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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과거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

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며, 보육 서

비스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맞벌이 부부가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발견되고 있다. 

실로 한 국가의 보육 정책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아동 양육에 대

한 이념과 가치의 표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아동 보육

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유럽 국가의 경우 국가가 지향하고 있

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여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

을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영유아 보육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을 영유아 보육 정책

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 영유아 보육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

정의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을 목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아동 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육아 휴직 급여 지원 정책도 보편적으로 제



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면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은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차원에서 조화

롭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OECD 각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자녀 양육에 있어 국가·사회·가족 간의 역할 분담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살펴 보았다. 특히 전통적으로 발달해 온 가족

정책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보육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적정한 출산률을

유지해 오고 있는 프랑스 사례가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국가의 아동 양육에

대한 가치 지향 하에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유용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

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신윤정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윤희 연구원의 공동 연구

로 수행되었다. 연구 추진 과정을 통해 유용한 조언을 제공해 주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유희정 박사, 서울신학대학 백선희 교수께 감사의 인사

를 전한다. 보고서에 대한 진심어린 검독 의견을 들려 주신 한국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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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an Aging Korea

Faced with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is 

study examines role of government, family and society for the 

child care and pre-school education,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the OECD countries it reviews role of n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licies on childcare and pre-school education. 

Especially this study reviews best practice of France because it has 

reasonable rate of fertility and high level of employment rate for 

women due to well designed childcare and pre-school education. 

Most OECD countries support universal pre-school education or 

childcare services for 3~5 years old children. For 0~2 years old 

children the countries mainly support for the dual working parents 

and single parents. The OECD countries provide free pre-school 

education for 3~5 years olds children. However, for 0~2 years old 

children the countries impose part of the childcare cost for the 

parents who use childcare services. Usually public childcare centers 

provide services. Private childcare centers should meet the quality 

standards in order to provide service and to receive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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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from government. 

This study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as followings. First, 

government needs to distinguish support for "child rearing" and 

"childcare." The childcare support for 0~2 years old should be 

provided for the children who have special need for childcare. The 

childcare and pre-school education service should be provided for 

3~5 years old for the better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for the 

children. Second, support for childcare should contribute for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for entire society. Third, childcare 

policy should enhance work and life balance. Fourth, policies on 

childcare and pre-school education should be regarded as social 

investment for generating high quality human capital and labor 

force in the future.

For specific policy guidelin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Support for the childcare service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level of income and number of children of the household. The 

quality of private childcare service need to be guaranteed by 

supervision of the facilities. Government need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supervision. Diverse childc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support parental rearing of children. For the stable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it is useful to raise "Family Fund" 

For the mobilization of the fund, government, industry, and family 

should share their contribution togethe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출산․고령사회 문제에 응하여 유아 보육․교육

에 있어 국가․가족․사회 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출산 정책의 일환

으로 향후 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OECD 각 국가에서 표방하고 있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한 논의를 살펴보고 유아 보육․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

징과 문제 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통 으로 발달해 온 가족 정책을 

기반으로 극 인 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한 출산율, 높은 수 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랑스의 정책 사례로부터 유용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OECD 국가 반에 걸쳐 자녀 양육의 탈 가족화 상이 일어나면서 

자녀 양육에 한 책임은 국가․사회․가족 간에 공유하는 형태로 변화

하게 되었다. 자녀 양육의 역할 분담은 그 국가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문화․사회  믿음에 기 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국가가 표방

하고 있는 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

에 한 암묵 인 가정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보육․교육 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5세 유아에 해서는 보편 인 보육․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

에 반해, 0~2세 아에 해서는 주로 취업 부모의 근로 활동을 지원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육비 부모 부담에서 3~5세 유

아 교육에 해서는 무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0~2세 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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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해서는 소득 수 에 따라 일정 부분의 부모 본인 부담을 부과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분의 국가에서 국공립 보육 시설이 

보육 서비스를 달하고 있었으며, 민간 보육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국공립 보육 시설과 동등한 질  기 을 충족시켜야만 정부

로부터 지원 을 받을 수 있었다. 넷째, 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에 한 재정 인 지원은 정부, 기업, 부모 간에 공유하고 있었다. 정부 

지원의 경우 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재정 인 지원을 공유하고 있었

으며, 보육 서비스가 노동 시장 지원 정책으로서 얼마나 요하게 인식

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랑스는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모두 높아 출산 정책에 

있어 성공 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유아 보육․

교육 정책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랑스에서 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이원화된 시스템으로서 3~5세 유아에 해서는 유아 교육을, 

0~2세에 해서는 취업부모를 심으로 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아 보육 지원은 부모 직  양육, 시설 보육 서비스, 개인 보육사 

이용에 해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보육 서비스는 취업 

부모를 상으로 하는 종일제 보육과 업 주부 등을 상으로 하는 일

시보육 서비스로 구분되며, 부모나 보육사가 아동을 데리고 와서 직  

돌볼 수 있는 가족 보육 시설이 발달되어 있다. 보육 시설 이용에 해

서 부모들은 소득 수 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인 본인 부담을 지불하

고 있다. 랑스의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수평  형평성과 더불어 소득이 높은 가정과 낮은 가정 간의 

수직  형평성을 도모함으로써 체 사회의 재분배 기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둘 다 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직  

키우는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연한 근로 시간과 근로 행

태가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 국내 정책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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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자녀 “양육”과 “돌 ” 지원 정책을 구분하여 돌 에 한 

지원은 보육 서비스를 실질 으로 필요로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을 상

으로 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 양육에 있어 국가․가

정․사회 간의 한 분담이 이루어져서 국가는 사회  험으로 인하

여 자녀를 직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해 체 사회의 수직  형

평성과 수평  형평성 확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 서비스 

지원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미래 고령화 

사회에 응하여 건건한 미래 세 를 육성하는 목 성을 가지고 추진되

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 본 과제에서는 세부 인 정책 제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 다. 지원 상에 있어 0~2세를 상으로 

하는 보육 서비스는 보육 실수요 계층을 상으로 지원하며, 3~5세 유

아에 해서는 아동의 건 한 발달과 사회화를 목 으로 시설 심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육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회 형평성 강화를 해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 과 자녀 수를 고려하여 차등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하여 평가 인증제를 강화

하고 그 결과가 정부의 재정 인 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일시 보육 서비스  부모의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기 한  유

아 라자, 보육 정보 센터의 확충도 필요하다. 보육 서비스 지원을 

한 안정 인 재원 마련을 해 국가․기업․국민이 고르게 분담하는 

“가족 기 ”의 창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다양한 재원의 극

인 활용을 도모하기 해 지방교육재정교부 을 보육 서비스 지원에 

극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주요용어: 영유아 보육‧교육, 아동, 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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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2011년 재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에

서 가장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 1970년 까지만 하더라도 약 4명 수

에 달하던 국내 높은 출산율은 고도의 경제 성장과 함께 속도로 감

소하기 시작하 다. 국내 출산율이 하되게 된 원인으로는 여성 경제 

활동 참여의 증가와 더불어 자녀에게 지출하는 과도한 교육비 그리고 

자녀를 하게 돌   수 있는 보육 인 라의 부족 문제가 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1). 출산․고령화 문제에 응하기 하여 정부

는 2006년부터 “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 까지 추진 해 온 정부의 출산 정책 에서 가장 많은 을 두

고 있으며 상  여 수 에 있어서 가장 큰 확 가 이루어진 부분

이 유아 보육․교육에 한 지원이다. 

과거 취약 계층 자녀를 상으로 지원하던 보육 지원 서비스는 특히 

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됨에 따라 차 지원 상이 확

 되었다. 2012년부터 체 0~2세 아를 상으로 시설 보육 서비스

를 제공하고, 2013년부터 3세 이상 유아를 상으로 리과정 로그램

을 도입함에 따라 명실공히 체 유아를 상으로 하는 보편 인 지

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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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보육 서비스의 보편 인 확 에도 불구하고 여 히 국

민들의 양육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격한 시

설 보육 서비스 상 아동 확 로 인하여 실제로 보육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실수요 계층인 맞벌이 부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육 서비스의 근성 측면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의 질과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여 히 국민들의 불만의 수 은 높다. 

우리나라 보다 먼  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경험하 던 OECD 국가

들은 유아 보육·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

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면서 극 으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에 응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에서 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미

래 투자 략으로서 아동의 건 한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체 사회

의 수평  그리고 수직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고 통합 인 사회로 나

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두하고 있는 출산·고령사회 문

제에 응하여 유아 보육·교육에 있어 국가·가정·사회 간의 역할을 재

조명하고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이를 해 본 보고서에서는 OECD 각 국가에서 

표방하고 있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한 논의를 살펴보

고 유아 보육·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과 문제 을 고찰

한다. 특히 통 으로 발달해 온 가족 정책을 기반으로 극 인 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한 출산율, 높은 수 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랑스의 사례

가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 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 로 우리나라 보육․교육 정책의 황과 이를 둘러

싸고 최근 두되고 있는 쟁  사항을 심으로 향후 출산 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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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할 수 있는  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과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  그리고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에 해서 기술한다. 

2장에서는 유아 보육·교육에 한 국가 정책을 이론 으로 고찰한

다. 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유럽 국가가 유아 보육·교육에 

하여 표방하고 있는 국가 역할과 정책 목 을 논의하고, 출산 응으

로서 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황  최근 두되고 있는 이슈에 

해 검토한다. 

3장에서는 OECD 국가를 심으로 주요 선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

는 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지원 상 아동, 보육료 부모 부담, 달체

계, 재정의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정책 사례 분석의 표 인 국

가로서 랑스의 보육 서비스 황․유형․보육료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Franconvill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 황에 해 기술

한다. 2007년도 랑스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심으로 보육료 본인 

부담 황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행태 분석 결과를 검토한다.  

4장에서는 국내 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황에 해 기술한다. 국내 

정책을 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지원 상, 여 황, 서비스 달 체계, 

재정 지원 황을 심으로 문제 과 주요 쟁  사항에 해 논의 한다. 

5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 로 향후 국내 유아 보육·교

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에 해 모색한다. 출산·고령사회에 응하여 

국내 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 상, 여, 

서비스 달체계, 재정 지원에 있어 세부 인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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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

산업화 사회가 도래하기 이 까지 서구 사회에서 자녀 양육은 주로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되었으며 국가는 구휼 사업의 목 으로 소득층 

자녀에 한해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고령화에 수반된 인구 

구조의 기에 직면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여성의 자

주권  양성 평등에 한 요구가 강해지자 자녀 양육에 한 책임은 

“탈가족화(de-familialisation)" 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자녀 양육

에 한 책임은 국가, 사회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변

화하게 되었다. 이제 자녀 양육에 한 부담이 신사회  험으로 간주

되기 시작하 다.

OECD 국가에서 자녀 양육에 한 역할과 책임이 가족에게서 국가․

사회․가족 간의 역할 분담으로 변화하게 된 역사   사회  배경은 

각 사회가 공통 으로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 분담이 각 사

회 주체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국가 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 양육 역할 책임에 해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차이는 복지 

짐, 모성  성역할에 한 태도, 국가에 의한 아동의 사회화에 한 

1) 본 장의 내용은 Letablier와 Jönsson(2005) "Caring for children: the logics of public 
action"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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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시장의 기능, 시민 사회의 발달 정도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시

각은 그 국가가 처한 다양한 배경과 맥락, 가치와 철학 그리고 문화  

 사회  믿음에 기 하고 있다. 각 국의 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아

동 양육에 한 사회  책임과 역할에 해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암

묵 인 가정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 양육에 한 역할이 

이제는 각 사회 주체 간의 분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서

구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한 일차 인 책임은 가족이 가지

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는 가족 역

할의 체가 아닌 가족과는 다르지만 가족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OECD 각 국가들은 아동  아동 양육에 해 체 사회가 공유하고 

합의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따라 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목 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 보육 

정책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구유럽국가형이다. 사회민주주의 인 복지 짐으로서 양성 평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북구유럽 국가의 경우 

유아 보육에 해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25~49세 여성의 고용율

이 부분 80%가 넘는 북구 유럽 국가에서 여성들은 자녀 출산 이후 

약 1년 기간의 육아 휴직 기간에 자녀를 직  돌보고 이후 직장에 복귀

하면서 자녀를 국가가 운 하는 보육 시설에 맡긴다. 

둘째, 앵 로색슨국가형이다. 자유주의 인 성향이 강한 앵 로 색슨 

국가의 경우(미국, 국, 호주, 캐나다 등) 국가는 취약 계층 유아에 

한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층 이상의 가정은 자녀를 시장 원

리에 따라 운 되는 민간 보육 시설에 맡긴다. 이들 국가에서 부분의 

자녀 양육 지원은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편 인 유형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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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륙유럽국가형이다. 조합주의 국가인 랑스, 벨기에, 독일은 

0~2세 아에 해서는 부모에 의한 직  양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3세 

이상 유아에 해서는 국가에 의한 아동의 사회화를 강조하여 체 유

아를 상으로 하는 유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남부유럽국가형이다. 가족 간의 유 감이 강한 남부 유럽 국가

의 경우 국가에 의한 보육 지원와 시장 보육 서비스 모두 미약하며 자

녀 양육을 주로 친인척에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OECD 국가 반에 걸쳐 유아 보육․교육은 국가가 요한 아젠다

로 삼고 있는 문제이다. OECD 국가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  하에 

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ECD, 2006). 첫째, 건 한 

아동 발달의 도모이다. 생애 기에 아동에 한 한 보육과 교육의 

제공은 인간의 평생 학습 과정에서 요한 기 를 이루게 하여 개인에

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 체 인 측면에서는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양질의 인  자원을 토 로 한 노동 생

산성 증 는 출산 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하게 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국가 반에 걸친 사회 통합이다. 소득층  취약 

계층 아동에 한 한 보육과 교육의 제공은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출발선상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일탈 행동, 범죄, 빈

곤 등 사후 으로 발생하게 될 사회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진이다. 자녀를 가진 여성이 직장 생활 하는데 

직면하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탈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효율 으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여성 노동

력 활용은 인구 고령화에 응한 미래 노동력 확보를 해서 특히 유럽 

국가에서 요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OECD (2006)는 국가 인 차원에서 유아 보육․교육의 목 을 “양

질의 보육 서비스에 한 공평한 근”이라고 천명하고 각 회원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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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해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 다. 

첫째, 국가 인 차원에서 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에 해 충분한 투자

를 함으로써 질  수 이 높고 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유아 보육․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서비스 이용에 한 수요자 지원 뿐만 아니라 보육 시설 리를 

한 공 자 측면에서의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OECD는 국가 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지녀

야 할 핵심요소로서 다음의 8가지 사항을 제시하 다. ① 보육․교육 서

비스 근성에 한 보편성과 형평성의 조화, 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장, 

③ 서비스와 인 라에 한 공공 투자 강화, ④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한 한 훈련과 근로 조건 제공, ⑤ 체계 이고 통합 인 정책 개발

과 이행, ⑥ 보육과 교육 체계 간의 트 쉽 구축, ⑦ 체계 인 감독과 

자료 수집, ⑧ 연구와 평가를 통한 장기 인 아젠다 제시.

특히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 유아 보육․교육은 OECD 국가 

정책에서 요한 아젠다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이들 국가 에서는 수

십년 부터 유아 보육․교육에 매우 높은 요도를 부여한 국가가 

있는 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아 보육·교육을 비롯한 가족 정책에 

례 없는 정책 인 요성을 부여한 국가도 있다. 이러한 정책 인 

요도는 OECD 국가 반에 걸친 경제 , 정치 , 사회  변화에 의해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 OECD 국가의 정책 인 노력은 아 보육 서비

스의 확 , 보육의 질 인 측면에서의 향상, 서비스 달체계의 통합성

과 일치성 강화, 재정 지원의 확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에서 각 국가가 보이고 있는 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확 는 그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배경, 가치, 믿음을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추진하고 있는 보육 정책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더 좋다(better)” 혹은 “더 나쁘다(worse)”라고 단하기보다 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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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한 환경에 맞게 아동, 가족, 그리고 사회 체를 해 각 국가가 

서로 다른 정책 인 선택을 한 결과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유아 양육에 있어 국가, 사회, 가족 간의 분담이 유럽 

국가들 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다 상세하게 고찰하고 우리나

라 보육·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 을 모색해본다.

제2절 유럽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목적

유아 양육에 해 국가가 얼마만큼 책임을 지는가에 해서는 유럽 

국가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차이는 여 수 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혹은 물 등 지원 형태에서도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 부분의 경우 각 사회 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이 혼합되어 나

타나고 있지만 정부가 서비스 제공과 재정 지원에 한 주된 책임을 갖

고 있는 국가도 있고, 시장, 가족, 혹은 사회에 이러한 책임이 있는 경우

도 있다. 유럽 국가에서 보이는 반 인 경향은 앞서 지 한 바 로 

출산·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반 인 사회 변화에 따라 

유아 양육에 한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 사회, 가족의 분담으로 변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아 양육에 있어 국가 인 지원

을 정당화하기에 이르 다. 유럽 의회의 고용 략이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근로 가능성의 향상, 노동에 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근 보장, 

노동 시장에서의 동등한 처우는 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향을 미쳤으

며 이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특히 양질의 자녀 양육 서비스에 

한 근 보장이 요한 정책 역이 되었다 (EC 1999). 

EU가 제시한 고용 략의 원칙 인 사항은 모든 유럽 국가에 용되

었으나 정책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실제로 각국에서 수행된 정책들은 

각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모성, 자녀 교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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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해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이념․가치․규범이 사

회 정책에 향을 미쳤다. 각 국가가 보이는 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있어서 차이는 가족의 의무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국가, 시장, 가족, 시민 사회가 아동 양육을 한 주

요한 책임을 갖도록 기 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떠한 원칙이 사 인 역으로 간주되었던 자녀 양육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 하 을까? 본 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하여 유럽 국가의 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있어 공공 정책을 추진하

게 된 각 국가의 논리(logic)과 각 국가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에 해 고찰한다. 그리고 각 국가 어느 정도 유아 보육·교육 정

책에 해 지원하고 있는지 그 지원 유형은 어떠한지에 한 세부 인 

사항을 논의한다. 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 인 배경

을 고찰함과 더불어 각 국가가 EU의 권고 사항을 어떻게 반 하고 있

으며  가족의 구조와 생활 행태의 변화에 어떻게 응하 는가에 

해 검토한다. 

유럽 국가에서 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

구 사회학 인 변화, 근로 활동 활성화를 한 정책 기조의 변화, 각 국

가가 기 로 삼고 있는 복지 국가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유아 보육·교

육 정책은 실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환(trade-off)을 함의하고 있는 바,

가족 내에서 시장 노동과 자녀 양육 간의 교환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서의 근로와 가정 내에서의 돌  노동에 한 가족과 국가 간의 교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성 혹은 부성의 가치와 국가 정책 간의 교환을 

의미한다. 

본 에서는 유럽 국가의 다양한 유아 보육·교육 체계를 논의함에 

있어 서로 다른 유형의 규제 황과 국가, 가족, 시장, 사회 간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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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분배에 을 두고 기술한다. 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각 국가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로 다른 복지 체계 그리로 그것이 기 로 하고 

있는 성역할에 한 개념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은 유

럽의 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가족의 의무, 노동 시장과 근로 시간 정

책, 모성에 한 가치, 아동의 사회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에서는 특히 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유아 보육·교육에 

한 공공 정책의 논리와 그 정당성을 사회 통합, 양성 평등, 가족 가치 

측면에서 논의한다. 랑스와 스웨덴은 오랜 기간 동안 유아 보육·교

육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유아 보육·교육에 한 국가 책임이 상당히 

강력하게 여론에 의해 정당화 되고 있다. 유아 보육·교육에 한 국가 

책임이 강하다는 공통 이 있는 반면에 이 두 국가는 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칙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럽 국가에서 최근 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있어 새로운 원칙

과 새로운 유형의 규제가 나타나고 있다. 랑스와 스웨덴의 로 들면

가족 자체가 아닌 어떤 유형의 아동을 사회 정책의 상으로 삼을 것인

가에 한 논의이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 계에 있어서 개인주의 그리고 

시민권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안

녕, 아동의 권리, 동등한 기회의 보장에 한 공공 정책은 아동의 시민

권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0년  이후 스웨덴과 랑스에서 유

아 보육·교육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뿐 만 아니라 더 범 한 아동 

정책의 범주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에서는 유럽 국가의 유아 보육·교육 정책 

유형을 북구 유럽 국가, 륙 유럽 국가, 앵 로 색슨 국가, 남부 유럽 

국가로 구분하여 주요한 특징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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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구 유럽 국가: 양성 평등과 국가 책임

  북구 유럽 국가의 표 인 유아 보육·교육 정책 사례로 스웨덴

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유럽 통합 이  오랜 과거부터 스웨덴과 다른 북

구 유럽 국가들은 남성 부양자 가족주의 모형에서 각각의 부모가 각자

에 해 책임을 지는 모형으로 이 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맞벌이 가족 모형으로의 환은 사회  권리의 개인화를 암시한다. 개인

을 상으로 하는 사회 여와 사회 서비스는 조세 감면, 가족 수당에 

한 정책을 강조해 왔다. 한 양성 평등의 원칙이 가족 정책, 사회 정

책, 노동 정책에 통합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북구 유럽 정책의 모형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 으

로 여성을 노동 시장  정치에 통합시키고 부부 간에 책임을 공유하는 

수 이 높다는 사실로 특징 지워진다. 여성은 자녀 출산 이후에도 노동 

시장에 참여하거나 경제 으로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고무되어 진

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은 다양한 정책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정책에는 공공 보육 서비스, 육아 휴직 (아버지의 육아 휴직 참

여 독려 정책 포함), 부모를 한 유연한 근무 시간 등이 포함된다. 

1974년부터 육아 휴직이 모성 휴가를 체하면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 성 역할 변화에 한 목 을 표방하게 되었다. 1995년부

터 육아 휴직의 일정한 부분을 부부간에 이 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함으

로써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을 한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보육 체계가 아동, 여성 그리고 노동 시장에 한 지원을 목 으로 

하여 마련된 시기와 동일하게 새로운 가족 규범이 공유된 부모 역할을 

기 로 출 하게 되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보다 공평한 역할 분담과 함

께 별거나 이혼 혹은 부모가 새로운 가족 계를 형성한 이후에도 양쪽 

부모 모두가 자녀에 한 법 인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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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0년  이행된 새로운 가족 정책에 한 정치  의견 일치는 

1990년 에도 이어졌으며 이 시기에는 보다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

되었다. 동 시기에 이루어진 양육수당의 도입은 통 인 남성 생계 부

양자 모델의 방향성에서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Bergqvist, 2001). 

이와 함께 아버지의 역할과 남성의 낮은 육아 휴직 사용율이 정치 인 

아젠다로 등장하게 되었다. 가정 내에서 노동의 분담 문제도 토론되기 

시작하 다. 부모로서 남성의 역할이 가시화되기 시작하 으며 양성 평

등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의 양립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남성들에게도 주요 심 역이 되었다. 

북구 유럽 국가에서 양성 평등에 한 지지는 양성평등이 유럽 사회

에서 이슈가 되기 부터 이루어져 왔다. 취업 여성의 증가는 공공 보육 

시설의 확장보다 먼  일어났다 (Leira, 1993; Nyberg, 2000). 기 산

업화 시 에서 여성 운동이 이미 보육에 한 요구를 공식 으로 제시

하 으나 스웨덴 보육 서비스의 확 에 한 주요한 정책 인 결정들은 

1960~1970년 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사회 정

책 그리고 가족 정책의 정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보

육 시설 확 에 한 정책  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었다. 

스웨덴의 보육 정책은 아동의 사회 ·심리  발달 그리고 모든 아동

들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교육 , 사회 , 

리 인 요소가 통합된 공공 보육 서비스에 강조를 두고 있다. 1970년

에 설립된 유아학교(pre-school)는 유치원(kigergarten)에 근거하고 있

는 아동 발달 인 측면과 보육 시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 보호 인 

요소를 통합하 다. 1970년  이후 공공 보육 시설에 한 욕구는 공

을 과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공공 보육 시설이 확충되어 모든 

부모가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일하는 부모 뿐만 아니

라 학생 부모, 실업자 육아 휴직 상태에 있는 부모까지 보육 시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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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가족 정책으로서 보육 정책: 아동 사회화와 인구 문제 대응

북구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랑스에서도 국가가 보육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랑스에서 아동에 한 개념

과 아동의 조기 사회화는 역사 으로 사회  그리고 정치  합의가 이

루어져 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보육 서비스 지원은 가족 정책의 

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사회 보장 체계에서 독립 인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랑스에서 유아 보육·교육에 한 이러한 이념은 공화주의  

사상과 일반 국민들의 통과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 유치원(L'école 

maternelle)은 포 인 유아 교육 기 으로서 아동을 보육한다는 개념

이라기 보다 학교에 입학하기 한 비과정으로 여겨진다. 유치원에 입

학하는 것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3~6세 거의 모든 아동이 정규 으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유치원에 한 수요는 2세 아동들에게 까지 확장

되고 있는 추세이다 (Leprince, 2003). 보육시설(créches)은 3세 미만 

아동들의 보육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육 시설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를 한 공공 서비스로서 간주되고 있다. 보육 시

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는 10% 정도로 낮은 수 이지만 보육 시설 

서비스는 부모에게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많은 부모들이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랑스에서 공공 보육 서비스에 한 역사는 "가부장  국가(l'Etat 

parternaliste)"의 개념과 연 되어 있다. 국가가 아동과 어머니를 보호하

는 것에 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19세기 제3공화국 하에서 

나타났다. 랑스에서 국가는 어머니와 모성을 일하는 여성이건 아니 건

에 상 없이 보호하고 있다. 랑스에서 모성은 시민권과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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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사회  경제  여건에 직면하

여 취업 여성들 특히 아를 가진 취업 여성들의 문제는 1960년  정치

으로 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Martine, 1998). 1970년 의 

사회  그리고 문화  규범의 변화 시기 동안에 개인 생활 양식 그리고 

여성이 근로하거나 집안에 있거나 선택하는 자유에 하여 국가가 립

인 치를 갖는 개념이 두되었다. 만일 자녀가 있는 여성이 직장 생

활을 계속할 것을 결정한다면 국가는 자녀 보육을 수당 지 , 서비스 제

공 혹은 유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리 간주되

었다. 랑스에서는 여성이 직장에서의 근로자와 가정에서의 엄마라는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것에 해서 사회 으로 강한 합의가 이

루어져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의 두가지 역할에 한 이슈는 정치가, 

가족 기구, 여성 주의자 들 사이에서 항상 긴장 상태로 있다. 부분의 

여성주의자들은 일하는 여성이 근로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함께 여성의 반일제 근로와 육아 휴직에 

해 반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두 가지 제도는 매우 성 인 경

향이 강한 정책으로서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근원이

자 여성이 직업활동을 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목 은 국가를 아동의 보호

자 혹은 아동에 한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는 자로 간주하는 개념과 

련 있다. 랑스에서 아동 보육에 한 이슈는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해

야 한다는 개념이 일어나기 훨씬 부터 시작되었다. 랑스에서 아동은 

"공공재" 혹은 국가의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가가 이에 한 책임

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9세기 말에 유치원을 도입한 목

은 아동 발달 기에 집합 인 사회화가 모든 아동으로 하여  경제

 혹은 사회  배경과 상 없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동일한 기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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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 함이었다. 랑스에서 공공 여론은 아동의 교육, 건강, 그리고 

안녕에 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유아 조기 교육과 보육

은 랑스에서 강하게 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가가 아동에게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 은 공공 정책과 인

구 문제 간의 계와 연결되어 있다. 유아 보육·교육 서비스를 인구학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랑스의 정치  통에서 요한 특성이다. 

인구학  이유가 바로 랑스 정부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상

으로 후한 보육 서비스를 시설 서비스 뿐 만 아니라  여, 조세 

감면, 유  혹은 무  육아 휴직의 형태로서 제공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학  이유를 랑스 가족 정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명시

인 목 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980년  좌 정권의 부상은 가족과 아동에 한 새로운 로그램의 

도입을 가져왔다. 과거 보수 정권에 의해 보호 받던 모든 역을 으

로 좌  정권의 새로운 시각으로 근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권의 

변화는 우  정권이 요시 하던 몇 가지 지향 에서 단 을 가져왔다. 

