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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양육지원 정책은 아동복지 측면의 목적을 가

지고 있으나, 이보다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

어들면서 출산지원정책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

고 가계 내 양육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

한 목적 하에 그동안 양육지원 정책은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왔으나, 출산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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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인프라 현황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공급불균형에 따른 접근성의 제약으로 서비스 이용 기회의 

박탈과 함께 이용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양육지원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

중되어 있으며, 보육시설 이외의 양육지원서비스 시설의 경우 보육시설보다 더욱 큰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어린이집 수급분석을 위한 연령별 접근과 함께, 지원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지역불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집중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 시·군·구 

단위의 설치를 확대할 경우, 현재 설치비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설치하여 지역적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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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소영 외(2015),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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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영아기 자녀의 돌봄은 

시설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돌봄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체계

는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제

공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지역적 수급편

차 등의 요인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

역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계층을 대상으

로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 이용료 또는 가

정양육을 위한 양육수당이 제공된다는 측면에

서,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부모는 균등한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적영역에서 제공되고 있

는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의 이용 측면에서 형

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

에서는 균등한 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지역별 양

육지원 인프라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 양육지원 인프라는 시설중심의 양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가정의 개인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의 어린

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육

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17개 시

도 단위별로 양육지원 서비스 수요현황과 관련 

인프라의 공급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양육

지원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고

자 한다. 주요 관심대상은 영아기로 수요측면에

서의 고려는 0~2세 연령으로 한정하여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급측면에서의 분석은 연령별 접근

이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해당시설의 공급을 전

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2. 지역별 영아기 인구 분포

양육인프라의 수요는 서비스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며, 서비스 대상은 

제공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영아기로 한정함에 따

라 17개 시도의 0~2세를 영아기 양육지원 서비

스에 대한 잠정적 수요자로 보았으며, 대상 아동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령별 아동 수(2014)

(단위: 명, %)

구분 0세 1세 2세 계 비율

서울특별시 78,101 78,973 85,889 242,963 18.0 

부산광역시 25,165 25,811 28,779 79,755 5.9 

대구광역시 18,668 19,510 21,782 59,960 4.5 

인천광역시 25,087 26,074 29,028 80,189 6.0 



78  |  정책분석

보건복지포럼 (2016. 07)

2014년 기준으로 대상아동은 1,346,641명으

로 미취학 아동의 약 42%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6%2)에 해당하며, 서울과 경기지역

에 약 33%의 영아가 밀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구분포를 고려해 볼 때, 양육지원 인프라의 공

급이 서울과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

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수요자 대비 공급비율

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

는 것은 지역별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논의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 대상아동을 기준으

로 향후 인프라의 지역별 수급격차를 논의하고

자 한다.

3. 지역별 양육지원 인프라 현황

가. 어린이집 수급 및 이용 현황

국내의 양육지원은 시설양육과 가정양육지원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인프라 측면에서 가

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린이집으

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예측함에 

있어서, 1990년대 초반에는 보육서비스 수요자

를 취업모 가구의 자녀에 한정해서 분석이 이루

어졌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 전계층 무상보육

이 실시됨에 따라 부모는 가정양육(양육수당 수

(표 계속)

구분 0세 1세 2세 계 비율

광주광역시 12,306 13,024 15,038 40,368 3.0 

대전광역시 13,389 14,171 15,557 43,117 3.2 

울산광역시 11,213 11,436 12,473 35,122 2.6 

세종특별자치시 1,672 1,857 2,096 5,625 0.4 

경기도 109,299 116,253 131,017 356,569 26.5 

강원도 10,420 11,286 12,747 34,453 2.6 

충청북도 12,986 13,545 15,076 41,607 3.1 

충청남도 17,688 18,814 20,802 57,304 4.3 

전라북도 13,761 14,838 16,608 45,207 3.4 

전라남도 14,361 15,258 16,690 46,309 3.4 

경상북도 21,267 22,174 24,280 67,721 5.0 

경상남도 29,023 30,119 33,765 92,907 6.9 

제주도 5,427 5,635 6,403 17,465 1.3 

전국 419,833 438,778 488,030 1,346,641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보육통계 」, 2014.12.31. 주민등록인구통계.

