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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동권리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형성과정 및 법령 분석

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특히 “육아지원정

책”이라 불리는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됐다. 육아

지원정책은 생애발달 과정 중 가장 민감한 시기(sensitive period)인 영

유아기의 아동에게, 사적 영역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 정책대상인 아동의

권리는 성인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인식되는 실정

이다. 이 연구에서는 권리주체이면서 동시에 보호대상인 아동의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영유아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육아지원 정책의 법령과

그 형성과정에 주목한다.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관심을 두는 이유

는 두 가지이다. 첫째, 명문화된 법령규정은 현실을 규율하는 강력한 힘

을 갖고 있다. 둘째, 법규에는 그 입법에 관여했던 정책행위자들의 신념

과 가치관,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들 정책행위자는 육아지원정

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

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명문 규정의 내용 및 형

식이 실태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동권리의 보장수준은 언제든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법령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모법(母法)이 되는 영유아보육법 제

정사례(1991년)와 유아교육법 제정사례(2004년)를 연구사례로 선정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토대로 분석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문헌조사

및 연혁고찰, 그리고 정책관계자들에 대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면

서, 세 단계에 걸쳐 종합분석을 진행했다. 1단계에서는 영유아보육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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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의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분석기준에 따라 아

동권리 보장수준을 분석·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

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을 2단계와 3단계에서 진행했다. 2단계에서는 법령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사바티어(P. A. Sabatier)

의 정책옹호연합모형(Policy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토대로

법령 제정과정을 분석했다. 3단계에서는 ‘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분석결

과’와 ‘법령 평가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며, 육아지원 법령의 아동

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했다. 그리고 ‘아동귄

리중심적 육아지원정책’이 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과 관련해 4가지 권리영역(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복지권, 교육권, 양육

보장권)에서 13개 권리지표, 17개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아동권리관점에

서 평가했다. 평가 시에는 법령상의 아동권리 보장규정 유무, 그리고 규

정의 구체성이나 다른 법령으로의 위임 수준을 고려했다. 그 결과, 1991

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이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 및 관

계법령보다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높고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후에 제정된 육아지원법령이 먼저 제정된 것보다 아동권리에 대한

규정상의 보장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예상 가설과 다른 결과였다.

특히 유아교육법은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교육권 분야에서 다른 권리

분야보다 더 높은 권리보장수준을 보여주었으나, 영유아보육법과 비교했

을 때는 교육권에서도 명문의 권리보장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법령평가 및 비교결과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두 법령의

제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정책옹호연합들의 상호

작용 속에 법령이 제정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요인에서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먼저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주체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민간보육시설과 시민단체, 야당이 별도의 보

육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보육입법 찬성연합을 형성했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한 반대연합을 형성했다. 유아교육법의 경우, 유아교육계와 교육

부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법 제정 및 공교육화를 주장하는 찬성연합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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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보육계와 학원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반대 연합이 형성됐다. 다

음으로 분석모형에서 도출한 14개 검토요인을 중심으로 법제화 과정상의

주요 특징을 비교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른 법과의

관계 및 법체계(法體系)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은 보육에 관한 단일법이자 기본법인데 비해, 유아교육법은 일련의 교육

관련법 체계를 구성하는 하위법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 및 기대치’라는 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사례에서의 두 정책연합은

최종시점에서 모두 입법필요성에 공감하고 내용수준에만 이견을 보인 반

면, 유아교육법에서는 마지막까지 입법필요성에 관한 치열한 대립이 지속

되었다 점이 달랐다. ‘사회적 지지의 유무’에서도, 영유아보육법은 입법에

대한 강력한 여론이 존재한 반면, 유아교육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여론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 역시 영유

아보육법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아교육법 사례에서는 매우 뚜

렷이 나타났다는 점이 달랐다. 그 밖에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 유무, 국회

통과 절차의 민주성 등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셋째, 법제화 과정상 차이가 드러난 요인들 중 법령규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친 관계요인은 총 7개였는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적 요인, 즉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된 구조’와 ‘유아교육법의

구조적 본질 및 교육담론 의존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먼저 ‘보육과 교

육의 이원화된 구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정책연합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사용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 이원화 구조는

상대편 정책연합과의 관계에서는 ‘회피와 은폐’ 전략이, 연합 내부의 불

만을 해소하고 스스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포섭’ 전략이

사용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전략은 미시적으로는 긴장을 해

소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유·보이원화 구조를 강화하고

갈등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아동권리 증진에 있어서는 제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유아교육법의 법적 본질과 교육담론 의존성’은 유아교육법으

로 하여금 다른 교육관련법과의 균형 문제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 ‘유아

기의 특수성’ 부각을 어렵게 하고, 위임규정이 많아지게 한다. 또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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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 권리’보다는 주로 ‘교육권’에 초점을 맞춰 교육담론에 의존하

