (0.83) (0.67) (0.79) 

(수) (99) (110) (101) (80) (121) (511)

*** p < .001,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c를 의미함.

참여성 4개 문항 중 시군구 등 유관기관(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정보센터, 유아교

육진흥원, 건강가족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이 가장 높고, 부모 및 지역사회 전문 인력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를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참여성 4개 문항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낮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 운영(F=31.6, p<.001)

과 부모 및 지역사회 전문인력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가 어린이집 유형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

었다(F=28.3, p<.001).

2.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규모, 정원규모, 정원충족률이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정원충족률이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의 보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시설유형 및 지역, 정원규

모, 정원충족률 등 독립변인 중 시설유형과 지역규모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전체 설

명력은 21.8%이었다(F=18.79, p<.001). 즉, 국공립어린이집(β=.151, p<.01)일수록, 어린이집이 

대도시(β=.208, p<.001)나 중소도시(β=.100, p<.05)에 소재할수록 어린이집 운영의 보편성이 높

았고, 반대로 어린이집 유형이 민간개인(β=-.243, p<.001)이거나 가정(β=-.294, p<.001) 어린이

집일수록 보편성이 낮았다. 다음으로 투명성은 시설유형과 정원충족률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

타내었고, 설명력은 24.5%이었다(F=21.69, p<.001). 즉, 국공립 또는 법인어린이집일수록, 정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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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률이 높을수록 투명성이 높았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일수록 투명성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참여성은 시설유형과 정원충족률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F=21.13, p<.001). 전체 설명

력은 24%로, 국공립어린이집일수록(β=.142, p<.01), 정원충족률이 높을수록(β=.193, p<.01) 어

린이집 운영의 참여성이 높고, 민간개인(β=-.196, p<.001) 또는 가정어린이집(β=-.286, p<.001)

일수록 참여성이 낮았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성은 설명력이 9%(F=6.92, p<.001)로 시설

유형 및 지역, 정원규모, 정원충족률 등의 독립변수가 유의미한 회귀모형을 구성하지 못하였다.

<표 7>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공성
구성요소 독립변인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R2 F

보편성

(상수) 4.183 .106

.218 18.79***

시설유형(국공립=1) .166 .055 .144**

시설유형(법인=1) -.097 .058 .088

시설유형(민간=1) -.321 .056 -.280***

시설유형(가정=1) -.405 .063 -.323***

지역(대도시=1) .167 .047 .172***

지역(중소도시=1) .095 .045 .100*

정원 .000 .001 .014

정원충족률 .002 .001 .063

공개성

(상수) 4.071 .181

.085 6.92***

시설유형(국공립=1) -.107 .094 -.059

시설유형(법인=1) -.311 .100 -.176**

시설유형(민간=1) -.494 .096 -.272***

시설유형(가정=1) -.484 .109 -.243***

지역(대도시=1) .043 .080 .028

지역(중소도시=1) -.012 .077 -.008

정원 -.001 .001 -.042

정원충족률 .004 .002 .091

투명성

(상수) 4.100 .106

.245 21.69***

시설유형(국공립=1) .314 .055 .265***

시설유형(법인=1) .223 .059 .196***

시설유형(민간=1) -.220 .056 -.187***

시설유형(가정=1) -.163 .064 -.127*

지역(대도시=1) .089 .047 .089

지역(중소도시=1) .051 .045 .053

정원 .001 .001 .051

정원충족률 .004 .001 .166***

참여성

(상수) 3.690 .153

.240 21.13***

시설유형(국공립=1) .240 .079 .142**

시설유형(법인=1) .025 .084 .015

시설유형(민간=1) -.328 .081 -.196***

시설유형(가정=1) -.526 .091 -.286***

지역(대도시=1) .040 .067 .028

지역(중소도시=1) -.057 .065 -.041

정원 .001 .001 .084

정원충족률 .007 .002 .193***

주: 시설유형, 지역규모 변인은 Dummy변수 처리함.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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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즉 보편성, 공개성, 투명성, 참여성

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고,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규모, 정원, 정원충족률 등이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

소 중 어린이집 유형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낸 항목들을 중심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운영의 보편성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낮았다.

보편성 문항별로는 관련법 및 정부지침 관련 시설설비 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 모두에서 어

린이집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취약보육서비스 제공과 정부가 고시한 누

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과정 운영, 평가인증 참여 및 사후관리에서 국공립어린이

집과 가정어린이집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보육서비스 할당제 도입을 

제안한 연구(양미선, 정주영(β=.193, p<.01)임지희, 2013)와 평가인증 의무제 도입을 제안한 연

구(백선희 2011; 서문희 외, 2013; 유승연, 2010)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평가인증 

관련 보고자료(한국보육진흥원, 2013)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신규인

증률이 10% 가까이 낮고, 평가인증 신규인증 점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았다. 즉, 어린이집 운영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

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평가인증 알리미를 통해 평가인증 정보가 공개

되면서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미참여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

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정부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결과가 평가인증 통과 당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어린이집이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인

증을 의무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개인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항목에서 높게 

나타난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 시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을 조건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취약보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대부분이 운영이 용이한 다문화

보육과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아통합 보육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담하

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양미선, 정주영, 임지희, 2013). 따라서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거점

형으로 운영하거나(서문희, 신나리, 유은영, 2007; 서문희 외, 2011) 지역별 특성 및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취약보육 할당제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개인과 가정 어린이집의 취

약보육서비스 운영 확대를 위해서는 시간연장형보육 보육료와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수준을 상

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어린이집이 영아 중심 운영 및 3급 보육교사가 많아 정부가 고시한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과정 운영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전국보

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에서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프로그램과 누리과

