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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육시설 공급현황은 총량적으로 접근할 경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역별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의 공급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중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이 미설치 되거나 지역아동 수 대비 

시설 공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급 불균형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국공립 비율은 약 53%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의 경우 국공립 비율은 17.9%, 

제주지역은 80%로 나타나 전국적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공급증가가 이루어진 측면과, 향후 유아학비 지원 정책 등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유치원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그동안 정부는 민간시설 중심으로 보육시설 수

요에 대응해 왔다. 따라서 무상보육 시행을 통해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의 보육책임

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육수요

에 따른 적절한 수급을 통제 하는 데에 많은 한계

를 가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영·유아수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보육시설

의 수급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저출

산 속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과 보육료 지원정책

의 강화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만 3~5세 대상의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영유아 취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보육서비스 시장은 수

요자 입장에서는 이용할만한 시설이 부족한 동시

에 기존 보육시설에서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경

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보육시설의 공급

측면을 총량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육정책 목표 중의 하나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보육료 비용지원보다는 보육시설 

접근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

가 있듯이 보육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공급을 총량적으로만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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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지역적 보육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

하여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요구된다.

기존 1990년대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서비스 공

급측면에서 민간부분 비중이 늘어 공공성이 약화

되었으며 지역별 접근도의 심각한 불균형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형평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

다 1). 보육수요와 공급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연구에서 영아보

육시설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 바가 있다2). 선행연구들은 주로 단순히 보육시

설 수와 이용아동 및 예측된 수요아동 수를 바탕으

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좀 더 면밀

한 검토를 위해서는 시설 수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

의 정원 및 현원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석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고 어린이집만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

였거나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보

육서비스 공급의 일부분만 다루었다는 제한점이 

1)  표갑수(1995). 보육수요 추계와 보육시설의 확충방안. 社會科學論叢, 14, pp.155~177; 백선희(1997). 정부의 보육시설 공급정책의 전

개과정에 관한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10, pp.189~210.

2) 변용찬(2002).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및 보육수요. 도시문제, 37, pp.22~34.

시·도 전체 (%) 국공립 (%) 민간  (%) 가정  (%) 기타  (%) 

계 43,770 (100) 2,332 (5.3) 14,751 (33.7) 23,632 (54.0) 3,055 (7.0)
서울 6,742 (100) 750 (11.1) 2,337 (34.7) 3,258 (48.3) 397 (5.9)
부산 1,897 (100) 152 (8.0) 814 (42.9) 776 (40.9) 155 (8.2)
대구 1,590 (100) 39 (2.5) 726 (45.7) 646 (40.6) 179 (11.3)
인천 2,263 (100) 125 (5.5) 799 (35.3) 1,255 (55.5) 84 (3.7)
광주 1,251 (100) 31 (2.5) 401 (32.1) 658 (52.6) 161 (12.9)
대전 1,680 (100) 28 (1.7) 437 (26.0) 1,121 (66.7) 94 (5.6)
울산 933 (100) 32 (3.4) 459 (49.2) 402 (43.1) 40 (4.3)

세종시 118 (100) 5 (4.2) 36 (30.5) 61 (51.7) 16 (13.6)
경기 13,364 (100) 546 (4.1) 4,035 (30.2) 8,387 (62.8) 396 (3.0)
강원 1,265 (100) 83 (6.6) 412 (32.6) 585 (46.2) 185 (14.6)
충북 1,212 (100) 56 (4.6) 434 (35.8) 552 (45.5) 170 (14.0)
충남 2,083 (100) 65 (3.1) 660 (31.7) 1,139 (54.7) 219 (10.5)
전북 1,647 (100) 54 (3.3) 497 (30.2) 841 (51.1) 255 (15.5)
전남 1,222 (100) 80 (6.5) 389 (31.8) 506 (41.4) 247 (20.2)
경북 2,273 (100) 132 (5.8) 924 (40.7) 1,067 (46.9) 150 (6.6)
경남 3,626 (100) 133 (3.7) 1,115 (30.8) 2,197 (60.6) 181 (5.0)
제주 604 (100) 21 (3.5) 276 (45.7) 181 (30.0) 126 (20.9)

표 1. 2013년 어린이집 유형별 공급 현황 (시·도)
(단위: 개소, %)

  주: 기타에는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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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고에서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시설유형별 공급 현황을 살펴

보고 양적 측면에서 시설 현원과 정원 대비 해당지

역 영유아수를 고려하여 지역적 충분성을 검토하

고자 한다.  