게 함으로써 보육계와의 인식 차이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이 요인 역시

아동권리 보장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영향력을 극복하고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선방안 역시 구조적 차원에서 모색되

어야 한다. 먼저 유아교육계와 관련해서는 교육담론의 경계를 넘어서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민간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육아지원시설이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운영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재정 투입방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육아지원정책

결정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권리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육아지원 법령에

담아야 할 규정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육

아지원정책의 실제 형성과정을 역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결정의 실

제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육아지원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아동권리증진

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요인의 영

향력과 작동 기제를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아동권리 증진방안의 모색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아동권리, 육아지원정책,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이원화 구조

학 번 : 2011-3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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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핵심인 아동 보육 및 교육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

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영유아기가 전 생애 발달에 있어 민감기

(sensitive period)로서 중요하며, 이 시기 아동에 대한인적자본 투자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기 때문이

다(박은혜·장민영, 2014; 신은수·정미라·박은혜·권정윤·전홍주, 2008; Cunha

& Heckman, 2008). 또한 미래세대의 보호·육성이라는 면에서 이제는 보육

과 교육을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기

도 하다. 이것은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 보육 및 교육 정책은 다른 정책분야와는 비교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정책대상인 아동의 권

리가 아동이 아닌 성인에 의해 구체화되고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아동

은 중요한 권리주체이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의 보호대상이

기도 하다. 그러나 아동 스스로가 적극적인 권리보호에 나설 수 없기 때문

에, 이른바 ‘아동 부재의 아동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1989년 유엔을 통해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이 공포되었고, 동 협약 비준국들은

아동 관련 입법·행정·사법 조치와 제도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이 실현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아동의 권리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양육의 탈가족화’와 맞물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점차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아동양육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정의 문제, 사적영역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근대화와 산업화,

남녀평등의 고취 등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 역시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의 책임

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2005)’ 등 정부기관에서 “영유아기 아동의 보다 나은 성장과 발달,



- 2 -

그리고 인간성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육아지원정

책’이라 정의하면서, 특히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에 공공의 재정지원

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권리주체이자 보호대상인 아동, 특히 영유아의 권리에 초

점을 맞춰 육아지원정책을 바라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정책현상’, 그 일련의 정책과정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

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제도’, 그리고 제도와 정책의 핵심 내용을 규율하는

‘법령’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영유아보육법령과 유아교육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분석하고, 그러한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과 작동기제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아동권리중심적 육아지원정책’이

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육아지원 ‘법

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명문화

된 법령규정은 현실을 규율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둘째, 법규에는 그

입법에 관여했던 정책행위자들의 신념과 가치관,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

는데, 이들 정책행위자는 육아지원정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

라서 실제 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높다고 하더

라도, 명문 규정의 내용 및 형식이 실태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동권리의 보

장수준은 언제든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법령에 대한 연구

와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구조적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

은 구조적인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효

과적이기 때문이다. 구조적 요인들은 정책이 집행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기저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

서 구조적인 아동권리 제약요인 극복을 위해 정책대안들 사이의 유기적 연

계를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

구에서는 먼저 아동권리관점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규명하기 위해 법률 제정과정을 고

찰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히 ‘영유아의’ ‘보편적인 권리 일

반’에 주목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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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을 ‘아동권리관점’에서 평가,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

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아동 관련 정책을 연구해 왔지만 상당 부분

성인의 관점에서 특정 영역에서의 정책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

었다. 육아 부담을 지는 부모, 공적 영역에서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관계자,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정책관계자의 관점에서 정책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아동의 일반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아동 관련 정책

들이 다양한 아동권리를 제대로 보장·증진하는 방향으로 형성돼 왔는지 검

토해야 한다.

둘째, 발달적 취약성 때문에 영유아가 다른 연령대의 아동보다 더 보호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추진한 ‘아동권리 관련 정책’에서는

영유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유해미·김은설·황옥경·김재

원, 2011). 1991년 11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한국정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1) 여기

에는 아동권리모니터링 기반 구축, 각종 아동권리 관련 지표 개발, ‘아동안

전종합대책’ 및 ‘어린이보호·육성종합대책’ 등 아동권리증진 대책 추진 등

이 포함됐다. 그러나 주요 정책대상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및 중고등학

교 청소년으로서, 취학 전 영유아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만0세-5세 영유아의 일반적 권리보호라

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의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뿐 아니라, 육아

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증가했고, 아동의 일과 중

이들 기관에서 생활하는 비중 또한 높아졌다는 점에, 어린이집에 관한 영

유아보육정책 및 유치원에 관한 유아교육정책을, 아동의 일반적 권리 관점

1) 총 세 차례(제1차, 제2차, 제3·4차)에 걸쳐 제출된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 중 보육

및 유아교육과 관련한 보고사항은 모두 26개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차 보고서에 10

개, 제2차 보고서에 8개, 제3·4차 통합보고서 및 추가답변서에 8개 사항이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사항이다.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 국가보고서 검

토 및 권고에는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사항이 총 11개(1차 검토 3개, 2차 검토 4

개, 3·4차 검토 4개)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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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바라 볼 필요가 더욱 커졌다.