몇몇 수당 정책은 소득 기  하에 지원하게 되어 취약한 상태에 있는 

가족에 한 지원으로서 성격이 강화되었다. 양성 평등을 강화하기 하

여 일하는 엄마들의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에 강조 을 두어 

특히 보육 시설을 확충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향상 시키고자 하

는 노력을 경주하 다.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하여 요한 두 가지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근로 시간의 감축과 아버지 휴가의 도입이다

(Letablier, 2003). 이러한 두 가지 조치는 아버지들이 가정생활과 부모 

책임에서 더 많은 역할을 갖도록 구 하는데 목 이 있었다. 이 밖에도 

육아 휴직이 노동권과 연결되어 부모들이 최소한 일년 간의 육아 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육아 휴직 동안 여는 제공되지 않으나 



제2장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 ∙27

일정 액수의 육아 휴직 수당이 지 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보육 시설 공  증가와 더불어 국가가 재정 으로 지

원하는 보육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 되었다. 1989년 조세 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들은 보육 시설 이용에 한 보육료뿐만 아니라 가정 내 

보육 도우미, 인가된 보육사 등에 한 보육비 지출에 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3. 개인 책임으로서의 영유아 양육

유아 보육을 개인 책임으로 간주하는 가장 표 인 유럽 국가 사

례는 국이다. 국은 자유주의 인 복지체계로서 통 으로 남성 생

계 부양자 모형에 기 하고 있다 (Lewis, 1992). 국에서 공 으로 지

원하는 보육 서비스는 2차 세계  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최소한의 

수 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역사 으로 볼 때 가족, 자원 사단

체, 민간 역이 아동과 성인에 한 돌 의 주된 제공자 다. 국가의 

역할은 제한 이며 공공 보육 서비스 제공은 지자체에서 취약 계층 아

동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자체는 장애아, 아  아동,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험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 계층 혹은 험 상

태에 있는 아동 이외의 아동에 해서는 국가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간주되고 있다 (Rostgaard & Fridberg, 1998). 

한편, 1980년  후반에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면 보육 서비스의 부

족이 여성 특히 한부모 여성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에 들어와서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

에 해 보다 분명하게 응하기 시작하 다. 1996년 Working 

Families Tax Credit를 도입하여 보육 서비스 이용비용에 해 조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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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혜택을 부오 하 으며 특히 한부모들로 하여  노동 시장에 참여하

도록 독려하 다. 1997년 4세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에게 교육 기

에서 반일제 보육 비용을 부담하는 바우처를 지 하 다. 국에서 보육 

외의 교육은 아동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 한다. 

이러한 바우처 시스템은 1998년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자 폐지되었으

며 그 신 "Meeting the Childcare Challenge"라는 제목하에 최 의 

국가 보육 정책이 시작되었다. 동 국가 보육 략의 목 은 노동 시장의 

재건을 하여 국가 보육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있었다. 노동당의 복지 

략은 취업을 고무시키고, 사회  배제에 항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며, 

유아로 하여  미래 노동 시장에서 각자의 치를 갖도록 비시키는 

것이었다 (OECD, 2000).  다른 목 은 여성들로 하여  가족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한편, 민간 부분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에 해서는 직 인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

았으며 부모들은 시장에서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고 다만 이에 한 비

용을 보육료 조세 감면을 통해서 지원 받는 간 인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역에 치한 민간 기구들이 보육 정책을 이행하는 주된 

주체로, 그리고 부모들은 보육 소비자로 간주되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는 아직도 매우 열악한 수 이며 이에 한 정부의 역할도 

매우 제한 인 실정이다. 이와 동시에 복지 정책에 한 국민들의 의존 

문제가 정부 정책에 있어서 요한 이슈로 남아 있다. 

국에서 자녀 양육은 가족의 문제로서 자녀 양육의 주체는 주로 여

성이다. 결과 으로 여성은 가정 내 부수 인 소득원으로서 반일제 근로, 

단기 계약직, 유연한 노동 시간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의 반일제 

근로 비 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국이 유럽 체 국가 에서 가장 높

다. 아동의 사회화는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는 여 히 남성과 여성의 엄격한 역할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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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모성휴가(1992)와 육아 휴직(1996)에 한 유럽 연합의 권

고에 반 하 으며, 1999년 에 들어와서야 국은 유럽 연합의 최소한

의 권고 수 만을 충족시키게 되었다. 국에서는 육아 휴직 동안 여

가 제공되지 않으며 휴가 기간도 13주만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에 

해 국가는 기본 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작

업장, 노동 약, 사용주와의 개인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북구 유럽 국가나 랑스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공공 보육 서비스 제공

은 국에서는 정치 인 이슈가 아니었다. 아동에 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는 정치  

정당과 노동조합을 모두 포한한 사회  보수성에 기인한 바가 크며 

한 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에 기인한 바도 있다 (Randall1, 

1996). 국에서 여성주의자들은 정치 세력이나 풀뿌리 운동에서도 주류 

세력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 인 삶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도 잘 받

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육아 휴직이나 유연 근로제와 같은 가족 

친화 인 정책도 민간 기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 되고 있다.    

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노동(New Labour)"의 출 은 사회 통합을 

이룩함에 있어 사회 정책이 빈곤 응 정책이 아닌 유  노동 활성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유  노동 활동이 국에서 동등한 기회에 한 

개념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개인의 책임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필수 인 요소이다. 국에서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발해주고 시민들로 하여  이러한 기회를 획득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 략에 한 수반으로서 정부

는 1998년 학교 내부에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개발하 다. 국이 방과

후 보육에 지출하는 규모는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

이지만 이러한 방과후 보육 로그램의 개발은 국가가 으로 가족

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역에 해 어느 정도 개입한다는 새로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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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보육 서비스의 제공은 부모 특히 여

성으로 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게 하는데 명백하게 요한 기능

을 하고 있다. 

4. 엄마의 책임으로서의 영유아 양육

자녀 양육을 엄마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표 인 국가 사례는 독일이

다. 독일의 보육 체계는 보수 인 복지 국가 체계 그리고 노동에 있어서 

남성와 여성의 강한 역할 구분과 연계되어 있다. 독일의 사회  보호 체

계는 시장 노동과 돌 에 있어 성 역할의 구분과 어느 정도 련이 있

다. 독일에서는 여성의 가정 내 돌  노동을 사회  권리에 한 자격으

로서 간주하고 있다. 를 들면 연  정책에 있어 부모가 보험료를 지

하지 않는 기간에 해서 최  3년("baby years")까지 연  가입 기간

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Scheiwe, 1995). 이러한 사항들이 여성의 가정 

내 돌  노동에 해 인정해주는 기본 인 조치이며 연 과 육아 휴직 

여에 해서는 매우 제한 인 정도로만 지원해 주고 있다. 

아동의 사회화는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며 좋은 자녀 양육은 엄

마가 자녀를 직  돌보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자녀를 가진 여성들

은 육아 휴직을 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여성들은 일과 가정 양립을 하기 

하아ㅕ 반일제 근로를 하고 자녀를 직  돌보도록 고무되어 진다. 부

모들은 3년 동안 육아 휴직을 사용할 자격이 있으며 최  2년 기간 동

안 배우자의 소득 수 에 따라 차등 인 자녀 양육 수당을 지  받을 

권리가 있다. 스웨덴과는 달리 부모들은 정액제의 자녀 양육 수당이 아

닌 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상분을 받는데 육아 휴직 첫 1년 동

안에는 임 의 80% 보상분을 받는다. 독일에서 육아휴직은 자녀를 가진 

여성들을 계속 일하게 한다는 목 이 아닌 "가족 지향 "인 목 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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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아 보육에 한 공공 정책은 미약한 수 인데 이는 독일에서 

자녀 양육은 개인 인 일로서 엄마의 책임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

다. 독일에서는 엄마의 역할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는 반면에 여

성의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와 엄마 역할 간에는 강한 긴장 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이 낮은 출산율 특히 교육 수  높은 여성들에게 있어 낮은 

출산율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자녀 양육에 한 역할과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자로서

의 역할은 서로 다른 이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서독 지역과 동독 지역

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독에서 여성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일시

으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며 오랜 근로 활동 공백 후에 시간제 근

로로서 노동 시장에 다시 진입한다. 독일 여성이 오랜 기간 노동 시장에

서 탈퇴하는 것은 자녀를 낳기 에 종사하 던 같은 업무에 다시 복귀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동독 지역에서 일하는 여성에 한 

개념은 여 히 하며 체 육아 휴직  일정 부분만을 사용하고 

부분 종일제 근로로 돌아 온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 환경에 따라 노동 수 의 조 을 받게 되는 것은 서독 지역과 동

독 지역에서 모두 거의 배타 으로 여성이다. 독일에서는 자녀를 가진 

여성이 반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가정과 직장 생활에 부조화가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에 한 개념이 독일에서 국가가 아를 한 보육 서비

스를 제한 인 수 으로만 지원하는 변에 깔려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1990년  반에 이루어진 보육개 을 통해 모든 3세 아동에 해 유치

원에서 반일제 보육을 제공하기 시작하 는데 이러한 정책에서도 보육 

서비스를 보육이 단지 가정 양육의 보조 인 수단이라는 개념을 해하

지 않는 수 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 개 에서

도 보육료 지원과 비지원, 정규 보육 서비스와 비정규 보육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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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 정도가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일 사회에서도 일과 가정생활 간의 구분은 덜 

엄격해 지기 시작하 으며 료가 지불되는 일과 자녀 양육 사이의 분

명한 구분도 약화되었다. 재 독일 사회에서 노동 시장 정책은 여성의 

반일제 근로를 기본으로 하여 노동 시장에의 유연성 있는 통합 진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도 취업과 수입의 감소는 가족 내에서 

2차 인 소득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독일 정책에서 국가와 

가족 모두가 아동의 안녕에 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

고 있다. 이는 통일 이후 독일 사회에서 가족과 아동의 빈곤 문제가 사

회 양극화 문제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것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Ostner, 1998). 최근 들어 개인 인 삶이 받아들여지고 강조되고 있는 

반 인 사회 분 기 하에서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아

동의 안녕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의 두가 보육에 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 하고 있다. 

5. 지중해 연안 국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양육

친인척에 의한 자녀 양육을 강조하고 있는 지 해 연안 국가의 가장 

표 인 사례로 스페인을 들 수 있다. 남부 유럽 국가에서 이태리를 제

외하고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는 아주 최근에 정책 인 아젠다로 등장

하 다. 통 으로 남부 유럽 국가에서 가족은 여러 세 로 구성되고 

있으며 아동의 사회화를 부모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족은 상호 

간의 의무를 기 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

다. 국가는 가족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때만 개입한다. 존하

는 규범과 가치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에 한 책임은 가족에게 놓여 있

으며 특히 그것도 엄마나 할머니에게 놓여 있다 (Tobio, 2001).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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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통합은 세  간의 통합 그리고 여성들 사이의 통합을 의미한

다. 자녀 양육을 남성의 역할로 여기지지 않으며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자녀 양육은 여성의 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은 최근 들어 노동 시장에 "동등한 조건"으

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통 인 가정주부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으

며 여성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동시에 노동 시장에서 근로하면서 가

계 소득에 기여한다. 남성 집단이나 공공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직장 

일과 가정 일의 보다 공평한 분담을 해서 노력 하고 있지 않다 

(Carrasco & Rodriguez, 2000). 개인 으로 아이 돌보미를 고용하기에 

소득 수 이 낮은 여성들은 조부모나 여자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 자녀 

출산 후에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0~3세 자녀 보육은 아주 은 

수 으로만 공공에 의해 지원된다. 유아에 한 보육 서비스 지원은 부

모 특히 여성의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을 지원한다기 보다 아동의 교육을 

향상시킨다는 목 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녀 학교 시간도 부모의 노동 

시간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지 않다. 육아 휴직은 아주 최근 들어 남부 

유럽 국가에 도입되었으며 부분 무  휴직이다.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도 정규직 계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부여되는데 부

분의 여성들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공식 부분에 의

한 보육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열악한 보육 지원과 노동 정책은 남부 

유럽 국가의 심각한 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제3절 저출산 대응으로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본 에서는 유아 보육에 한 국가 책임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강조되고 있는 스웨덴과 랑스의 사례를 통해 공공 보육 정책이 

바탕으로 삼고 있는 원칙에 해 분석한다. 두 국가에서는 사회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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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리고 양성간의 평등이 각각 서로 다르게 개되어 옴에 따라 

공공 보육 정책의 원칙에 있어서도 유사 이나 차이 이 나타나고 있다.

랑스에서 아동과 가족에 한 지원은 두 가지 통에 깊이 뿌리 박

고 있다. 하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지원하는 "출산주의" 이며 다른 

하나는 자녀가 있는 가족과 자녀가 없는 가족 간의 부의 분배를 지원하

는 "가족주의"이다. 이러한 두가지 정당화는 20세기 기부터 가족 정책

의 기 를 이루어 왔으나 지난 몇 십년 동안 이러한 정당성은 차 으

로 약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출산 지향 인 인구 정책은 과거에 국가 규제와 로그램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사회에 들어와서 공공 정책으로서의 정

당성과 그에 한 국가 인 합의가  약화되고 있다. 출산을 증진시

켜야 한다는 개념은 아동이 국가의 부와 미래를 보장한다는 개념에 뿌

리 박  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아동은 국가를 한 미래 군사력과 

경제력의 주된 원천으로 간주되기 시작하 다. 출산율 증 는 랑스 식

민지 국가를 쟁취하기 해 많은 수의 군인을 공 하기 한 목 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1930년 에 출산율 증가를 지지한 사람들은 경제 

기가 출산율 감소 그리고 도덕성과 가족 가치의 감소가 경제 기로 이

어지는 것을 우려했던 사람들이었다. 1970년 에 셋째 자녀에 해 인

센티 를 제공하는 것은 (이 당시에도 국가 합계 출산율은 지속 으로 2

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녀를 가진 여성으로 하여  노동 시장을 탈퇴

하도록 하는 유인 정책과 함께 하고 있다. 인구학  목 이 오늘날 랑

스 사회에서 여 히 남아 있다. 가족 연합과 보수 인 정치권에서 출산

장려자들은 차 감소하고 늙어가고 있는 인구와 이러한 황에 해 

사회 으로 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

성에 부응하여 육아 휴직 수당을 임  수 에 거의 달하는 수 으로 인

상시킨 바 있다. 육아 휴직 수당의 인상은 자녀 출산 동시에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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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율을 낮추고 휴직에 한 비용을 

보상함으로써 모성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있다 (Deprez, 1999; Büttner 

et al. 2002). 

과거 랑스 재분배 정책의 기 를 이루었던 가족주의 개념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수평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었다. 하지

만 소득 수  따라 차등 으로 지원하는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가족주의 인 개념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지출 수 을 감소시

키고 높은 실업율에 직면하여 사회 인 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필

요성에 직면하여 정부는 몇가지 가족수당정책을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가

정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선회하 다. 가족주의 옹호자들은 

가족주의 운동을 통해서 랑스 가족정책이 일 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사회  지원을 목 으로 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에 해 반 하 다. 

랑스에서는 가족이 이해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운동"은 항상 

강력하고 향력 있었으며 랑스에서 사회복지국가가가 출범했던 1940

년  이래 가족 정책을 발 시켜 오는 과정에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가족주의자들은 재 가족 지원 과 련한 모든 정책 결정에 참여

하고 있다 (Chauviére et al., 1999).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랑스 아동

과 가족에 한 지원 정책의 가장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랑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국가가 재정 으로 재원하는 높은 지출 수

을 보고 우수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랑스에서는 국가

가 얼마나 후하게 자녀 양육에 해 재정 으로 지원하는가 혹은 국가 

산  얼마큼의 비 을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지출하는냐에 따라서

만 정책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자녀 양육에 한 재정  지원 정책은 

형평성 있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형평성 추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녀가 있는 가족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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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가족 간의 수평  재분배이며, 다른 하나는 다양한 사회 집단간

의 수직  재분배이다. 일반 으로 자녀 양육 비용에 한 보상은 수당 

정책과 조세 감면 정책을 통해 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재분배

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자녀 양육 지원을 해 수

당 정책 혹은 조세 감면 정책 둘 의 하나 정책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수평  재분배는 가족을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근본 인 사회 

체계로서 간주하는 개념이며 수직  재분배는 가족 정책의 사회 정책으

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수평  재분배 원칙은 논란의 상인데 

그 이유는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부유한 가족까지 지원하기 때문

이다.  다른 논란은 소득 세제 정책이 근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반일

제로 근로하는 결혼한 여성에게 주로 혜택을 다는 이다. 이러한 조

세 감면 정책은 유자녀 여성으로 하여  노동시장에서 탈퇴하게 하고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높은 경우에 그러한 양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랑스의 소득 세제 정책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측면에서는 립 이지 않다는 사실을 지 한다 (Hantrais & 

Letablier, 1996, 1997). 이러한 소득 세제 정책은 1998년 죠스팽 정권

에 의해 도입된 것인데 수평  재분배 측면에서 문제성이 지 되었으며 

가족주의자 뿐만 아니라 부분의 여론에 의해서도 가족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이념 차원에서 비 을 받고 있다. 

가족 정책에 한 논쟁은 최근의 인구 기에 직면하여 더욱 해 

졌다. 최근의 쟁 은 오늘날의 아동들이 “세  간의 사회 계약”에 따라 

미래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연 을 지불한다는 사실이다. 수평 인 사회 

통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üttner et al., 2002). 한편, 우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정부는 보육 정책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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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달 체계가 재구성되었으며 랑스의 특징 인 보육 수당인 "

아 보육 수당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이 마련되었다. 

아 보육 수당은 과거에 지 되었던 다섯 종류의 수당을 체하 다. 

보육 서비스 달체계의 재구조화는 공공과 민간 서비스 제공의 혼합을 

유지하게 하는 한편 개인 보육사에 의해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에 강조를 두었다. 개인 보육사에 의한 보육 서비스 제공

은 공공 보육 시설 이용율보다 더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가족과 련한 스웨덴 복지 정책은 20세기 반의 모성 지원 정책에

서 1930년  인구정책으로 정책의 강조 이 이동되었으며, 다시 1970년

 이후 인 가족 정책으로 발 하게 되었다 (Ohlander, 1989). 

오늘날 가족 정책의 이념  많은 부분이 1930년  뮤어르달 부부에 의

해 제안된 가족 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다. 동 동 가족 정책 모형에서는 

아동의 안녕과 함께 여성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출

산율을 제고하려는 목 을 가진 정책은 1930년 부터 감소하는 출산율

을 막기 해 특별히 출산 지원 정책에 강조를 두기보다 반 인 삶의 

수 을 향상시키려는 목 을 가진 일반 인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

진되었다. 보편 인 사회 여로서 모성휴가 여와 아동수당이 1930년

와 1940년 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여는 여성에게 지 되어 여성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필요에 해 지출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

도록 하 다. 2차 세계  이후에 도입된 여들은 차 근로 활동과 

연 되거나 소득을 기 으로 지원되기 시작하 다. 1990년  경제 후퇴

의 부정 인 향은 특히 자녀를 가진 가족과 한부모에게 하게 나

타났으며 동시에 출산율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정책  

지원은 자녀를 가진 가족의 생활수 을 향상시키는 것에 두었으며 새롭

게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생활수 을 향상 시키는데 강조 을 두었다. 아

동은 미래 복지국가 유지에 필수 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가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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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개 에 정책의 높은 우선순 가 주어졌으며 여 수 은 과거 수

으로 회복되거나 보다 높게 인상되었다. 지속 인 공공 보육 시설의 

확충과 보육료에 상한선을 용함으로써 모든 아동들이 보육 시설을 이

용할 수 있게 하여 부모 모두가 노동 시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 시장 참여에 따른 자녀 양육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 다. 

스웨덴에서 가족과 아동을 한 조세 감면 혹은 조세 혜택은 사회 민

주 인 가족 정책으로 여기고 있지 않으며 단지 비 사회주의 인 정치

인들만이 조세 감면 혜택을 지지하고 있다. 조세 감면 정책 신에 보편

으로 자녀를 가진 모든 가족에 해 소득 기 이 용되는 수당을 지

하고 있고 공공 보육 서비스와 같이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 보육 서비스 이용에 한 비용은 소득수 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도입된 보육료에 한 최  상한선 설정은 

산층 이상 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재분배 효과가 

은 것으로 비 받고 있다.  

제4절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최근 이슈

유럽 복지 국가의 경제  측면에서의 재구조화, 노동력 증가의 필요

성,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기회를 려야 한다는 것에 한 이념이 국가 

정책의 새로운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유럽 이사회가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보육에 한 근성을 향상시킬 것에 한 권고안을 

제시하기 이 부터 몇몇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고유한 국가 원칙으로서 

이미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 외 국가에 해서 보육 서비스 

확충에 한 유럽 이사회의 권고안은 복지와 근로와의 계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이를 한 공공 정책의 목 과 재의 

변화가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에 한 질문이 두되었다. 근로에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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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 정책의 기 를 이루게 되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노동에 한 

엄격한 구분 특히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 구분에 한 문제가 제기되었

다. 이에 따라 아동의 사회화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사

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한 과거의 논쟁이 새로운 모습으로 제기

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한 개념 ( 를 들어 부분의 북구유럽국가에

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육 서비스에 한 아동의 권리)는 비록 아직 많

은 국가에서 인식되기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의미를 포함하게 되

었다. 

부분의 EU 국가들은 1990년 에 정치 인 변화를 경험하 다. 몇

몇 EU 국가에서 좌  정치 집단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가족에 한 정

치 인 개념이 변화하 다. 부분의 보수 인 정부가 가족을 지지되어

야 할 가치 혹은 규범으로 강조하 던 반면에 1990년 에 들어와서 이

러한 기조는 약화되었다. 부분의 국가들이 개인 생활 유형의 복잡화를 

인식하게 되어 가족에 한 정의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 인 

변화는 새로운 목 과 새로운 강조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들어와서 많은 EU 국가들은 가족의 개념에 해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가족 구조와 노동 시장 조건의 변화는 기본 인 정책 모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고용 활성화가 복지 정책의 심에서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이 “성인 근로자 모형”으로 체되었다 (Lewis, 

2000). 성인 근로자 모형은 노동을 복지에서 가장 요한 개념으로 간

주하고 모든 성인을 노동 시장에 통합시키는 목 으로 가지고 있는 개

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 근로자 모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수 에서

는 부분의 국가가 노동 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복지에 한 의존

을 제한하는 양상으로 보 으나 모든 유럽 국가에 걸쳐 동일한 모습으

로 발 되지 않았다.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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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슈 던 랑스와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이러한 사회  변화와 

더불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한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하 다. 이와 

동시에 정책추진의 근거가 일정 수  변경되어 랑스 가족 정책은 과

거 정책 기조로부터 비일 이고 일치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비 받게 

되었다 (Fagnani, 1998b). 그러나 정책 추진의 기반으로 삼는 가치가 

과거와 다른 유형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이 아무 기

도 없이 개발된 것은 아니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은 이 의 가치와 정책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국가 반에 걸쳐 

다양한 타 이 일어나게 되었다. 

랑스의 공공 정책은 1980년 이래 일자리 창출이 가장 국가 인 최

우선 과제가 되었다. 보육과 노인 돌 이 고용 잠재성이 있는 분야로 인

식되었으며 돌  분야에 일자리 기회를 개발시키려는 로그램이 시작되

었다. 이러한 로그램은 개인 돌  서비스의 발 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공공 사회 서비스는 축소되게 되고 특히 créches와 같은 보

육 시설의 발 도 피해를 받게 되었다. 유아에 한 보육 수당의 재구

조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agnani, 

1998a). 이러한 경향은 보육과 련하여 창출된 일자리가 정부에 의해

서 지원 받고 가족이 개인 보육 서비스 이용에 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결국 보육의 개인화 혹은 민간화 양상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국가의 일하는 복지 사회 구 을 한 일자리 창출과 완  

고용이라는 목  하에 이루어 진 것이며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녀 보육 

서비스에 한 다양한 선택과 유연성에 한 욕구 한 반 한 것이라

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육과 아동 서비스는 차 더 상업화되

기 시작하 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지방 정부의 감독과 규제에 의해 리

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육의 개인화와 민간화는 이제까지 국가 인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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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던 아동에 한 동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개념을 괴하는 

것이었다. 랑스에서 보육 시설(créches)은 모든 아동에 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 으며 유치원에 취원하여 교육의 

원칙이 용되기 이 에 필요한 서비스 다. 소규모 보육 시설과는 달리 

créche는 공공재인 동시에 공공에 한 서비스를 표방하고 아동의 양육, 

조기 사회화  사회 참여에 한 비 역할을 하는 기 이었다. 

결과 으로 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허락함으로써 시장의 원칙

이 가족과 노동 간의 상호 작용 안에 개입되었다. 결과 으로 이는 서비

스 이용의 계층화를 가져와 상 으로 높은 소득계층 가족에 해서는 

가정 양육 지원, 재정  지원, 조세 혜택이 이루어졌으며, 산층과 안정

된 직장을 가진 유자녀 여성에 해서는 시설 보육 서비스, 소득층 가

정에 해서는 지역 사회 네트워크 혹은 가족 간 도움을 통한 자녀 양

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정의와 공공 서비스에 

한 공평한 근이라는 공화주의  이념을 괴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 어떤 여성이 자신의 자녀의 이익을 해 공공의 재원을 이용하면서 

다른 여성의 고용주가 되는 상황을 래하 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자유로운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해 "보육의 유형을 다양화"한다는 정

부의 표면 인 정책 목 에 의해 야기된 것이로서 실에 있어서는 보

육 서비스 근에 한 사회  불평등을 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

업과 새로운 일자리에 한 수요에 응한다는 명목 아래 공공 정책이 

상류층 혹은 산층에게만 이용 가능한 개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된 것이다. 이러한 공공에 의한 개인 보육 서비스 제공은 과

거 비공식 경제 부문안에 숨겨져 있던 개인 보육 서비스를 가시화하고 

공식화 하 다는 측면에서는 정 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랑스에서 보육 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 됨에 따라 새로운 정

치  그리고 경제  이해의 상이 되고 있으며  더 보육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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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노동 정책  양성 평등 이슈와 련성이 깊어지고 있다. 

스웨덴에서 가족 정책, 고용 정책, 양성 평등 간의 연계는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최근의 보육 서비스 확장과 보육료 최  상한선의 

용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 다. 자녀 양육에 한 경제 인 부정  

향을 제거하는 정부 정책은 유자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증가시

키는 정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높은 비 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는 양

성 평등 정책에서 요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보육 정책 확장의  다

른 목 은 이민자 실업 부모 자녀에 한 사회  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랑스와 스웨덴의 보육 정책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 두 국가의 

최근 경향은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두 국가 모두 보육을 범 한 

아동 정책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동 정책은 1989년 UN 아동 권리 

약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역간에 일반 인 일 성을 가지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동 약에 따라 모든 사회 정책 개 은 아동을 보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이에 아동 정책은 가족 정

책의 일부가 되었다. 