2. 지역별 시설 공급 현황

2013년 1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지역별 분포

는 <표 1>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

이집 시설의 5.3%에 해당하며 지역별로 편차가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11.1%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

로 조사되었으며, 부산, 인천, 강원, 전남, 경북 지

역을 제외한 시도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5% 미만이며 대전의 경우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수는 2,203개소에서 2,332개소로 129개소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60개소가 서울에 설치된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

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도 2012년 

시 · 도 시 · 군 · 구 (미설치 지역 읍면동 수) 읍 · 면동

서울 송파구(1) 1개구 1개동

부산 중구(3), 영도구(1), 금정구(1), 강서구(1) 5개구 6개동

대구 달성군(1) 1개구 1개면

인천 강화군(4), 옹진군(1) 2개군 5개면

광주 북구(2), 광산구(2) 2개구 4개면

대전 동구(1), 중구(1), 유성구(1) 2개구 3개동

울산 북구(1), 울주군(3) 1개동,3개면

경기 평택시(1), 고양시(1), 구리시(1), 시흥시(1), 파주시(4), 안성시(1), 광주시(1), 연천군(3) 3개동, 10개면

강원 춘천시(3), 강릉시(1), 삼척시(3), 홍천군(4), 횡성군(1), 영월군(5), 철원군(6), 고성군(1), 양양군(2) 1개읍, 25개면

충북 충주시(2), 제천시(2), 보은군(7), 옥천군(6), 영동군(4), 괴산군(5), 단양군(3) 28개면

충남 천안시(3), 보령시(3), 당진시(2), 부여군(6), 서천군(6), 청양군(4), 홍성군(3), 예산군(4), 태안군(3) 1개동, 33개면

전북
군산시(1), 익산시(5), 정읍시(7), 남원시(6), 김제시(8), 완주군(2), 진안군(7), 무주군(1), 
장수군(4), 임실군(9), 순창군(3), 고창군(5), 부안군(5)

1개동, 62개면

전남
목포시(1), 여수시(1), 순천시(2), 나주시(1), 광양시(2), 담양군(8), 곡성군(6),  구례군(5), 
고흥군(4), 보성군(6), 화순군(10), 장흥군(3), 강진군(5), 해남군(5), 영암군(1), 무안군(1), 
영광군(5), 장성군(6), 완도군(2), 진도군(1), 신안군(2)

2개동, 75개면

경북
포항시(4), 경주시(1), 김천시(6), 안동시(3), 구미시(3), 영주시(5), 영천시(3), 상주시(9), 
문경시(3), 경산시(2), 군위군(5), 의성군(11), 청송군(2), 영양군(2), 영덕군(5), 청도군(4), 
고령군(3), 성주군(2), 칠곡군(1), 예천군(5), 봉화군(4), 울진군(2), 울릉군(2)

3개동, 84개면

경남
진주시(3), 통영시(5), 사천시(2), 밀양시(2), 거제시(4), 양산시(1), 의령군(11), 함안군(3), 
창녕군(7), 고성군(9), 남해군(4), 하동군(5), 산청군(5), 함양군(6), 거창군(8), 합천군(10)

2개동, 83개면

제주 제주시(1) 1개동

표 2. 2013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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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에서 2013년 10.4%로 경미하게 증가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국공립 시설

에 대한 수요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며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할 때 국공립 어린이

집의 설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밖에 국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살펴보면 

읍면동 단위로 설치유무를 분석할 경우 16개 광역

시·도 모두 미설치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미설치 지역 수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9개동, 412개 읍·면으로 총 441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미설치 지역 30

개동, 423 읍·면과 비교할 경우 미설치 지역이 감

소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미설치 지역은 농

어촌에 분포하고 있다. 2013년 연말 기준으로 우

리나라에는 5만개소가 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보육서비스가 거의 인구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아직도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읍·면 지

역의 경우 거주 인구가 적지만 동에 비해 면적이 넓

어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경북지역으로 3개동, 84개면으로 

총 87개 지역이 미설치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미설치 지역이 분포된 가운데, 

이들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

구된다.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영

유아는 원하는 경우 적절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의 도시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부산 중구 동광동, 광복동, 남포동 

등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 7동의 경우, 아파

트 단지 중심으로 조성된 순 주거지역에 해당됨에

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전무하고 일부 유치원 시

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동의 주민들은 인

접동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해당지역에 

국공립 설치계획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

의 민간시설이 운영되기에도 여러 가지 운영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수반되는 지역으로 평가되

었다. 잠실 7동처럼 주거단지 이면서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상업지구에 해당하여 충분한 수요

가 없다는 판단 하에 민간시설이 진입하지 않은 경

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에 대해서 해당지역의 보육수요는 적절히 충족되

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3).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2013년에 새롭게 미설

치 지역으로 추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는 기존에 있던 시설의 폐원에 따른 것

