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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l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출산대책의 일환

으로 육아의 사회화, 아이 돌봄체계의 확립이 국가적 의제가 된 지 오래다. 출산 및 육아 휴직

의 확대,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의 신설,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수많은 정책들이 입안, 추진되었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둔 부모

들은 여전히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시설

의 부족, 초등학교 진학 이후 아이 돌봄체계의 공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l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은‘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사회 전

반으로 더욱 확산시켰고, 이에 상응하여 국공립유치원 확충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 시설이 부족하여 원아를 충분히 수용

하지 못했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휴원과 폐원으로 대응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Ÿ 국공립유치원은 원비가 저렴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사들로 구성되어 학부모 관점에서 

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여유 시설과 교실 부족으로 아이

들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없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시설 비중은 전체 

유치원의 53%로 사립유치원보다 높지만, 국공립유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설유치원의 

학급 규모가 대체로 1~2학급 규모로 적기 때문에 취원 중인 원아 숫자로 보면 국공립유치

원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그 결과 국공립유치원에 당첨되는 것이 복권 당첨에 비견될 정

도로 어려워 그동안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기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

야 했다. 

l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방과 후 돌봄공백 문제가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종일반을 

신청하면 보통 오후 5~6시까지 자녀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부터는 오후 1~2시면 하교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 돌봄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퇴근 시간까지만이라도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

낼 수 있기를 바라지만, 대체로 사설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Ÿ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휴직을 하거나 경력단절이 되는 여성이 많은데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과 맞물려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여성이 증가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점이 되면 맞벌이를 하게 되는 부부가 실제로 증가2)하는데, 이

들을 중심으로‘온종일 돌봄’요구가 높다. 적은 수업시수로 운영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보통 오후 1시면 하교하는데, 학교 내에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을 이용하고도 5시면 하교하여,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공백이 발생한다. 양가 조부모 혹은 도

우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설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3) 

1) 이 보고서는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2) 통계청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에 해당하는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전체 

유배우 가구 중 41.6%에 해당했고, 초등학생 자녀에 해당하는 만6세에서 만11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5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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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국공립유치원 확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

축을 공약하고 추진하고 있다. 

Ÿ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100대 국정과제」를 통해“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터지자, 당정 협의를 통해 이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겠다는‘유치원 공공

성 강화방안(10.25)’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9년 당초 500학급을 증설하기로 했

던 목표를 수정하여 1,080학급을 증설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 이행방안으로“단설 유치원

을 설립(매입 6개원 포함)하거나, 공영형 유치원4)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 현 1~2학급의 병

설유치원을 3~4학급으로 규모화”하는 것이 핵심이다.5) 

Ÿ 또한, 문재인 정부는‘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여, 기존 저학년 중심으

로 운영되던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6)에 있다. 특히 부

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초등학생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행정안

전부 주도하에 2022년까지 180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Ÿ 최근 서울시도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현재 4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초등학

생 전용 돌봄시설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022년까지 400곳으로 늘리겠다”7)고 발표했다.  

l 정부와 지자체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중에 단설(매입 포함) 유치원을 설립하고, 공영형 

유치원을 지원하는 방안과 방과 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센터를 학교시설 외부에 건

립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Ÿ 먼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방식의 ‘매입형 단설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관악

구 사립유치원 하나를 59억 9천여만원(약 60억원)에 매입8)한 것이 최초의 사례다. 교육부는 

2019년 상반기에는 이 한 곳만 매입하기로 하였고, 하반기에는 5개원을 더 매입하기로 했

는데, 관악구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만 300억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된다. 매입이 아닌 순수 공립단설로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부지 확보 비용이 추가되어, 서

울시의 경우 한 곳 당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9)된다. 서울시 구로구의 

항동유치원의 경우“토지매입비와 건설비로만 85억원”10)이 들었다. 

Ÿ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운영비, 인건비 등의 상당비용을 지

원하는 방식이다. 이미 4곳의 공영형 유치원을 지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2019년에는 10곳으로 확대하기로 계획하여, 60억원의 예산을 

3) 베이비뉴스. (2018.4.21.)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70
4) 공영형 유치원이란, “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립유치원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 공공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는 모
델”이다(한겨레. (2017.2.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84519.html). 

5) 교육부 보도자료. (2018.12.5.) 2019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6) 교육부 보도자료. (2019.1.8.)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7) 경향신문. (2019.3.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3062144015
8) 한겨레. (2019.3.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089.html
9) SBS. (2018.10.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80944
10) 연합뉴스. (2018.10.20.)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0036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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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했다. 이를 통해 한 곳 당 연간 약 6억원의 지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광주 1개원, 강원 1개원이 공영형유치원으로 전

환·운영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20곳을 추가 공모·심사할 예정이다. 

Ÿ 학교 외부에 설치되는 돌봄센터도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정부가 추진하는‘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1개소당 약 3천 5백만원(보건복지부가 1개소당 예산 2천만원 이내 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을 지원, 행정안전부가 1개소당 1천 5백만원 이내 범위에서 리모델링

비를 지원하기로 함)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다함께 돌

봄사업에 10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97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 

중 센터 설치비만 65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예산의 6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이용

자는 최대 월 10만원 범위 내로 서비스이용료 부담이 발생한다.

Ÿ 서울시의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경우, 2019년 한 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138억원(국비 38억여원+ 시비 99억여원)이 책정되어 있다.11) 이 역시 이용자는 월 10만원 

내의 서비스 이용료 부담이 있다.

l 한편, 인구감소 국면에 따라 소도시를 중심으로 폐교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대도시에서도 

학교시설의 유휴교실 증가와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Ÿ 역대 정부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학교를 증설해왔다. 