랑스와 스웨덴 모두 보육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

을 보다 평등 인 방식으로 달성하려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다. 스웨

덴과 비교하여 랑스는 제공자 측면에서 공공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정도가 낮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정부가 재정 지원 하는 보육 서비

스는 상당한 규모이다. 동시에 육아 휴직 정책과 아버지의 역할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1997년과 2000년에 랑스에서 이루어진 

근로시간 감면 정책은 실업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된 목 이었으나 부

모 활동과 여가 시간을 증가시키는 목 도 가지고 있었다. 근로 시간에 

한 비슷한 논쟁이 스웨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스웨덴 국민들은 보

다 높은 유연한 근로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휴가 기간의 증가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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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감소를 희망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 돌 을 해 주당 근로 시간을 

이는 것에 한 권리는 이미 오래 에 확립되어 있다. 육아 휴직 기간 

이상에 해당되는 휴가 기간을 원하는 경우 부모 자신이 여를 게 받

음으로써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휴가 정책은 아버지들로 하여  가정일

에 한 보다 많은 책임을 갖도록 하는데 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스웨덴은 특히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에 있어 선도 인 모습

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반부터 육아 휴직 정책은 부모 간의 역할 

공유 개념을 포함하기 시작하 으며 1990년  들어와서 실제 으로 휴

기 기간  일정 부분을 부부 각각에게 배타 으로 할당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아버지들은 자녀 출산 이후에 아버지 휴가를 가질 자격이 주어

졌다. 랑스에서도 역시 아버지들은 자녀에 해 더 많은 책임을    갖

도록 고무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육아 휴직 수당이 정액제로 제공되고 

있어 아버지들로 하여  육아 휴직을 갖도록 하는데 한계 으로 작용하

고 있다. 이에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임  수 에 따른 정액제로 제공되

어야 할 것이 주장되고 있다. 2002년 아버지 출산 휴가는 자녀 출산 이

후 2주간으로 확 되었다. 이러한 아버지 휴가는 노동법에 자녀 보호를 

한 아버지들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다. 아버지 휴가 정책은 아버지들

을 자녀 양육 돌 자로서 간주하는 새로운 개념이며 가족 내의 가사 일

과 양육의 분담이 고용과 양성 평등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반 으로 볼 때 보육 정책은 가족, 고용, 휴가, 

양성 평등과 같은  더 다양한 정책과 연 이 깊어가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원칙과 목 을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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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진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분석

제1절 OECD 주요 국가의 보육․교육 정책 현황

OECD는 2001년부터 3차례에 걸쳐 “Starting Strong: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보고서를 통해 OECD 각 국가의 유아 보육·교

육 정책 황을 소개하고 각 국의 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

성을 권고하고 있다 (OECD, 2001, 2006, 2012b). 본 장에서는 이러한 

OECD가 제시한 내용을 심으로 각 국가의 유아 보육·교육 정책 

황과 권고 사항에 해 고찰해 본다. 특히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한 시사 을 으로 악하고자 지원 상 아동, 보육료 

본인 부담, 서비스 달체계, 재정 지원 측면에서 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 로 우리나라 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1. 지원 대상 아동

OECD 국가에서 유아에 한 보육․교육 지원은 0~2세 유아와 

3~5세 유아에 해 서로 다른 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3~5세 유아에 

한 지원은 모든 아동들에게 의무 교육에 입학하기 에 비할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사회학  배경에 상 없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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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

에서 유아에 한 서비스 지원은 법 인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는 특

징이 있다. 반면에 0~2세 아에 한 보육 서비스 지원은 취업 부모를 

지원하기 한 정책  성격이 강하며 아동 양육과 부모의 역할에 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념에 의해 향을 받고 있는 바가 크

다. 아 보육 서비스의 제공 수 과 서비스의 질이 국가 마다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역할에 한 사회  시각과 여

아 보육에 한 필요성이 국가마다 상이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0~2세 아동에 한 보육 정책과 서비스 제공은 모

성휴가  육아휴직제도의 특징과 이용 가능성 그리고 아  아에 

한 보육․교육에 한 사회  시각과 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부분의 국가에서 3세 미만 아동에 한 보육 서비스는 국가 경

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으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아동과 부모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정책으로서의 

성격은 약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구유럽 국가를 제외한 부분의 유

럽 국가에서 0~2세 아에 한 보육 서비스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육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부모들은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친인

척 등 비공식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녀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세 미만 아동에 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는 보육 정책을 

양성 평등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북구 유럽 국가에서 

부분 발달하 으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북구 유럽 국가에서는 부분 정부가 약 6~12 개

월에 해당하는 유  육아 휴직을 제공하며 육아 휴직 후에 정부가 지원

하는 시설 보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모는 소득 수 에 따라 차등 인 

보육료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한다. 최근 들어 자녀 양육에 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해 “양육 수당”을 도입하여 육아 휴직 종료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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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지 않고 부모가 계속 휴직을 사용하면서 자녀

를 직  키우기 희망하는 경우 자녀 연령 2~3세가 될 때 까지 자녀 양

육 휴가와 휴직 여를 지원한다. 핀란드에서는 양육 수당을 법 인 권

리로 보장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양육 수당의 도입

이 보육 시설 입소 기자수를 감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노르웨이에서

는 3세 미만 아동에 한 시설 보육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한 

차원에서 양육 수당을 도입하 다. 

북구 유럽 국가를 제외한 륙 유럽 국가에서 3세 미만 아 보육은 

약간의 정부 지원과 함께 주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경향이 크다. 정부는 유  혹은 무 의 육아 휴직 제도를 운 함과 

동시에 아주 낮은 수 으로 공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에 한 이용이 권리로서 보장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

어 OECD 국가에서도 아에 한 보육 서비스 지원은 “탁아”의 개념

에서 아동발달, 양성평등, 사회 통합, 가족 지원을 포함하는 반 인 사

회 정책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연한 서

비스 제공에 을 두어 종일제 서비스 외에 시간제 서비스,  보육, 

놀이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 없이 제공하고 있다. 

0~2세 아동에 한 보육 지원이 북구 유럽 국가를 제외한 부분의 

OECD 국가에서 취업 부모의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한 정책으로서 

보편 인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3~5세에 한 유아 교육

은 학교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무상의 보편 인 서비스로서 서비

스 이용에 한 법 이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의무 교육이 시작되기 최소한 2년 부터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3~5세에 한 지원은 교육 인 측면 뿐만 아

니라 여성과 남성이 노동 시장에 참여함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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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을 제외한 부분의 국가에

서 보육시스템에 의해 보육과 교육이 통합 으로 제공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3세 이상 유아에 한 유아 교육이 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반일제로 제공되고 이후에 방과후 보육이 제공되는 것과 달리 

북구 유럽 국가에서는 종일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북구 유럽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국가에서 3세 이상 아동에 

한 서비스 지원이 교육 시스템 하에서 반일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하

는 부모에 한 지원 역할이 부족하다는 문제 이 지 되고 있다. 3세 

이상 유아에 한 유아 교육 서비스가 보편 인 근을 취하고는 있지

만 반일제 서비스 운 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종일제 근로시간 동안 온

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유아에 한 방과후 보육 서비스 지원 

이슈가 두되고 있다. 

유럽 국가와는 달리 앵 로 색슨 국가(호주, 미국, 국)에서는 유아 

교육을 국가가 아닌 부모의 책임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는 취약계층 자

녀에 한해서만 공공 차원에서의 유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에서 유아에 해 공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득층이나 

취약 가정에 한정되어 있으며 취약 계층에 해서도 보편 으로 지원하

는 것은 아니며 하루 에서도 부분 인 시간 동안만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보육료를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고용주로부터 보

육 서비스 이용에 한 보조 을 지원받는 산층 부모들은 민간 시설

이 지배 인 시장에서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 서비스 비용을 스

스로 지불할 수 없는 소득층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재정 으로 지원하

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소득 수 이 높은 산층 가정들은 서

비스를 이용하는데 실질 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앵

로 색슨 국가들에서도 유아 교육 서비스에 한 정책 인 지원이 강

화되어 소득층  산층 가정이 민간 보육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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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호주
- 허가된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반일제(주당 20시간)와 종일제(주당 
50시간까지) 보육 서비스 제공

- 유아 교육(종일제)
- 방과후 보육

오스트리아 - 가정보육과 시설 보육 서비스 제공
- 반일제 보육 제공(25시간)

- 유치원 (반일제, 주당 25시간)
- 방과후 보육은 잘 발달되지 않음

벨기에 - 시설 보육과 가정 보육 - 유치원(반일제 혹은 종일제)
- 방과후 보육 제공

캐나다 - 시설 보육과 가정 보육 유치원 
(온타리오주)

유치원 
(퀘벡)

덴마크
- 가정보육과 시설보육

-종일제 보육(주당 32 시간 이상)
- 유치원

- 종일제(32시간 이상)
- 연령 통합 시설 (종일제 주당 32시간 이상)

핀랜드 - 가정보육과 지자체 조기개발센터 (종일제, 주당 50시간 미만)

프랑스 - 시설 보육과 가정보육
- 종일제 - 유치원

독일 - 시설 보육 - 유아 학교, 보육 학교 (종일제)
그리스 - 시설 보육 - 유치원

아이슬랜드 - 시설보육, 가정보육 - 유치원

아일랜드
-  시설보육, 가정보육 - 초등학교에서 유아학교

- 유아학교 놀이터

이태리
- 시설보육

- 반일제(주당 20시간), 종일제(주당 
50시간 미만)

- 유아학교

일본
- 시설 보육

- 가정보육 - 유치원

룩셈부르크 - 시설보육, 가정보육 - 예비학교

네덜란드 -가정보육, 시설보육, 놀이방 초등학교    
(첫번째 그룹)

의무교육 
(두번째 
그룹)

뉴질랜드 - 시설보육, 가정보육 - 지역 유치원, 놀이방 의무교육

노르웨이 - 유치원, 가정보육(지방), 종일제

폴란드 -어린이집 - 유아학교

포르투갈 - 시설보육, 가정보육 - 유아학교

스페인 - 시설보육 - 초등학교에서 시설보육

스웨덴 - 유아학교 (종일제, 주당 30시간), 가정보육(지방)
스위스 - 시설보육 - 유아학교 (몇 지역에서는 의무적)
터키 - 시설보육 - 유치원

영국 -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놀이방 - 놀이방, 
조기교육

- 예비교실 
(초등학교) 의무교육

미국 - 시설보육, 가정보육 - 유아학교, 유치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 Head Start 프로그램

<표 3-1> OECD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체계 현황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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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서비스명 유형 연령
제공

시간

담당

부서

수행

기관

호주

Long day care 보육시설 0~5 종일제 사회복지 연연방

Family day care 가정보육 0~5

Pre-school 학교/센터 4~5 반일제 교육 주정부

벨기에

Kinderdagverblijf 보육시설 0~3 종일제 사회복지 지역사회

Diensten voor
opvanggezinnen 가정보육 0~3

Kleuterschool 학교 2.5~6 반일제 교육

체첸
Creche 보육시설 0~3 종일제 보건복지 지방정부

Materska skola 학교 3~6 종일제 교육 중앙․지방

덴마크

Vuggestuer 시설보육 0.5~3 종일제 사회복지

중앙․지방 

(지방이 주로 

제공)
Aldersintegrerede 시설보육 0.5~6+

Bornehaver 시설보육 3~6

Dagplejer 가정보육 0.5~3

Bornehaveklasser 학교 5/6~7 반일제 교육

핀랜드

Paivakoti 시설보육 0~7 종일제 사회복지 중앙․지방

Perhepavahoito 가정보육 0~7
6 vuotiaiden 

esiopetus 센터/학교 6~7 반일제 교육

이태리
Asilo nido 시설보육 0~3 종일제 보건복지 지방

Scula materna 학교 3~6 다양함 교육 중앙

네덜란드

Kinderopvang 시설보육 0~4 종일제 사회복지

중앙․지방

(지방이 주로 

제공)
Gastouderopvang 가정보육 0~4 반일제

Peuerspeelzaal 시설보육 2~4

Bassischool 학교 4+ 반일제 교육

노르웨이
Barnehage 시설보육 0~6 종일제, 

반일제
아동가족 중앙․지방

Familiebarnehage 가정보육 0~6

<표 3-2> OECD 주요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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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서비스명 유형 연령 제공시간 담당부서 수행기관

포르투갈

Creche 시설보육 0~3 종일제 사회복지 지역, 지방

Creche familiare 가정보육 0~3

Jadim de infancia 센터/학교 3~6 종일제

(다양함)

교육 

/사회복

지

중앙

스웨덴

Forskola 시설보육 0~6 종일제 교육

중앙․지방

(지방이 주로 

제공)
Familiedaghem 가정보육 0~6 종일제

Forskoleklass 학교 6~7 반일제

영국

Day nursery 시설보육 0~5 반일제 교육 중앙․지방

Nursery 
class/school 학교 3~5 반일제

Pre-school 
playground 시설보육 2~5 반일제

(다양함)
Childminder 가정보육 0~5 종일제

Reception class 
(not in Scotland) 학교 4~5 종일제

미국

Childcare centre 시설보육 0~5 종일제 사회복지 주정부

Family child care 가정보육 0~5 종일제 주정부

Head Start 시설보육 4~5 반일제

(다양함) 중앙, 지역

Pre-kindergarten 학교/센터 4~5 반일제

(다양함) 교육 주정부

Kindergarten 학교 5~6 반일제

(다양함) 주정부

<표 3-2> 계속

주: 1. 0~3세 아동은 0세부터 3세 미만 아동을 의미함.
   2. 종일제는 주당 최소한 30시간 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자료: OECD,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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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료 부모 부담

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부모는 일반 으로 보육료의 1/4에서 1/3을  

부담하고 있다. 보육료에 한 부모 부담은 국가 마다 다양하여 핀란드

의 경우 부모 부담률이 15%에 불과한 수 인 반면, 호주, 국, 미국 

등 앵 로 색슨 국가에서는 부분의 보육료를 부모가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지불하는 이러한 보육료의 상당한 부분은 국과 호주의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고 있다. 가계소득 수 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액수는 국의 경우 체 보육료의 70%, 호주의 경우 100%까지 지원

한다. 미국의 경우 유아 보육·교육은 공공이 지원하는 다른 교육 로

그램과 비교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수 이 낮다 (Casper, 1995). 미국 

부모들은 생애 주기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수 인 자녀 양육 기간에 

체 보육·교육 비용의 평균 60%를 직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외의 장

소에서 이루어지는 보육·교육 로그램까지 고려하는 경우 체 비용의 

70~80%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nett & Masse, 

2000; CQCO Study Team, 1995). 국가마다 유아 보육·교육 비용에 

해 국가와 가족의 부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아 보육·교육을 개

인의 책임으로 보는가 혹은 사회 체의 책임으로 보는가에 해 모든 

국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에 한 보육·교육

은 개별 가족이 다루어야 하는 사 인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 이

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 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슈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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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0~3세 3~6세

호주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Child Care Benefit 지원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9%)

- 4세 아동에 대해 주정부가 지원하는 

무상 유아 교육 서비스 제공

벨기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

- 보육료의 최대 28% 부모 부담
- 2.5세 이상부터 무상 유아 교육 

덴마크
-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적

- 보육료의 최대 33% 부모 부담  

핀란드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 (대부분 10~15%)

- 부모는 최대 월 1,100 FIM 지불

이태리
- 평균적으로 36% 지불

(가처분 소득의 12%)
- 공공 유아 교육은 무상 (급식비 제외)
- 민간 유아 교육 비용 수준은 다양함

네덜란드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

- 전반적으로 볼 때 보육료의 44% 
지불

(순 가계소득의 6~21%)

- 4세 이상 유아 교육은 무상

노르웨이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

- 공공 보육시설 보육료의 28~45% 지불

포르투갈
- 가계소득의 평균 11%를 부모가 

지불

-공공 Jardims 이용에 대한 비용은 

무료

스웨덴
-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적

- 보육료의 2~20% 지불
 - 5세부터 무상 유아 교육 제공

영국

- 조세체계를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

- 보육료의 30~60% 지불 

- 모든 4세 아동에 대해 무상 유아 

교육 제공, 3세 아동에 대해 확대

미국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

- 평균적으로 보육료의 60% 부모 

부담 (소득의 18~25%)

- 평균적으로 보육료의 60% 부모 부담

- 주정부가 지원하는 유아 교육 

서비스를 일부 4세 및 대부분 5세에게 

무상 제공

<표 3-3> OECD 주요 국가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의 부모 부담 현황

주: 0~3세는 0세부터 3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며, 3~6세는 3세부터 6세 미만 아동을 포함

자료: OECD,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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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OECD 주요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권리

국가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권리 연령 시간 본인부담

호주

- 0~4세 아동에 대한 서비스 이용에 

대해 법적 권리 없음, 인가받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에 대해 Child 
Care Benefit 제공

- 4~5세 유아학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는 없으나 거의 모든 

주정부가 무료 혹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교육 제공 

4~6 무료

(다양함)

벨기에

- 2.5세 미만 아동이 보육·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법적인 권리 없으나 서비스는 

감독되고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널리 이용 가능함

- 2.5~6세 아동이 보편적인 유아교육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음
2.5~6 종일제, 

방과후서비스
무료

덴마크

- 1~5세 모든 아동에 대해 87%의 

지자체가 서비스를 보장함 
0.5~6 종일제 본인부담

- 초등학교 유아교육에 대한 무료 서비스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함
6~7 반일제 무료

-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 오전/오후 본인부담

핀랜드

- 시설보육·교육 혹은 가정보육·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법적 권리 있음
0~7 종일제 본인부담

- 센터와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무료의 

유아교육을 제공받을 법적 권리가 있음
6~7 반일제 무료

-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음
오전/오후 본인부담

이태리

- 3세 미만 영아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해 법적인 권리 없음
본인부담

- 학교에서 제공되는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 있음
3~6 학교운영시간

종일제

공공 

서비스는 

무료

네덜란

드

- 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법적 권리 없으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음

- 4세 이후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한 법적 권리 있음
4~6 학교운영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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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권리 연령 시간 본인부담

노르웨이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으나 4세 이상 아동의 

취원율은 80%에 육박함

- 시설 이용율은 점차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0~6 종일제 본인부담

포르투갈

- 3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 없음 

- 5세 이상 아동이 Jardim에 무료로 

다닐 법적인 권리가 있음 (4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출 계획)
5~6 5시간,

주당 5일
무료

스웨덴

- 취업부모 혹은 학생부모의 12개월 

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음

1~12 종일제 본인부담

- 3세 이상 두 개 언어를 하는 아동이 

무료 유아 교육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

3~6 3시간

주당 5일
무료

- 초등학교에서 무료 유아교육 제공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이후 

forskola 4학년과 5학년으로 이어짐

6~7 3시간

주당 5일
무료

영국

- 3세 미만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법적인 권리 없음

- 3세 아동 일부와 모든 4세 아동이 

유아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음 

(모든 3세 아동으로 확대할 계획)
4~5

2.5시간

주당 5일

(흔히 

6.5시간)

무료

미국

- 0~5세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법적인 권리 없음

- 조지아주와 뉴욕주의 경우 모든 4세 

아동에 대해 보편적인 유치원 교육 

제공

- 몇 개 주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유아 교육 제공

4~5
반시간, 
학기제 

(다양함)
무료

- 모든 학군에서 초등교육의 일부로서 

모든 5세 아동에 대해 무료의 유아 

교육 제공

5~6
반시간,
학기제

(다양함)
무료

<표 3-4> 계속

 주: 1. 0~3세 아동은 0세부터 3세 미만 아동을 의미함.
    2. 종일제는 주당 최소한 30시간 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자료: OECD,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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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부모들이 2~3세 아에 하여 1개월 동안 종일제 보육 

서비스 이용에 해 지출한 보육료 황은 [그림 3-1]과 <표 3-5>와 같

다 (OECD, 2012a). 보육료는 부모에게 부과되는 총 보육비용으로서 부

모에게 지원되는 보육 련  여, 조세 감면 혜택, 보육료 환불 등

을 포함하지 않은 비용이다2). 보육료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거

나 기 마다 동일한 비용을 용하지 않는 경우 평균 비용 혹은 형

인 비용 수 이 용되었다. 순 보육료는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에 

 여, 환불액, 조세 감면 혜택을 제외한 비용이다. 이러한 순 보육료

는 조세 감면 혜택과 보육료 지원 뿐만 아니라 보육과 련된 것은 아

니지만 가계 소득에 향을 주는 다른 여 를 들면 가족 수당 혹은 

주거 수당도 제외한 액수이다. 

OECD(2012a)는 각 가정이 지출하는 보육료가 임   가계 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 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용하여 추계하 다. 첫째, 

부모 모두가 종일제로 일하는 가족으로서 부부  한 사람은 임 의 평

균 수 을 벌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평균 임 이 67%를 벌고 있다. 

둘째, 한부모의 경우 평균 임 의 67%를 벌고 있다. [그림 3-1]은 `

아 2세에 한 종일제 보육 서비스 비용이 평균 임 에서 차지하는 비

을 보여 다. 아 2세 보육료가 평균 임 에서 차지하는 비 은 

OECD 평균 16/% 수 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스, 헝가리, 스웨덴의 5%

에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 스의 30%까지 다양한 수 을 보이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재 14%로서 OECD 평균 수 인 16%

에 가까운 수 을 나타내고 있다. 

2) 여기서 보육료는 형 인 유형의 보육 시설에 다니는 2~3세 아 종일제에 해당하는 비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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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OECD 국가의 보육료가 평균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2004)

 
주: 1. 영아 2세에 대한 종일제 보육 서비스 비용이 평균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2. 평균임금은 “평균적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반영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2

많은 국가에서 보육료는 소득층 그리고 한부모를 상으로 더 낮게 

부과된다. 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자녀 연령에 따라서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OECD 국가에서 보육료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가족에 해 낮은 보육

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육료 감면은 상당한 수 으로서 많은 

가족에게 용되고 있다. 보육료 감면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은 조세 감

면 혜택과  여를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서 부모

의 비용을 감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정부 

지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수 은 여 히 상당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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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 의 167%를 벌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자녀에 한 

종일제 보육료에서 양육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 등 련 정부 지원을 

제외한 순 보육료가 평균 임 에서 차지하는 비 은 약 16.3%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국가 간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 

그러나 보육료 수 이 높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한 지원이 상당 

수  이루어지는 벨기에와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에서 순 보육료 비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와 포르투갈에서는 보육료가 평균 임 에

서 차지하는 비 이 각각 31.6%와 27.8%로 높게 나타났으나, 보육료 

지원액, 조세감면, 기타 여를 제외한 순 보육료가 평균 임  수 에서 

차지하는 비 과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은 모두 약 5% 내외 수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 스와 부분의 앵 로 색슨 국

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와 국이 보육료 부담 수 이 가장 높

은 국가로서 보육료가 평균 임 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각 47.8%와 

49.6%로서 보육료 지원액을 감안한 경우에도 (두 국가에서 보육료에 

한 조세 감면과 기타 여 지원은 없다) 평균 임 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각각 43.1%와 44.6%,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각 32.7%와 

29.2%로 여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 

두 자녀에 한 순 보육료로서 체 가계소득의 약 3분의 1을 지출한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재 두자녀에 한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비 이 평균 임 에서 약 13.3% 그리고 가계소득에서 약 8.7%를 차지

하여 OECD 평균 수 인 16.9%과 12.6% 보다 낮은 수 을 보이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따른 보육비용 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 자료가 2004년도 재 평균 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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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를 벌고 있는 맞벌이 부부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4년도 당

시에는 이러한 소득수 에 있는 가족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하지만 2004년 이후 확 된 보육료 지원에 따라 소득에서 순 보육료

가 차지하는 비 은 감소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보육실태조사 2009

년도 자료에 따르면 아 월평균 총 보육비는 166,300원로서 소득 비 

7.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월평균 총 보육·교육비는 209,900원으

로서 소득 비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유아에 한 무상 보

육·교육이 실화되는 경우 보육비 지출이 평균 임 에서 차지하는 비

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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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보육료 

지원액

조세 

감면

기타 

급여
순 보육료 순보육료

　 평균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벨기에 31.6 -22.1 -4.8 0.0 4.7 4.2
폴란드 9.3 -4.1 0.0 0.0 5.2 4.6

포르투갈 27.8 -21.4 -0.5 0.0 5.9 4.2
그리스 8.9 -2.2 -0.1 0.0 6.6 4.7
스웨덴 7.6 0.0 0.0 0.0 7.6 6.2
덴마크 11.4 -3.0 0.0 0.0 8.4 7.8
헝가리 8.5 0.0 0.0 0.0 8.5 6.5

룩셈부르크 19.1 -10.6 0.0 0.0 8.5 5.7
독일 16.0 -6.9 0.0 0.0 9.1 8.4

핀란드 9.2 0.0 0.0 0.0 9.2 7.2
노르웨이 18.0 -2.7 -5.7 0.0 9.7 7.7

호주 44.7 -15.1 -16.4 0.0 13.3 9.7
한국 14.3 0.0 -1.0 0.0 13.3 8.7

네덜란드 22.7 0.0 -9.2 0.0 13.5 11.5
프랑스 16.8 0.0 -1.9 0.0 14.8 11.3

EU 24개국 평균 21.9 -4.3 -1.4 0.0 16.3 12.4
OECD 26개국 

평균 23.6 -4.3 -2.5 0.0 16.9 12.6

오스트리아 19.1 0.0 0.0 0.0 19.1 14.9
일본 24.9 -5.0 0.0 0.0 19.8 14.2

아이슬랜드 24.2 -4.0 0.0 0.0 20.2 14.9
미국 39.1 0.0 -11.8 0.0 27.3 19.4

캐나다 40.4 0.0 -12.6 1.2 29.1 22.0
뉴질랜드 40.7 -4.1 -0.3 0.0 36.4 27.5
스위스 40.4 0.0 -1.4 0.0 39.0 29.8
영국 47.8 -4.7 0.0 0.0 43.1 32.7

아일랜드 49.6 -5.0 0.0 0.0 44.6 29.2

<표 3-5> 맞벌이 부부의 순 보육료가 평균 임금과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4)

(단위:%) 

주: 평균 임금의 167%를 벌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두자녀에 대한 종일제 보육료 지출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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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 체계 

OECD 국가에서 유아 보육·교육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는 

국가가 운 하는 국공립 보육 시설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공의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 부문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벨기에, 체첸, 덴마크, 네덜란드, 이태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에서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  보육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공 보육 시설이거나 공공과 민간의 혼합 형태를 가진 비

리 시설이다. 이들 국가에서 공공 보육 시설과 비 리민간시설 모두 

정부로부터 재정 인 지원을 받고 시설 운 에 해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민간에 의한 보육 서비스 제공

은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소하고 부모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을 부

여하기 한 목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재 체 보육 아동 

 공공이 재정 지원하는 민간 보육 시설에서 보육 되는 아동의 비 은 

핀란드 7%, 스웨덴 13%, 덴마크 30%, 노르웨이 42%, 벨기에 64%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1).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민간 

보육 시설은 공공 보육 시설과 동등한 보육 서비스의 질  기 을 충족

시켜야만 정부로부터 보조 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 지원

의 메카니즘을 통해 민간 보육 시설 서비스의 질  수 이 리되고 유

지되고 있다. 

정부가 보육 시설에 해 재정 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서비스 인 라

에 해 지원하는 공 자 지원과 보육료 지원과 같은 수요자 지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 보육 시설의 경우 공 자 지

원 보다는 수요자 지원 심으로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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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시설에 한 수요자 심의 재정 지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 부담

에 있어 민간 시설과 개별 가족의 의존도를 높게 하여 서비스 공 과 

질  수 에 있어 필연 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야기하고 있

다. 더욱이 수요자 지원 심의 시스템은 “완 한 시장 구조” 하에서만 

작동이 가능한데, 보육 시장은 구매자의 한정된 재정  자원과 불완 한 

정보가 존재하고 있어 완벽한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 보

육 시설이 주도 인 장에서 수요자 지원 심의 보육 체계는 보육 서비

스의 공 과 질 인 측면에서 왜곡을 가져올 험성이 큰 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한 부모들에 한 보육료 지원 확 는 민간 보육 시설 수의 증가를 

가져와 체 으로 보았을 때 보육 서비스 공 의 확 를 가져올 수는 

있다. 하지만 민간 보육 시설이 수익이 높은 것으로 상되는 지역에 집

되어 설립되고 취약 지역에는 진입을 꺼리고 있어 보육 시설 근성

에 있어 지역  편차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 서비스

에 한 형평 인 근성을 보장하기 하여 민간 보육 시설에 한 정

부의 지원이 보육료 지원과 같은 수요자 지원뿐만 아니라 공 에 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 취약 지역에서의 보육 시설 설치를 독려할 필요

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다. 미국과 국의 를 들면 소득 지역이나 

농  지역에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 유인책으로서 민간 서비

스 제공자에게 추가 인 시설 보조 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민간 보육 시설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낮추려는 유인

을 가지고 있어 보육 교사 인력과 시설 인 라에 한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필연 으로 질 낮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에 응하여 OECD 각 국가는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민간 보육 시설의 질 제고를 해 다음과 같은 략을 취하고 

있다. 첫째, 보육 서비스의 질  표 을 수해야 국가로부터 재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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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시설을 운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둘째, 

국가 으로 승인된 로그램을 운 하는 민간 보육 시설에 한해서만 재

정 으로 지원한다. 셋째, 정부 지원 의 일부를 서비스 질  향상을 

한 비용 - 를 들면 보육 교사 훈련, 아동  교사 비율 축소, 아동 정

원 수 감소 등 -에 의무 으로 할당하도록 한다.

하지만 궁극 으로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와 인 라에 한 안정 이

고 한 재정 인 지원이 없다면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보육료 지원과 같은 수요자 지원과 더불어 시설 인

라 구축을 한 공 자 지원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

러한 노력으로서 보육 교사 노동을 재평가 하여 보다 높은 여와 혜택

을 제공하고 시설 인 라의 질  수  제고를 한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재정
 

OECD Family Database는 유아 보육·교육에 한 공공 지출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을 추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

하여 OECD 국가의 유아 보육·교육에 한 재정 투자 황을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유아 보육·교육에 한 공공 지출은 시설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여 정규 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그리고 유아 교육 기 에 다니는 아동에 해 공공이 지출한 비용 체

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부 지출에는 보육 서비스 이용과 련한  지

원, 물 지원, 조세 감면 혜택이 포함된다. 정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

집, 탁아소, 가정 보육 시설, 인가받은 개인 보육사에 의한 서비스를 포

함하며, 유아 교육 기 은 교육 인 내용과 함께 3~5세에 해 통

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 혹은 보육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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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OECD 국가의 유아 보육·교육에 한 공공 부문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 은 0.6%이다. OECD 국가 에서 GDP 

비 유아 보육·교육 지출 비 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서 체 

GDP  1.3%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국가는 

스웨덴 1.1%, 국 1.1%, 랑스 1.0%, 노르웨이 1.0% 순서이다. 우

리나라가 유아 보육·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체 GDP  0.3%로서 

OECD 평균 수 과 비교하여 낮은 수 이다([그림 3-2]).  