2) 2014. 2014.12.31.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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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시설보육(보육료 지원)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보육을 선택할 

경우 언제 어느 지역에서든지 일정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

는 이러한 부모선택권과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

가 있다. 보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 서비스의 성격

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서비스 대상에 대한 수요

추계는 모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좀 더 보편적

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수요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대상 아동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율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현재의 공급이 수요

율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분석하는 접근법을 따

른다. 가장 최근의 전국적인 서비스 수요율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실시된 수요율

을 들 수 있다.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수

요3)를 조사하고 해당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이

용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그 차이

를 미충족 수요율(추가수요)로 보고 있다. 2012

년 보육실태조사에 의한 어린이집 이용 수요율

은 다음과 같다.

3) 수요의 추정은 각 세별로 일정한 월령 도달 시에 어디를 이용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 11개월, 23개월, 35개월의 월

령을 기준으로 삼음(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pp. 505~506.)

표 2. 전국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이용 수요율(2012) 

(단위: %)

구분
만 0세

(11개월까지)
만 1세

(23개월까지)
만 2세

(35개월까지)

전체

보육 수요 30.1 74.7 84.7

이용률 14.2 63.4 85.2

추가 수요 15.9 11.3 - 0.5

대도시

보육 수요 26.3 68.0 79.5

이용률 11.7 56.6 80.4

추가 수요 14.6 11.4 -0.9

중소도시

보육 수요 33.8 80.7 84.7

이용률 17.1 66.9 85.2

추가 수요 16.7 13.8 -0.5

읍·면

보육 수요 30.8 79.3 95.7

이용률 14.5 73.2 94.6

추가 수요 16.3 6.1 1.1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전국보육실태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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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보육서비스 수요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만 0~2세의 서비스 수요율은 각각 

30.1%, 74.7%, 8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단위에 따라 다른 

수요율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0~2세 무

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던 시기로 무상보육에 따

른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수요율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보다 최근의 수요율을 분석한 자료는 김송이

(2014)4)연구로 현재 양육수당 수급자만을 대상

으로 ‘대기 해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초단기 미충족 수요)와 향

후 언제 이용계획이 있는지 조사하여, 이용시기

가 2014년일 경우 해당사례를 2014년 보육수요

로 추정하였다.5)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요율은 서울시 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내에서도 지역적 편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수요에 따른 

공급계획이 지역특성별로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4) 김송이·이혜숙(2014)., 양육수당 도입 이후 보육수요 실태 및 보육인프라 다각화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 해당 연구에서는 서울시 양육수당 수급자 763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표본설계는 서울시를 권역별로 나누어 해당권역별 양

육수당 수급자 비율을 바탕으로 함.

표 3. 서울시 권역별·연령별 보육수요 추계(2014)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동북권

보육수요 32.6 71.4 80.7

이용율 26.0 68.1 80.7

추가수요 6.6 3.3 0.0

서남권

보육수요 27.2 79.8 82.7

이용율 20.9 63.1 79.5

추가수요 6.3 16.7 3.2

동남권

보육수요 24.9 59.2 71.7

이용율 18.4 53.5 67.6

추가수요 6.5 5.7 4.1

주: 권역별 단순비례방식으로 표본추출하였으나 서북권의 조사 표본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김송이·이혜숙(2014)., 양육수당 도입 이후 보육수요 실태 및 보육인프라 다각화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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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4>는 현재 연령별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보육실태조사

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수요율과 현재 이

용률을 비교해 볼 때, 지역별로 미충족 수요율에 

따른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수요율 30.1%를 기준으로 할 때, 상당

수의 지역이 미충족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

고 있으며, 미충족 수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

용률이 가장 낮은 부산과 울산으로 나타났다.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수요율 74.7%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 부산, 인천 지역만 미충족 수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지역은 모두 수요