  - 학교급(초·중·고) 중에서는 초등학교 수가 6천여개로 가장 많은데, 초등학교 설

립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 부산, 경기 등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 연도별(1965~2018) 초등학교 수 추이 (단위: 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설립별·시도별 학교수

11)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예산설명서-2019 다함께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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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반면에 출생아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1995년 71만 5천여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 6천여명(잠정)으로 24년 만

에 54%나 급격히 감소했다(<그림 2>). 2016년, 불과 3년 전 통계청이 저위추계로 

전망했던 2018년 출생아 수(41만명)보다 약 10만여 명이나 적은 숫자다.12)  

      <그림 2> 연도별(1970~2018) 출생아 수 추이 (단위: 명)

         <출처> KOSIS. 인구동태건수(1970~2018)

Ÿ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에서는 문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폐교된 학교는 초중고 합 3,752개교나 되는데, 그 중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도지역(특별시와 광역시 제외)에서 발생한 폐교는 3,565개교로 전체 폐교의 95%를 차지한

다.13) 매각폐교를 제외한 1,413개 보유폐교 중 88%(1,250개교)가 초등학교였다.  

Ÿ 한편 학교가 부족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설립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도심

지역에서도 취학아동의 감소로 유휴교실14)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 노웅

래 의원이 2017년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유휴교실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초중고 합 6,162개 교실이 빈 교실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41%가 수도권(서울·인천·

경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 2018년 0.98명이라는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이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추이는 예상

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학교의 빈 교실이 지금보다 빠르

게 증가하게 될 것도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교실 설치,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돌봄 

서비스 공급을 학교가 아닌 외부시설에서 모색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더구나 학생들의 입

장에서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외부 그 어떤 시설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내 시

설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Ÿ 물론 저출산 국면을 타개하여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며 가

12) 뉴스1. (2019.3.31.) http://news1.kr/articles/?3584766
13)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학교정보-폐교정보
14)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유휴교실이란 “사용횟수가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인 교실 가운데 차년도 자체 사용계

획이 없는 시설”이다(출처: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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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출산율을 회복시킨다면 폐교나 유휴교실 증가 문제들이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3년 동안 153조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문제 해

결에 쏟아부었음에도15), 출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Ÿ 또한 학교 유휴교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집행했는데, 출산율이 회복되어 인구 

수가 증가해서 학급으로 활용할 교실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앞으로 최소 6년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증가

할 것이 확실하다. 이후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을 취한다고 해도 앞으로 1명

대의 합계출산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최소 15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 중에

서도 출산율 제고에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프랑스를 기준16)으로 보면, 출산율이 가장 저조했

던 1995년(합계출산율: 1.71명)으로부터 단 0.2명을 올리는데 15년(2010년: 1.98명)이 소요17)

됐다. 만약 우리가 프랑스보다 더욱 성공적으로 출산율 회복을 이루면, 그 때 가서 학교 공

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에 대응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15년 내에 발생할 빈 

교실 문제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Ÿ 작년 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교시설 활용과 관련한 부처 회의18)를 갖고, 시설 활용 

원칙수립 및 시설관리 방안의 큰 틀을 논의한 바 있는데, 큰 원칙은 있으나 구체적 정책 추

진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l 따라서 본 보고서는 초등학교19) 기본 현황 및 수요를 바탕으로 공적돌봄시스템 확대를 위

한 초등학교시설 활용방안과 관련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빈 교

실 활용방안으로서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보편화하는 방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

등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중심의 돌봄시

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15) 매일경제. (2018.8.2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8/528152/
16)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킨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17)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원자료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8) 교육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2.1.)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수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9) 학교급 중에서는 초등학교의 빈 교실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고,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공간으로서 초등학교시설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초등학교에 중점을 두어 서술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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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시설 현황 및 미래 수요 

l 먼저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표 1>), 201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수는 6,064개로 그 중 98%

가 국공립이다. 학급 수는 12만 여개, 학생 수는 271만 여명, 학급당 학생 수는 22.2명이다. 

   <표 1> 2018년 기준 초등학교, 학급, 학생 수 기본 통계 (단위: 개, 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초등학교,학급,학생 수

Ÿ 교육계는 과거부터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OECD 국가 평균 학급당 

학생 수(2015년 기준 21.1명)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

급당 학생 수는 1970년에 62.1명, 80년 51.5명, 90년 41.4명, 2000년 35.8명으로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 환경이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과밀학급의 문제를 겪었지만, 최근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정책목표였던 OECD 국가 평균 

학급당 학생 수에 거의 도달했다.20)

l 현재 학교 수(6,064개)와 학급 당 학생 수(22.2명)를 기준으로 하고 향후 6년간 취학아동 수

를 근거로 추계한 결과, 앞으로 초등학생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2024년 경에는 모든 학교

에 적어도 2학급 규모의 빈 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 학급 수가 학교 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교내 유휴교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Ÿ 2017년 인구통계 및 2018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되는 초등학교 학생(만6세~11

세 합) 수는 아래 <표 2>와 같이 매년 감소한다. 2018년 약 271만 명(실제)에서 2024년 239

만(추계)으로 6년 만에 약 11%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18년 학교 수(6,064)와 

학급당 적정 학생 수(22.2)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남는 교실 수는 매년 증가할 수밖

에 없다. 앞으로 5년 후인 2024년이 되는 시점에 239만여명의 학생이 한 반에 22.2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총 10만 7천여개의 학급이 필요하다. 현재 학급으로 활용되고 있는 12만 

천여개의 교실 중 10만 7천여개만 필요하므로, 나머지 만 삼천 여개 교실은 유휴교실이 되는 

것이다. 남는 교실 수를 학교 수(6,064)로 나누면 2.3개가 나오는데, 2024년 경이 되면 모든 학

교에 추가로 2개의 유휴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적정 학생 수를 추계하기 위한 주요 지표인데, 2017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5.9명으로 OECD 평균(2015년)인 15.2명에 이미 도달했다(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7-05, p.6 참고). 

초등학교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국립 17 387 8,862 22.9
공립 5,973 120,029 2,664,402 22.2
사립 74 1,401 38,121 27.2
계 6,064 121,817 2,711,385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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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국단위, 초등학생 수 추계에 따른 남는 학급 수 도출 (단위: 명, 개)

  ※ 인구 변동이 없고, 2018년 취학률(97.4%)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

  ※ 예상 초등학생 수는 2017년 인구통계 만6세~11세 합, 같은 계산식으로 2018년 예상 초등학생 수와 실제 초등학생 수 오차가 0.2%수준 

  ※ 2018년 만0세에 해당하는 아동 수는 2017년 출생아 수로 가정  

  <출처> KOSIS. 2017년 인구통계

Ÿ 17개 광역시도별로 2018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가장 적은 강원도(17.6명)부터 가장 많은 경

기도(24.9명)까지 지역 간에 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광역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를 2024년까

지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 2024년에 10개 지역(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에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유휴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3>). 