OECD 국가 평균 3~5세 아동 1인당 보육·교육비 공공 지출액은 

2007년 3,600 USD PPP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균 수 에 못미치는 

지출을 하고 있는 국가는 핀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

아 공화국으로서 3~5세 아동 1인당 지출액이 2,500 USD PPP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 3세 미만 아에 한 1인당 보육료 지출

액은 3~5세 유아에 한 지출액보다 더 큰 국가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아 1인당 공공 보육 지출 수 이 가장 높은 국가는 북구 유럽 국

가이며 약 5,700 USD PPP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 보육에 한 

공공 지출 수 이 낮은 국가는 남부 유럽 국가이다. 남부 유럽 국가는 

형 으로 아에 해서 비공식 부분에 의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유아 교육이 부분 어린 연령(약 3세)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아 1

인당 공공 보육비 지출이 낮은  다른 형 인 는 민간 부분에 의

한 보육 서비스 제공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가장 

표 인 경우로 미국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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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GDP 대비 비중 (2007)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2

[그림 3-3] 아동 1인당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투자한 금액 (2007)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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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에서는 유아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주요한 비용을 정부 ( 앙정부, 역지자체, 기 지자체), 부모 그리고 

때로는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분담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다양하고 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가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가 혹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도 다양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차원에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유아 보육·교육에 한 재정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반면, 

국의 경우 지자체가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연

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가 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유아 보

육·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부분 유아 교육을 재정 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교 외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유아 보육·교육에 해 재정지원은 벨

기에의 경우 앙정부, 주정부, 지역정부가 공유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

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체첸, 이태리, 포르투갈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정부가 공유하고 있다. 앙 정부가 유아 교육 재정 지원에서 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체첸,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을 들 수 있다. 이태리는 앙 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

역정부의 지원에도 의존하고 있다. 덴마크, 핀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에

서는 의무교육에 입학하기 이 의 모든 유아에게 단일한 보육·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한 재정은 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

유하여 지원하고 있다. 1990년  노르웨이에서는 주정부가 유아 보육·

교육에 해 많은 부분을 재정 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반면에 핀랜드와 

스웨덴에서는 지방 분권화 이후 지역 정부의 재정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 (Meyers & Gornick, 2000).

OECD 일부 국가에서 기업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각 국가의 보육 지원에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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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는 그 국가가 보육 서비스를 노동 시장 지원으로서 어느 정도 간주

하고 있느냐와 연 되어 있다. OECD 국가에서 기업이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내 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 

개인에게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형태 보다는 정부 보육 산의 일부를 

기여  혹은 기부 으로서 재정 으로 기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네덜란드는 1990년 “Stimulative Measure on Childcare"를 마련하

여 보육 재정 에서 고용주 21%, 정부 35%, 부모 44%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에 한 고용주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보육 정책

에 있어 주요 이해 당사자이며 일하는 부모에게 보육을 지원하는 것은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랑스는 유아 보육 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고용주들로 

하여  해당 지역 가족수당 고에 기여 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

균 으로 볼 때 해당 지역 보육 산의 25%를 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와 이태리에서는 3세미만 아동의 보육 서

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

의 일정 부분을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벨기에의 경우 0.05%, 이태리

의 경우 0.1%를 지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  기업이 유아 보육에 

해 기부 의 형식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며 기업이 

기여한 기부 에 해 정부는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는 다르게 북구유럽에서는 보육 서비스를 공공의 책임으로 보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권리이고 노동자에 한 혜택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고용주가 유아 보육에 해 직 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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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육의 공공성 

보육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하는가 혹은 민간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하는 가에 한 경제학  논리는 보육 서비스를 공공재로 보느냐 혹은 

사유재로 보느냐에 근거하고 있다. 공공재의 경우 외부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맡기는 경우 바람직한 수 의 서비스가 창출되지 않는 시

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서 국가가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보육 서비스가 과연 외부성이 있는가에 

해서 OECD(2006)는 유아 보육은 단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 개

인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국가 반 으로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성이 있는 공공재라고 보았다. 유아 보육을 통해 반 으

로 한 국가의 유아 보건  교육 수 이 향상되며, 미래 사회에서 양

질의 노동력 제공이 가능해지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유

아 보육에 한 투자는 그 혜택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 개인에게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 인 발 에 기여함으로써 체 국

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성으로 인하여 민간 시장

에 의해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사회 으로 바람직한 수 의 서비

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 이 발생될 수 있어 보육 서비스의 공  주

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보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OECD의 견해는 부분의 OECD 국가 

황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국가에 의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의 발달 인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보

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의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여성과 가족이 

경제 인 혜택을 받고 있고, 생산성과 조세 수입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의 규모와 유연성 그리고 사회복

지․사회통합․지역 사회 개발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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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하지만 이러한 공공 보육 서비스의 정 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0~2

세 아의 경우 엄마가 하루  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지 않고 특히 

질이 낮은 보육 시설에 맡겨질 때 감성 ․언어  측면에서 발달 정도

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공공 보육 시설이 발달한 

북구 유럽 국가라 하더라도 생후 1년 이하의 자녀에 해서는 육아 휴

직을 통해 자녀를 직  양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이 휴직으

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OECD 국가 반

에 걸쳐 볼 때 보육 서비스는 부모의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녀 

생후 3년까지는 엄마가 직  자녀를 돌보는 것이 자녀 양육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2절 프랑스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현황 분석

1. 프랑스 공공 보육 서비스 현황

랑스는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모두 높아 출산 정책 

추진에 있어 모범 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국가사회보장에서 요한 역으로 추진하는 가족정책과 유아 보육․

교육 정책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99명이며, 25~49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도에 77.6%로 나

타나고 있다. 

랑스는 특히 강한 가족주의 인 성향으로 인해 아에 한 부모의 

직  양육을 시하여 국가와 개인 간의 아 보육에 한 역할 분담이 

하게 공유되고 있다. 반면에 3~5세 유아에 해서는 공화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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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 기반하여 국가에 의한 아동의 사회화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에 한 양질의 보육과 교육에 한 욕구가 강한 우리나라에게 

랑스 사례는 요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랑스 유아 양육에 한 국가  지원은 0~2세 아 보육과 3세~

취학  유아 교육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0~2세 아 

보육은 사회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용․노동․건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이며, 3세~취학  유아 교육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유아 교육 

정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0~2세 아 보육에 한 국가 지원은 주로 근로 여성을 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족 정책 산에서 차지하는 비 은 부

모 직  양육에 한 지원(육아휴직수당 24.4%)과 시설 서비스 이용 지

원(31.5%), 개인 보육 서비스 이용 지원(32.1%)이 한 균형을 이루

고 있다(<표 3-6>). 3세~취학  유아는 국가 인 유아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랑스 유아의 98%가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다. 3세~

취학  유아에 한 보육 서비스는 방과후  유치원 휴일에 부모가 직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이 아닌 

보육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자녀 양육과 련한 다

양한 가족 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  부담 

감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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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2세 3~5세 합계

육아휴직수당 3,261.29(24.4%) -  3,261.29

개인 보육사  4,284.84(32.1%)  1,013.93(7%)  5,298.77

인가된 보육사  4,011.55   899.30  4,910.85

가정 내 보육사   216.94    82.88   299.82

보육시설 보육사   56.35    33.52    89.87

보육시설  4,213.91(31.5%)  154.20(1%)1  4,368.11

시설 운영비  3,237.29 -  3,237.29

집단 어린이집  1,250.47 -  1,250.47

가족 어린이집   181.64 -   181.64

부모협동어린이집    25.17 -    25.17

소규모보육시설     6.70 -     6.70

지자체운영비지출  1,751.69 -  1,751.69

시설 투자비   346.46 -   346.46

기타비용   630.16  154.20   784.36

유치원   563.84(4.2%) 12,257.76(90%) 12,821.60

교육부   301.89  6,563.00  6,864.89

지자체   261.95  5,694.77  5,956.72

세제상 혜택  1,038.03(7.8%)   244.94(2%)  1,282.97

합계 13,361.91 13,670.83 27,032.74

<표 3-6>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지출 현황(2010)

(단위: 10억 유로)

주: 1. 방과후 학교에 해당하는 "Accueil de loisirs" 이용에 대한 지원

자료: CNAF,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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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급여액 아동 연령 자녀수
 영아를 위한 수당

출생수당 일정소득수준이하 고정된 일시불 임신후 7개월에 일시불 첫째아

기초수당 일정소득수준이하 고정액 0~2세 첫째아

보육사 

이용 

지원금1

근로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수준과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
0~6세 첫째아

육아휴직 

수당2

8분기동안 근로활동을 

통해 고령보험액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파트타임 정도에 따라 

차등
출생 후 6개월간 지급 첫째아

 다자녀 가족 수당

가족수당 소득제한 없음

자녀수 에 따라 차등

16세 이상부터 인상된 

급여 지급

0~20세
둘째아 

이상

가족 

보조금
일정소득수준이하 고정액

막내연령 3세 이상 

(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급)

셋째아 

이상

연금 

보험료 

지원

일정소득수준이하
연금보험 개인 분담금 

지급

막내연령 3세 

이상(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급)

셋째아 

이상

 한부모 가족 수당

가족부양 

수당
소득제한 없음

부모 1명 혹은 2명이 

번갈아 돌보는가에 따라 

차등

(부모 2명이 번강아 

돌보는 경우 더 높게 지급)

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급
첫째아

부양료 

징수지원
소득제한 없음 개인마다 차등 0~18세 첫째아

 취약 가족 수당

장애아 

교육수당
소득제한 없음 고정액 0~20세 첫째아

성인 

장애자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부모 본인 연령 

60세까지
-

자녀간호 

수당
일정소득수준이하

한부모 혹은 양부모에 

따라 차등

(한부모에게 더 높게 지급)

매 3년마다 6개월

(3년에 310일의 휴가) 첫째아

개학수당 일정소득수준이하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6~18세 첫째아

<표 3-7> 프랑스 가족 수당의 수급 기준(2012)

주: 1. 보육사이용지원금은 Com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2. 육아휴직수당은 Com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자료: CNAF, 『Vos prestations 2012』, 2012 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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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월급여액수

가족수당

두자녀 127.05
세자녀 289.82
네자녀 452.59

네자녀 이후 추가 증가분 162.78
가족보조금 165.35
개학수당

6~10세 아동 287.84
11~14세 아동 303.68
15~18세 아동 314.24

영아보육수당

출생수당(자녀당) 912.12(자녀임신)
1,824.25(자녀입양)

기초수당(자녀당) 182.43
육아 휴직 수당 (기초수당을 받는 경우)1

완전 휴직 383.59
절반 근무 247.98

절반~4/5시간 근무 143.05
육아 휴직 수당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1

완전 휴직 566.01
절반 근무 430.40

절반~4/5시간 근무 325.47
육아 휴직 수당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선택)2

기초수당을 받는 경우 626.99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809.42

  <표 3-8> 프랑스 가족 수당의 월 급여 액수(2012)

(단위: 유로)

주: 1. Com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2. Com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선택적 보조금)
자료: DREES, 『L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ogement en 2010』, 2012

0~2세 아에 한 보육 지원은 부모의 직  양육에 한 지원, 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에 한 지원, 개인 보육사 이용에 한 지원으로 구분

하여 볼 수 있다. 부모에 의한 직  양육 지원은 자녀를 출산한 근로 여

성이 산 후 휴가 이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남아 자녀를 양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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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3년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6개월 동안 육아 

휴직 수당이 지원된다.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육아 휴직 수당은 자

녀 연령 3세까지 지원된다.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경우 더 높은 육아 

휴직 여를 더 짧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에 있어 취업 여성은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이

용하며 업주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한다.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

는 경우 이용하는 보육 시간에 따라 보육료 본인 부담 을 지불하며 이

러한 본인 부담 은 소득 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용된다. 개인 

보육사는 보육사의 집에서 4명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인가된 보육사

(assistante maternelle)와 부모의 집에 직  와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 

내 보육사(garde à domicile)가 있다. 두 경우 모두 국가로부터 이용 비

용을 지원 받으며 소득 수 , 자녀 연령에 따른 본인 부담 을 지불한다. 

개인 보육사를 이용하기 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

며 서비스 이용 에는 두 부부가 모두 근로하고 있어야 한다. 

2007년도 DREES 보육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랑스 0~2세 

아의 주  낮 시간 동안 주된 보육 방식은 다음과 같다([그림 3-4]). 

체 아 자녀의 경우 부모(63%), 인가된 보육사(18%), 시설보육

(10%), 조부모 혹은 친인척(4%), 가정 내 보육 서비스(2%), 기타(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제 맞벌이 부부 아 자녀의 경우 주  낮 시

간 동안의 주된 돌 자가 부모(27%), 인가된 보육사(37%), 시설보육

(18%), 조부모 혹은 친인척(9%), 가정 내 보육 서비스(4%), 기타 (5%)

로 나타났다. 반 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가정어린이집과 흡사한 "

인가된 보육사”에 의한 보육이 부모에 의한 직  양육 다음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 체 아 18%, 맞벌이 부모 아 자녀 37%). 

시설 이용은 체 아의 경우 10%, 종일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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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영아 자녀          종일제 맞벌이 부부 영아 자녀    

주: DREES (2007) Enquête, Modes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 의 주요 결과임

자료: CNAF,『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10』, 2011

로서 이용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3).  

[그림 3-4] 프랑스 영아(0~2세) 낮 시간 주된 보육 방식 (2007) 

3~5세 유아에 한 보육 지원은 다음과 같다. 랑스 3~5세 유아의 

98%가 유치원인 école maternelle에 취원하고 있어 주  아침부터 오

후 4시 30분까지 낮시간 동안에 교육을 받고 있다. 3~5세 유아에 한 

보육은 유치원이 문을 닫는 수요일과 유치원 수업 시간 외에 해당하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치원 외의 시간에 해서는 부분 

부모가 직  돌보는 비 이 높다. 

유아의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도 상당수 여성이 수요일에 연가를 사

용하여 자녀를 직  돌보는 경우가 많다. 수요일에 부모가 직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73%로 높은 비 을 차지하며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3) 우리나라 “가정어린이집”이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영유아 5~20명까지 돌볼 수 있는 것에 반해 프랑

스의 “인가된 보육사”는 보육사 자신의 집에서 최대 4명의 영유아까지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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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방과후인 오후 4시 30분부터 녁 7시까지 

유아의 83%가 부모와 시간을 보내며 과외 수업을 받는 경우는 7%, 조

부모 혹은 보육사가 돌보는 경우는 각각 5%와 2%인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유아에 한 방과후 보육 시설에는 les jardins d'enfants 와 

Accueil de loisirs가 있다. 

보육 서비스 이용비용에 한 지원 이외에도 자녀 양육에 한 경제

인 지원을 목 으로 다양한 수당이 지 되고 있어 자녀 양육에 한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표 3-7>, <표 3-8>). 가족 수당

(Allocation familiales)은 소득 수 에 상 없이 지 되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출산률 제고를 한 성격이 강

하다. 자녀 연령이 20세가 될 때 까지 지 되며 자녀 연령 11세와 16세 

되는 시 에서 수당 액수가 증가되어 자녀 연령 증가에 따른 교육비 부

담에 실질 으로 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가족 보조

(Complement familial)은 가족 수당만으로는 자녀 양육이 어려운 막내 

연령 3세 이상의 세 자녀 이상을 가진 소득층을 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으로서 가족 수당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 수당과 가족 보조 의 기원은 남성이 생계 부양자이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가

정 양육 수당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랑스가 국가 인 차원에서 가족 수

당을 지원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  이후  1945년 국가사회보장체계

가 구축되면서 부터이다. 1946년 8월 22일 홑벌이 다자녀 가정 수당

(allocation de salaire unique)은 다자녀 가정에서 부부 모두 일하지 않

고 남성만 홑벌이인 경우 자녀 양육에 한 경제 인 부담이 크다는 사

실을 감안하여 지원하게 된 수당이다. 1955년 8월 6일에 마련된 가정 

주부 수당(allocation de mere au foyer)은 홑벌이 임 근로자 다자녀 

가정에게만 지원하던 수당을 비임 근로자 홑벌이로서 다자녀 가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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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확 한 수당이다. 1978년 1월 1일 에 시행된 가족 보조

(Complement familial)은 남성이 홑벌이 직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제

조건 폐지하고 세자녀 이상 소득 가정에게 지 한 수당이다. 가족 수

당을 소득 가정을 심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직  형평성을 강화하고 

홑벌이 남성 생계부양자라는 조건을 폐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

가에 따라 여성에 한 시각을 가정 내 돌  노동자에서 노동시장에서

의 근로자로 변화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된 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 

2. 프랑스 시설 보육 서비스의 유형

랑스 보육 시설은 크게 집단 보육 시설(accueil collective)과 가족 

보육 시설 (accueil familial)으로 구분된다. 집단 보육 시설은 시설에 

소속된 보육사가 일정한 시간 동안 유아를 보육하는 일반 인 유형의 

보육 시설이다. 가족 보육 시설은 유아를 보육하는 개인 보육사 혹은 

부모들이 유아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루  특정 부분 

시간을 보육 시설에 함께 모여서 유아를 돌보는 공동 시설이다.4)

집단 보육 시설(accueil collective)에는 집단 어린이집(créches 

collectives), 일시 어린이집(haltes garderies), 놀이방(jardins d'enfants)

이 있다. 집단 어린이집은 평일 낮 시간에 일반 으로 3세 미만의 아

를 정규 인 방식으로 보육하는 기 이며, 일시 어린이집(haltes 

garderies)은 6세 이하 유아를 부정기 으로 잠시 맡겨두는 일시 인 

보육 시설이다.5) 집단 어린이집이 취업 여성 자녀들을 상으로 종일제 

정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인데 비해 일시 어린이집은 업주부

4) 우리나라 영유아 플라자와 유사한 형태

5) 정규 보육(accueil régulier)은 부모가 아동을 보육시설에 일정한 기간 등록하여 정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보육 방

식을 말하며, 일시 보육(accueil occasionnel)은 일정 기간을 등록하지 않고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때 마다 간헐적

으로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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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마다 일시 으로 자녀를 맡기는 곳이다.

놀이방(jardins d'enfants)은 2~6세 미취학 아동 혹은 취학 아동을 방과

후에 시간제로 돌보는 정규 인 보육시설이다. 놀이방이 운 하는 시간

은 유치원 혹은 공동 보육 시설이 운 하는 시간과 차별 인 시간이다. 

집단 보육 서비스가 하나의 시설에서 각각 제공될 때 단일 보육기

(mono-accueil)이라고 하며, 하나의 시설에서 정규 보육(accueil 

régulier)과 일시 보육(accueil occasionnel), 종일제 보육(accueil à 

temps plein)과 시간제 보육(accueil à temps partiel) 등 다양한 보육 

방식이 함께 제공될 때 복합 보육기 (multi-accueil)이라고 한다. 시설

수를 보면 종일제 보육 서비스만 제공하는 집단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 (20%) 보다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일시보육시설과 복합

보육기  58%) 비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9>). 보육 

정원 역시 종일제 보육서비스만 제공하는 집단 어린이집 정원 비

(29%)보다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보육시설  복합보육기  

정원 비 (68%)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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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수 (개소수) 연간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2009 2005~2009

단일 보육기관 4913 4595 4334 4160 4107 -1.3 -4.4

집단 어린이집 2277 2105 2072 1960 1947 -0.7 -3.8

지역 전통 1885 1719 1724 1650 1639 -0.7 -3.4

직장 206 204 165 150 151 0.7 -7.5

부모 186 182 183 160 157 -1.9 -4.1

일시 어린이집 2449 2303 2072 2006 1933 -3.6 -5.7

지역 전통 2315 2190 1973 1921 1854 -3.5 -5.4

부모 134 113 99 85 79 -7.1 -12.4

놀이방 187 187 190 194 227 17.0 5.0

복합 보육기관 3915 4360 4799 5284 5702 7.9 9.9

지역 전통 3363 3811 4158 4513 4856 7.6 9.6

직장 - - 60 115 149 29.6 -

부모 329 311 302 314 296 -5.7 -2.6

단체/가족 223 238 279 342 401 17.3 15.8

총 집단 보육 시설 8828 8955 9133 9444 9809 3.9 2.7

가족 보육 시설 848 842 800 772 756 -2.1 -2.8

총 보육 시설 9676 9797 9933 10216 10565 3.4 2.2

<표 3-9> 프랑스 영유아 보육 시설의 현황 (2005~2009)

주: 단일 보육기관 (Structures mono-accueil), 복합 보육기관 (Structures multi-accueil), 가족 보육 시설 

(accueil familial), 집단 어린이집 (Créches collectives), 일시 어린이집 (Haltes garderies), 놀이방 

(jardins d'enfants), 지역 전통 어린이집 (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 어린이집(de personnel) , 부

모어린이집 (parentales)
자료: DREES, 『L'offre d'accueil des enfance de moins de 3 ans en 20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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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정원수 (명) 연간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

~2009

2005

~2009

단일 보육기관 147,758 139,345 133,381 128,205 125,997 -1.7 -3.9

집단 어린이집 98,648 92,950 90,782 87,143 85,871 -1.5 -3.4

지역 전통 84,152 79,041 79,018 76,375 75,178 -1.6 -2.8

직장 11,708 11,189 8,997 8,249 8,282 0.4 -8.3

부모 2,788 2,720 2,767 2,519 2,411 -4.3 -3.6

일시 어린이집 41,302 38,794 35,176 33,323 32,062 -3.8 -6.1

지역 전통 39,395 37,104 33,665 31,991 30,853 -3.6 -5.9

부모 1,907 1,690 1,511 1,332 1,209 -9.2 -10.8

놀이방 7,808 7,601 7,423 7,739 8,064 4.2 0.8

복합 보육기관 108,964 124,746 136,643 153,603 166,364 8.3 11.2

지역 전통 95,427 111,452 120,257 132,335 14,2301 7.5 10.5

직장  - - 2,310 4,499 5,941 32.1 -

부모 5,997 5,503 5,440 5,916 5,432 -8.2 -2.4

단체/가족 7,540 7,791 8,636 10,853 12,690 16.9 13.9

총 집단보육시설 258,721 264,091 270,024 281,808 292,361 3.7 3.3

 가족 보육시설 62,153 61,346 60,509 60,895 60,377 -0.9 -0.7

집단/가족 시설 7,872 7,303 8,543 9,676 10,373 7.2 7.1

가족보육서비스 54,281 54,043 51,966 51,219 50,004 -2.4 -2.0

총 보육정원 수 318,874 325,437 330,533 342,703 352,738 2.9 2.6

<표 3-10> 프랑스 영유아 보육 시설별 총 정원수 현황 (2005~2009)

주: 단일 보육기관 (Structures mono-accueil), 복합 보육기관 (Structures multi-accueil), 가족 보육 시설 

(accueil familial), 집단 어린이집 (Créches collectives), 일시 어린이집 (Haltes garderies), 놀이방 

(jardins d'enfants), 지역 전통 어린이집 (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 어린이집(de personnel) , 부

모어린이집 (parentales)
자료: DREES, 『L'offre d'accueil des enfance de moins de 3 ans en 20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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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2004 2007 2008 연간증가율
(1990~2008)

인가받은 보육사 수(a) 132,000 338,100 365,900 406,500 412,100 6.5

활동하는 보육사 수(b) 71,300 232,200 252,200 276,700 281,700 7.9

보육사 활동율(b/a)*100 54.0 68.7 68.9 68.1 68.4 1.3

보육사가 제공하는 총 
보육정원수 132,900 585,800 660,500 744,200 769,100 10.2

3세 미만 100명당 
보육정원수 5.9 27.1 28.9 32.3 32.8 10.0

보육사 1명당 보육 
아동수 1.9 2.5 2.6 2.7 2.7 2.0

<표 3-11> 프랑스 보육사 수 현황 (1990~2008)

(단위: 명, %)

자료: CNAF,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10』, 2011

집단 어린이집(créches collectives), 일시 어린이집(haltes garderies), 

복합 보육기 (multi-accueil)은 운 주체에 따라서 지역에서의 통 인 

어린이집(les créches 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어린이집(les 

créches de personnel), 부모 어린이집(les créches parentales)으로 구

분된다. 지역에서의 통 인 어린이집은 아동의 집 가까운 곳에 치하

고 있으며 시설당 정원은 60명으로 낮 동안 8~12시간 운 하고 있고 

밤,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 하지 않는다. 직장어린이집은 부모가 일

하는 장소(회사 혹은 공서 등)에 설치되어 근무지의 근로시간에 맞게 

운 하며 시설당 보육 정원은 60명이다. 부모 어린이집은 일종의 부모공

동보육시설로서 부모들 자신에 의해서 경 되는 어린이집이다. 

2009년 재 공공과 민간 보육시설 비 을 보육 시설 유형별로 보면 

공공 보육 시설의 비 은 집단 어린이집 73.2%, 일시 어린이집 60.7%, 

복합보육기  58.8%, 가족보육시설 91.3%이다. 민간보육시설의 비 은 

집단 어린이집 26.9%, 일시 어린이집 39.3%, 복합보육기  41.3%, 가

족보육시설 8.7%로 나타났다(<표 3-12>).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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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계기초

지자체2)
광역

지자체
기타

비영리

법인3)
가족수당

지역공단

민간

영리
기타4)

단일 보육기관 

(Structures 
mono-accueil)

59.7 4.0 3.1 28.2 1.7 1.0 2.3 100

집단 어린이집 

(Créches 
collectives)

60.3 7.8 5.1 23.3 0.2 1.3 2.1 100

지역 전통 

(Créches 
collectives)

70.2 8.4 0.3 17.6 0.2 1.2. 2.1 100

직장 (de 
personnel) 9.9 8.5 64.1 9.9 0.0 3.5 4.2 100

부모 (de 
personnel) 0.7 0.0 0.0 99.3 0.0 0.0 0.0 100

일시 어린이집 

(Haltes garderies) 58.9 0.5 1.3 32.4 3.5 0.8 2.6 100

지역 전통 

(Créches 
collectives)

60.1 0.6 1.3 30.9 3.6 0.8 2.7 100

부모 (de 
personnel) 9.1 0.0 0.0 90.9 0.0 0.0 0.0 100

놀이방 (jardins 
d'enfants) 60.4 0.4 0.9 35.7 0.4 0.9 1.3 100

이 비 리법인이며 민간 리가 운 하는 경우는 직장 복합보육기

(39.4%)을 제외하고 부분 1% 내외이다. 부모가 동으로 운 하는 

부모 보육 기 의 경우 운  주체는 부분 민간 비 리 법인으로서 부

모 동 집단 어린이집의 99.3%와 부모 동 일시 어린이집의 90.9%

가 비 리법인이다.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법인보육시설의 경우 모두 정부

로부터 시설 운 비를 지원 받으며 동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역시 일정 

부분의 본인 부담 을 지불하고 있다.   

<표 3-12> 프랑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주체 비율 현황 (2009)1)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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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계기초

지자체2)
광역

지자체
기타

비영리

법인3)
가족수당

지역공단

민간

영리
기타4)

복합 보육기관 

(Structures multi-accueil) 56.6 0.4 1.8 35.1 0.8 3.5 1.9 100

지역 전통

(Créches collectives) 59.2 0.4 1.3 33.7 0.7 2.8 1.9 100

직장 (de personnel) 0.8 0.0 27.6 20.5 1.6 39.4 10.2 100

부모 (de personnel) 0.4 0.0 0.4 99.2 0.0 0.0 0.0 100

단체/가족 

(collectives/familiales) 82.8 0.3 1.1 11.3 2.0 2.0 0.6 100

 가족 보육시설 

(accueil familial) 88.0 0.3 3.0 8.0 0.6 0.0 0.1 100

<표 3-12> 계속

(단위: %)

  주: 1. 프랑스 주요 도시 현황   

     2. Commune CCAS(Centre Commumaux d'action social), EPCI(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지자체 사회활동센터, 지자체간 협동 공공기관

     3. Assiciation loi 1901
     4. 기타 민간단체에는 상호공제조합, 기업 위윈회 등이 포함 

  자료: DREES, 『L'offre d'accueil des enfance de moins de 3 ans en 2009』, 2011

랑스 시설 보육 서비스는 이용 시간에 따라 정규 보육(l'accueil 

regulier), 일시보육(l'accueil occasionnel),  보육(l'accueil 

d'urgence)으로 구분된다. 정규 보육(l'accueil regulier)에서 정규라고 하

는 개념은 이용 시간, 이용 날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일년  부분의 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년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 이용하는 총 보육 서비스 시간을 

미리 측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에 근거하여 월 보육료 본인 부담 과 

국가에 의한 보육 시설 운  지원 을 산정한다. 부모는 매월 지불해야 

하는 보육료에 한 계약을 보육시설장과 체결하고 자녀를 보육 시설에 

등록한다.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보육료 본인 부담액은 국가가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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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공통 인 계산표에 의해 산정된다. 이러한 랑스의 보육료 산

정 방식은 다음 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한다. 일시 보육(l'accueil 

occasionnel)은 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만 제한된 시간만 이

용하거나 미리 이용 시간 스 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제공되는 보

육 서비스이다. 보육료는 국가 계산표에 의해서 산정되지만 월별로 일정

한 보육료를 미리 산정하기 어려워 이용할 때 마다 해당 비용을 지불하

도록 하고 있다.  보육(l'accueil d'urgence)은 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할 경우 이용하는 시설 보육 서비스이다. 