율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 제주 지

역의 경우 시설이용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 2세의 경우 수요율  84.7%를 기

준으로 할 때, 서울, 세종, 부산, 인천 지역에 미

충족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0세아의 시설서비스 미충족 지역

이 가장 많아, 연령별로 살펴볼 경우 0세아에 대

한 시설서비스 공급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지

역별로는 부산지역의 수급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어린이집 정원대

비 현원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은 정원충족률이 

2014년 기준으로 86.8%로 전국평균 83.1%보

다 눈에 띄게 높으나, 부산의 경우 84.7%로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충족률은 미취학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값이기 때문에 연령별 

수급현황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령별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통상적으

로 대도시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보

육수요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2012년 보

육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대도시보다 오히려 중

소도시(0세아), 읍면 단위지역의 수요율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령별 접근뿐만 

아니라, 지역특성별 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표 4.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단위: %)

구분1) 0세 1세 2세 계

서울특별시 27.1 68.4 74.7 57.3 

부산광역시 22.0 72.5 82.2 60.1 

대구광역시 26.2 78.1 87.6 65.4 

인천광역시 28.5 73.2 83.1 62.8 

광주광역시 43.9 90.0 89.0 75.6 

대전광역시 37.8 83.8 87.9 71.0 

울산광역시 23.8 77.2 86.7 63.6 

세종특별자치시 37.0 75.1 76.6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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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형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3,74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들 중 45%

의 시설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국공

립 시설은 전국적으로 2,489개소가 설치되어 있

으며 국공립 시설의 5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과 경기에 각각 15%, 27%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경기도

에 35%가 분포되어 있어 가정어린이집의 경기

도 집중도가 타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편중은 서울과 경기도의 어린

이집 이용 대상 영유아 수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시설 중 국공

립 시설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적 편차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2.4%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전지역은 1.7%

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격

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국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 및 서비스 수준 등

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지역별 공급격차는 매

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구분1) 0세 1세 2세 계

경기도 37.7 79.4 84.2 68.4 

강원도 35.6 83.0 89.0 70.9 

충청북도 27.9 79.5 87.4 66.3 

충청남도 33.1 79.4 87.9 68.2 

전라북도 44.8 86.0 90.6 75.2 

전라남도 32.1 76.2 83.7 65.2 

경상북도 34.4 80.3 86.8 68.2 

경상남도 36.3 85.0 89.6 71.5 

제주도 56.8 106.3 92.1 85.7 

전국 33.0 78.0 84.0 66.1 

주: 1) 생활연령과 보육연령의 차이에 따라 이용비율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보육통계」, 2014.12.31. 주민등록인구(2014) 재구성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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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현황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 내 개별 돌봄서비

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

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

고 있다.6)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현재 125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

함하여 총 213개 기관에서 아이돌봄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복지관,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인력개발센

터, 자활센터, YWCA, YMCA 둥의 기관과 단체

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5.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2014)

(단위: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비율)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계 43,742 2,489(5.7)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서울특별시 6,787 844(12.4) 36 154 2,273 3,277 27 176

부산광역시 1,957 155(7.9) 84 39 827 814 9 29

대구광역시 1,588 42(2.6) 121 34 728 639 6 18

인천광역시 2,308 132(5.7) 11 22 815 1,274 7 47

광주광역시 1,260 30(2.4) 108 24 408 660 9 21

대전광역시 1,698 29(1.7) 41 14 438 1,138 5 33

울산광역시 946 33(3.5) 13 5 471 396 5 23

세종특별자치시 160 8(5.0) 8 4 46 86 0 8

경기도 13,259 575(4.3) 70 137 4,076 8,186 64 151

강원도 1,257 85(6.8) 114 45 415 570 3 25

충청북도 1,229 56(4.6) 109 34 440 557 7 26

충청남도 2,053 68(3.3) 126 59 649 1,118 3 30

전라북도 1,654 54(3.3) 144 97 506 838 0 15

전라남도 1,242 86(6.9) 175 54 408 498 1 20

경상북도 2,212 133(6.0) 84 39 907 1,017 0 32

경상남도 3,533 135(3.8) 99 51 1,141 2,075 3 29

제주도 599 24(4.00) 77 40 274 175 0 9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보육통계 」, 2014.12.31. 현재