이 중 광주지역은 2024년에 평균 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휴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된다. 서울, 부산지역처럼 인구가 과밀하여 현재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도시 지역

에서도 5년 뒤면 모든 초등학교에 평균 1개 학급의 유휴교실이 발생한다.  

    <표 3> 17개 광역시도별 2024년 남는 학급 수 (단위: 개)

        ※ 전국 학급당 학생 수와 각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2024년 추계한 전국 남는 학급 수와 시도별 남는 학급 

수 합계 간 오차 발생

        <출처> KOSIS. 2017년 인구통계 및 출생통계(확정) 

연도 2018(실제)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상 

초등학생 수

(A)

2,711,385 2,673,607 2,648,257 2,650,229 2,616,729 2,515,121 2,396,751 

현 학급당 

학생수 

유지했을 때,  

필요한 총 

학급수

(B)=

(A)/22.2  

-
120,433 119,291 119,380 117,871 113,294 107,962

남는 학급수

(C)

=121,817-(B)

- 1,384 2,526 2,437 3,946 8,523 13,855

지역

2018년

초등학교 수 

(A)

2018년

학급당 

학생 수 (B)

2024년, 남는 학급 

수 추계

(C)

2024년, 학교당 남는 

학급 수 추계

(D)=(C)/(A)

전국 6,064 22.2 13,855 2.3
서울 603 22.8 661 1.1

부산 305 22.2 470 1.5
대구 229 22.8 756 3.3

인천 249 22.7 772 3.0
광주 154 21.8 810 5.3

대전 148 21.4 480 3.2
울산 117 23 206 1.8

세종 47 21 140 3.0
경기 1,261 24.9 3,813 3.0

강원 351 17.6 856 2.4
충북 258 19.9 545 2.1

충남 409 20.2 716 1.7
전북 419 19.1 1,049 2.5

전남 429 18.5 717 1.7
경북 470 20.5 500 1.1

경남 502 21.1 1,245 2.5
제주 113 22.5 266 2.4



- 9 -

l 이렇게 빈 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초등학교 시설 활용과 관련

해 1) 병설유치원 확충 및 2) 학교 중심 온종일 돌봄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이는 교육부가 

수립한 학교시설 활용 원칙에도 부합한다. 

Ÿ 작년 초 교육부가 수립한 학교시설 활용 원칙에 따르면, 학교 내 교실 활용은“학교 내 교

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

한 돌봄 서비스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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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 1: 병설유치원 확충 

 

1. 유치원 현황   

l 유치원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이 존재한다. 그 중 공립유치원은 부지를 별도

로 지어서 만든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내 소규모 학급으로 존재하는 병설유치원이 있다. 

공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이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치원 한 곳당 평균 학급 수가 2학급 

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아 수를 기준으로 9만 8천여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Ÿ 2018년 기준, 공립유치원은 4,798곳이 있고, 학급 수는 10,881개로, 평균 2.2개 학급21)을 보

유하고 있다(<표 4>). 원아 수는 17만여명으로 공립유치원 한 학급 당 15명 정도의 원아가 

있다. 공립유치원 중 단설로 지어진 단설유치원은 381곳이 있으며, 병설은 4,417곳으로 병

설이 공립유치원의 92%를 차지한다. 단설이 대체로 5학급의 규모로 지어진다는 것을 감안

할 때, 병설은 1학급 기관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육아정책연구소 자료22)에 따르면, 2012

년 4,335곳의 병설유치원 중 1학급 규모의 유치원은 2,812곳(64%)이었다. 

Ÿ 국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도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짓는 단설유치원 형태이다보니 평균 

학급 수가 병설유치원에 비해 많다. 2018년 국립유치원 3곳의 학급 수는 총 15개로, 국립 

한 곳당 평균 5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유치원 원아 수는 249명으로, 한 학급 당 16

명의 원아가 있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4,220곳이 있는데, 학급 수는 26,852개로 한 유치원

당 평균 6.3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의 원아 수는 50만여명으로, 한 

학급당 평균 18명의 원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8년 기준 유치원 현황 (단위: 개, 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8 교육통계연보-설립별 유치원 수 

Ÿ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유치원아 수인 

67만 5,998명을 기준으로 하면 27만 399명을 국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재는 17만 2천여 명만 수용하고 있으므로, 9만 8천여 명(98,029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교

실 내지는 유치원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국면이므로, 수용해야 

하는 원아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현재 원아 기준에서의 비용 추계가 잠정적인 

최댓값일 것이다. 

21) 공립유치원 전체 학급 수를 공립유치원 수로 나누면 2.2개이다.
22) 최은영 외. (2012). 공립유치원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2-20

설립별 유치원 원수 학급수 원아수
평균

학급수

학급당 

원아수
국립 3 15 249 5 16

공립

(4,798)

단설 381
10,881 172,121 2.2 15

병설 4,417
사립 4,220 26,852 503,628 6.3 18
합계 9,021 37,748 675,998 4.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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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설유치원 확충의 타당성

l 첫째,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방법은 3가지(단설, 공영형, 병설)인데, 이 중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확충하거나 기존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하는 것이 가장 경제

적이다. 