시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보육 시설은 일정 부분의 

 보육 정원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다.    

3. 프랑스의 보육 서비스 비용 지원 방식

1) 시설 보육료 산정 방식6)

 

랑스에서 국가에 의한 아(0~2세) 시설 보육료 지원은 여성의 취

업 상태,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 가구 소득, 자녀수를 고려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모두 자녀수와 소득 수

에 따라 차등 인 본인 부담 을 지불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랑스 시설 보육 비용에 한 국가 지원은 La Prestation de Service 

Unique(PSU) 체계에 따라 수행된다. 

PSU의 체계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동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 기 하여 보육료 본인 부담 과 

국가에 의한 시설 운  지원 을 산정한다. 둘째, 보육 시설 이용 등록

시 주당 서비스 이용 스 쥴, 개별 가정에 한 시간당 보육 서비스 

6) Caf de la Réunion (2009) "La Prestation de Service Unique(PSU)"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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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본인 부담 월보육료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을 보육시설과 부모 간에 

체결한다. 셋째, 개별 가정에 한 시간당 보육 서비스 액은 소득 수

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용된다. 다섯째, 소득 기 의 하한액과 상한

액을 설정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본인 부담 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보육 시설 운  지원  역시 시설 이용 아동이 

이용하는 총 보육 서비스 시간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다. 

시설 보육료에 한 본인 부담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

래와 같은 공식에 따라 개인별 시간당 이용 액을 산정한다. 월세 소

득에 상하한액 용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도 하한소득액을 용하여 본

인 부담 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 상하한액은 2009년 재 573 

유로 ~ 4,450 유로이다. 소득 비 비율은 집단 어린이집이 기타 어린

이집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 이며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소득 비 

낮은 비율을 용하고 있다(<표 3-13>). 

공식) 개인별 시간당 이용 금액 = 월세전소득 × 소득 대비 비율

<표 3-13> 시설 보육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소득 대비 비율 (2009)

(단위: %)

1자녀 가족 2자녀 가족 3자녀 가족 4자녀 가족

집단 어린이집 0.06 0.05 0.04 0.03

가족 보육시설, 부모 보육시설, 
소규모 보육시설

0.05 0.04 0.03 0.02

  주: 소득 대비 비율은 국가가족수당공단(Cnaf) 에서 결정 

자료: Caf de la Réunion, 『La Prestation de Service Unique(PSU)』,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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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이용 액 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월 소득 1,524유로 한자

녀 가정이 집단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 서비스 시간당 이용 액은 

1,524유로에 소득 비 비율 0.06%을 곱한 0.91 유로이다. 월 소득 없

는 두 자녀 가정이 집단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 서비스 시간당 이용 

액은 소득 하안액인 573유로에 소득 비 비율 0.05%을 곱한 0.29 유

로이다. 월 소득 6,000유로 세 자녀 가정이 집단 어린이집 이용 시 보

육 서비스 시간당 이용 액은 소득 상한액인 4,450유로에 소득 비 

비율 0.04%을 곱한 1.78 유로이다. 

월 보육료 본인 부담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용하여 산정한다. 첫째, 

연간 혹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6개월, 10개월, 11개월 등) 동

안 매월 일정한 액을 지불한다. 둘째, 만일 계약한 시간 외 추가 으

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월 보육료 본인 부담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공식) 월 보육료 = {(연간 총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 주당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 / 개월 수} × 개인별 시간당 이용 금액

월 보육료 산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개인별 시간당 보육 서비스 이용 

액이 2유로, 주당 총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이 34시간, 연간 총 보육 

서비스 이용 주는 45주, 보육 서비스 이용 기간은 12개월인 경우에 월 

보육료 본인 부담 은 총 보육 시간 1,530시간 (45주×34시간)을 12개

월로 나  월평균 보육시간 127.5시간에 2유로를 곱한 254유로이다. 

연 에 혹은 보육 시설이 개원할 때 부모와 보육 시설장은 아동의 보

육시설 이용에 한 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보육료를 확정한다. 계약서

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 스 , 연간 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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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 스케줄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당 총 

이용 

시간

등교/하교 9시/18시 9시/18시 - 9시/18시 9시/16시

이용시간 9시간 9시간 - 9시간 7시간 34시간

 ◎ 연간 총 이용 주: 45주

 ◎ 월 평균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 127시간 = (34시간 × 45주) / 12개월 

 ◎ 매월 지불해야 하는 보육료 본인 부담액: 2유로 × 127시간 = 매월 254유로 

 ◎ 자녀가 사정 상 계약한 내용대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매월 계약

한 보육료를 지불해야 함    

 ◎ 계약한 내용에 초과하여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모가 지불해야 함

자료: Caf de la Réunion, 『La Prestation de Service Unique(PSU)』, 2009 

육 서비스 이용 주 혹은 개월 수, 개인별 시간당 보육 서비스 이용 

액, 월 보육료 본인 부담 이다. 부모와 보육 시설 간의 보육 서비스 이

용 계약 내용 사례는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부모와 보육 시설 간의 보육 서비스 이용 계약 사례 

국가가 보육 시설에 지원하는 운 비 지원 의 산정도 PSU 체계에 

따라 결정된다. 주요 원칙으로 첫째, 국가가 지정한 상한액 범  내에서 

시설 보육 서비스 원가 비용을 결정한다. 둘째, 결정된 시설 보육 서비

스 원가의 66%를 국가가 지원한다. 셋째, 총 부모 본인 부담 을 제외

하고 시설 운  지원  산정한다. 넷째, 보육 시설 이용자  일반 체계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  용한다7). 시설 운 비 지원 액 산정에 

용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7) 임  노동자를 상으로 하는 일반체계 하에서 국가가족수당 고가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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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시설 운영비 지원금액 = {(부모가 이용한 총 보육시간 × 
시설 보육 서비스 원가 비용 의 66%) 

- 부모가 지불한 총 본인 부담액} × 일반체계 가입자 비중 

의 공식에 따른 시설 운 비 지원 액 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 총 운  비용 800,000 유로, 보육시설 총 활동 시간 107,000 

시간, 부모가 이용한 총 보육시간 120,000 시간, 부모가 지불한 총 본인 

부담액 250,000 유로, 보육 시설 이용자  일반체계 가입자 비  97%,

인 경우의 로 들면 다음과 같다. 보육 시설 시간당 원가는 보육 시설 

총 운  비용 800,000 유로를 보육 시설 총 활동 시간인 107,000 시간

으로 나  7.48 유로이다. 한편, 국가가족수당공단이 산정한 보육시설 

시간당 원가 상한액은 5.88 유로 (2008년)이므로 실제 계산된 시간당 

원가인 7.48 유로는 인정되지 않고 원가 상한액인 5.88 유로를 용한

다. 시간당 원가 5.88 유로에서 정부는 66%만 지원하므로 보육 시간에 

5.88유로에 66%를 곱한 비용을 용한다. 이러한 (5.88유로×0.66)를 

부모가 이용한 총 보육 시간에 곱한다. 동 액에 부모가 지불한 본인 

부담액을 뺀 후 일반체계 가입자 비  97%를 곱하여 시설 운 비 총 

지원 액을 산정한다.

{120,000시간 × (5.88유로×0.66) - 250,000유로} × 97% = 

209,132유로

2) 개인 보육 서비스 지원 방식

개인 보육 서비스 이용에 한 국가 지원은 " 아 보육 수당(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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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일환으로 지원되는 "보

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MG는 부모가 개

인 보육사를 고용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보육사 월 의 일정 부분을 

환 해 주는 보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조  액수는 자녀수와 

소득 수 에 따라 차등 으로 결정되며 보육사 월 의 최소 15%는 본

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동 보조 을 받기 해서는 부부가 모두 직

업 활동을 해야 하며 최소한의 소득을 벌고 있어야 한다 (독신의 경우 

월 395.04유로, 맞벌이 경우 월 790.08유로). 맞벌이의 경우 보육사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두 사람 모두 근로하고 있어야 한다. 

보조 의 액수는 가족의 소득 수 , 자녀 연령, 이용하는 보육사 종류

에 따라 차등 으로 지 한다(<표 3-15>). 소득 기 을 용할 때 자녀 

수를 고려하여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더 높은 소득 상한을 용하여 다

자녀 가정을 우 하고 있다(<표 3-14>). 보육사를 부모가 직  고용하

는 경우, 회․회사․어린이집에 고용된 인가된 보육사 혹은 가정내 보

육사를 고용하는 경우 등 이용하는 보육사 종류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

 액수가 다르다. 

〈표 3-14〉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의 소득 기준 (2012)

부양 자녀 수 솓소득 계층 1 소득 계층 2 소득 계층 3

1자녀 20,281 유로 미만 20,281~45,068 유로 45,068 유로 초과

2자녀 23,350 유로 미만 23,350~51,889 유로 51,889 유로 초과

3자녀 27,033 유로 미만 27,033~60,074 유로 60,074 유로 초과

  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소득기준으로 2010년도 연 가족소득 수준을 적용함 

자료: CNAF, 『Vos prestation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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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 유형 자격 지원 유형 부모 본인 부담 산정 방식

시

설 

보

육

공동 보육 시설 

(집단 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일시 보육 

시설, 놀이방, 복합 

보육 시설)

공공법인 혹은 

민간법인

psu 와 

cej
Cnaf가 규정한 국가 

계산표

가족보육시설, 가족 

어린이집

공공법인
psu 와 

cej
Cnaf가 규정한 국가 

계산표

민간법인 psu 와 Cnaf가 규정한 국가 

〈표 3-15〉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액수 (2012)

(단위: 유로)

부모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자녀 연령 소득 계층 1 소득 계층 2 소득 계층 3

0~3세 미만 452.75 285.49 171.27

3~6세 까지 226.38 142.77 85.63

협회․회사에 고용된 인가된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자녀 연령 소득 계층 1 소득 계층 2 소득 계층 3

0~3세 미만 685.11 570.94 456.76

3~6세 까지 342.56 285.47 228.39

협회․회사․어린이집에 고용된 인가된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자녀 연령 소득 계층 1 소득 계층 2 소득 계층 3

0~3세 미만 827.87 713.66 599.48

3~6세 까지 413.94 356.83 299.75
  주: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는 최대 월 보조금 액수 

자료: CNAF, 『Vos prestations』, 2012 

종합 으로 랑스 보육 서비스에 한 재정  지원 방식을 시설 보

육과 개인 보육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3-16>와 같다. 

<표 3-16> 프랑스 보육 서비스 유형에 따른 지역 가족수당공단의 재정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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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 유형 자격 지원 유형 부모 본인 부담 산정 방식

cej 계산표

시설 

Cmg 시설경영자가 규정한 방식

소규모어린이집
공공법인 혹은 

민간법인

psu 와 

cej
Cnaf가 규정한 국가 

계산표

Cmg 시설경영자가 규정한 방식

jardins d'eveil 공공법인 혹은 

민간법인

특별하게 

예외적인 

재정방식

Cnaf가 규정한 국가 

계산표

여가시설

공공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법

인

psat 와 

cej
가족소득수준에 따른 

산정방식

개

인

보

육

가정내 보육

개인(부모고용) 
혹은 

위탁서비스

Cmg 공동협약에 따라 산정

민간법인(용역

회사)
시설 

Cmg 용역회사에 의한 산정방식

보육사의 집 개인(부모고용) Cmg 
공동협약에 따라 산정, 
시간당 최소 임금액을 

지불해야 함

인가된 보육사 개인(부모고용)
Cmg 

(가족에게 

직접 지원

공동협약에 따라 산정, 
시간당 최소 임금액을 

지불해야 함

주: psu(la prestation de serive unique, 유일한 서비스에 대한 수당), cej(le contrat enfance et jeunesse,아동․청

소년 계약), psat(la prestation de service accueil temporaire, 일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당), 
cmg(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Cnaf(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국가가족수당공단)

자료: CNAF,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10』, 2011

 

4.  Franconville시 보육 시설 사례8)

 

본 에서는 랑스 시설 보육 서비스의 사례로서 리 외곽에 치

8) 본 의 내용은 Franconville 시에서 제공하는 보육시설 안내서 "Livret d'accueil: 
Structures municipales, Petite enfance" 내용을 참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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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층 지역인 Franconville 시의 황을 검토한다. Franconville 시

는  아에 한 상당한 심을 두고 있는 지역으로서 부모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는 목 으로 아 보육에 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과

거 1998~2008년의 10년 기간 동안 아 (3개월부터 3세 미만)를 상

으로 하는 시립 보육시설 수는 두 배 가량 증가하 다. 최 의 복합 보

육 시설(multi-accueil)로서 "Chalet de P'tits Loups"가 2003년 4월에 

문을 열었으며 뒤이어 2008년 1월에 "Porn'Pouce"가 두 번째 복합 보

육시설로서 개장하 다. 두 복합 보육 시설은 집단 어린이집(créche 

collective)과 가족보육시설(créche familiale) 그리고 부모와 인가받은 

보육사가 아동을 데리고 와서 돌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Franconville 시에서 보육 서비스 부족 문제가 두되자 보육 정원을 증

가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1998년 100명 미만이었던 

보육 정원은 재 260 정원을 넘어서는 수 으로 증가하 다. 시의  

다른 로젝트는 보육 서비스에 한 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Franconville 내의 모든 구와 동에서 근 한 보육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

하고 있다.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의 확장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특히 6세 미만 아동)에 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집단 어린이집

에서 교육 인 로그램, 만화 화 상 , 문가 인력 확충 등을 추진

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가족수당 고(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와 아동 계약(Contrat Enfance)을 체결

하고 자격 있는 보육교사를 고용함으로써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 행정 인 사항

Franconville시는 앙 사회 활동 고(Caisse Central d'Activi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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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es: CCAS) 산의 75%를 아 보육 서비스에 한 운 비로 지

출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소득 수 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 0.34~2.67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Franconville 시립 보육 시설

의 보육 정원 황은 아래와 같다

- 2개 집단 어린이집에서 100명의 보육 정원 (연간 30명 신규 입소)

- 2개 가족 어린이집에서 110명의 보육 정원 (연간 50명 신규 승인)

- 시에 고용된 50명의 인가받은 보육사

- 2개 일시 보육 시설에서의 40명의 보육 정원

- 특별하게 기 지자체에 의해 고용된 230명의 인가받은 보육사가 종일

제 보육 서비스 정원 519명,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정원 61명을 제공

- 112명의 보육사가 아동의 에서 직 으로 돌  서비스 제공

지역가족수당 고와 이사회와 함께 Franconville 시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생후 10주부터 6세까지 연령의 아동들에게 특별한 

조건하에서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임신 6개월 이후부터 근성과 수용

성을 고려하여 Ptits Loups와 Pom'Pouce 두개 시립 보육 시설 에 하

나를 선택하여 등록을 할 수 있다. 비 등록 서류는 취합되어 보육 서

비스에 해 반 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원회에 의해 검토되어 진

다. 보육 서비스 원회는 2개월 동안 서류를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기

을 용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 보육 서비스를 요청한 이후 기일수

- 아 연령에 따른 이용 가능한 보육 정원

- 지역 사회 내 부모의 거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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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  상되는 보육 시간

 - 가족의 상황

 - 정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한 직업 활동 수행 혹은 이와 유

사한 활동 여부(연수 혹은 교육 활동)

등록 서류에 한 검토 후에 부모들은 우편을 통해 결정 사항을 통보 

받는다. 

보육 서비스 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는 보육 

시설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출생증명서, 거주지, 소득과 같은 

증거 서류에 한 서류 심사가 따른다. 부모는 자녀의 출생에 한 정보

를 의무 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출생증명서 서류 검토를 통해 이

루어진다. 보육 서비스 입소 허가는 개인 인 계약(contrat 

personnalisé)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시설 내부 규정과 보육 기간

에 해 방 간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인 인 계약은 정규 보

육, 일시 보육, 가족 보육 시설 이용 등 모든 유형의 보육 서비스에 

해 이루어진다. 개인 인 계약은 부모와 보육 시설을 표하는 운 자 

간의 계약이다. 동 계약은 가족에게 특별하게 필요한 수요 (요일, 시간, 

상되는 결석일 등)  시설 기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보육 시설 이용 

시간을 계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보육 시설 이용 시간 결정은 아동

이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정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해 필요하

다. 보육 시설 이용 가능한 시간은 보육 시설의 운  방식에 따라 시설 

책임자에 의해 제안되기도 한다. 

보육료에 한 산정은 가족과 시설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 

진다. 보육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연간 보육 시설 이용 시간



제3장 선진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분석∙97

- 시간 당 보육 서비스 이용비용은 가족의 소득 수 에 따라 가족 수

당 고가 제안하는 계산표에 의해 산정된다. 

- 시간당 이용비용은 해마다 새롭게 산정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게 용된다. 

나. 보육 시설 유형

보육 문가들에 의해 운 되는 시립 보육 시설은 아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다. 시립 보육 시설은 

체 으로 260의 보육 정원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보육 시설은 시의 

사회활동센터 (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에 의해 운 되며 

이사회와 지역 가족 수당 고에 의해 재정 지원된다. 

집단 어린이집 안에서 식이 이루어지는데 따뜻한 식사는 

시공무원이 앙에 치한 식당에서 비하여 제공하며 차가운 음식은 

배달을 통해 제공된다. 식은 해당 보육시설에서 다시 덥 져서 

생 이고도 안 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시 소재의 모든 보육 시설은 

시 도서 과 약하여 도서 제공, 동화 구연, 강연, 직원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보육 시설은 크리스마스, 12월 31일,  축제일 등 

공휴일에는 운 하지 않는다. 

① 집단 보육 시설 (Chalet des P'titis Loups 와 Chalet Pom'Pouce)

집단 보육 시설은 한 명의 육아 문가와 한명의 보조 간호사 출신의 

원장으로 구성된 인력을 통해 운 된다. 3개월부터 3세 미만 아동을 유

치원(école maternelles)에 입소하기 까지 Chalet des P'titis Loups 

와 Chalet Pom'Pouce 시설이 각각 40명과 60명을 돌보고 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신생아, 간, 큰 아동) 각 아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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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은 보육 보조자, 아 교육사, 간호사, 보육 문가 등 보육 문가에 

의해 돌보아 진다. 의료진과 심리치료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의료

와 심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 일과는 낮잠, 식, 기분

환, 놀이, 여가 활동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해마다 평균 15명의 

아 (특히 신생아)가 새롭게 보육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집단 보육 시

설은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운 하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  문을 닫

는 경우는 없다. 보육 시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  7시 30분부터 

녁 7시까지이며, 보육 시설 행정 사무실 운 시간은 오던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② 일시 보육 시설

일시 보육 시설은 시설 당 20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

은 3개월부터 3세 미만이며 특별한 조건하에서는 6세까지 돌보고 있다. 

일시 보육 시설은 부모의 일상 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아동들의 집단 

생활에 한 응력을 높이는데 있다.  

일시 보육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첫번째 

유형은 장기 인 계획 없이 비정규  일시 보육 서비스(l'accueil 

ponctuel)로서 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를 이용하는데 요일은 정해져 있

지 않은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은 정규 인 일시보육서비스(l'accueil 

régulier)로서 일주일에 최  3일까지 시간을 등록하고 이러한 보육 정

원은 연간 약을 해놓는 것을 말한다. 정규 인 일시보육서비스 정원은 

제한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외 인 혹은 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l'accueil exceptionnel ou d'urgence)이다. 아동이 보육시

설을 자주 이용하지 않으며 부모가 돌볼 수 없는 특별한  상황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보육 서비스이다. 일시 보육 서비스는 

간호사 출신 원장의 책임 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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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일시 보육 시설에서는 유아 교육자와 보육 보조사가 아동을 

보육하고 연령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육 교사와 함

께 심리치료사도 아동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가 원하는 경우 

부모 상담도 함께 하고 있다. 

일시 보육 시설은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운 하며 공휴일에는 운

하지 않는다. 휴가 기간 동안에는 시에서 운 하는 모든 일시 보육 시설

에서 돌보는 아동을 모아 하나의 보육 시설에서 돌본다. 일시보육시설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  7시 30분부터 녁 7시까지이며, 행정 사무실 

운  시간은 오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③ 가족 보육 시설

가족 보육 시설은 인가된 보육사가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

공하는 시설이다. 아동 연령은 3개월 이상부터 3세까지 (특별한 경우 4

세까지 허용)이다. 아동은 낮 시간 동안 인가된 보육사의 집에서 보육된

다. 인가된 보육사는 보통 3명까지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보육 문가, 

간호사, 유아 교육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가족 보육시설 혹

은 보육사 본인의 집에서 아동을 돌본다. 심리치료사들은 보육 문가들

과 함께 인가된 보육사에 해 문가 인 조언을 제공하며 부모가 원

할 경우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족 보육시설은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운 하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  운 하지 않는 날은 없다. 휴가 기간 동안에는 활동 인 인가받은 

보육사와 돌보아지는 아동들 수를 고려하여 이들을 두 개의 가족 보육 

시설에서 나 어 아동을 돌보도록 하고 있다. 가족 보육 시설 서비스 제

공 시간은 오  7시부터 녁 7시까지이며 행정 사무실은 오  8시 30

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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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하게 고용된 인가받은 보육사가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

Franconville 시에서는 총 230명의 인가받은 보육사가 활동하고 있다. 

인가받은 보육사는 앙정부의 모성보호국(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의 평가 후에 이사회에 의해 인가받은 보육사들이다. 인

가 받은 보육사는 보육사 자신의 집에서 동시에 최  3명까지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부모들은 인가받은 보육사들을 개인 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육사와 부모 간에 보육 서비스 제공에 한 계약

을 체결한다. 

인가받은 보육사의 명단은 PMI와 인가받은 보육사 계(Relais 

Assistantes Maternelles: RAM)에 공개되어 있다. 인가받은 보육사 서

비스 이용에 한 비용은 "보육방식에 한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Complément libre choix de mode de garde)"을 통해 가족의 소득 

수 에 따라 차등 으로 지원된다. 

인가받은 보육사 계는 부모와 인가받은 보육사 들 간의 의견을 듣

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이다. RAM 리자는 약 내용, 근로 계약, 

여지 , 지역가족수당 고의 도움 등 행정 차와 식, 낮잠, 놀이 등 

보육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련한 모든 질문에 해 부모와 인가받은 

보육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인가된 보육사는 복합 보육 시설에서 아동

을 돌볼 수 있는데 이용 시간은 각각의 보육시설의 시간에 따른다. 

한편, 부모가 가정 내 보육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지역 가족 수당 고로부터 가족의 소득 수 에 따라 차등 으로 지

되는 보육 방식에 한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Complément 

libre choix du mode de garde)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정 내 보육사

를 부모가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임 에 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정 내 보육사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단되는 경우 부모와 가

정 내 보육사 간에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장 여와 가족수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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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 

et d'allocations familiales: URSSAF)에게 고용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가정 내 보육사 명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가족 수당 고의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가족 보육 시설은 보육사 이외에도 부모들이 자녀를 직  돌볼 수 있

는 장소도 제공한다. 이러한 보육 장소 제공은 아동의 각성과 놀이를 통

한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보육 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들은 

부모 역할과 가족과 아동간의 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체 지역 

사회 안에 통합 될 수 있다.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보육 시설은 

Chalet Pom'Pouce 내의 "Le Ludobulle" 그리고 Chalet des P'tis 

Loups 내의 "Le Crocobulle"이며, 운  시간은 "Le Ludobulle"의 경

우 요일 오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이며, "Le Crocobulle"은 

목요일 오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이다. Maison des Fontaines 

에서의 가족 보육 시설은 목요일 오후 2시 15분에서 4시 15분까지 운

한다. 가족 보육 시설은 방학 에는 운 하지 않는다.      

제3절 프랑스 자녀 보육비 지출 및 서비스 이용 현황

1. 프랑스 자녀 보육비 지출 분석 결과9)

DREES의 2007년 랑스 유아 보육 실태조사는 자녀 보육 황과 

이러한 보육 서비스에 해 가정이 지출한 비용에 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본 에서는 3세 미만 학령  아동의 보육에 해 가정이 지

9) 본 의 내용은 DREES(2009)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études et résultats no.695 의 내용을 주로 참고 하여 작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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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내용에 해 기술한다. 3세 이상의 아동에 해서는 유치원에서의 

유아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육에 한 필요는 유치원 교육 시간 이

외의 시간에 해서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3세 이상 유아에 한 보

육 서비스 필요도는 아에 비해 상 으로 으며 재정 인 지출 규

모도 다.

아에 한 보육비 지출은 어떤 방식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보육 서비스에 한 수당과 재정 인 지원을 통해 

보육료 부담이 감되기 이  상태로 보았을 때 3세 미만 학령  아동

이 이용한 주된 보육 서비스(인가받은 보육사, 어린이집, 가정내 보육사)

에 한 지출 비용은 한달 평균 464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7>). 

이러한 지출 비용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보육료 뿐 만아니라 보육사가 자

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요되는 부양비와 식사 비용도 포함되며 주된 보육 

서비스 이외 2차 인 보육 서비스에 한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10). 

3세 미만 학령  아동 체  아동의 주된 양육자가 부모인 경우는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4%는 조부모나 친인척 그리고 0.5%는 친구나 

이웃사람 등을 통해 으로 지불하지 않고 양육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아동을 제외한 체 아동의 31%는 을 지불하는 방식에 

의해 주로 양육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한 월 평균 지출 비용인 

464 유로는 정부 지원 인 보육 수당과 보육비 지출에 한 소득세 감

면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 비용이다. 

보육 서비스 지출 비용을 4분 로 구분해 보았을 때 가장 낮은 비용

을 지출하는 하  25% 그룹은 월평균 약 310 유로 이하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상  25% 그룹은 

월평균 약 570 유로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10) 랑스에서는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경우 자녀가 먹을 음식 비용과 기 귀 비

용 정도만 지불하고 별도의 수고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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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출하는 상  5%는 한달 평균 약 930 유로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출 비용은 이용하고 있는 보육 서비스 유형

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인가된 보육사에 의한 보육이 랑스에서 가장 리 사용하는 보육 

방식 의 하나이다. 체 아동  18%가 주된 보육 방식으로 인가된 

보육사에 의해 보육되고 있다. 인가된 보육사 이용에 한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 이 의 비용으로서 식비와 련 양육 보조 을 포함하여 부

모는 자녀 1인당 월 평균 515를 지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

는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시설 보육 서비스로서 체 아동의 11%가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 시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월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280 유로이다. 인가받지 않은 보육사를 이용하는 아동

의 비 은 약 0.5~2.0%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월평균 약 390 유로

를 지출하고 있다. 체 아동  가정 내 보육사에 의해 보육되는 비

은 2%로서 가정 내 보육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평균 보육비 

지출액은 약 1,260유로이며, 여러 가족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평균 약 1,020 유로를 지출하고 있다(<표 3-17>). 수당 지원액과 조

세 감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인가된 보육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어린

이집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두 배 가량 높지만, 수당 지원액과 조세 감면

액을 제외한 후에는 두 서비스에 한 지출 비용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수당 지 액과 조세 감면액을 제외하기 에 시설 보육 서비스를 주

된 보육 서비스로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지출 비용은 270 유로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들이 월 평균 시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

간은 약 169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시간 당 시설 보

육 서비스 이용비용으로서 약 1.6 유로를 지출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수

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고려하지 않고 보면 어린이집 시설 보육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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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한 보육 서비스이다.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고려하지 않고 보면 

인가받은 보육사에 한 시간당 보육료는 3.1유로이며 인가받지 않은 보

육사에 한 시간당 보육료는 2.3 유로이다.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고려하지 않고 보면 가정 내 보육사에 한 이용비용이 가장 비싼 것으

로 나타났다. 시간 당 이용비용은 가족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 6.4 

유로, 여러 가정이 함께 공유하는 경우 4.9 유로이다. 시설 보육 서비스 

보다 상 으로 비싼 개인 보육 서비스는 조세 감면 혜택과 수당 지원 

액수를 고려하는 경우 상 으로 비용 감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인가된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 방식에 한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complement du libre choix de mode de garde: CMG)

이라는 수당을 지 받고 보육사 이용비용 지출에 한 조세 감면 혜택

을 받는데 이러한 비용 지원을 감안하고 보면 시간당 보육사 이용비용

이 거의 3분의 1로 감소되어 시간당 비용이 약 1.1 유로 수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 시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들은 직 인 

성의 수당을 지원받지 않는다. 실제 으로 보육 시설에 용되는 보육료

는 가족 수당 고가 어린이집에 직 으로 지원하는 지원 을 이미 

고려해 놓은 비용이며 보육료는 가족의 소득 수 에 비례하여 결정되고 

있다. 어린이집 시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지불하는 시설 보

육료에 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이러한 조세 감면 혜택을 제외한 

시간 당 이용비용은 1.1유로이다. 결과 으로 볼 때 사회 보장 여와 

조세 감면 혜택을 감안하는 경우 보육 서비스에 한 비용 부담이 경감

하여 그 결과 인가된 보육사와 시설 보육 서비스의 비용은 거의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가 받지 않은 보육사를 주된 보육 서

비스로 이용하는 부모는 수당과 조세 감면 등 어떠한 재정  지원도 받

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재정 인 지원을 받는 인가 받은 보육사 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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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보육비

주된 
보육비 수당액 조세 

공제액
 보육비
(공제후)

보육 
이용 
시간

시간 당 
보육비
(공제전)

시간당 
보육비
(공제후)

전체

인가된 보육사 515 508 244 77 187 166 3.1 1.1

어린이집 280 269 0 86 183 169 1.6 1.1

인가되지 않은 
보육사 389 387 0 0 387 167 2.3 2.3

가정내 보육사 1,257 1,203 131 437 635 187 6.4 3.4

가정내 보육사 
(공동 고용) 1,023 1,018 169 425 424 209 4.9 2.0

합계 464 455 153 97 205 168 2.7 1.2

인가된 
보육사 

월 
평균 
소득

1,100유로 
이하 472 460 283 61 116 158 2.9 0.7

1,100~1,700 
유로 475 472 265 69 138 160 2.9 0.9

1,700~2,300 
유로 520 517 249 82 186 164 3.1 1.1

으로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과 조세 감면으로 인한 보육료 비용 감을 고려하고 난 후 가장 

비용이 비싼 보육 서비스는 다른 가족과 공유하지 않는 가정 내 보육사 

로 시간 당 비용이 3.4유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보육사를 가족 

간에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은 감되어 시간당 2 유로 인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분의 경우 가정 내 보육사를 단독으로 고용할 

때 한 가정 내에서 형제자매들을 함께 돌보는 경우가 많다. 단독으로 고

용하는 가정 내 보육사가 돌보는 3세 미만 아동의 70%가 같은 가족 내

의 형제자매들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고용하는 가정 내 보육사에 한 

비용은 부분의 경우 다수 아동에 한 비용을 나타내고 있어 아동 1

인당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비용을 감소될 수 있다. 