으로 이에 따른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해

당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된다. 보육수요가 충분하

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는 보육서비스가 사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공적 유형의 어린이집 공급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해당 지역이 미설치 지역으

로 타당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의 어린

이집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광역시도 단위의 유치원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은 52.9%로 공적 공급체계

3)  도시화 지역은 상주인구 5만 명 이상인 중심도시의 동(洞). 중심도시와 인접한 통근 및 역통근 구역으로 정의되고. SGIS 통계지리  

정보서비스(http://sgis.kostat.go.kr/)에서 이 도시화지역 지도파일(shp)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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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신규 미설치 지역수 시 · 군 · 구 (미설치 지역 읍면동 수) 읍 · 면동

광주 1 북구(1) 양산동

대전 1 유성구(1) 원신흥동

울산 1 울주군(1) 상북면

강원 1 춘천시(1) 조운동

충남 1 천안시(1) 불당동

전남 1 해남군(1) 북일면

경남 3 진주시(1), 거제시(1), 고성군(1) 충무공동, 장목면, 영오면

표 3. 2013년도 신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표 4. 유치원 지역별 분포 (광역시 · 도)
(단위: 개소, %)

시·도 전체 (%) 국공립 (%) 민간 (%)

전체  8,538(100.0) 4,525 (52.9) 4,013 (47.0)

서울    866 (100.0)   155 (17.9)    711 (82.1)

부산    369 (100.0)     64 (17.3)    305 (82.7)

대구    343 (100.0)   125 (36.4)    218 (63.6)

인천    389 (100.0)   137 (35.2)    252 (64.8)

광주    278 (100.0)   119 (42.8)    159 (57.2)

대전    252 (100.0)     89 (35.3)    163 (64.7)

울산    186 (100.0)     76 (40.9)    110 (59.1)

경기 2,034 (100.0) 1,046 (51.4)    988 (48.6)

강원    379 (100.0)    278 (73.4)    101 (26.6)

충북    344 (100.0)    256 (74.4)      88 (25.6)

충남    534 (100.0)    395 (74.0)    139 (26.0)

전북    523 (100.0)    360 (68.8)    163 (31.2)

전남    551 (100.0)    441 (80.0)    110 (20.0)

경북    701 (100.0)    471 (67.2)    230 (32.8)

경남    679 (100.0)    425 (62.6)    254 (37.4)

제주    110 (100.0)     88 (80.0)      22 (20.0)

자료: 교육통계서비스(2012).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64 _ 보건복지포럼 (2014. 9.)

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편차

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4>.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의 경우 민간(사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하는 반면 전남, 제주는 20%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총량적으로 분석

할 경우 전체의 53%가 국공립 유치원으로 공급측

면에서 공공성이 매우 잘 확보되어 있는 듯 보이나 

분석단위를 달리 할 경우 지역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편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3. 지역별 수급분석4)

단순히 지역별로 공급된 시설 수에 대한 비교로

는 적절한 수급분석을 실시 할 수 없다. 해당 지역

의 수요아동 대비 얼마나 충분한 시설이 공급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0~5세 

인구수는 그 지역의 보육서비스 수요척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분석의 경우 지역별 인구 규모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 만 0~5세 인

구수와 비교했을 때의 보육서비스 정원과 현원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지역별 보육서비스 수급 상

황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수

요아동을 예측하고 예측된 아동 대비 시설공급률

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만 0~5세 인구

수는 통계청 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자료를 이

용하였으나, 다만 해당 자료는 시군구 단위의 경우 

각 연령별 인구수 대신 만 0~4세, 만 5~9세 인구

수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지역의 만 0~4

4) ‘김은정, 유재언(2013).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5) 만 0~4세 인구수/5를 만 5세 인구수로 추정함.

지역 정원 현원

서울 서초구 48.5 45.5

전북 진안군 49.7 41.9

서울 강남구 51.5 47.5

인천 옹진군 52.9 49.9

전남 보성군 56.7 48.3

서울 마포구 58.6 54.4

서울 송파구 58.8 56.3

서울 용산구 60.3 57.0

전남 강진군 60.8 49.7

경남 의령군 60.8 55.2

표 5. 만 0~5세 인구수 대비 정원 · 현원 하위 10개 시군구
(단위: %)

   주: 어린이집은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유치원은 모두 재학생수를 이용함.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교육통계서비스(2012).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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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인구수를 바탕으로 만 5세 인구수를 예측5)하여 

만 0~5세 인구를 추정하였다. 서비스 공급량은 해

당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정원, 현원을 

활용하였으며, 앞서 추정된 아동수를 바탕으로 해

당지역의 서비스 공급률을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5>는 만 0~5세 인구수 대비 정원·현원 비