Ÿ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 지표로써 학급당 적정 원아 수는 20명을 기준으로 한다. 유치

원 한 학급당 적정 원아 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23)에 따르

면, 전문가들은 만3세는 14.3명, 만4세는 19.4명, 만5세는 22.9명이 한 학급에 수용할 적정 

인원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전문가들이 권고한‘만4세를 기준으로 20명(19.4

명)’을 한 학급에서 수용할 적정 원아 수로 가정한다. 앞서 유치원 현황에서 보았듯이 

2018년 전체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는 17명이었는데, 최근 인구 감소로 급감한 것이고, 지

난 10년간(2008~2017) 평균 20명 수준을 유지(<표 5>)24)해온 것을 보아 한 반에 20명의 원

아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1) 먼저, 단설유치원은 보통 5개 학급 규모로 지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학급당 적정 

원아 수 20명을 기준으로 단설유치원 한 곳당 100명을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9만 8

천여명의 원아 수용을 위해 980개의 단설유치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앞서 서론

에서 밝혔듯이 단설유치원은 부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한 

곳당 약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부지마련과 설치비용만 약 9조원의 막대한 비용

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매입형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기존 사례를 고려25)하면 한 곳당 60억원으로, 약 6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2) 공영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서 사립유치원 시

설을 기준으로 한다. 학급당 적정 원아 수 20명을 기준으로 기존 사립유치원들이 

평균 6학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 유치원당 120명의 원아를 수용한다고 가정하

면, 9만 8천여명의 원아 수용을 위해서 816곳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별도의 부지마련 및 설치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서울시교육청 지원예산을 기준

으로 한 곳당 연간 6억원(이에는 전환비용 및 인건비 포함)이 소요되므로, 해마다 

약 4천 8백여 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3) 마지막으로 병설유치원의 경우, 한 학급당 적정 원아 수준인 20명을 기준으로, 앞

으로 9만 8천여명을 수용하려면, 총 4,901학급이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

에 따르면,“병설유치원의 한 학급을 개설하는 데에는 인테리어비 정도만 들기 때

23) 교수, 장학사, 현장전문가(유치원 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269명의 응답함(이재희·김은설. (2017).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7-04)

24)   <표 5> 연도별 학급당 원아 수 (단위: 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8 교육통계연보-유치원개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급당

원아수
21 21 20 20 21 21 19 20 19 19 17

25)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p.3), 최초의 매입형 단설유치원 사례인 서울시 관악구 사립유치원은 60억에 매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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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6천만원 정도가 발생”26)한다고 한다. 한 학급당 6천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총 2천 940억여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일회성 비용

이다. 연간 교사 인건비는 20호봉(중위수준)을 기준으로 한 학급당 한 명의 교사를 

채용할 경우 교사 한 명당 3천만원이 소요되어, 4,901개 병설학급 증설에 1,47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소요되는 시설개선비를 감안하더라도, 병설유

치원 확충 방안이 앞선 방안들과 비교하면 훨씬 경제적인 방안이다. 

Ÿ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800여 곳이 넘는 사립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의무

가 따른다. 보통 자신의 소유인 사립유치원 건물과 토지를 모두 법인화 해야하기 때문에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소수일 것이고, 법인화를 하게 되면 

“‘수익용 기본재산(연간 평균 운영비의 50% 이상, 보통 수억원대)’을 유치원 스스로 확

보해야 하는데,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소규모 유치원들은 법인 전환을 하고 싶어도 못하

는”27)상황도 존재한다. 정부 심사기준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중 공영형 유치원 전환 계획도 

2019년 상반기에 단 2개원(8학급), 하반기에 20개원 안팎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Ÿ 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을 법인화해 공영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기존의 중·고

등 학교법인을 소유한 사학재단들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운영할 것이

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Ÿ 이런 점에서 설혹 공영형 유치원 전환비용과 병설유치원 확충비용이 비슷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을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공립인 병설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이 낫다. 공립 병설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도 관련이 있다. 초등 0학년 제

도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의 필요성은 교육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

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만5세 아동의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의무

화”28)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병설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식은 초등 0학년 제도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효과가 있다.    

l 둘째, 병설유치원이 설치되는 초등학교는 접근성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Ÿ 초등학교는 대체로 집에서 도보로 5~10분 내에 갈 수 있다. 초등학교 설치기준이 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10항, 11

항에 따르면,“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고,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 설

치”하게 되어있다. 또한“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 중에서 학생 수 확보

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학년당 1개 학급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

대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26) 뉴스1. (2018.10.28.) http://news1.kr/articles/?3461471, 노컷뉴스. (2017.4.13.) 
    https://www.nocutnews.co.kr/news/4766727 참고
27) 경향신문. (2018.10.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241655001
28) 매일경제. (2017.2.2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2/12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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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부 대도시에서는 집에서부터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멀다는 불만이 존

재하는데, 만약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가 보편화된다면 이러한 불만도 사라질 

것이다. 2018년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세종 등 대도시의 공립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

치된 비율(각각 35%, 26%, 38%, 40%)은 여전히 낮다.29) 

l 셋째, 아이가 추후에 다닐 초등학교 내에 유치원을 설치함으로써, 아이들 적응 면에서도 낫다. 

Ÿ 어린 아이들일수록 시설과 환경변화에 민감하여 이사를 가거나 유치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

이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30)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아이들

은 제일 먼저 그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한데, 병설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은 

환경이 낯설지 않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학교 적응을 할 수 있다. 더구나 규모가 작은 학

교면 병설유치원생들이 교내 초등학생과 함께 학습발표나 음악회, 체육대회를 하는 경험을 

갖는 경우도 많아 유치원생끼리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3. 확충계획과 추진방식 

l 앞으로 병설유치원 학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추계하기 위해서는 병설유치원 현재 

보유학급 수와 현재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수, 미래에 초등학교에 발생할 빈 교실 수를 파

악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의 경우 그동안 데이터 신뢰도의 문제로 유의

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Ÿ 현재 교육부는 학교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노웅래 

의원이 국감자료로 발표한 시도별 초중고 유휴교실 수가 6,162개 교실인데, 교육부가 같은

해 설명자료로 발표한 학교급별 유휴교실 통계31)에서는 초등학교 934개, 중고등학교 793개

로 총 1,727개 유휴교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총합이 같아야 하는데, 이렇게 4천 교실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에 확인요청을 했지만, 위 자료들 모두 정확하지 않은 통

계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Ÿ 앞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휴교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정확히 파

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유휴교실이 차년도 활용계획 유무로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별

로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병설유치원 증설을 피하기 위해 빈 교실이 있음에

도 축소 신고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l 아동 수가 줄어들면 빈 교실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초등학교 내에 병

설 유치원을 3학급 수준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별 아동 수에 따라 설치가 

29) 그 밖에 지역은 모두 설치율이 50%가 넘고, 전남(96.5%), 전북(95.9%), 경기(86.8%), 제주(86.6%), 충북(87.1%), 
충남(86.2%)지역도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30) 한국경제. (2019.4.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607010716o
31) 교육부 설명자료. (2017.12.1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5&boardSeq=72859&lev=0&searchType=null&statusYN

=C&page=5&s=moe&m=0504&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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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하거나 학급 수 축소가 필요한 학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안이 적극적이고 빠르게 공립 병설 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이다. 학급 수는 연령별(만3세~만5세)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3개 학급

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Ÿ 현재 병설유치원의 보유학급 수(1)와 2017년에 파악된 시도별 유휴교실 수 중 초등학교 발

생 유휴교실 추산치(2), 2024년경 초등학교에 발생할 빈 교실 수(3)를 합하면 대략 27,680개 

교실이 도출된다. 2만 7천여개 교실을 병설유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현재 

초등학교 수(6,064개)로 나누면 평균 4개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연령별로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3학급을 확보하고, 남은 한 교실은 실내 놀이실 등

으로 활용하면 된다.    