<표 3-17> 자녀 보육 유형별 월 평균 보육비 지출액 (2007)

(단위: 유로, 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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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보육 방식
월 평균 보육료 지출액 분포

25% 미만 25~75% 75% 이상

인가된 보육사 407 493 602

어린이집 189 279 350

가정내 보육사 1,195 1,254 1,375

합계 312 433 565

구분 총 
보육비

주된 
보육비 수당액 조세 

공제액
 보육비
(공제후)

보육 
이용 
시간

시간 당 
보육비
(공제전)

시간당 
보육비
(공제후)

2,300유로 
이상 620 601 164 94 343 185 3.2 1.9

지역

18명 이상 653 644 240 90 314 179 3.6 1.8

19~40명 507 501 243 78 180 166 3.0 1.1

41명 이상 477 471 246 71 154 162 2.9 0.9

어린이
집

월 
평균 
소득

1,100유로 
이하 179 166 0 64 102 163 1.0 0.6

1,100~1,700 
유로 256 251 0 88 163 173 1.4 0.9

1,700~2,300 
유로 314 298 0 94 204 166 1.8 1.2

2,300유로 
이상 408 393 0 95 298 169 2.3 1.8

주: 1. 3세 미만 학령전 아동의 주된 보육 서비스에 대해 가족이 지출한 월 평균 보육비로서 보육료 외 지출한 식비와 

양육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임. 
   2. 부모가 인가된 보육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기관에 소속한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포함하

지 않음

   3. 가정 내 보육사를 부모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지출액을 포함함

 자료: DREES,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2009

 

<표 3-18> 자녀 보육 유형별 월 평균 보육비 지출액: 4분위 분포별 평균 액수(2007)

(단위: 유로. 2007년 기준)

주: 1. 3세 미만 학령전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 비용

   2. 인가된 보육사를 이용하는 아동의 지출 수준 하위 25%는 한달 평균 보육료 407 유로 이하를 지출하고 있으며, 
지출 수준 상위 25%는 월평균 보육료로서 602 유로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자료: DREES,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2009

어린이집 시설 보육 서비스에 해 가족이 지출하는 보육료는 가족의 

생활 수 에 따라 결정된다. 시설 보육 이용에 해 부과되는 보육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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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가족의 소득 수 에 비례하여 용된다. 2007

년 DREES 보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층(소비 1단 당 한달 

평균 1,100 유로 이하의 생활비)의 경우 시간당 약 1.0 유로를 평균

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소비 1단  당 한달 평균 

2,300 유로 이하의 생활비)의 경우 시간당 약 2.3 유로를 지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이 소득층에 비해 약 2배 가량 더 높은 시

설 보육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감

안한 후 소득 계층별 보육료 부담의 차이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시간당 평균 보육료가 소득층의 0.6 유로에서 고소득층의 1.8 유로

로 나타나고 있다. 

주된 보육 서비스로서 인가된 보육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수당과 

조세 감면을 고려하기 이  부모가 지출하는 보육 비용은 소득 수 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7>). 가장 소득이 높은 집

단이 시간당 3.2 유로를 지출하고 있어 가장 낮은 소득 집단의 2.9 유

로 보다 1.1배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개인 보육사에 한 비

용은 부모와 개인 보육사 간의 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소득이 높은 

부모는 보육사 공 의 제한으로 인해 보육사가 높게 부르는 가격에 동

의하는 경향이 크다. 보육사 월 의 수 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소득 수 이 높은 지역이 보육사 월  수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보육사 이용에 해 “보육 방식에 한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complement du libre choix de mode de garde: CMG)의 수

당을 지원받는 부모의 경우 보육사 월 을 시간당 최  임  수  

(2007년도 시간당 최 임 은 6.5 유로)의 2.25에서 5배 까지 지 해야 

한다. 수당 지원에 한 이러한 보육사 월 의 조건은 보육사 공 과 수

요에 향을 미치고 있다.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감안하고 난 경우 

인가 받은 개인 보육사에 한 시간당 비용은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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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득층이 소득층에 비해 1.1배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수당과 조세 감면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지 한다.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난 후 개인 보육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모든 소득 수 의 가족들에게 시설 보육 서비스 이용비용과 거

의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감안하고 난 경우 소득층이 인가 받은 개인 보육사에게 지불하는 시

간당 비용은 0.7 유로인데 이는 시설 보육 서비스에 한 시간 당 비용 

0.6 유로와 비슷한 수 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개인 보육사에게 지불하

는 시간당 비용은 1.9 유로인데 이는 시설 보육 서비스에 한 시간 당 

비용 1.8 유로와 비슷한 수 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당과 조세 감면 정

책이 인가 받은 보육사와 시설 이용 간의 비용 부담을 동일한 수 으로 

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족이 비용을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는 경우 평균 으로 보았을 때 체 소득에서 약 13%를 보육료

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고려하는 

경우 보육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은 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당과 조세 감면을 고려하기 이 에 보육사를 이용하는 것에 

한 비용 부담은 시설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

육사 이용에 한 비용이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이 14%인 반면 

시설 보육 이용에 한 비용이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은 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난 후에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은 보육사 비용이 5%, 시설 보육 서비스 비

용이 6%로서 비슷한 수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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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보육 방식

인가된 보육사 시설 보육
가정 내 보육

(단독)

가정 내 보육

(공유)

월 평균 생활비

(소비 1단위 당)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1,100 유로 이하 27 6 11 7 - - - -
1,100~1,700 유로 17 5 9 6 - - - -
1,700~2,300 유로 14 5 8 5 - - - -
2,300 유로 이상 11 6 7 5 14 8 19 8

합계 14 5 8 6 17 9 19 8

<표 3-19> 전체 소득에서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소득 수준별 (2007)

(단위: %)

자료: DREES,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2009

인가된 보육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출액수에 차이를 보인다. 인가된 보육사 서비스는 개인이 제공하는

데 이러한 개인들이 보육사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에게 시간당 비용을 

책정한다. 인가된 보육사가 보육사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를 고려해 볼 때 반 으로 

보육사에 한 비용이 한 지역은 보육사 수가 상 으로 많은 지

역이다. 보육사 비용과 수가 한 지역은 Nantes에서 Besançon에 이

르는 지역이다. 지 해 연안 지역에서 집단 보육 시설의 정원은 평균보

다 높은 수 이나 체 보육 정원은 다른 지역보다 다. 지역에 따른 

보육 정원의 격차는 보육 서비스의 공 과 수요 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 으로 볼 때 공 이 은 지역이 시간당 비용이 더 높다. 3

세 미만 아동 100명 당 인가된 보육사가 제공하는 보육 정원이 19명인 

지역에서 수당과 조세 감면 이 의 지출 비용은 아동 1인당 한 달 평균 

약 650유로인데, 이는 인가된 보육사가 제공하는 보육 정원이 아동 100

명 당 40명인 지역에서 월평균 480유로인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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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다([그림 3-6]). 반 로 인가된 보육사의 서비스 공 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에서는 료 수 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 로 시설 보

육의 시간당 비용은 지역의 시설 보육 서비스 공  수 에 좌우되지 않

는다. 이는 시설 보육료가 일반 으로 가족수당 국공단이 마련한 국

인 계산표에 근거하여 책정되며 시장에서의 공 과 수요 간의 조정이 

시설 보육료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6] 지역의 보육사 정원별 보육사 1명 당 평균 지출 비용

자료: DREES,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2009

자녀 보육에 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이  상태에서 보육에 한 지

출은 각 가정의 생활수 에 따라 다양하며 보육에 한 지출이 생활수

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 소비 1단  

당 100유로가 높아짐에 따라 수당과 조세 감면 이 의 아동 1명당 보육

비용은 15유로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의 생활수 이 

낮을수록 보육 서비스에 한 지출 비용은 낮게 나타난다. 소비 한 단

당 월 평균 생활비가 1,100유로 이하인 소득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보육료로 약 310유로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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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월 평균 생활비가 2,300유로 이상인 고소득 가정이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보육료로 약 670유로를 지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 이다(<표 3-20>). 

부모들은 실제 으로 어린이집 시설 보육에 해 더 렴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인가받은 보육사에 해서는 상 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소득이 높은 가족은 가정 내 보육사를 각 가정 간에 분

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 소득이 높은 부모는 평균 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긴다. 소득이 높은 부모가 실제

으로 종일제에 근로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평균 보다 더 늦은 근로 시

간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둘째 자녀에 한 보육비용이 첫째 자녀에 한 보육비용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세 미만 미취학 아동으로서 낮 시간에 비용을 지불

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에서 30% 정도가 6세 미만의 형

제자매를 어도 한명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형제자매들이 비용

을 지불하는 동일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를 통해 일정 부분 함께 보육되

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다. 이는 3세 미만의 자녀가 인가된 보육사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14%가 형제자매와 함께 돌보아 지고 있다는 사실

에서 잘 나타난다. 

가족이 지출하는 아동 당 시간 비용은 6세 미만 자녀가 몇 명이든 혹

은 출생 순 가 어떻든지 간에 거의 유사한 액수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에 한 시설 보육료는 가족 수당 고에 의해 첫째 자녀에 비해 좀 더 

렴하게 책정된다. 가족수당 고는 한 달 동안 20일을 이용하고 하루당 

10시간을 사용하는 정규 보육 서비스에 해 둘째 자녀에 해서는 과

세 상 소득의 10%를 보육료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첫째 자녀에 

해서는 과세 상 소득의 12%를 보육료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시

설 보육 서비스 보다 더 보편 으로 이용하는 인가된 보육사에 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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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지출액

(수당 및 조세 

감면 전)

월 평균 지출액

(수당 및 조세 

감면 후)

월 평균 

이용시간

시간당 비용 

(수당 및 조세 

감면 전)

시간당 비용 

(수당 및 조세 

감면 후)

 소비 1단위당 월평균 생활비

1,100 유로 
이하 314 114 161 1.9 0.7

1,100~ 
1,700 408 157 165 2.5 1.0

1,700~  
2,300 462 205 165 2.8 1.2

2,300 유로 
이상 674 387 165 3.6 2.1

 6세 미만 자녀수

1명 466 210 171 2.7 1.2
2명 475 218 165 2.9 1.3

 출생 순위

첫째 467 213 172 2.7 1.2
둘째 470 211 167 2.8 1.3

용은 자녀 수에 따라 어느 정도 변이를 보이고 있다. 여러명의 아동을 

함께 돌볼수록 아동 당 비용이 감되는 규모의 경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보육 방식은 가정 내 보육사이다. 그러나 상 으로 비싼 

보육료로 인하여 가정 내 보육사를 이용하는 가정은 매우 제한 이다.

<표 3-20> 가족 유형별 평균 보육비 지출액   

(단위: 유로, 시간)

  주: 3세 미만 미취학 아동으로서 주된 보육 방식으로서 돈을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 DREES,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2009

2002년 5월과 2007년 10월 기간 동안 수당과 조세 감면 이  시간

당 평균 보육비용은 실질 유로 가격으로 볼 때 2.8%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표 3-21>). 이러한 체 보육비 지출의 증가는 동 기간 동안 

증가된 인가된 보육사에 한 지출 비용(3.4% 증가)과 가정 내 보육사

에 한 지출 비용(2.3%)의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러한 증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  직종 최 임 (SMIC: Salaire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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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의 증가율 (실질 유로가격으로 2.7% 

증가)에 가까운 수 이다. 보육 시설에 지출한 비용 변화율은 상 으

로 안정 인 양상을 보인다(-0.5% 증가). 보육 시설에 한 보육료는 일

반 으로 가족수당 고의 계산표를 따르고 있으며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 

수 에 비례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2~2007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재정 정책의 개 은 비용을 지불하

고 이용 신고를 하는 보육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 다. 동 시기에 이루

어진 보육 재정 정책의 개 으로 표 인 것이 2004년 1월 이후에 출

생한 아동들에게 용되기 시작한 아 보육 수당 정책(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이다. 동 정책은 그동안 지원되었던  

"인가된 보육사를 고용하는 가족에 한 지원(L'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AFEAMA)"과 "가정에서 

보육되는 아동에 한 수당(L'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ocile: 

AGED)"을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한 보조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으로 통합하 다는 특징이 

있다. 

수당 액수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 시행이 갖는 두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가된 보육사를 고용하는 비용에 한 수당 액수가 산층 

가정과 소득층 가정을 상으로 증가하 다. 정책이 도입되기 이 인 

2006년 아동 1인당 월 수당 액수는 소득 수 에 따라 130~200 유로 

범 에서 지 되었으나, 2007년에는 소득 수 에 따라 160~370 유로로 

확 되었다. 둘째, 과거에 지원하지 않던 가정내 보육사 이용에 한 지

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한 2005년도에 보육시설, 인가된 보육

사, 가정내 보육사 등 비용을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층 

가정에 해 보육료 지출에 한 소득 공제 혜택을 강화하 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공제 정책은 조세 부과가 가능한 일정 소득 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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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만 비용 부담 감면의 혜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소득 공제 정

책은 보육 시설 서비스 혹은 인가된 보육사 서비스 당 최  1,150 유로 

한도 내에서 가정이 지출하는 보육비 지출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

었다 (2002년도에는 25% 감면). 같은 시기에 가정 내 보육사 고용 비

용에 한 소득 공제 혜택도 증가하 다. 종합컨  2007년도에는 아동 

1명당 이용하는 모든 보육 서비스에 해 최  6,750 유로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감면해 주었다 (2002년도에는 최  3,700유로).

2007년도 DREES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가된 보육사를 고

용하는 부모는 2007년도에 아동 1명당 월 평균 240 유로를 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2년도의 160유로(2007년도 유로가격)에 비

해 상당 수  증가한 것이다. 평균 으로 볼 때 인가된 보육사에 한 

시간 당 비용은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감안하고 볼 때 실질 유로 가

격으로 3.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이러한 보육료 시간 

당 비용 감소는 소득층 가정에서 더욱 한 것으로 나타나 인가된 

보육사 시간당 비용이 소득층의 경우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층의 경우 각각 7.3%와 3.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

고소득층의 경우 인가된 보육사에 한 시간당 비용은 반 로 2.8%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된 보육사 이외 다른 방식의 보육 서비스에 

한 이용비용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감면 이후 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에 한 비용도 평균 으로 볼 때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보육 시설 이용에 한 비용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소 비율은 고소득층이 0.5%로서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1>). 가정 내 보육사를 단독으

로 이용하는 것에 한 비용은 연간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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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비 지출

(수당․조세 

감면 이전)

수당
조세 

감면

보육비 지출

(수당․조세 

감면 이후)

월평균 

이용시간

시간당 비용

(수당․조세 

감면 이전)

(수당․조세 

감면 이후)

2002년
(2007년 유로)

인가된 보육사 437 156 43 238 171 2.6 1.4
시설 보육 282 0 35 247 171 1.6 1.4

비인가 보육사 340 0 0 340 182 1.9 1.9
가정내 보육 (단독) 1,016 0 223 793 179 5.7 4.4

합계 401 84 46 271 173 2.3 1.6
2007년 
(유로)

인가된 보육사 508 244 77 187 166 3.1 1.1
시설 보육 269 0 86 183 169 1.6 1.1

비인가 보육사 387 0 0 387 167 2.3 2.3
가정내 보육(단독) 1,203 131 437 635 187 6.4 3.4

합계 455 153 97 205 168 2.7 1.2
지출 변화율(%)
(2002~2007)

인가된 보육사 2.8 8.6 11.2 -4.3 -0.6 3.4 -3.7
시설 보육 -0.8 0.0 18.4 -5.4 -0.3 -0.5 -5.1

비인가 보육사 2.4 0.0 0.0 2.4 -1.7 4.2 4.2
가정내 보육(단독) 3.2 - 13.3 -4.0 0.9 2.3 -4.9

합계 2.4 11.6 14.9 -5.0 -0.5 2.8 -4.5
인가된 보육사1

소
비
수
준2

1,100유로 이하 2.2 6.3 >50 -10.1 -1.6 3.8 -8.6
1,100~1,700 유로 2.3 9.2 13.3 -8.1 -0.9 3.2 -7.3
1,700~2,300 유로 3.6 10.4 9.3 -4.0 -0.3 3.8 -3.7
2,300 유로 이상 3.6 2.0 9.8 3.0 0.2 3.4 2.8

시설 보육1

소
비
수
준2

1,100유로 이하 3.8 0.0 >50 -4.9 -0.5 4.3 -4.4
1,100~1,700 유로 -1.2 0.0 21.6 -6.8 0.8 -2.0 -7.5
1,700~2,300 유로 -2.7 0.0 11.4 -6.5 -0.7 -2.0 -5.8
2,300 유로 이상 0.0 0.0 10.3 -2.2 -1.7 1.8 -0.5

<표 3-21> 보육 정책 변화 이후 보육비 지출액 (2002~2007)

(단위: 유로, %)

주: 1. 2002년~2007년 보육료 지출 변화율

   2. 소비 1단위당 월평균 생활비

자료: DREES,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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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연도

소비 1단위 당 월 생활비 (유로)

합계1,100 

이하

1,100~ 

1,700

1,700~ 

2,300 

2,300 

이상

인가받은 

보육사

2002 2 15 31 30 13.5
2007 4 22 38 37 18

보육시설
2002 5 9 15 16 9
2007 5 12 19 17 11

인가받지 

않은 보육사

2002 1 2 2 3 1.5
2007 0 0.5 0.5 0.5 0.5

가정내 

보육사(단독)
2002 0 0 1 7 1
2007 0 0.5 0.5 5 1

가정내 2002 0 0 1.5 1 0.5

인가된 보육사에 한 이용은 2002~2007년 기간 동안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가받지 않은 보육사를 이용하는 비율이 감소

한 것도 조되는 모습이었다. 반 으로 볼 때 아보육수당, 조세 감

면 혜택은 부모들의 보육료 비용을 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

고 있다. 아 보육 수당은 매월 지불됨으로써 과거 삼개월에 한번씩 지

불되던 AFEAMA에 비해 재정 리에 더 효과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정책 개 은 자녀 보육에 한 보육료 비용 부담을 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고 되지 않는 부모의 취업 활동을 공식화하는데 기여하

고, 한 비용을 지불하는 공식 인 보육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

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 보육 서비스 이용 

역시 증가하 으나 증가율은 2%로서 인가된 보육사 이용율보다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가정내 보육사 이용율은 증가한 반면 

단독으로 이용하는 가정은 안정 인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3-22> 소득 수준별 보육 서비스 이용 비중(2002, 2007)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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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연도

소비 1단위 당 월 생활비 (유로)

합계1,100 

이하

1,100~ 

1,700

1,700~ 

2,300 

2,300 

이상

보육사(공동) 2007 0 0 1 8 1

조부모, 
친인척

2002 4 5 4 2 4

2007 1 7 6 5 4

기타   

(친구, 이웃)
2002 0 0 0.5 1 0.5
2007 1 0 0 0.5 0.5

부모
2002 88 69 45 40 70
2007 89 58 35 27 64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DREES,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2009

2. 프랑스 취업 부모의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11)

주  낮시간에 3세 미만 아동을 돌보기 하여 랑스 부모들은 다양

한 해결책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다. 아동들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머니 혹은 두 부모에 의해 모두 돌보아지기도 하고 다른 가족원에 의

해 돌 지기도 한다. 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돌보아지기도 하고 인가된 

보육사나 가정내 보육사에 의해 돌보아지기도 한다. 2~3세 아동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루 에 제한된 시간만 보

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07년 DREES에 의해 수행된 아 보육 실태 조사 (Enquête, 

Modes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 결과에 따르면 3세 

미만 아동의 63%가 주 에 주로 부모에 의해 돌보아 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모가 자녀를 직  돌보는 경우는 부모  한 사람이 근로를 하

지 않는 경우로서 주로 여성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 모두가 일하는 경우

11) 본 의 내용은 DREES(2011) "Travailler et garder son enfants en bas âge" études 
et résultats no.749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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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부모가 자녀의 주된 양육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분의 경우 

부모가 직장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 해당

한다. 

본 에서는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주  부분의 시간 

동안 부모가 자녀를 직  양육하는 부모의 특성에 해 분석한다. 자녀

를 직  돌보는 부모들은 부분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커  부모로

서 재구성된 가족도 포함한다. 한부모는 배우자 부재로 인해 아 자녀 

양육에 한 가정 내 분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랑스에서 부모  어도 한 사람이 일하는 않는 경우 자녀는 주로 

부모에 의해 돌보아 진다. DREES 조사의 분석 상 자녀 양육 시간은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오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시간(이하 "주  

낮 시간")이다. 이러한 주  낮 시간은 직업 활동을 하는 부모가 3세 미

만 자녀에 한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다. 각각의 아동에 

한 "주된 보육 방식"은 아동이 동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

낸 사람 혹은 기 을 의미한다. 

주  낮 시간 동안 커  부부와 함께 사는 3세 미만 아동의 거의 3

분의 2가 주로 부모에 의해 돌보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직  

자녀를 돌보는 사람들은 부모 이외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

와 비교하여 학력 수   소득 수 이 낮고 자녀 수가 더 많았으며 소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을 결정

함에 있어 주된 요인은 인구사회학  특성 보다 부모가 직면하고 있는 

근로 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쪽 부모  어도 한 명이 일하지 않

는 경우 10명  9명의 아동이 주로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모  어도 한 사람이 근로하지 않는 경우 부모 두 사람이 모

두 일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주  부분의 시간 동안 부모가 직  양육

하는 비 이 11배가 높게 나타났다. 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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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모  어도 한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경우의 95%가 엄마가 

일하지 않는 경우 다. 일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엄마의 35%가 육아 

휴직 에 있으면서 휴직 후에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7%가 모성 휴가 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일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엄마  22%는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었으며 36%만이 비경제활동인구 다. 비경제활동인구라 하더라도 항상 

시장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아니었다. 가정에서 자녀를 직  양육하

는 비 경제활동 여성의 3분의 2가 과거에 근로한 경험이 있었던 여성들

이었으며 먼 훗날 다시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부모  한 명이 시간제로 근로하는 경우 부모에 의해 직  양육되는 

비 이 50%로서 높게 나타났다(<표 3-23>). 부모  한명이 일하지 않

는 경우 부모에 의해 직  양육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둘 다 일하는 부모 에서도 주된 양육자가 부모라고 응답

한 비 은 36%로 높게 나타났다. 

일하는 사람이 자녀를 직  돌보기 해서는 우선 으로 주  근로시

간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두 부모 에서 어도 한 명이 시간제로 근로하는 경우 가능하

다. 이는 맞벌이 부부  한명이 시간제로 근로하는 경우 자녀를 직  

돌보는 비 이 50%로 높게 나타나는 것에서 보여지고 있다(<표 

3-23>). 두 부모가 모두 종일제로 일하는 경우에도 27%의 아동이 주 

 낮시간에 주로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가 

근로하는 시간의 길이도 부모가 자녀를 직  돌볼 수 있는 가능성에 

향을 미친다. 부모  어도 한 명이 반일제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부

모가 직  자녀를 양육하는 비 이 81%인 반면에 두 부모가 모두 반일

제 이상으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는 부모가 직  자녀를 양육하는 비

이 4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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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취업 활동 유형 부모 직접 양육 비중

부모 중 한명이 취업자가 아닌 경우 91

부모 모두 취업자인 경우 36

한명이 시간제로 근로하는 경우 50

반일 이하 근로 81

반일 ~ 종일 이하 근로 40

두명 모두 종일제로 근로하는 경우 27

계 62

<표 3-23> 프랑스 부모 취업 활동별 부모 직접 양육 비중

(단위: %)

주: 프랑스 도시지역, 커플 부모와 함께 사는 3세 미만 아동

자료: DREES,『Travailler et garder son enfants en bas âge』, 2011

일반 으로 볼 때 부모 둘 다 일하고 있는 경우 주로 부모에 의해 양

육되는 아동의 비 은 “주된 보육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주된 보육 시간을 포 으로 정의하는 경

우 부모가 직  돌보는 비 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면 오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주된 보육 시간으로 정의하는 경우 

맞벌이 부모가 직  자녀를 양육하는 비 은 27%로 나타났으나 주된 

보육 시간을 오  8시부터 오후 7시  최소 75%의 시간으로 보다 엄

격하게 정의하는 경우 부모가 직  양육하는 비 은 8%로 하락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를 직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의 취업 형태는 

주된 보육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든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엄마가 집안

에서 일하는 경우는 18~24%, 부부가 근로하는 시간에 차이가 나는 경

우는 66~73%, 그 외 경우는 9~16%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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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보육 시간 정의

맞벌이 

부부 직접 

자녀 양육 

맞벌이 부부 취업 형태

엄마 재택  

근무

부부의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음
기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27 18 73 9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3 17 69 13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1 18 66 16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최소 65% 시간
14 24 69 7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최소 75% 시간
8 24 66 9

부모 엄마 혼자 아빠 혼자 엄마 혹은 아빠

부부 모두 종일제 근로 69 40 12 17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시간제 근로 69 43 8 18

합계 69 42 10 17

<표 3-24> 주된 보육 시간 정의에 따른 맞벌이 부부 자녀 양육 비중

(단위: %)

주: 프랑스 도시지역, 맞벌이 커플 부모와 함께 사는 3세 미만 아동

자료: DREES,『Travailler et garder son enfants en bas âge』, 2011

맞벌이 부부가 직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오  8시부터 오후 7시까

지 주된 보육 시간 에 부모 함께 보내는 시간 비 은 69%로 나타났

는데 이  42%는 엄마 혼자, 17%는 엄마와 아빠 함께, 10%는 아빠 

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25>). 부모  어도 한사람이 시간제

로 일하는 경우 엄마 혼자서 자녀를 돌보는 비 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

모 모두 종일제로 일하는 경우 아버지가 혼자 돌보는 비 이 상 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주된 보육 시간 동안 맞벌이 부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비중 

(단위: %)

주: 프랑스 도시지역, 맞벌이 커플 부모와 함께 사는 3세 미만 아동

자료: DREES,『Travailler et garder son enfants en bas âge』, 2011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오  8시부터 오후 7시 시간 동안은 두 부부

가 모두 일하거나 부부  어도 한명이 일하는 않는 시간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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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부부 근로 시간의 차이는 두 명의 부부  한명이 자녀 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쪽 부모는 일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부모

가 주로 자녀를 돌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된 보육 시간 동안 근로

하는 시간 비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재택 근무하지 않으면

서 두 부부가 모두 종일제로 근로하는 가정에 있어 부모가 주된 자녀 

양육자가 아닌 경우 부부 모두 주된 근로 시간의 59% 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된 근로사간의 상당부분을 모두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주된 자녀 양육자인 경우에 두 부부가 모

두 주된 근로 시간에 함께 일하는 시간 비 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주된 보육 시간 에서 맞벌이 부부 모두 자녀를  돌

보지 못하는 시간은 이론 으로 볼 때 하루  평균 3시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주 에 자녀를 직  돌보는 맞벌이 부모들은 

서로 차이가 나는 근로 시간을 활용하여 한 사람은 일하고 다른 한 사

람은 자녀를 돌보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을 지 하고 있다.  