이 연구에서 아동권리관점에서의 법령 평가 외에, 그 법령의 제정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역사적 맥락(historical

context)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과 제도를 바라보는 것이 제도연구에 있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도는 사회 혹은 정치공동체

(polity)의 구조적 양태(structural feature)로서, 그 구성원의 행위와 가치를

제약한다(Peters, 1999). 그러나 동시에 제도는, 구성원의 외부에서 형성돼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공동체 내부에서 구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역사적 제

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인과적 변수

들과 함께 제도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그 맥락성(contextuality)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 변수들이 결합될 수 있는 역사적 시점(timing)과 상

황(circumstances)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홀과 테일러(Hall &

Taylor, 1996)는 과도하게 제도의 외형적 특징과 내용에 집중하는 몰역사

적(沒歷史的)인 접근방법을 비판하면서,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구조적 상황

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의사

결정과정의 왜곡은 그 과정을 통해 형성·집행된 정책적 결과가 특정 집단

에는 이익이, 다른 집단에는 피해가 되는 구조적 상황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퍼트남(Putnam) 역시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을 『사회적 자

본과 민주주의』2)라는 연구에서 역설했다. 그는 이탈리아 지방자치제도의

성취를 20개 지역에서 비교하고, 남부와 북부 간의 심한 격차의 원인을 역

사적 맥락에서 고찰했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근대성’과 ‘시민공동체’라는

두 요인, 그 중에서도 ‘시민공동체’가 보다 성공적인 민주제도 운영의 중요

원인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와 구조는 사회적 인식의 산물로서 일종의

종속변수이지만, 동시에 이후 세대의 사회적 인식과 선택을 제약하는 독립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의 문제를 반드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성과와 주장에 공감

2) 한국에서는 안청시 등의 번역에 의해 2000년에 출간되었으며, 원제는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19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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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연구는 법령 제정과정 분석을 통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의 구조

적 요인들이 육아지원정책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정책과정상의 요인들을 일종의

독립변수로, 아동권리관점에서 법령을 평가·분석한 결과는 종속변수로 상

정하고, 양자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

해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인지하지 못하지만,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setting)으로서 중요한 제약으로 기능하는 거시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법령 제정과정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책과정에 관여한 중요한 정

치적 행위자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어떤 인식과 판단을 갖고 있었는지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발언, 행위 등을 통해 어떠한 신

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 정책에 반영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

준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세 번째 이유는 육아지원정책의 동태적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야말로 다

른 정책 분야와 구별되는 육아지원정책 분야의 특징을 규명하는 기초가 되

며, 다른 연구자들이 후속 정책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육아지원정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 내지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정책 형성과정에 대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동학과 교육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등이 결합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 차원의 정책 형성

과정 분석도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위적 규범으로만

생각하는 아동권리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정

책 평가 및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육아지원정책

관계자들에게 모든 정책의 추진 과정에 있어 항상 ‘아동권리 증진에의 기

여’가 기타 행정효율성이나 재정절감 논리보다 우위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일종의 독립변수인 ‘법령 제정과정상의 요인들’을 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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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바티어(P. A. Sabatier)가 제시한 정책옹호연합모형(Policy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활용한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법령평가’를 위해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아동권리보호 최소기준 10가지(2008), 기타 아동권리지표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직접 관련된 4개 권리분야3)에서 총

13개 권리지표, 17개의 검토기준을 제시한다. 각 기준별 평가에는 헌법재판

소가 제시한 ‘기본권 보호 및 침해에 관한 판단 방법’을 토대로 두 단계의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틀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사례로 1991년 제정·공

포된 영유아보육법과 2004년 제정·공포된 유아교육법을 선정한다. 사례선

정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다른 정책들4)에 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

교육법이 핵심적 연구문제인 “육아지원법령이 아동의 권리 일반을 구체적

이고 적극적으로 잘 보호하고자 하는가”와 가장 적합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아동의 복리 일반을 증진한다는 면에서는 아동복지법이, 그리고 아동

의 교육과 관련된 권리 일반을 전반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는 교육기본

법이 더 연관성이 높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5)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장애아동이나 입양아동 등의 요보호(要保護) 아동이 아닌,

일반아동의 ‘육아지원시설에서 일상생활 관련 권리’에 대해서는 선언적·일

반적 규정이 많은 편이다. 교육기본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영유

아보육법은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보육에 관한 특별법, 유아교육법은 교

육기본법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해당 내용을 보다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두 법은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모법(母法)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과 유아교육법 제정(2004) 사례는 ‘비교연

3)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복지권, 교육권, 양육보장권.