   (1) 2018년 기준 병설유치원이 4,417곳이 있고, 평균 공립유치원 학급 수 2.2개를 

곱하면 대략 9,717개 학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앞서 밝혔듯이, 초등학교 유휴교실 수는 데이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노웅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유휴교실 숫자가 6,162개인 것으로 보고됐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중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이 몇 개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공립 초중고 학교와 학급 수의 3분의 2가 초등학교 학교 및 학급 수라는 것을 

비추어볼 때, 산술적으로 유휴교실의 3분의 2인 4,108개를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인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이 유휴교실 수가 2024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3) 앞서 추계(<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2024년 전국 초등학교에 발생할 빈 학급 

수는 13,855개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4. 병설유치원 확충의 기대효과

l 첫째, 모든 초등학교에서 평균 3개 교실을 병설유치원 학급으로 활용한다면, 현재 유치원 

재학생 수인 67만명을 기준으로 해도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 달

성은 물론, 50%이상도 가능하다.  

Ÿ 앞서 전문가가 권고한 학급당 적정 원아 수(만4세, 20명)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모든 학교

에 3학급씩 둔다고 할 때, 20명씩 3반, 즉 60명의 원아를 한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셈이다. 

전국 학교(6,064개)가 60명씩 수용할 경우, 36만 3,840명의 원아가 국공립 병설유치원에 다

닐 수 있으며, 현재 유치원재학생 수(67만 5,998명)를 기준으로 해도 50% 이상의 원아를 국

공립 병설유치원에 재학시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   

l 둘째, 지금까지 적은 학급 수 때문에 불가피하게 혼합연령학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병설유치원에서 단일연령으로 학급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단일연령

으로 학급을 구성하고서도 한 학급이 남으면 실내 놀이공간 내지는 방과 후 과정 등을 위

한 별도 교실로써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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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병설유치원은 그동안 평균적으로 1~2학급 규모에 불과하여, 불가피하게 혼합연령학급(만3세

와 4세가 혼합, 만4세와 5세가 혼합, 혹은 만 3,4,5세가 모두 혼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4,335곳의 병설유치원 중 혼합연령 학급이 있는 병설유치원은 3,053곳(70%)이나 됐

다.32) 혼합학급을 맡는 특히 경력이 짧은 유치원 선생님들일수록 수업을 준비할 때 동일 

활동 내에 난이도 수준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수업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이 대체로 

부재하기 때문에 혼합학급을 맡는 교사들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33) 

Ÿ 공립유치원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를 한 최은영 외(2012)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에서 

가장 필요한 공간에 대한 답변으로“실내 놀이실”이 꼽혔다. 그 다음이 별도의 방과 후 

교실이었고, 그 다음으로 취침실과 교재 자료실이 꼽혔다. 필요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

유 1순위로“기관 내 여유 공간 부족”이 꼽혔는데(p.58), 앞으로 초등학교 내에 발생하는 

빈 교실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필요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l 셋째, 병설유치원 학급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확충하게 되면, 폐교 위험의 초등학교의 폐교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Ÿ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라는 명성을 지닌 서울시 종로구 소재 교동초(공립)는 

2004년 이후 신입생이 40명을 넘은 적이 없어 폐교와 통폐합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17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교동초와 같이 재학생 수가 300명 이하로 줄어든 

8학교(교동초·재동초(종로구), 개화초(강서구), 북한산초(은평구), 본동초(동작구), 한강초·

용암초(용산구), 양남초(광진구))에 대해‘서울형 작은 학교’34)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지

원을 했고, 그 덕분에 이러한 작은 학교들은 폐교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더 

급격히 감소하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해당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Ÿ 위와 같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위험의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공립유치원이 차지하

는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은데(16~29%사이), 해당 지역들은 공립초등학교 수가 공립유치원 

수보다 많아 병설유치원을 더 확충할 여지가 있다(<표 6>). 같은 지역에서 공립유치원에 취

원 중인 원아 비율은 모두 20%가 안 된다(<표 7>). 

    <표 6> 서울시 6개 지역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 (단위: 개,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행정구역별 설립별 학교 수

32) 최은영 외. (2012). 공립유치원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2-20
33) 이진화 외. (2014). 혼합연령학급 효율적 운영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4-04. p.55
34) 중앙일보. (2016.10.12.) https://news.joins.com/article/20712246

지역
유치원 수 초등학교 수

공립 사립 공립비율 공립 사립 공립비율
종로구 5 12 29.4% 11 (국립1곳포함) 2 84.6%
강서구 13 43 23.2% 35 1 97.2%
은평구 12 31 27.9% 26 4 86.6%
동작구 9 28 24.3% 20 1 95.2%
용산구 4 13 23.5% 14 1 93.3%
광진구 6 30 16.6% 19 3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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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서울시 6개 지역 공·사립 유치원 원아 수 (단위: 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행정구역별 설립별 학생 수

l 그밖에도 모든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보편화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긍정적인 기여

를 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에 재원하는 원아들이 초등학교시설과 환경을 미리 접하며 자연스

럽게 초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등 0

학년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초등 0학년 제도란,“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초등학교 취

학 전 아동에게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학교시설 이용법, 예절교육, 준비물 챙기기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지식”35) 을 배울 수 있다.