6) 2014 아이돌봄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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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분포를 살펴보

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밖에 서울, 경

북, 경남, 강원지역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상대적

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체 시설의 약 26%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1개소의 서비스 기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돌보미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7,208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경

기도와 서울시에 약 33%의 돌보미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서비스 제

공기관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높은 비율로서 서

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수에 비

해서 돌보미 제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기관당 제공 

돌보미의 차이를 의미하며, 지원사업의 활성화 

정도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공기관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의 돌보

미가 활동하는 지역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은 상황인지, 돌보미 확보의 어려

움이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된다. 

표 6. 서울시 권역별·연령별 보육수요 추계(2014)

(단위: 개소, 명, %)

구분
제공기관 아이 돌보미

기관 수 비율 돌보미 수 비율

서울특별시 25 11.7 2,598 15.1 

부산광역시 11 5.2 1,257 7.3 

대구광역시 8 3.8 810 4.7 

인천광역시 8 3.8 834 4.8 

광주광역시 2 0.9 584 3.4 

대전광역시 1 0.5 484 2.8 

울산광역시 1 0.5 779 4.5 

세종특별자치시 1 0.5 88 0.5 

경기도 31 14.6 3,243 18.8 

강원도 18 8.5 899 5.2 

충청북도 12 5.6 544 3.2 

충청남도 15 7.0 826 4.8 

전라북도 14 6.6 893 5.2 

전라남도 21 9.9 906 5.3 

경상북도 23 10.8 1162 6.8 

경상남도 20 9.4 1,100 6.4 

제주도 2 0.9 201 1.2 

전국 213 100.0 17,208 100.0 

주:  해당 연도의 소속 돌보미는 12월 기준 수치이며, 실 활동 돌보미 수는 해당 연도에 실제 돌보미 활동을 1회 이상 진행한 돌보미의 총 누적수를 의미하므로 소속 

돌보미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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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제 영아

이용아동(만 24개월 이하)은 25,487명으로 서

울지역 이용아동이 5,080명, 경기도 4,879명으

로 조사되었다. 0~2세 아동 대비 이용비율을 살

펴보면 강원도가 4.02%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천광역시가 1.02%로 가장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일제 영아이용아동은 

4,586명이며 서울지역의 이용 영아가 916명으

로 가장 많게 조사되었다. 0~2세 아동 대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시간제 이용과 마찬가지로 강

원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인천이 가장 낮

게 조사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돌보미 제공기관 대비 활동돌

보미 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아

동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센터의 인력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기

관 당 활동돌보미 수가 작다는 것은 서비스 운영

(돌보미 교육 및 연계 등)에 있어서 센터의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서비스를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 근무환

경의 개선은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와 무관하지 

않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

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을 고려할 때7), 이용

아동비율이 낮은 지역은 해당서비스 공급이 제

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표 7. 0-2세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 현황(2014)

(단위: 명, %)

구분
시간제 종일제

이용아동 수 0-2세 아동 대비 이용 비율 이용아동 수 0-2세 아동 대비 이용 비율

서울특별시 5,080 2.09 916 0.38

부산광역시 1,621 2.03 343 0.43

대구광역시 960 1.60 188 0.31

인천광역시 820 1.02 163 0.20

광주광역시 800 1.98 189 0.47

대전광역시 890 2.06 208 0.48

울산광역시 791 2.25 146 0.42

세종특별자치시 122 2.17 18 0.32

경기도 4,879 1.37 555 0.16

강원도 1,386 4.02 338 0.98

7)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 중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6.51%로 나타남(2013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이는 실제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신청대기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공급부족현상은 더욱 심각

한 상황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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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