정 활용 정도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낮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조사한 양미선과 임지희(2012)의 연구에서 민간개인과 가정어린이집의 2, 3급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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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민간개인과 가

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정부 지침대로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교

사 대상의 직무‧승급교육을 비롯한 재교육, 컨설팅 및 장학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

육교사가 어려움 없이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해설서와 지

침서, 지도서 외에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성 총점 및 4개 문항 모두 어린이집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공개성은 공공형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민간개인어린이집이 가장 낮았다. 특히, 4개 

문항 중 어린이집 유형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기관 

정보 정기 공개 문항은 공공형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아

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한 어린이집 정보 공시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자료 업데이트 등 정기적인 

유지관리는 법인어린이집이 가장 낮았다. 나머지 공공성 구성요소와 달리 공공형어린이집이 국

공립어린이집보다 각 문항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낸 이유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 아이사랑보

육포털 또는 포털에 연동한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보육료 등의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 정보 공개 여부를 평가2)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보

건복지부, 2014a). 이는 어린이집의 공개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 서비스 내용, 교직원, 시설운

영 공개를 제안한 유희정과 김은설 그리고 유은영(2006)의 연구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도입

을 주장한 백선희(2011)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가 2013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민간어린이집이 유의미하게 낮

게 나타났다. 투명성을 구성하는 6개 문항 중 시군구별 상한액에 따른 보육비 및 기타경비 결정

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민간개인과 가정어린이집이 유의미하

게 낮았다. 특히, 운영위원회의 예‧결산 보고 및 심의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산 편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와 재무회

계규칙 준수 여부를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결과와 일치한

다. 두 항목 모두 민간개인과 가정 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및 재무회계 교육 실태를 조사한 양미선과 정주영 그리고 임지희(2013)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재무회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황옥경(2005)과 유승현(2010)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정이나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은 민간 자본투자에 의한 설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개인

과 가정어린이집 대부분이 투자 자본에 대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어린이

집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예결산 보고 및 심의를 의무화하

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재무회계규칙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자가 자율적으

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한편, 시군구별 상한액에 따른 보육비 

2) 어린이집 정보공개 확대로 2014년부터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에서는 정보공개 항목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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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경비 결정 항목에서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보육비 및 기타 

경비 상한액 준수가 지도점검 및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고, 부모들이 어린이

집에 내는 비용에 관심이 많아져서 어린이집이 유형에 관계없이 상한액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넷째, 참여성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참여성 4개 문항

별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가정과 민간개인 어린이집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특히 운

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 운영과 부모 및 지역사회 전문 인력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가 큰 차이를 

보였다. 가정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 운영이 낮은 이유

는 가정어린이집이 영아 중심의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운영 위원의 참여 저조와 교사를 겸직하

는 원장의 운영위원회 운영 능력 및 경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의 활성화 정도를 조사한 연구결과(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양미선, 정주영, 임

지희, 2012)와 일치한다.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모 및 지역사회

와의 연계와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한 황옥경 외(2005)와 육아지원기관의 지역사회 인사 참여를 

제시한 유희정과 김은설 그리고 유은영(2006),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의 의무화와 보육모니

터링단과 보육옴부즈만 운영을 제시한 백선희(2011)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할 수 있

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영유아 건강 및 안전, 아동학대, 불법매매, 이용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활동 및 급간식업체 리베이트 등의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일

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고, 어린이집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정부는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부모모니터

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반발이 적지 않다. 정부 주도가 아닌 어린이집이 자발적

으로 열린 운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 및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 즉 보편성, 공개성, 투명성, 참여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보편성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

타내었고, 투명성은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참여성은 국공립과 정원충족률이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

집의 공공성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높으며, 정원충족률이 높은 어린이집이 투명성과 

참여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제안한 연구(백

선희, 2011; 양미선, 임지희, 2012; 유희정 외, 2006; 황옥경 외, 2005)와 정원충족률이 일정 수준

을 넘지 못하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한 서문희 외(2013)의 연구와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위탁자가 3~5년마다 재위

탁 또는 신규위탁을 받아야 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보육 시설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

산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는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정원충족률은 어린이집 수입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원충족률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경비, 정부지원 등의 수입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는 곧 교사 처우나 보육프로그램 운영, 급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앞서 예상

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성 구성요소 전반에서 높은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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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고, 민간개인과 가정 어린이집은 이에 반해 매우 취약하였다. 한편, 보육교사 인건비와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이 공공성 구성요소별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 높

았고, 구성요소 중 투명성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민간어린이집도 정부 지

원을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확보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도 본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조사시기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2013년 상반기에 어린이집에서 아

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특별활동 및 급간식비 리베이트 등의 일련의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하

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시군구와 합동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

여 어린이집은 매우 위축되어 있었고, 표본으로 추출된 일부 어린이집들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

거나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조사대상의 경우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시기를 적절히 선정

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대한 응답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는 점에서 어린

이집 공공성 실행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공공성 평가는 제3자

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연구기간 및 비용 등의 제약으로 어린이집 원장에 

의한 응답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성 확보가 

다소 부족하므로 결과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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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ublicness by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and factors

related to publicness in the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11

childcare center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F-test,

Duncan`s post hoc test, and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First, Among childcare

centers, Public childcare centers were high in universality,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But

family daycare homes and private centers were low in universality,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openness. Second, public childcare centers, family daycare homes, private childcare centers,

major city and medium-sized cities affected universality in the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s.

Public childcare centers, social welfare foundation childcare centers, family daycare homes, private

childcare centers and proportion of capacity affecte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s. Public childcare centers, family daycare homes, private childcare centers and proportion

of capacity affected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s. Government able to

accomplish publicness in the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s if it would strengthen management

process and expanded financial for child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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