 5. 보완조치 

l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을 더 확충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으나 초등학교의 적

극적 협조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초등학교가 병설유치원 확충에 소극적인 이유는 책임 소

재에 원인이 있다. 병설유치원장을 겸하는 초등학교장의 입장에서 병설유치원 규모가 확대

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병설유치원 확대 정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해서는 병설유치원장을 학교장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해서 학교장의 부담과 책임을 

덜어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Ÿ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장이 유치원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어 병설유치원이 

신설되고, 규모가 확대되면 그만큼 초등학교장의 유치원 시설관리 및 아동 사고예방과 관

련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36) 일과 상으로도 학교는 3시면 모든 수업이 종료되는 반면, 

유치원은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유치원 종일반 확대 등 정책 방향에 따라 유치원 

운영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장에게 늦은 시간까지 유치원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장 부담을 줄여주고, 정책 추진에 있어

서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병설유치원장 별도 선임이 필요하다. 이는 작년 초 교

육부의 시설관리 원칙에서 수립된 바와 같이,“시설관계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에도 부합한다.   

35) 서울경제. (2018.7.26.) https://www.sedaily.com/NewsView/1S28H8HSNA
36) 노컷뉴스. (2015.12.17.) https://www.nocutnews.co.kr/news/4519912

지역

유치원 원아 수

공립 사립
공립 

원아비율
종로구 216 1,083 16.6%
강서구 921 5,102 15.3%
은평구 735 3,204 18.7%
동작구 534 2,956 15.3%
용산구 212 1,362 13.5%
광진구 389 2,66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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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아무리 초등학교장이 성심껏 관리한다고 해도, 유

치원 시스템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완벽히 하기 어려워 장으로부터 그에 따른 조언과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들이 있어 왔다. 또한 원감에서 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도 별도의 원장

이 원아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수업 담당 교사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따

라서 별도의 병설유치원장을 두게 하는 것이 유치원의 입장에서도 낫다. 

l 마지막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높이기 위해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양적 확대시키는 

노력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그동안 병설유치원에 대한 수요자의 불만

들(예를 들어, 교내 놀이공간 부재, 초등학생 중심 식단, 식기구 사용 등)이 상당히 누적됐

는데, 이 기회에 돌봄의 질에 대한 개선책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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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 2: 학교 중심 온종일 돌봄시스템 구축 

 

1.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 및 현황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온종일 돌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검

토37)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장에서는 초등학교 돌봄공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제한한다. 

l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적은 수업시수로 인해 방과 후 

시간 돌봄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보통 오전 9시에 등

교하여, 오후 1시 전후로 하교한다. 방과 후 과정을 등록해도 오후 3~5시면 대체로 귀가 조

치가 이루어진다. 

Ÿ 우리나라와 OECD 8개 국가의 수업시간을 비교한 백경선(2013)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수업시간은 OECD 8개국에 비해 적은 수준인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연간 수업시간

(560시간)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표 8>).“우리나라와 일본만 상위 학년으로 갈수록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다른 7개국은 학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연간 수업시간이 거의 동

일(p.125)”한 것도 특징적이었다. 

    <표 8> OECD(2013) 8개국과 우리나라 연간 수업시간 비교 (단위: 시간)

 <출처> 백경선. (2013).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 Ⅱ-89> p.125

  - 이에 따라 2018년 초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수업종료 시간을 

오후 3시까지 연장하여 학년과 무관하게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추진38)하려 했지만, 교육부는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고,39)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경우 “수업 시작과 종료시각을 결정하

는 것은 학교장 권한”40)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며 결국 유야무야 됐다. 그 이전에도 

37)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돌봄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어린이집은 종일반이라는 형태로,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으로 아이를 오후 시간대까지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은 대체로 오후 5시면 종료되고, 어린이집의 종일반 운영상황도 원별로 달라서 부모의 퇴근시간 (6~7시)까지 돌봄을 보장
해주지 않는다. 보육지원체계개편 TF에 따르면,“작년 6월 기준 3만여개 어린이집 중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절반도 안됐
다.(뉴시스. (2019.4.8.) https://news.v.daum.net/v/20190408091539554?f=m)”민간에 일괄적으로 돌봄 시간을 연
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되므로, 적어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이라도, 장시간 아이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부모 퇴근시간까지 연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38) 아시아경제. (2018.2.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211182431981
39) 정부24 기관소식. (2018.2.23.)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63927 
40) 전북교육신문. (2018.8.14.) http://jben.kr/liguard_bbs/view.php?code=li_news&number=13425

국

가
미국
(실제)

캐나다
(법정)

영국
(OECD)

호주
(실제)

뉴질

랜드
(실제)

핀란드
(OECD)

프랑스
(법정환산)

일본
(법정)

한국

(법정) (실제)

연

간

수

업

시

간

896.4 950 861 916.7
800~

1000
654

864

1학년:

637.5

2학년:

682.5

3학년:

708.7

4~6학년:

725.3

1,2학년:

560

3,4학년:

657.3

5,6학년:

725.3

1,2학년:

563.6

3,4학년:

661

5,6학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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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2017년부터 초등 1~2학년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전체 64

시간) 늘리도록 했는데, 주 1시간을 늘리는 것조차 교육계의 반발이 있었다. 

l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는 1)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초등학

생 현재 1~2학년 대상, 무료), 2)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만18세미만 대상, 무료), 3) 청소

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초등 4학년~중2 대상, 저소득층만 무료) 4)방과 후 학교(교

육부, 초·중·고학생 대상, 저소득층만 무료)를 통해 돌봄 수요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 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Ÿ 아래 <표 9>에서 보듯, 전국 초등학교에서 12,398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

에 26만 여명의 1~2학년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4,189개소 11만명

의 아동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는 260개소에서 만 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참

고로‘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정책

으로, 기존에 학교마다 운영되던 특기적성 교육활동41)이다. 초등학생의 64%가 참여하고 있

기 때문에 사실상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본래 돌봄 정책의 

일환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현황은 정부가 발표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

는 학생 현황에서는 제외된다.  