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one-stop 육아지원 서

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8) 육아종합지

원센터에서는 시설지원과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상담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제공

하고 있으며, 시설지원과 관련한 사업(교사 교육 

및 연수, 평가인증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사업, 

취약보육지원 등)은 해당지역의 시설서비스 수

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가정양육지원 사업의 지역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 1개소,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소(경기

도 2개소),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57개소

로 총 76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광역시도 

및 자치구 수 대비 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18개소(경기도 2개소)로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되어 있

다. 자치구 수 대비 설치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100%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 지역은 21개소

로 자치구의 67.7%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밖에 인천(50%) 지역의 설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설치비율이 낮

은 지역은 경북(8.7%), 충북(8.3%), 강원(11.1%), 

대구(12.5%), 광주(20.0%), 대전(20.0%) 등으로 

상당수 지역이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시간제 종일제

이용아동 수 0-2세 아동 대비 이용 비율 이용아동 수 0-2세 아동 대비 이용 비율

충청북도 804 1.93 150 0.36

충청남도 1,151 2.01 231 0.40

전라북도 1,350 2.99 254 0.56

전라남도 1,292 2.79 275 0.59

경상북도 1,652 2.44 318 0.47

경상남도 1,565 1.68 252 0.27

제주도 324 1.86 42 0.24

전국 25,487 1.89 4,586 0.34

주:  해당 연도의 소속 돌보미는 12월 기준 수치이며, 실 활동 돌보미 수는 해당 연도에 실제 돌보미 활동을 1회 이상 진행한 돌보미의 총 누적수를 의미하므로 소속 

돌보미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5.

8)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4년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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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현재 중앙을 제외한 75개의 센터

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수 는 총 43,742개소이

며, 이중 30%가 경기 지역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지역의 센터 1개소당 어린이집 지원 

수와 보육교직원 지원수를 살펴보면, 시도센터 

1개소만 설치된 지역(대구, 광주, 대정, 세종, 충

북, 전남, 제주)의 지원 어린이집 수가 높게 조사

되었다. 이밖에 충남, 경남 지역 센터의 지원 어

린이집 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

당지역의 센터 당 지원 원아수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센터별 보육교직원 지원 수의 현황도 어

린이집 지원 현황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센터 

당 가장 많은 보육교직원을 지원하는 지역은 대

구지역으로 1개소가 대구 전지역의 보육교직원 

13,176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센터(계) 시도센터 시군구센터 시군구 설치비율

계 75 18 57 229 32.7

서울특별시 26 1 25 25 100

부산광역시 3 1 2 16 18.8 

대구광역시 1 1 - 8 12.5 

인천광역시 5 1 4 10 50.0 

광주광역시 1 1 - 5 20.0 

대전광역시 1 1 - 5 20.0 

울산광역시 2 1 1 5 40.0 

세종특별자치시 1 1 - - -

경기도 21 2 19 31 67.7 

강원도 2 1 1 18 11.1 

충청북도 1 1 - 12 8.3 

충청남도 2 1 1 15 13.3 

전라북도 2 1 1 14 14.3 

전라남도 1 1 - 22 4.5 

경상북도 2 1 1 23 8.7 

경상남도 3 1 2 18 16.7 

제주도 1 1 - 2 50.0 

주1) 설치비율은 지역별 센터수/지역별 자치구 수로 계산함 .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4년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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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부모교육, 영유아 대상 교

육, 영유아 발달검사, 시간제보육 운영, 부모 공

동체 및 소모임 운영지원, 장난감 및 도서대여, 

실내놀이실(체험실)운영 등이 있다. 이들 중 17

개 시도 간의 비교가 가능한 교육운영의 일부 및 

영유아 발달검사 운영 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다

음의 표와 같다. 