[그림 3-7] 맞벌이 종일제 부부의 자녀 양육 유형별 근로 시간 배분  

주: 프랑스 도시지역, 맞벌이 종일제 커플 부모로서 엄마가 재택 근무하지 않는 가정

자료: DREES,『Travailler et garder son enfants en bas â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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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노동 시간에서의 차이는 근로 조건과 자녀 양육의 필요성과 

련 있다. 부모들의 근로 시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표  근로 시간에 

약간 못 미치는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근로 시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 부모들은 동일한 근로 시간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다. 부모 모두 종

일제로 일하면서 엄마가 재택 근무하지 않는 아동의 45%가 근로 시간

에서 차이가 나는 부모를 가지고 있다. 

차이가 나는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과 비교

하여 특별한 근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별한 근로조건은 자

녀를 직  양육하는 부모의 특성에 잘 고안되어져 있다. 우선 근로시간

에 차이가 나는 부모들은 종일제로 근로하면서도 하루  주된 보육 시

간 체 동안 의무 으로 일하지 않는다. 종종 부부  어도 한 사람

은 일주일에 4일 혹은 그 이하로 일한다. 이러한 유연한 근로시간은 부

모들로 하여  같은 시간 동안 근로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종일

제 맞벌이 부부  서로 다른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부모 

 어도 한 사람이 주당 30 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사람들이다. 비정

기 인 시간에 근로하는 부모들도 상당수인데 근로시간, 근로일수가 주

마다 다양하며 매일 마다 일하는 시간도 다양하다. 번갈아가며 조를 짜

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서로 다른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 이지 않은 시

간에 근로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서로 다른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아동  36%가 어도 부모 한 명이 야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45%가 

어도 부모 한명이 주말에 근로하고 있다([그림 3-8]). 이러한 비율은 부

모가 서로 다른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  8%가 야간 근로

를 하고 16%가 주말 근로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높은 수 이다. 

하지만 공식 인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인 형

인 근로시간과 차이가 나는 비 형 인 근로시간은 주된 보육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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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벗어난 시간에 근로함으로써 비표 인 시간에 한 특별한 보육 

서비스 필요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비 형 인 시간에 근로하

는 주된 양육자 부모들은 조부모의 보육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림 3-8] 맞벌이 부부의 근로 행태

 주: 프랑스 도시지역, 맞벌이 종일제 커플 부모의 3세 미만 자녀로서 엄마가 재택 근무하지 않는 가정

자료: DREES,『Travailler et garder son enfants en bas âge』, 2011

맞벌이 종일제 부모로서 주된 양육자가 부모인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녁이나 밤 시간에 부모 이외의 다른 양육자가 돌보는 비 은 53%이

며 주말에 다른 양육자가 돌보는 비 은 24%이다. 이러한 비 은 아동

의 주된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각각 47%와 16%인 것에 비해 높

은 비 이다. 부모가 주된 양육자인 경우 조부모가 종종 녁 7시 이후 

혹은 오  8시 이  등 오 과 밤시간 혹은 주말에 자녀를 돌보고 있다. 

반면에 부모가 주된 양육자가 아닌 경우 밤과 낮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비 이 높다([그림 3-9], [그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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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저녁 혹은 밤 시간에 부모 이외 보육 서비스 이용 비중

 주: 프랑스 도시지역, 맞벌이 종일제 커플 부모를 가진 3세 미만 아동으로서 저녁 혹은 밤 시간에 부모 이외 다른 양

육자가 보육을 제공하는 경우임

자료: DREES,『Travailler et garder son enfants en bas âge』, 2011

[그림 3-10] 주말에 부모 이외 보육 서비스 이용 비중

  주: 프랑스 도시지역, 맞벌이 종일제 커플 부모를 가진 3세 미만 아동으로서 주말에 부모 이외 다른 양육자가 보육을 

제공하는 경우임

  자료: DREES,『Travailler et garder son enfants en bas â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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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로 다른 근로 시간을 갖고 있는 부모  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비 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부모  아버지가 고용자 혹은 노동자 계층은 59%로서 같

은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3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랑스에서 부부가 모두 근로 활동을 하면서도 자녀를 

직  양육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많은 부분 재택 근무와 부부 간의 

근로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직  자

녀를 돌보는 맞벌이 부부  18%가 엄마가 재택 근무를 하고 있으며 

73%가 서로 다른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부모이며, 9%가 이러한 카

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들이다. 엄마가 재택 근무를 하지 않고 부

부가 차이가 나는 근로 시간에 일하고 있지도 않은 경우에도 직  자녀 

양육이 가능한 이유는 소매상인, 제과 , 목장이, 아이 돌보미 등 부모들

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엄마의 인구사회학  특성이 부모의 직  자녀 돌 에 향을 미

치는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사회  문성과 학력의 특징

이 부모의 자녀 양육 유형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엄마의 

사회  문성과 학력은 부모의 자녀 직  양육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노동자 가정의 아동들은 엄마가 간부직에 있

는 가정의 아동들보다 부모에 의해 직  양육되는 경우가 많다. 반 로 

자녀수, 생활수 , 거주지의 도시화 정도는 부모가 자녀를 직  양육하는

데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마의 재택근무 

그리고 부모간의 차이가 나는 근로 시간이 부모가 직  자녀를 양육하는

데 상 으로 더 큰 향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종일제로 일하면서 주 에 주된 자녀 양육자가 부모인 사람들은 주

의 자녀 양육을 해 다른 보육 제공자의 도움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아동들의 32%가 인가 받은 보육사에 의해 돌보아 지고 있으며 2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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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주 양육자인 아동 부모 이외 주 양육자인 아동

부모 11 0

조부모 29 12

인가받은 보육사 38 51

어린이집 13 23

기타 8 13

합계 100 100

조부모나 친인척, 16%가 보육시설, 11%가 학교 혹은 다른 보육 방식에 

의해 돌보아지고 있다. 15%만이 으로 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 인 보육 서비스에 한 필요성은 특히 재택 근무

를 제외하고 두 부모가 모두 일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요청된다. 맞벌이 

부모로서 주된 양육자가 부모인 아동들의 경우 주 에 부모가 모두 일

하고 있는 동안 부수 인 보육 서비스로서 인가된 보육사 혹은 조부모

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조 인 양육자로서 조부모가 자

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 (29%)이 상 으로 높은데 이는 부모가 주된 

양육자가 아닌 경우 자녀를 인가 받은 보육사 혹은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 이 상 으로 높은 것과 조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표 

3-26>).

<표 3-26> 부모가 낮 시간 동안 모두 근로하고 있을 때 자녀 양육 제공자 비중

(단위: %)

주: 프랑스 도시지역, 맞벌이 종일제 커플 부모의 3세 미만 자녀로서 엄마가 재택 근무하지 않는 가정

자료: DREES,『Travailler et garder son enfants en bas â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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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지원 대상

1990년에 387만명에 달하던 0~5세 유아 인구는 1996년 423만명 

수 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 으로 하락하여 2008년 이래 재까지 약 

270만명 수 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4-1]). 이러한 0~5세 아수의 감

소에도 불구하고 보육 시설 혹은 유치원을 이용(이하 시설 서비스 이용 

아동)하는 체 아동 수는 지속 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90

년에 시설 서비스 이용 아동 수는 46만2천명 수 으로 체 0~5세 아

동의 약 12%에 불과하 으나 2011년 재 시설 이용 아동수는 133만

명으로 약 28배 증가하 으며 시설 이용 아동 비 도 2011년 68%에 

달하고 있다([그림 4-2]). 

이러한 시설 이동 아동수의 증가는 3~5세 유치원 이용 아동보다는 보

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치원 아동수는 

1995년 이래 2011년 재까지 약 53~56만명 수 을 유지하고 있어 별

다른 변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보육 시설 이용 아동수는 

1990년 4만 8천명에서 2000년 68만 6천명 그리고 2011년 133만 3천

명에 달하는 숫자로 격하게 증가하 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 시설 이

용 아동 수는 3세 이상 유아 보다는 0~2세 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세 이상 보육 시설 이용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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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1년 약 56만 6천명에서 2011년 59만 2천명 수 으로 별다른 증

가를 보이지 않았으나 0~2세 아 시설 이용 아동수는 2001년 약 16만 

9천 명에 불과하던 수 에서 2011년 약 739천명 수 으로 4배 이상의 

증가를 보 다. 2000년  반만 하더라도 3세 이상 보육 시설 이용 유

아 수의 반에도 못 미치던 0~2세 보육시설 이용 아 수가 2009년도

에 이르러 3세 이상 유아 수와 비슷한 수 으로 상승하고 이후 역 되

어 아 보육시설 이용수가 유아 보육 시설 이용수보다 더 많게 되었다. 

유치원 원아 수의 추이 변화를 보면 최근 6년간 유치원 원아 수는 

체 으로 차 어드는 하강곡선을 보이다 2010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9년 12월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정책의 실

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 전체 0~5세 아동 및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아동수 (1990~2011)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연도,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통계 각연도, 통계청 추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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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연령별 보육 시설 이용 아동수 추이 (2001~2011)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연도

체 시설 이용율을 0~2세 아와 3~5세 유아로 구분하여 연도별 변

화 추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2001년 0~2세와 3~5세 시설 이용율

은 각각 9.4%와 28.2%에 불과한 수 이었으나 2007년도에 각각 

30.6%와 79.4%로 OECD 국가 평균 수 으로 상승하 다. 이후 이용

율은 더욱 증가하여 2011년 재 아 시설 이용율은 54.1%, 유아 시

설 이용율은 82%로서 유아 보육․교육 서비스가 발달한 북구 유럽 

국가에 가까운 수 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그림 4-3])12). 

12) 2008년 재 OECD 주요 국가의 0~2세  3~5세 시설 이용율 황은 랑스(42%, 
99.9%), 스웨덴(46.7%, 91.1%), 노르웨이(51.3%, 94.5%), 덴마크(65.7%, 91.5%) 
수 을 보이고 있다. OECD(2012). http://www.oecd.org/에서 2012년 10월 18일에 

인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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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국내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시설 이용율 변화 추이 (2001~2011)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통계 각 연도,

[그림 4-4] OECD 국가의 0~2세 영아 보육 시설 이용율 (20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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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OECD 국가의 3~5세 유아 보육시설 혹은 유치원 이용율 (20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2

이러한 유아의 보육 시설 이용율의 격한 증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은 체 보육 시설 이용 아동 에서 국공립 보육 시설을 이용하

는 아동의 비 이 감소하 다는 사실이다. 1990년에 국공립 보육 시설

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 이 체 보육 시설 이용 유아  55%를 차

지하 으나 2000년에 들어와서는 39%로 감소하고 2011년에는 21%로 

더욱 하락하 다. 이러한 사실은 상 으로 민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증가하 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민간 보육 시설 이용의 증가

는 0~2세 아에게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0~2세 아동  

국공립․법인․부모 동․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 은 2001

년 33.0%에서 2011년 14.0%로 하락하 다. 반면에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 비 은 2001년 18.2%에서 2011년 40.4%로 상

승하 다.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 비 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2001년 48.8%에서 2011년 45.7%로 일정 수 을 유지하고 

있다(<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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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상 아동은 0~2세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국공립․법인․부모

동․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 은 2001년 38.2%에서 2011

년 29.5%로 0~2세와 마찬가지로 하락하 으나 그 하락 폭은 아에 비

해 크지 않다.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 이상 유아 비 은 상당 수

 하락하여 2001년 8.0%에서 2011년 1.6%로 하락하 다. 반면에 민

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수는 2001년 53.7%에서 2011년 68.9% 

수 으로 증가하 다(<표 4-1>).

민간 시설 이용 아동 비 이 공공시설 이용 아동 비  보다 더 높은 

것은 유치원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고 있다. 2010년 재 유치원의 총 

원아 수 538,587명  국공립 원아수는 126,577명, 사립 원아수는 

412,010명로서 사립 원아수가 76.5%로 체 유치원 이용 아동  4분

의 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6] 시설 유형별 보육 시설 이용 아동 수 추이 (1990~2011)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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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2세

공공 33.0 25.3 23.9 21.8 20.6 19.1 17.1 18.1 14.4 14.5 14.0 

민간 48.8 51.4 51.8 51.6 50.3 48.8 46.3 44.1 46.4 46.3 45.7 

가정 18.2 23.3 24.2 26.7 29.1 32.1 36.6 37.8 39.2 39.2 40.4 

3세 

이상

공공 38.2 33.9 31.9 29.6 27.6 26.7 26.7 28.5 28.8 29.6 29.5 

민간 53.7 58.8 60.7 63.0 66.5 68.1 69.5 69.6 68.8 68.3 68.9 

가정 8.0 7.2 7.4 7.4 6.0 5.2 3.8 1.9 2.4 2.1 1.6 

<표 4-1> 아동 연령별 보육 시설 이용 유형별 비중 (2001~2011)

(단위: %)

주: 공공보육시설에는 국공립, 법인,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연도

제2절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급여 현황

정부의 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한 지원은 크게 수요자 지원과 

공 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수요자 지원은 부분 보육 서비스 이용비용

에 한 지원이며 2009년 7월부터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

 키우는 경우에 지 하는 양육 수당도 포함된다. 공 자 지원은 보육 

시설 운 에 한 지원으로서 인건비에 한 지원이 부분을 차지한다. 

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여는 부분 수요자에게 지 되는 지원에 

해당되므로 본 에서는 수요자를 상으로 하는 보육 서비스 지원을 

심으로 정리한다. 

1999년부터 법정 소득층을 상으로 하 던 시설 보육료 지원은 이

후 차 상 범 를 확 하여 2011년 체 0~5세 유아 소득 하  

70%까지 상 범 를 확 하 으며 2012년에는 0~2세 체 아에 

해 보육료 액 지원을 하게 되었다. 2013년 3~5세 유아에 해 리

과정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한 정부 지원은 

체 0~5세 유아로 확 되어 명실공히 보편 인 보육료 지원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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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4 2005 2006 2007 2009 2011 2012

만 

0~1세

법정 저소득층

  법정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전체
만 

1~2세

만 

3~4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만 5세

법정 저소득층 

+ 
기타 저소득층

(만0~4세 

보육료 지원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8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90%(도시)
100%(농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전체

<표 4-2> 시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추이 (1999~2012)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사업 안내

보육 시설 이용에 한 보육료 지원은 종일제를 기 으로 2012년 

재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3세 197천원, 4세 177천

원, 5세 2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표 4-3>). 사립 유치원 교육비에 

한 지원도 보육 시설과 동일한 수 으로 지원되고 있어 3세 197천원, 4

세 177천원, 5세 2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표 4-4>). 

이러한 보육․교육비 지원은 아동이 실제로 이용하는 보육 시간을 고

려하지 않고 종일제를 기 으로 획일 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로 종일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동에 해서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일 인 보육료 지원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을 야기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이 보편 으로 확 되기 이 에는 소득 수 별로 보육료

를 차등지원하고 맞벌이 가족,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정 등 보육에 

한 필요가 높은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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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득수준 국공립 사립

만5세아 전체 200,000

만4세아 소득하위 70% 이하 59,000 177,000

만3세아 소득하위 70% 이하 59,000 197,000

종일반 비 소득하위 70% 이하 30,000 50,000

그러나 체 유아를 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미흡해 졌다. 이러한 보편  보육료 지원은 보

육료 지원 정책이 반 인 사회 지원 정책으로서 체 자녀 양육 가정

의 수직  그리고 수평  형평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4-3> 2012년도 보육 시설 월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연령
월 보육료 지원 단가

종일 야간 24시

0세 394,000 394,000 591,000

1세 347,000 347,000 520,500

2세 286,000 286,000 429,000

3세 197,000 197,000 295,500

4세 177,000 177,000 265,500

5세 200,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2012

<표 4-4> 2012년도 유치원 월 교육비 지원 단가 

(단위: 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2012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보육 시설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층 아를 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하 다. 만 0~1세 

차상  소득층 이하 자녀에 해 월 10만원 지원하던 양육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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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세로 확 되었으며 여액수도 만 0세 월 20만원, 만1세 월 

15만원, 만2세 월 10만원으로 확 되었다(<표 4-5>). 2013년부터 이러

한 양육 수당을 “양육 보조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득 하  70% 가

정에게 지원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표 4-5> 보육 시설 미이용 양육 수당 대상 및 급여 확대 추이 

연도 지원 연령 지원 대상 지원액

2009년 

7월 

~2010년

만0~1세
- 차상위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월10만원

2011년 만0~2세
- 차상위 저소득층:   
  월가구소득(4인기준) 173만원이하

- 만0세 (월20만원)
- 만1세 (월15만원)
- 만2세 (월10만원)

2012년

만0~2세

(장애아동: 
만0~5세)

- 차상위 저소득층:   
  월가구소득(4인기준) 180만원이하

- 농어촌 아동: 농지5만m2, 농어업 외 

소득 연간 4천만원 미만(1자녀기준)
- 장애 아동: 소득 무관

- 차상위 이하: 
  만0세(월 20만원),  
  만1세(월15만원), 
  만2세(월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별보육료지원단가의 45%
-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0~2세(월20만원), 
  만3세~취학전 

만5세(월1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시설 보육 서비스 이외 여성 가족부가 지원하

는 개인 보육사 제도로서 아이 돌  서비스가 있다. 아이 돌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

아가 돌  서비스 제공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 2012). 돌보미의 주

요 활동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 , 놀이 활동, 비물 보조, 식사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지도, 안 ·신변보호 처

리, 입학 시기 는 단기 방학 동안 돌보아 주기 등이다.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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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영아 종일제

지원기준

(4인가구

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가형
(50%)

나형
(50~70%)

다형
(70~100%)

라형
(초과)

가형
(40%)

나형
(40~50%)

다형
(50~60%)

라형
(초과)

2,194천원 3,071천원 4,387천원 215만원 293만원 376만원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월 100만원(200시간 기준)

정부지원 4천원 2천원 1천원 0원 7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본인부담 1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할 수 있는 상은 취업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증 장애아를 포함한 아동 

2명 이상 양육 가정, 장애부모 가정, 양육자의 장기입원 질병, 그 외 가

정  양육자의 취업 비 등 긴 ·일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다. 

아이돌  서비스는 시간제 돌  서비스와 아 종일제 돌  서비스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시간제 돌  서비스는 3개월~만12세 자녀

를 양육하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을 상으로 한다. 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로 아이돌보미를 견하여 소득수 에 따라 이용비용을 차

등 으로 지원한다. 아 종일제 돌  서비스는 생후 3개월 ~ 12개월의 

아를 상으로 월 120~200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도 아

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 단가는 <표 4-6>과 같다.

<표 4-6> 201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단가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안내』, 2012

한편 2012년부터 만 5세 유아교육 보육 통합과정인 “ 리과정”이 추

진되기 시작하 다13). 리 과정 제도의 도입 의의는 첫째, 만5세아 보

육·교육에 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득하  70%에게만 지

13) 보건복지부(2011).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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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던 보육료를 만5세아 체로 확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

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

력을 기르도록 한다. 둘째, 보육․교육 비용 부담 경감으로서 어린이집

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해 보육비·유치원비 지원을 순

차 으로 늘려 경제  부담 경감한다. 

만 5세 리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아에 한 

유아 공통과정( 로그램)을 도입한다. 만5세 공통과정은 만3~4세와 분리

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하여 

용한다. 교과 주의 인지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 인 연

계성을 확보한다. 둘째, 지원 상을 만 5세아 체로 확 하고 지원단가

를 연차 으로 인상한다.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를 상으로 어린

이집 보육비와 유치원비 확  지원한다. 과거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소득 하  70%의 가정에 해 지원하던 것을 만5세아 모두에

게 확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 수 은 2011년 월17

만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에 있다. 2012년부터는 어린이

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만 5세아 보육료·유아학비를 지방교육

재정교부 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만 5세 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 으로 경감될 것이 기 되고 있다. 만5

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용  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

(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 을 통해 한층 내실화

된 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과정은 2013년도

부터 만3~4세 까지 확 될 정에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2년 9월 실수요자 심으로 보육지원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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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으로 개편하는 계획안을 발표하 다. 동 발표 안에서는 가정 양육 활

성화를 해 양육 수당 제도를 확  개편하고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한 실

수요자 심의 맞춤형 보육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 다14). 개편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 수당 제도를 확  개편하여 

양육 보조 이라는 새로운 명칭 하에 0~2세를 상으로 시설 이용 여부

와 계없이 지원하며, 3~5세를 상으로는 시설 미이용시 소득 하  

70%까지 지원한다. 양육 보조  여 수 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

세~5세 10만원을 지 하는 것으로 하 다. 양육 보조 을 지원받은 부모

는 시설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 보조 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하여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재 양육 수당 지원 상이 아닌 

3~5세에 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보조  10만원을 지

원한다. 이는 3~5세의 경우라도 시설 보육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조부

모 등 가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도서․벽지 등 이용 가능한 시

설이 부족하여 시설 보육이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하기 해서이다.

둘째, 0~2세 보육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종일제와 반일제로 구분하여 

실수요에 따라 이용 시간을 차등지원 한다. 종일제는 맞벌이와 취약 계

층 등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상으로 지원하고 반

일제는 업 주부 등 종일제 보육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상에게 

지원한다. 다만 업 주부라 하더라도 직업 훈련, 학생, 보호자 부 성

(출산, 질병 등), 돌  필요 가족이 있는 경우 등에 해서는 종일제 보

육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지원을 통한 부모의 선택권을 제고하여 가정 양육을 원하

는 경우 양육 보조 에 해당하는 을 지원하고 시설 보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 보조 과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설 이용을 하도록 하 다. 소

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9. 25) “내년부터 실수요자 심으로 보육지원체계 면 개

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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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수 에 따라 비용을 차등화하여 양육 보조 을 못 받는 상  30%에

게는 시설 이용시 양육 보조 만큼의 부모 부담이 발생하도록 하 다. 

정규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 연장 보육서

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되 이용비용에 해서 부모부담

을 일부 용하여 시설의 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보육 지원 체계 개편안의 핵심 정책 과제와 체계도는 [그림 4-7]과 [그림 

4-8]과 같다. 

[그림 4-7] 2013년 영유아 보육 정책의 핵심 과제

비전  아동이 주인공인 보육․양육환경 조성

정책

목표

◆ 0~2세 가정양육 지원 강화

◆ 3~5세 누리 과정을 통한 조기 인성교육 강화

추진

원칙

아동의 성장단계별 

최적의 보육서비스

가구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합리적 재원배분

주요

개선

과제

 ▯ 영아(0~2세)는   

가정양육 활성화

▪ 양육수당 확대 

개편(시설 이용 

무관 현금지원) 

▪ 일시보육 서비스 

도입

 ▯ 실수요에 따른 

이용 다양화

▪ 맞벌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종일반 

지원

▪ 전업주부 등 

반일반 지원

 ▯ 소득계층에 따른 

비용 차등화

▪ 상위 30% 일부 

본인부담

▪ 상위 30% 

양육수당 未지원

 ▯ 유아(3~5세)는 

시설 이용 유도

▪ 누리과정 全 계층 

지원

 ▯ 시설이용 곤란시  

지원 등

▪ 3~5세 시설 

未이용시 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의 

책임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9. 25)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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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2013년 영유아 보육 정책의 체계도

현재 개편(안) 

< 0-2세 > 

시간연장

(종일제 바우처)

( 보육료 

= 바우처+ 
기본보육료 )

기본보육료

(시설지급) 양육

수당
未 

지원

100% 차상 100%

시설

이용

가정

양육 

< 0-2세 >

시간연장

시간연장맞벌이 

(종일제 

바우처)

( 보육료 = 
바우처+ 

양육보조금 )

전업주부

(반일제 

바우처)
일시보육

양육

보조금

未

지

원

양육

보조금

未

지

원

양육

보조금

未

지

원
70% 100% 70% 100%   70% 100%

시설이용 
가정 

양육

< 3-5세 >

5세

누리

과정

3-4세

누리

과정

未 

지원
未 지원

  100% 70%  100%

시설

이용

가정

양육 

< 3-5세 >

5세

누리

과정

3-4세

누리

과정

양육

보조금

  100% 100% 70% 100%

시설

이용

가정

양육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9. 25) “내년부터 실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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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설립 주체별로 크게 국공립어린

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부모 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황은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 ( 탁 운  포

함)하는 시설 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이다. 상시 유아 11

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유아보육법상의 설치 기 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 국가  지방자체단체장이 인가 차 없이 직  설치

하되 어린이집 수  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 계획을 사 에 수립하여야 

한다. 배치기 으로서 소득층 집지역  농어  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 하는 어린이집이며,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 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 하는 어린이집이다. 민간어

린이집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가정․부모 동 어

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이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

집, 민간어린이집은 규모  명칭, 설치 기   차, 그리고 배치기

에 있어 동일한 기 이 용되고 있다. 유아보육법상의 설치 기 을 

모두 갖추어 상시 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야 하며 할 시장․군수 는 구청장에게 사 에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역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의 공  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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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하여 단독 는 공동

으로 사업장 내 는 그에 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 주택 등 사업장 근

로자 집 거주지역에 설치․운 하는 어린이집이다. 국가 는 지방 자

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하여 설치․운 하는 어린이집도 포함한

다. 직장 어린이집은 보육 정원의 1/3이상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

업장의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장 어린이집은 

유아보육법상의 설치 기 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상시 유아 5명 이

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어야 한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

상 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 사업자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

치․운 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 하여야 한다. 2011년 

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824개소이다. 체 의무 사업장  

68.1%인 561개소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설치는 37.4%

인 308개 사업장이고 그 이외는 보육수당이나 민간어린이집에 탁하는 

형태로 신하고 있다. 국가기   지자체는 97.3%, 학교는 76.7%가 

의무 이행 에 있는 반면, 기업은 57.5%만이 의무를 실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는 국가기 이 82.0%로 가장 높고, 자자체가 55.8%이며, 

학교와 기업은 30% 수 이다.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는 그에 하는 곳에 설치․운 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 을 모두 갖추어 상시 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어야 한다. 할 시장․군수 는 

구청장에게 사 에 인가를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라 가정 어린이집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므로 임  아

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는 소재지 할 지자체의 인가를 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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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가정 어린이

집으로 인가 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는 이에 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역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공  

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도록 한다. 

부모 동어린이집은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

하는 어린이집이다. 상시 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어야 하며 할 시장․군수 는 구청장에게 사 에 인가 신청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보육 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

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아․장애아 담어린이집, 공공

기  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운 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국가에

서 교직원 인건비를 지 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 받고 있으

며 공공 기 으로서 수해야 할 규제와 회계 감독이 용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공공성이 있

는 어린이집”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부모 동어린이집도 부모조합이 운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 

한편 민간․가정 어린이집 에서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

집은 보육하는 아동수에 따라 기본보육료를 지원받는다. 한 공공형 어

린이집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육 아동수에 따라 일정액의 지원 을 받는

다(<표 4-7>). 그러나 시설 운   리 감독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다

고 앞서 지 한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동일한 수 의 규제가 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 보육료 혹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모두 민간 보육시설로서 간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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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 보육료 지원액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액수 (2012)

(단위: 원)

기본 보육료 (아동 1인당 지원액수)

0세 361,000

1세 174,000

2세 115,00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월 지원액)

20인 이하 960,000

21~49인 2,480,000

50~76인 4,400,000

77~97인 5,600,000

88인 이상 8,240,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2012

이러한 구분에 따라 공공 인 성격이 강한 국공립․법인․부모 동․

직장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수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면 아

래와 같다. 1990년 이후 총 보육 시설 수는 1,919 개소에서 2000년 

19,276 개소로 약 10배 이상 증가하 으며 2011년 재 총 39,842개

소로 1990년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증가하 다. 국공립․법인․부모

동․직장 어린이집 수는 1990년 380개소에서 2000년 3,509 개소로 

3,129개소 증가한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수는 1990년 1,539 개소

에서 2000년 15,767 개소로 15,614 개소 증가하 다. 이러한 보육 시

설 수 증가에 있어서의 차이는 2000년 이후에 더욱 심화되어 국공립․

법인․부모 동․직장 어린이집 수는 2000년 3,509개소에서 2011년 

4,116 개소로 607 개소 증가에 머무른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수는 

2000년 15,767 개소에서 2011년 35,726 개소로 무려 19,959 개소가 

증가하 다([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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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법인․부모 동․직장 어린이집 시설 수 증가의 상 인 

조는 2005년도부터 이루어진 국공립 신축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신축된 국공립 보육시설은 400개소 으나 이후 신축된 국공

립 보육시설 수는 속하게 검소하여 2006~2007년도에 약 110개소, 

2008~2009년도에는 반 수 으로 하락한 약 50 개소, 그리고 2010년

과 2011년에 들어와서 신설된 국공립 보육시설은 각각 10개소와 16개

소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4-8>). 