    <표 9>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현황

<출처>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보도자료. (2019.1.7.).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2016, 2017). 2016년,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

성가족부. (2019). 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지침, 방과 후 학교-교육부 정책정보공표. (2018.5.3.). 2017 방과

후학교 운영현황 참고   

41) 오마이뉴스. (2014.3.2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2130

프로그램 1) 초등돌봄교실 2) 지역아동센터
3)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4)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도입연도 2004년 2004년 2005년 2006년 

대상 초등학교 1~2학년 만18세미만
초등4학년~중학교

3학년
초중고 

운영시간

17시까지 운영, 일

부학교는 22시까

지 운영

대체로 19시까지 

운영, 20~22시 운

영도 많음 

주중 20시수 이상

참여 수업마다 다

르나 대체로 

15~17시내 종료 

현황

돌봄교실 12,398개 

교실에서 약 

26만명 참여

(2018년 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4,189개, 약 

11만명 참여

(2017년 말 기준)

전국 260개소, 만 

여명 참여

(2018년 10월 

기준)

초등학교 학생의 

64% 정도

(2017년 기준)

위치 학교 내 교외 별도시설

지역 내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학교 내 

주관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용자 

부담

무료

(간식비는 발생)

무료

(저소득층, 

돌봄필요성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저소득층만 무료 저소득층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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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서울 소재 경동초의 돌봄교실을 방문하여“현재 학교와 마을

에서 약 33만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맞벌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46~64만명까지 

추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저학년 중심의 돌봄교실을 고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교실 이용시간도 오후 5시에서 

7시로 확대할 것”42)을 약속했다. 

l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되,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을 대상으로 학교 외부에 돌봄센터(명칭: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함께 돌

봄센터는 2022년까지 1,800개소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 

Ÿ 올해 초 교육부는 국고 예산을 투입하여“초등돌봄교실 1,400실을 확충하여 약 28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발표했는데, 여전히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곳들

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마을돌봄센터 등 학교 외부에 지어진 돌봄센터

들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Ÿ 다함께 돌봄센터는 현재 10개 지역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는데,“공무원 관사를 활용한 경

기도 과천시,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충북 청주시, 보건소를 활용한 경남 함양군”43)등

(그밖에 울산 북구,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충남 서천, 전북 익산, 전남 여수, 경남 창녕, 경

남 함양)이 선정됐다. 

l 현재 교실만으로는 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지자체 중에서 서울

시44)도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돌봄센터(명칭: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짓기 시작했다. 

Ÿ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현재 노원·도봉·마포·성북구 4곳에서 시행 중인‘우리동네 

키움센터’라는 이름의 초등학생 전용 돌봄센터를 올해 94곳 추가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400곳으로 늘릴 계획45)이다. 추가 개소 예정인 94곳 중 35곳의 부지가 이미 확

정되어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시설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 비율을 현 13%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

다.46) 

 2. 학교 밖 돌봄센터 운영의 문제점 

l 그러나‘다함께 돌봄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같이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 돌

봄센터를 짓는 것은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지역아동센터’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처

럼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낙인효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2) 청와대 공식 Facebook 글 중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 일일 초등 돌봄교사 된 문재인대통령(2018.4.4.)>에서 발췌
4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7.27.)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봅시다
44)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7호)’ 발표를 통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밝혔다. 
45) 경향신문. (2019.3.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3062144015
46) 서울시 기획이슈. (2019.3.6.)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13877



- 21 -

Ÿ 비용문제: 

   (1) 서론에서 밝혔듯이,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19년 한 해에만 10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 예산의 61%가 설치비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자녀로 이용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

함께 돌봄센터의 이용자는 최대 월 10만원이라는 서비스이용료 부담이 있다. 

   (2) 서울시의‘우리동네 키움센터’도 마찬가지로 2019년 138억원(국비 38억여원 + 시비 99

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47) 현재 이미 실시되고 있는 4곳의 센터를 기준으로, 

이용료는 자치구 예산 상황에 따라 무료에서부터 많게는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4곳의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1개소에 적게는 25명에서 많게는 40명을 수용하고 있고, 성

북구의 경우 이용료가 무료이지만, 도봉구는 학기 중은 무료, 방학 때는 월 6만원의 이

용료가 발생한다. 노원구에는 두 가지 서비스 종류가 있는데, 통합돌봄 서비스(여가돌봄 

서비스 내용에 학습지도 등이 포함)를 이용할 때는 월 10만원, 여가돌봄 서비스(독서, 문

화, 체육프로그램 등)를 이용할 때는 월 3만원이 발생한다. 마포구는 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월 10만원, 시간제돌봄의 경우 1일 1만원이 발생한다.48)  

Ÿ 낙인효과 유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학부모들도 자녀를 아동센터에 보내기를 꺼려왔고, 아이들 중에서는 센터에 

가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았다.49) 더구나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

의 돌봄센터가 공존한다면, 아이들이 분리됨에 따라 낙인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오승환·김광혁(2017)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결손 및 경제수준으로 인한 차별이 아동의 발

달 지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l 이러한 문제점들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별도의 시설 부족”을 

문제로 보고 외부에 센터들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학교에 

교실이 점점 비어가는데 이를 두고 바깥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이유가 없다. 

l 현재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학교 중심으로 방과 후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고, 재정과 이용자의 비

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부

처별로 나뉘어있는 돌봄시스템을 학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47)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예산설명서-2019 다함께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48)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손안의서울-방과후 돌봄공백 채워줄 ‘우리동네키움센터’ 4곳 첫선
49)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말에 따르면, “지금도 지역아동센터의 고학년 아이들 중에는 지역아동

센터가 아니라 학원에 간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뉴스1. (2019.3.17.)  
http://news1.kr/articles/?3572368)”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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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진방식: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 후 학교 내실화를 통한 학교 중심 돌봄시스템 구축 

l 초등돌봄교실은 간식비 정도를 제외하고 이용자 부담이 발생하지도 않고, 학교 일과를 마

친 후 학교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져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교육부가 자체조사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참여자 95% 이상이 만족”50)한다고 응답했다. 

l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대체로 학급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실을 활용하지 않고,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교실만을 돌봄교실로써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Ÿ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51)에 따르면, 학교마다 평균 2

개의 교실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일반학급을 빌려 운영되기도 하나, 

대부분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2017년 경기도에서 4,165명52), 충북지역 470명53)의 대기자가 