율이 낮은 하위 10개 시군구를 나타내고 있다. 만

0~5세 인구수 대비 정원과 현원이 낮은 지역에서

는 보육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서초구, 강남구, 마

포구, 송파구, 용산구의 서울 대도시와 진안군, 웅

진군, 보성군, 강진군, 의령군의 농어촌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초구, 마포

구, 송파구, 용산구 등은 시설 현원이 해당지역의 

만 0~5세 인구의 50% 내외로 2012년 현재 우리

나라 평균 시설이용률 7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초구는 전국 시군구 중

에서 해당지역 영유아 수 대비 시설 정원비율이 가

장 낮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0~5세 인구

수 대비 정원은 48.5%이고, 현원은 45.5%이며 정

원 대비 현원 비중을 계산하면 93.8%가 된다. 즉, 

서초구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 정원은 만 

0~5세 인구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원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에 육박하

여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소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시설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해

당지역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계에 포함

되지 않는 유형의 보육·교육서비스 시설(놀이학

교,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시설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지역의 경우 

운영에 따른 고비용이 민간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지역 정원 현원

전북 정읍시 121.2 96.2

충북 단양군 117.9 86.2

경남 밀양시 117.5 94.0

전북 남원시 113.2 90.8

제주 서귀포시 112.8 90.7

경기 포천시 112.0 91.5

경북 포항시 111.6 90.0

충남 서천군 110.7 80.9

전남 나주시 110.1 85.5

대구 서구 110.0 91.4

표 6. 만 0~5세 인구수 대비  정원 · 현원 상위 10개 시군구
(단위: %)

   주: 1) 세종시 어린이집 106개소 지도에서 제외
        2) 어린이집은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유치원은 모두 재학생수를 이용함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교육통계서비스(2012).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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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공급 증대를 위한 지원이 필

요한지에 대한 추가논의가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10개 지역은 보육시설의 공급이 부

족한 지역으로 이해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로 

공급과잉이라 여겨지는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지역의 0~5세 아동 인구수 대비 보육서비스 

시설의 현원, 정원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전라북도 정읍시의 경우 만 0~5세 인구수 대비 

정원은 무려 121.2%나 되고, 현원비율은 만 0~5

세 아동 인구의 96.2%나 된다. 이는 해당지역의 

만 0~5세 아동의 96.2%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보육수요 대

상자 대비 현원 비율이 90% 이상인 지역의 보육

환경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시설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적인 측면으로 과도하

게 시설이용을 유인하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정부가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를 지원해주는 상황 하에서 시설과잉 공급이 가수

요를 창출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재정적 비효

율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정읍시의 

경우 정원과 현원 차이를 보면, 25.5%p나 차이가 

난다. 이 말은 정읍시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현원이 정원의 3/4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어린

이집과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

음을 시사한다. 

4. 정책과제

현재 총량적으로 국내 보육시설 공급현황을 바

라볼 때,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역별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의 공급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중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이 있

었으며 미설치 지역은 아니더라도 공급률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이면서 

시설공급률이 낮은 지역은 운영에 따른 고비용이 

민간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

공급 증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논

의가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이기는 하나 영유아 수

요대비 시설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운영에 따

른 비용의 확보 보다는 충분한 이용자 확보의 어려

움으로 인해 민간시장이 진입하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으나, 분석결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에 비하

여 공급이 상당히 낮다고 여겨지는 일부 중소도시

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면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공급과잉지역으로 분석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

는 전반적인 시설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충분한 이용자를 확

보하지 못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라 서비

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급과잉이 

가수요를 창출하여 시설이용을 유인하는 효과는 

없는지 등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국가

는 국공립 시설 비율을 늘리려는 노력이 더 요구된

다. 국공립 시설 확충의 제안은 그동안 꾸준히 이

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정상황 및 민간

업체의 반발 등의 이유로 국공립 시설이 충분히 설

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적극

적으로 국공립 시설 확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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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지역별 공급 현황 및 정책과제

국가의 정책의지가 확실하다면 지자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

려 들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였다는 것은 양육에 대

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 측면이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국내 보육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

구되는 시점이다. 

유치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국공립 시설 비율은 

약 50%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었

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전국적 편차가 매우 심해 

서울의 경우 국공립 비율은 17.9%에 그치며 제주

지역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유치원 비

율이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유치

원은 그동안 어린이집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

우 더디게 공급증가가 이루어진 측면과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유아학비가 지원되는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

는 상황에서, 국공립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치원 공급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

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한 

민간시장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국공립 확충의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6) 국공립유치원을 중심

으로 확대되는 방향이 더욱 바람직하다.   

6)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친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