민간․가정 어린이집 개소수의 격한 증가는 체 보육 시설에서 공

공성을 지닌 어린이집의 비  감소를 래하 다. 1990년 까지만 하더

라도 체 보육 시설에서 약 20%를 차지하던 국공립․법인․부모

동․직장 어린이집은 2011년에 들어와서 약 10%로 하락하게 되었다

([그림 4-10]). 

[그림 4-9] 유형별 보육 시설 수의 증가 추이 (1990~2011)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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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유형별 보육 시설 비중의 증가 추이 (1990~2011)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연도

<표 4-8> 신축된 국공립 보육 시설 수 추이 (2005~2011)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공립 신축
예산 38,280 19,800 20,216 9,910 10,948 1,982 2,706

개소수 400 110 112 50 46 10 16

리모델링
예산 - - 4,925 950 1,050 475 615

개소수 - - - - 45 19 25

장애아전담 

신축

예산 3,445 2,599 2,166 714 476 238 475

개소수 30 12 10 3 2 1 2

자료: 서문희, 최윤경, 김문정,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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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공립 보육 시설 증가의 조한 수 은 취약지역 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과 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소득층 집지역, 농산어  보육시설 공 율이 낮은 지역과 취약지역

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으로 설치할 것을 제시하 다. 이러한 국공

립 보육 시설 설치를 하여 아동수, 근성, 소득층 비율  보육시

설 공  황 등을 고려한 종합 인 분석을 토 로 우선 설치 필요지역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을 해 민간시설 매

입, 폐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 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 의무설치, 보육시

설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서문희 외, 

2011)

정부는 한 농어 에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유아 숫자가 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기존 공공·복지시설

을 활용하여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학교,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마을회  등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며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우선지원 

이외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할 것을 계획한 바 있다. 한 이동 

놀이버스, 이동 어린이집 등 설치비 이외 지속 인 사업비  운 비 부

담에 한 합리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1). 

반 인 보육시설의 물리  환경 특성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개

인과 가정보육시설의 건물 소유형태는 자가 52.2%, 세 17.8%, 월세

24.2%이다. 평가 인증 통과 보육시설은 2012년 9월 30일 재 34,327

개소로 체 보육시설 39.842개소  86.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가인증과 련하여 2009년 통과비율은 8월 체 보육시설 14,031개

소  41.9%인 것에 비해 44.3%가 증가하 다(한국보육진흥원, 2010). 

하지만, 재정지원과의 연계 부재로 서비스 질  수  제고 담보 역할이 

부족하여 평가 의무화로의 환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야간보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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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 수는 2010년 재 3.0%이고 휴일, 24시간을 

포함한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률은 3.3% 수 이다. 야간보육은 2009년 

2%에서 3% 수 으로 30% 이상이 증가한 수 이다(서문희 외, 2011)

보육시설의 인  환경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보육인력은 2011년 12월  

31일 재 보육교사 180,247명, 원장 39,546명, 특수교사 1,341명, 치

료사 550명, 양사 706명, 간호(조무)사 891명, 사무원 934명, 취사부 

17,457명, 기타 6,963명으로 총 248,638명이다.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

교사 1 이 82,649명으로 략 반 가까이 되며(보건복지부, 2011), 

학력은 2009년을 기 으로 고졸 17.4%, 학졸(3년제 이하) 50.7%, 

학교졸(4년제 이상) 25.4%, 학원 재학 1.2%, 학원 졸 1.4%로 학

졸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0). 

보육교사의 80.5%가 임용기간이 2년 4개월 이하이다. 보육교사 수 비 

월 수당 지  교사 비율은 22.4%로 2009년 18.2%에서 증가하 고, 보

육교사 수 비 체교사 비율은 2.6%로 2009년 2.9%보다 낮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11). 

보육 인력의 문성을 제고하기 하여 자격  양성·보수교육 체계

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한 교과목  이수학  상향 조정, 보

육실습기  기  강화, 보육교사 양성기 에 한 평가제도를 도입하

다. 한 보수교육 활성화를 한 보수교육을 자격과 연계하여 리하는 

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수교육 기 에 한 기  강화하 다. 

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해 도입한 평가인증제도는 2003년에 어린이

집 평가인증제 모형을 개발하고, 2004년 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  

근거를 마련하 으며, 2005년도 시범운  등을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 다. 2009년까지 1주기를 마치고 2010년부터는 2주기

가 시작되었으며, 평가지표의 축소, 달성도 높은 항목 통합, 항목신설 등

의 변경을 추진하 고, 법  기본사항(설치기 , 종사자의 배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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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추가, 인증의 객 성  기  수 강화, 각 지역의 사 조력 인

라를 통해 인증어린이집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  제도를 도입

하 다. 평가인증결과는 총   역별 수가 기  수를 통과한 경

우는 인증, 그 지 못하면 인증유보로 결정된다. 평가 인증 제도의 실효

성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질  수  향상을 유도하기 하여 평가인증 

지표의 고도화를 비롯하여 평가인증 참여자격 완화, 평가인증 취소사유 

합리화 등 운 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한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를 한 법  근거를 마련하기 해 유아보육법 개정 추진하고 있다. 

제4절 영유아 보육 정책 재정 현황

2000년 약 1,460억원에 달하던 복지부 보육 사업 총 산은 이후 보

육료 지원 상의 확 와 더불어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2년 재 3조 

286억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보육 사업 총 산의 증가는 보건복지

부 산에서 차지하는 비 의 증가를 가져와 2000년 체 복지부 산

에서 3% 미만에 달하던 보육 사업 산 비 이 2012년 13.7% 수 으

로 증가하 다(<표 4-9>). 

2012년도 복지부 유아 보육 사업 황을 보면 체 3조 286억원  

 약 79%에 해당하는 산이 수요자 지원에 해당하는 “ 유아 보육

료”에 지출되고 있다. 2012년까지 양육 수당 상자는 차상  이하 소

득 계층의 0~2세 자녀만을 상으로 하고 있어 산 지출액도 1천 26

억 수 으로 체 보육 산  약 3.4%의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련된 정부지원시설에 한 운 비 지원과 보

육 인 라  리에 한 지원도 각각 약 14.0%와 3.7% 수 을 보이

고 있다(<표 4-10>).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의 보육 지원이 부분 수요자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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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사업총예산 보건복지부예산 정부예산

복지부 예산 중 

보육사업 예산  

비중

2000 145,959 5,310,021  88,736,307  2.75 

2001 170,563 7,458,139  99,180,065  2.29 

2002 210,279 7,749,477  109,629,790  2.71 

2003 299,939 8,502,212  118,132,320  3.53 

2004 403,798 9,232,154  120,139,368  4.37 

2005 600,091 8,906,745  135,215,587  6.74 

2006 791,008 9,706,335  146,962,504  8.15 

2007 1,043,474  11,529,241  156,717,719  9.05 

2008 1,417,780  16,021,279  179,553,700  8.85 

2009 1,710,430  19,451,104  203,549,740  8.79 

2010 2,127,509  19,533,546  201,283,456  10.89 

2011 2,478,380  20,736,845  209,930,268  11.95 

2012 3,028,567  22,181,475  223,138,378  13.65 

치 되어 있고 공 자에 한 지원은 상 으로 미약하다는 사실을 보

여 다. 이는 우리나라 보육 서비스의 공  구조가 민간 시설이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민간 시설이 시장의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정부의 보육 지원은 주로 수요자 심의 지원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 자의 도덕  해이와 수요자의 불필요

한 서비스 이용 등 시장 왜곡 행태가 나타날 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앞서 3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표 4-9> 보육사업 총 예산, 보건복지부 예산, 정부 예산 추이 (2000~2012)

(단위: 백만원,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결혼․출산․육아 지원 사업군 심층 평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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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예산액

(비중)
사업 내용

영유아보육료1) 23,913
(78.96)

- 0~4세 보육료 지원

- 5세 보육료 지원2)

- 장애아, 다문화, 맞벌이. 시간연장, 농어업인 보육료 지원

-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 보육료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4,232

(13.97)

- 국공립․법인 및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 지원

- 방과후교사․시간연장형교사․장애아동통합교사․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119
(0.39)

-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 기존 시설에 대한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 

어린이집지원
782

(2.58) -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공공형 어린이집 등 지원

보육인프라구축
214

(0.71)

-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보육사업관리, 
중앙․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교원 자격 관리 및 보수 

교육, 보육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026
(3.39)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

합계
30,286
(100)

<표 4-10>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 항목별 현황 (2012)

(단위: 억원, %)

주: 1.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에 대한 “기본보육료지원” 포함. 기본보육료 1인당 지원 단가는 361,000원(0세), 174,000원(1세), 115,000원(2
세), 반별 최대지급인원수는 3명(0세반, 0~1세반), 5명(1세반, 1~2세반), 7명(2세반, 2~3세반)

   2. 2012년 3월 만5세 보육료롤 지방교육재정교부급에서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2012년 1~2월 2개

월 분만 반영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정부의 보육 서비스에 한 지출은 앙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산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소

 유아 보육 련 사업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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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대상 수행방식 국고 보조 비율

영유아보육료지원 부모지원 국고보조
서울: 10~30%
지방: 40~60%

보육돌봄서비스 시설지원 국고보조
서울: 10~30%
지방: 40~60%

어린이집기능보강 시설지원 국고보조 전국 50%

어린이집지원 시설지원 국고보조
서울: 10~30%
지방: 40~60%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지원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48%

한국보육진흥원:  100%

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고 보조사업은 유아 보육 사업  “ 유아 보

육료 지원,” “보육돌 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 (<표 

4-11>).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제9조  제 10조에 근

거하여 동 국고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와 재

정 자주도를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게는 40%에서 많게는 90%까지의 응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

다(<표 4-11>) (국회 산정책처, 2012). 이러한 보육료 지원 정책의 지

방비 부담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0~2세 체 아동을 상으로 보육료 

지원 확 하 을 때 격한 보육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일부 지자체가 지

방비 산 지원에 있어 어려움을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다. 

<표 4-11>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업별 국고 및 지방비 비율 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2012

국회 산정책처(2012)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유아교육에 한 재정 

지원 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소 의 유아교육 사

업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수행되며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

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 으로 충당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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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재정 지원 로그램에 포함되는 단  사업 “지방교육재정교

부 ”으로 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등의 운 과 련된 재원

을 국 16개시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 은 「지방교육재정교부 법」에 근거하여 종류와 

재원이 정해져 있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 수 의

 교부 을 책정하기 하여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교육청이 교육

과학기술부에 교부  산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

정교부 법」제 12조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보통교부  운

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로 한 수 의 지방교육재정교부 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 의 규모는 당해 연도의 내국세  교육세 등에 따

라 정률 으로 정해지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

을 반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 을 배정받기 하여 각 역지방자치단

체의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다. 교육 과학 기술부는 국회에 교부  배분의 기 , 내역, 액  운  

사항에 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

부 의 결산  지방교육재정교부 을 투입한 사업의 성과 리와 련

해서는 개별 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5세 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같은해 3월부터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에게도 보건복지부 재정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성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 으로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가 지

원되도록 재정의 조달 방식이 변화되었다. 2013년부터 「만 3~4세 리

과정」이 도입되는 경우 역시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 의 일부로 지

원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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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방향성

과거 소득 취약 계층 자녀를 심으로 지원하던 유아 보육 서비

스는 우리 사회에 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두되자 자녀 양육에 한 

부담 감면의 목 으로 차 그 상을 확 하여 왔다. 2012년부터 체 

0~2세를 상으로 보편 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부터는 3~5세를 상으로 리 과정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체 0~5세 유아를 상으로 확 될 계획

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설 보육료 지원 상 확 는 국내 심각한 출산 문

제에 응하기 하여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에 한 부담을 

감면하여 출산율을 제고시키려는 목 에서 이루어진 바가 크다. 본 보고

서에서는 출산․고령사회에 응하여 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을 

“보육·교육의 기능”, 국가·가정·사회 간의 한 “자녀 양육 역할 분담”, 

그리고 “사회 정책으로서의 보육 정책”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토

로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은 부모가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자녀를 직  돌 볼 수 없

을 때 국가나 사회가 제3자로서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을 신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특별한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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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모의 취업, 낮은 소득, 장애 부모, 한부모 등의 이유가 해당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직  돌볼 수 없는 문제들에 해서 국가는 사회

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사회  험으로 간주하고 이에 한 응으

로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한 자녀 양육 부담 감면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한 부담 감면 정책

과 자녀 “돌 ”에 한 부담 경감 정책은 구분하여 근할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에 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한 정책은 경제 인 지원 측면

에서 보편 인 아동 수당 등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

다. 자녀 “돌 ”에 한 지원은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를 상

으로 지원해 주는 보육 서비스나, 취업 부모가 직장 생활을 멈추고 자녀

를 돌 볼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육아 휴직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자녀 양육과 돌 에 한 지원은 아동 

수당 등 경제  부담 감면 측면에서의  지원, 보육과 같은 서비스 

지원, 육아 휴직 등 자녀 돌 을 한 시간 지원 차원에서 조화롭게 추

진되어야 한다. 자녀 양육에 한 부담 감면은 재의 보육 서비스 심

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과 자녀 돌  휴가 지원 차원에서 폭넓게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국가·가정·사회 간의 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에 한 부담이 이제

는 신사회  험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녀 돌 에 한 역할을 국가·가

정·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미  세계 으로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연으로 이어진 부모와 자녀 간의 계로 인해 본질 인 측면

에서 자녀 양육에 한 일차 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다. 국가는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 돌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보육 서

비스나 육아 휴직 등 정책 인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을 지원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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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아동이 미래 사회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국가 사회 보장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수 인 공공재라는 사실

에 입각하여 아동 양육에 한 가정의 부담을 함께 분담해야 할 것이다. 

체 국민은 조세 부담 등을 통하여 아동 양육 지원에 한 재원 마련

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기업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 양

육에 한 재정 인 지원을 통해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은 자녀 돌 에 한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으로서 체 사회의 수직  형평성과 수평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 보육료 지원 정책은 소득 기 과 자녀수에 한 

고려 없이 체 상자에게 동일한 무상 지원을 하고 있어 체 사회의 

형평성을 해하고 있다. 랑스의 경우 보육 서비스 이용에 한 비용 

지원이 소득 수 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과 다자녀 가정이 보육료 지원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득 수 과 가정 형편에 따른 차등 인 보육료 지원은 소

득이 낮은 가정과 높은 가정 간의 수직  형평성을 강화하고 자녀가 있

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수평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체 사회의 

통합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에서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 이 크다.

향후 고령화 사회가 진 되고 사회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사회의 

양극화 상은 해지고 계층 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미래 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통합 인 사회를 구 하기 해서

는 다양한 사회 정책들이 체 사회의 형평성을 구 하는 방향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다. 재 소득 수   자녀 수에 무 하게 체 가정을 

상으로 액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은 소득이 낮은 계층과 다자녀 가

정에게 오히려 상 인 박탈감을 가져와 우리 사회가 통합 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보육료 지원에 많은 지출

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도를 얻지 못하는 이유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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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 인 박탈감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을 소득 

수 과 자녀 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체 사회의 불평

등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보육 서비스는 각 가정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 국가에서 보

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장 큰 목 은 취업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

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 노동력을 극 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우

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유럽 국가의 경우 국가 복지 

체계를 유지하기 해서 노동력의 확보가 실하게 필요하며 이에 한 

일환으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과도한 노동 시간과 경직된 근로 시간은 취업 여성으로 

하여  추가 인 자녀를 낳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유연하지 못한 근로 시간은 부모의 자녀 돌 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랑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황에서 나타났듯이 유연한 

근로 환경은 취업 부모들로 하여  자녀를 직  양육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노동 시장 환경이 유럽 

사회와 비교하여 근로 시간이 유연하지 못하고 시간제 근로 여성이 취

약한 노동 환경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있어 보육 서비스가 갖는 요성은 유럽 사회보다 더 크다

고 할 수 있다.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 자녀 양육, 그리고 보육 서비스의 

지원은 불가분의 계에 있다. 장기 으로 볼 때 노동 시장 조건을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

하다. 하지만 재 시 에서 노동 시장 자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

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 문제를 보육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해결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실하다 하겠다. 

다섯째, 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미래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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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 한 미래 세  육성을 한 목 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 을 이루고 국가 사회 보장 시스템을 안

정 으로 유지하기 해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규모 증가와 함께 인구 1

인당 생산성의 증가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유아에게 어린 시 부

터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성장 동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 한 조기 투자는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국

가 사회 발 을 통해서도 상당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OECD를 비롯

한 각 종 연구 결과에서 밝힌 바 있다. 유아 보육·교육에 한 국가 

지원은 미래 출산․고령사회에 비하는 투자의 개념으로서 보다 극

인 국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 로 다음 에서는 재 제기되고 있는 유

아 보육․교육 정책과 련한 쟁  사항을 지원 상, 여 수 , 달

체계, 재정 지원의 네 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세부 인 정책 방안을 논

의한다. 

제2절 영유아 보육․교육 주요 쟁점별 분석

1. 지원 대상

우리나라에서도 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자녀 돌 의 사회화”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2012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은 출산과 양육을 사

회  험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을 

천명하 다. 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녀 양육에 한 

역할 분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과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 모습에 따라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역할 논란은 0~2세 아 양육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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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기되고 있다. 0~2세 아동에 한 보육 지원은 자녀 양육에 

있어 가정의 역할에 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와 사회의 역할은  사회에서 신사회  험으로 두된 부모의 자

녀 양육을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볼 때 0~2세를 상으로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를 직  돌 볼 수 없는 가정을 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자녀를 돌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 활동으로 

인하여 자녀를 돌 볼 수 없는 취업 여성,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소득 가정․장애자 부모, 혼자서 자녀를 돌 야 하는 한부모 가정 등을 

말한다. 유럽 국가의 경우 보육 서비스를 자녀를 직  돌보기 어려운 취

업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간주하고 맞벌이 부부

를 상으로 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이 자녀를 직  돌볼 수 없

는 부모에 한 지원으로서 추진되기 해서는 이에 한 명확한 가이

드 라인이 필요하다. 유럽 국가와 같이 취업 여성을 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취업 증명서 혹은 다른 사회 보장시스템과 연계하여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직  돌 볼 수 없는 경우는 자의 인 단이 가

능한 부분이 크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지원 상으로 인정해 

 것인가에 한 명확한 범  설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랑스의 경우 취업 여성을 상으로 개인 보육사 서비스 지원을 확

하는 과정에서 공 인 부분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상당수 여성 근로자

가 취업 상태를 증명하기 해 공 인 노동의 역으로 포함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DREES, 2011a, 2011b). 우리나라도 아에 한 보육 서

비스 지원에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비공식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취업 활동이 공식 인 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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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아동에 해서는 아동의 건 한 발달을 해서 시설에서의 

보육․교육이 하다는 것에 해서 OECD 부분의 국가가 동의하

고 있다(OECD, 2006). 하지만 3세 이상 아동의 시설에서의 사회화에 

있어서도 랑스와 같이 유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혹은 북구 유럽 국가와 같이 보육 시설을 통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한 논쟁은 여 히 남아 있다. 랑스의 경우 공화주

의 이념에 근거하여 체 아동이 삶의 기부터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도록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3세 이상 아동들에게 유치원을 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양성 평등 사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를 독려하고 있어 자녀의 돌  서비스를 보다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보

육 서비스 제공에 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3세 이상 체 아동을 상으로 일원화된 

리과정 로그램을 보육 시설과 유치원 두 종류의 시설 모두를 통해 제

공할 계획에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인 출산 사회에서 

건 한 아동의 육성과 취업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두 가지 문제

가 모두 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3세 이상 아동들이 동일한 출

발선상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 인 차원에서 보편 인 유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 여성의 자녀 보육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정 시간 동안에는 

교육 인 요소를 담은 내용을 제공하고 방과 후 시간에 해서는 직장 

생활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의 자녀를 상으로 보육 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과도한 노동 시간을 고려해 볼 

때 3세 이상 아동에 한 보육․교육 서비스는 교육에 한 지원과 아

울러 취업 여성 자녀를 상으로 한 보육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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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

되는 양육 보조 이 2013년부터 체 0~5세 아동을 상으로 확 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양육 보조 은 농어  등 유아 보육·교육 시설이 

주변에 없어 자녀를 시설에 보낼 수 없는 아동을 지원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가 모든 아동의 형평 인 발달을 해 3~5세를 

상으로 제공할 계획에 있는 리과정 로그램의 목 과 상치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일부 부모의 경우 양육 보조 을 받기 해 자녀를 시

설에 보내지 않을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국가가 기

하고 있는 3~5세 리과정이 체 사회에 미치는 효과성이 해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양육 보조 은 가정 내 부모 돌 이 필요한 시기인 

0~2세 아에 한해서 제공하고, 3~5 유아를 상으로는 시설에서의 보

육·교육 서비스 제공에 보다 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농어 의 

경우 유아 숫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주변에 보육 시설 혹은 유치

원이 없어서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주 지역 근처에 보육 시설  유치원이 없는 3~5세 

아동에 한해 특별한 지원 방안 - 를 들어 보육 도우미 가정 내 견 

등 - 을 마련한 후 양육 보조 은 0~2세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2. 급여 측면

  보육 서비스 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  사항은 소득 수  

 가정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체 유아를 상으로 보육료를 지

원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시설 보육료에 한 지원 확 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 문제를 고려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감면하는 목 에서 이

루어진 바가 크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용을 감면하는 것은 비단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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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가정을 상으로 하는  수

당 지원 정책, 조세 감면 정책, 육아 휴직 여 상의 확  등을 통해

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양육 수당의 상이 내년부터 소득 하  70%까

지 확 되지만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만  수당으

로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하의 양육 수당은 자녀 양육을 보편 으

로 지원하는 수당이라기보다 가정 내 자녀 돌  노동을 사회 으로 인

정해주는 수당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국가의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은 자녀 돌  부담과 자녀 양육에 한 

비용 부담 감이라는 목 과 더불어 사회 정책으로서 수평  형평성과 

수직  형평성을 강화함으로써 체 사회의 통합성을 구 하는 목 성을 

가져야 한다. 앞서 OECD 국가의 보육·교육 정책 황에서도 나타났듯

이 3세 이상 아동에 한 보육·교육 서비스는 국가에 한 책임으로 인

정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0~2세 아에 한 보육 서비스

는 아 양육에 한 부모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부모의 본인 

부담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아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득 수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은 보육 서비스 지원을 

통해 체 사회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 인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나라도 보육료를 지원함에 있어 소득 수 과 자녀 수 등 가족 특성

을 고려함으로써 사회  형평성에 기여하고 통합 인 사회를 지향할 필

요성이 있다. 

국내 보육 서비스에 한 지원은 시설 보육 서비스에 치 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며 개인 보육 서비스에 한 지원은 아이 돌  서비스에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용 실 과 지원 수 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민간 시장

에서 개인 보육사를 고용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지 않으며 이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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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아이 돌  서비스는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

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자녀 돌 ”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어 가사 노동 

활동까지 기 하고 있는 국내 자녀 양육 가정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

키는데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 따라서 개인 보육 서비스를 공 인 

역으로 포함시켜 공식화된 보육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고 개인 보육사에 

의한 보육을 선호하는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직 인 근로 행태와 장시간 근로 문화를 고려해 볼 때 개

인 보육 서비스의 제공은 맞벌이 부부와 취업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

립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 된다.  

랑스의 인가된 보육사와 가정 내 보육사 제도는 고용 활성화 략

의 일환으로서 자녀를 맡기는 여성의 취업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보육사라는 여성 고용 창출의 목 으로 이루어진 바가 크다 (Letablier, 

2003).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보육사 제도의 활성화는 자녀 돌  서비스

의 확 뿐만 아니라 사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져오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 된다.  

3. 보육 서비스 전달 체계

과거에 비해 자녀 양육에 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 재 시 에서 

보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보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논

쟁이 있어 왔던 이슈이다. 보육 서비스 지원에서 국가의 역할은 수요자

가 부담하는 보육료 비용을 감해 주는 차원에서는 강화되었지만 국가

가 직 으로 보육 서비스를 달해 주는 공 자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민간에 의한 보육 서비스 제공은 국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보육 수요에 해 한 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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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  확  측면에서는 정 인 면이 있다. 하지만 양질의 보육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질 인 측면에서는 엄격한 정부의 리 감독이 이루

어지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보육료에 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를 보육하는 시

설에 해서는 추가 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는 민간 보육 시설은 공 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유희정 외, 2003). 따라서 민간 보육 시설에 한 공공성을 강

화하기 하여 정부는 재 수행하고 있는 평가 인증제의 강화를 통해 

민간 보육 시설에 한 엄격한 리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민

간 시설에 한 평가 결과가 정부의 재정 인 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양질의 

공공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질이 낮은 보육 시설이 시장에서 자연 으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설 보육 서비스를 종일제 보육 서비스와 일시 보

육 서비스로 이원화 하여 맞벌이 부부에 해서는 종일제 서비스를, 

업 주부 등 종일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층에 해서는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보육 서비스의 실제 필요도를 고려

하여 종일제와 일시제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매우 한 것으로 

단된다. 랑스에서는 실제로 아동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이용 스 쥴을 사 에 확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

으며 이용 보육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도록 있다. 우리나라도 일

시 보육 서비스에서 이용 시간을 다양화 하여 실제로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일시 보육 서비스와 함께  보육 서비스도 함께 마련하여 일시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모가 보육 시설에 등록하지 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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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시 

보육 서비스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한 보육 인력 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들이 일시 보육 서비스에 잘 응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의 자녀 직  돌 을 지원하기 하여 유아 라자 혹은 보육 

정보 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자녀를 직  돌보는 부모들이 자녀를 데

려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고 자녀 양육에 한 정보도 교환하

면서 부모 교육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모들끼리 공동으로 자녀 돌  품앗이를 

하면서  시에 서로 도울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재정 지원 문제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2012년도에 이루어진 체 0~2세 아를 

상으로 하는 보육료 지원 상 확 는 상하지 못한 보육 서비스 수요 

증가를 가져와서 지자체로 하여  보육 재정에 있어 심각한 부담을 갖

게 하 다. 향후 가족 지원 정책의 요성이 두됨에 따라 보육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족에 한 지원이 확 될 것으로 상되는 바, 보육 서비

스를 포함한 반 인 가족 지원 정책에 해 안정 으로 재정 인 지

원을 할 수 있는 “가족 기 ”의 창설이 필요하다. 

가족 기 의 재원은 국가, 기업, 국민이 고르게 분담하는 구조를 갖도

록 한다. 보육 정책이 발달한 유럽 국가의 경우 보육 지원 정책을 노동 

시장 정책으로 간주하고 기업으로 하여  보육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의 

상당 부분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가족 정책이 발달한 랑스의 경

우 고용주가 근로자 임 의 일정 비율을 사회 보험료로서 지불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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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세로 지불하면서 가족수당기 에 기여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수당기 을 이용하여 가족수당 지역 고는 사회 

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보육 시설에 재정 인 지원을 하고 있

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속도록 진 됨에 따라 가족지원에 

한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사회에서 늘어

나는 사회복지지출에 응하기 하여 “가족 기 ”과 같은 가족과 아동

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안정 인 기 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  

조성은 국가, 기업, 국민이 고르게 분담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앙 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고와 지방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은 근로자 

가족 지원을 하여 근로자 임 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고, 국민들로 하

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세”로 지불하게 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련된 가족 기 을 보육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반 인 가족  아동 정책을 해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안정

인 재원으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 서비스 재원 마련을 한  다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

의 극 인 활용을 기 할 수 있다. OECD(2001)는 보육 서비스에 

한 재정 지원을 하여 련된 분야에서의 다양한 재정 인 원천을 

극 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5세 유아에 한 리과정 

로그램 운 에 해 유치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해서도 지방교육

재정교부 이 재정 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

의 재원을 보다 반 인 유아 보육․교육을 포함하여 방과후 보육 

등 다양한 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보육·교육 정책

이 안정 인 재정  지원 아래 보다 건실한 모습으로 발 할 것을 도모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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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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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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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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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재활,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의평가및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6∙간행물회원제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고령사회정책:유럽국가의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구축및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따른사회복지공적전달체계개편방안:공적전달체계의수직적편
제와수평적배열의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문화정책에대한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대한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2012년 아시아 사회정책 비교 연구: 빈곤정책 연구(3년차)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욕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ㆍ조세정책 정립 방향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ㆍ지수 연구 남상호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목 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제2장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국가 정책
	제1절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
	제2절 유럽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목적
	제3절 저출산 대응으로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제4절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최근 이슈

	제3장 선진국의 영유아 보육·교육정책 분석
	제1절 OECD 주요 국가의 보육․교육 정책 현황
	제2절 프랑스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현황 분석
	제3절 프랑스 자녀 보육비 지출 및 서비스 이용 현황

	제4장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현황
	제1절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지원 대상
	제2절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급여 현황
	제3절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
	제4절 영유아 보육 정책 재정 현황

	제5장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정책 방안
	제1절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방향성
	제2절 영유아 보육․교육 주요 쟁점별 분석

	참고문헌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MyriadLight
    /MyriadRegular
    /MyriadSemiBold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