전체 75개 센터 중 영유아 참여 부모교육을 운

영한 센터는 53개 센터이며, 영유아대상 교육을 

운영한 센터는 32개소, 영유아 발달검사 운영 센

터는 45개소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와 제주도

의 경우 각각 1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위

와 같은 교육 및 발달검사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센터별 서비스지원 대상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센터
센터1개소당  

지원 어린이집 수

센터1개소당 

지원 보육교직원 수

센터1개소당 

지원 보육아동 수

서울특별시 26 261 2,050 9,363 

부산광역시 3 652 5,183 25,136 

대구광역시 1 1,588 13,176 62,824 

인천광역시 5 462 3,313 16,746 

광주광역시 1 1,260 9,839 50,672 

대전광역시 1 1,698 10,155 46,859 

울산광역시 2 473 3,495 17,692 

세종특별자치시 1 160 1,323 6,405 

경기도 21 631 4,064 19,188 

강원도 2 629 4,453 22,140 

충청북도 1 1,229 10,034 51,491 

충청남도 2 1,027 7,162 35,008 

전라북도 2 827 6,057 29,164 

전라남도 1 1,242 10,741 56,105 

경상북도 2 1,106 7,627 36,636 

경상남도 3 1,178 7,573 36,040 

제주도 1 599 5,484 27,402 

전국 75 583 4,158 19,956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4년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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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참여 부모교육(양육자교육)은 53개 센터

에서 총 3,445회 55,965명이 참여하였으나 이

들 실적의 약 79%는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나9) 전국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대상 교육의 경우 

또한 32개 센터에서 총 7,274회에 걸쳐 97,609

명이 참여하였으나 이들 중 대부분이 서울(60%), 

경기(27%)지역 영유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

구(32명), 전남(76명), 광주(94명), 경북(100명)

의 경우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을 운영하는 센터라 하

더라도 각 센터당 운영횟수와 참여자 수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 발달

검사 현황에서도 지역 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0. 2014년 교육 추진 센터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센터
영유아 참여 부모교육 

운영 센터
영유아대상 교육 

운영 센터
영유아 발달검사

운영 센터

서울특별시 26 20 16 24

부산광역시 3 2 - 2

대구광역시 1 1 1 1

인천광역시 5 4 - 1

광주광역시 1 1 1 1

대전광역시 1 - - -

울산광역시 2 2 1 2

세종특별자치시 1 1 - -

경기도 21 13 9 10

강원도 2 1 - 1

충청북도 1 1 - -

충청남도 2 1 - 1

전라북도 2 1 1 1

전라남도 1 1 1 1

경상북도 2 2 1 -

경상남도 3 2 1 -

제주도 1 - - -

전국 75 53 32 45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4년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9)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4년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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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양육지원 인프라 현황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별 공급불균형에 따른 접근성의 제약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공급 인프라의 격차는 접근성 제약

에 따른 서비스 이용 기회의 박탈과 함께 이용도

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

이, 현 양육지원정책 하에서는 계층간 서비스 이

용의 제약없이 전계층 보육시설 및 관련서비스

를 이용할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

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보육시설 및 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

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0세아의 시설서

비스 미충족 지역이 가장 많아, 연령별로 살펴볼 

경우 0세아에 대한 시설서비스 공급에 대한 개선

이 요구되며,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의 수급현황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현황을 살펴보면, 울산

은 정원충족률이 2014년 기준으로 86.8%로 전

국 평균 83.1%와 큰 차이가 있으나, 부산의 경우 

84.7%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충족

률은 미취학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값이기 때

문에 연령별 수급현황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연령별로 수급현황을 분석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어린이집 유형의 분포를 살펴

봤을 때, 서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2.4%가 국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지역으로 해당지역 어린이집의 

1.7%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나, 지

역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현황과, 육아종

합지원센터운영 현황도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육시설 공급격차

보다 더 큰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울과 경기권에 관련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으

며, 이는 수요아동의 집중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양육지원 인프라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으로 

이해된다. 향후에는 어린이집 수급분석을 위한 

연령별 접근과 함께, 지원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집중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 시·군·구 단위의 설치를 확대할 경

우, 현재 설치비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설치

하여 지역적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센터 내

에서 운영되고 있는 양육지원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