발생했다. 대기자 발생과 관련하여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실이 부족하여 더 확충할 수 없다

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l 그러나 오후 시간대에 빈 교실로 남아있는 일반학급을 돌봄교실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면 교실이 부족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교실 부족을 이유로 돌봄교실을 확대하거나 적극적

으로 보편화하는 것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다만 돌봄인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행정 및 시설관리 업무를 맡는 사람을 별도로 두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

들은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Ÿ 돌봄교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전일제전담사가 현재는 각 학교별로 1명씩만 둘 수 있게 하

고 있는데, 아이돌봄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다 보니 전일제전담사

가 맡는 돌봄교실의 아이들은 방치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54) 전담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의 말처럼,“시설 확대와 더불어서 돌봄 인력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55) 

l 한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64%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 학생들의 방과 후 돌

봄 공백을 메워주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만족도(2017년)도 초등학생과 

학부모 각각 87%, 83%로 높은 편이다.56) 다만, 민간위탁업체 선정 문제, 강사 처우 문제 등

이 운영상의 문제로 제기되어 와서, 개선책이 필요하다.  

50) 교육부 보도자료. (2019.1.7.)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51) 교육부 보도자료. (2019.1.8.)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중 붙임자료(p.9) 참고
52) 중부일보. (2018.2.8.)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206
53) 오마이뉴스. (2018.3.2.)
    http://ojs6.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9960&PAGE_CD=R0101
54) 매일경제. (2019.1.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1/8776/
55) MBC 뉴스. (2018.12.9.)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43532_22663.html
56) 교육부 정책정보공표. (2018.5.3.). 2017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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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중 40%를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민간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최저가 입찰문제, 과도한 수수료 문제, 불공정한 계약 문제, 낮은 수업의 

질 문제 등57)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2016년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 공모 시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 방식이 적용되면서, 최저가 업체가 낙찰될 수밖에 없어, 업체들은 강사비를 

줄이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게다가 위탁업체가 갑작스레 폐업하면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

해 강사가 재료비나 강사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58)들도 폐해로 보고되고 있다. 

Ÿ 그밖에도 방과 후 강사들은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고용불안의 상황을 겪고 있고,“결

혼·출산·부모상·입원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체 강사 사용 기피, 교무실 물품 및 복

사기 사용 불가”59) 등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l 덧붙여 고교 무상교육도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만족

도도 높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

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l 마지막으로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

는 별도의 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체계가 구축되면 부

모의 퇴근 시간인 저녁 시간까지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설 총 책임자인 학교장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별도의 

방과 후 학교장을 두자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입법 발의60)가 있었는데, 한 학교에 두명의 

교장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현직 교장들의 반발이 컸다. 그 형태가 반드시 교장이어야 하

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으나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별도의 관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후 구체적인 논의

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57) 유은혜·조승래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 (2016.11.19.) 방과후학교 법이 필요하다
58) 아시아경제. (2018.9.2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2301065528943
59) 울산제일일보. (2018.11.1.)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71
60) 2017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장을 임

명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대표발의(2017.3.3.)한 바가 있는데, 당시 전국 초중고교장회는 “두 명의 교장의 책임 혼
선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에듀프레스. (2017.3.22.)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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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l 요약하면,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내지는 돌봄의 국가책임이라는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서 학령인구 수 감소로 빈 학교와 빈 학급 발생이 불가피한 현실을 외면하고 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 건립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비어가는 초등학교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학교 중심으로 추

진되는 것이 아이들과 학부모, 정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1. 병설유치원 확충 

l 그동안 국공립유치원 확충 요구에 대해 정부는 단설형, 공영형, 병설형 등 다양한 형태

의 유치원을 시급히 설립하는 것에 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앞서 추계에서 보았듯이 

향후 5년 내로 현재 유휴교실과 별도로 모든 초등학교에서 빈 학급이 평균 2개 이상 

추가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이 빈 교실을 활용하여 기존에 병설유치원 설치

가 안 된 곳에는 새로이 신설하고, 1~2학급 규모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3~4학급으로 

학급 수를 확충할 수 있다. 

l 병설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다른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들에 비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가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접근성 면에서

도 좋고, 아이들이 추후 다닐 초등학교 시설에 미리 적응할 수 있어 아이들 적응 면에

서도 장점이다. 

l 모든 초등학교에 평균 3학급 정도를 병설유치원으로 활용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목표

하는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1~2학급 규모라 

불가피하게 만3세~만5세 연령이 혼합되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던 병설유치원 학급을 

단일연령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폐교 위험에 처한 초등학교의 폐교 발생률

도 낮출 수 있다. 

l 다만 병설유치원 원장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보완조치로서 제안한다. 병설유치원 규모

가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에 병설유치원장을 겸하던 초등학교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병설유치원 입장에서도 유치원 시스템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유치원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다. 

l 그밖에도 교내 놀이공간 설치, 유치원 아동을 고려한 맞춤 식단 마련 등 병설유치원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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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중심 돌봄시스템 구축 

l 한편, 정부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공백 수요에 대응하여 돌봄교실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학교 밖에 돌봄센터를 짓는 방식으로도 수요에 대

응하고 있다. 

l 학교 밖에 센터를 짓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 돌봄 

프로그램들이 교육부(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성부(청

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렇게 부처별로 나뉘어있는데, 이를 학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

가 있다. 

l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모두 수요자 만

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돌봄체계를 구축하되, 그동안 지적되

어온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Ÿ 초등돌봄교실의 전일제 전담사의 경우, 행정업무와 아이를 돌보는 업무를 동시에 하다보니 

과다한 업무부담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한편에서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방치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Ÿ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대다수 민간위탁업체에 프로그램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이 과정

에서 문제가 많다. 먼저, 방과 후 프로그램이 강사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채, 최저

가만 입찰되는 시장의 논리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최저가입찰제로 업체가 선정되

다 보니 업체가 강사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 계약이 체결되고, 위탁업체가 폐업

하면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강사비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경우도 많다. 

l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도 추진되는 시점에서, 대다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방과 후 프

로그램에 발생하는 학부모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l 또한 병설유치원장과 마찬가지로, 방과 후 활동에서 발생하는 아동 안전문제, 시설관

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학교장이 아닌 별도로 선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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