4)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모·부자복지법’(‘모자복

지법’이 2002년 개정시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 변경됨).

5) 일본은 패전 후인 1947년 이후 최근까지도, 보육제도에 대해서는 기타 아동복지제도와

함께 ‘아동복지법’에서, 유아교육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제도와 함께 ‘학교교육법’에서

다루고 있다. 보육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아동복지법과 달리,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보

육시설의 운영, 보육사(保育士)의 교육과 자격, 근무 등에 대해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

다. 따라서 만일 일본의 육아지원법령을 아동권리관점에서 연구한다면 ‘아동복지법’과

‘학교교육법’이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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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가능케 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두 사례는

기존 정책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정책의 형성이란 점에서, 여러 세력들 사

이의 신념 및 이해관계 대립을 보다 뚜렷이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서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영유아보육법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출발한

‘영유아보육’의 모법, 유아교육법은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형성된 ‘유아교육’

의 모법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셋째, 1989년 선포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한국은 1991년 11월 비준하면

서 협약이행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영유아보육법은 협약 비준 이전에, 유아

교육법은 비준 이후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 규범의 현실적인 영향

력을 비교·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후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나

온다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이 실제 한국의 아동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면, 아동권리협약의 규범력이 미약하거나 혹은 그것을 압도하는 다른 변수

내지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예상이 가능해 진다.

두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아동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영유아보육법령과 유아교육법령에 대한

평가 및 비교결과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관계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할 때, 정책형성과정 분석모형을 토대로 한

각 제정과정상의 특징 및 비교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육아지원정책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은

무엇이며,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육아지원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연혁고찰 및

제도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각종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혁을 고찰한 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토대로 주요 변수나 행위자집단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이 작업을 통해 각 사례와 연

관된 법적·제도적 환경, 정책옹호연합의 형성 및 행위자의 전략 같은 맥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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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변수, 정책결과의 파악이 가능해 진다. 또한 이후 진행하게 된 각 행

위자들의 주장과 신념, 담론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토대가 된다.

둘째, 육아지원정책이 갖는 사회적 의미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각 정책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와 활동, 전략 등을 밝히기 위해 담론분석의 방법을

활용한다. 사회정책은 항상 상이한 가치관과 동기를 지닌 복수의 인간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담론분석은 의사소통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성의 규명에 유용

하다.(이영환, 2003) 따라서,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의 정치적 역학을 파악

하는데 적합하다.

셋째, 정책형성에 관여했거나 연관이 있는 관련 부처 및 국회, 학계 등

관련 인사들과의 포커스 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행위자들의 신념, 구체적 전략 및 제반 요인들의 영향관계 등을 파

악한다. 이것은 정책형성과정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분석 결과의 신

뢰도를 높이며, 문헌분석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실체적 요인들을 밝히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하에서의 논의 및 분석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선행하는 중요 검토사항으로서, 아동권리

및 육아지원정책, 정책형성과정 분석에 관한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을 진행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연구방법 부분에서

는 연혁고찰, 문헌분석, 담론분석 및 면담에서 확보된 자료의 분석이 자의

적 해석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에서 설계된 분석방법을 소

개하고 제시한다. 아동권리관점에서의 법령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옹호

연합모형을 토대로 각 사례별 법령 제정과정 검토에 활용할 특징적인 검토

요인들을 선정한다.

제4장에서는 두 영유아보육법령(1991)과 유아교육법령(2004)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평가한다. 연구방법에서 개발,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 먼저 각 사

례별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후, 두 법령에 대

한 평가결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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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의 법령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정과정상의 요

인을 찾기 위해, 각 사례별로 육아지원정책의 형성과정을 면밀히 검토, 분석

한다. 이것은 제6장에서 구조적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사전과정이자 그 자체

로서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이다. 사례별로

각각 제1기와 제2기로 나누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전후를 제1기,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영유아보육

법 제정까지를 제2기로 구분한다. 유아교육법에 대해서는 문민정부 시절 교

육개혁위원회 활동 이후 국민의 정부 출범시까지를 제1기, 국민의 정부 이후

유아교육법 제정까지를 제2기로 구분한다. 각각의 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통

해 보여줌으로써, 이 연구에서의 논의와 분석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객관성

을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요인별로 특징을 발견

하고, 두 사례의 정책형성과정을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제6장에서는 제4장과 제5장의 분석결과 사이에서 구조적 관계를 파악·분

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제4장에서의 비교평

가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 발견된 정책형성과정 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소를 중심으로 어떤 요인이 관계되었고, 구조적으로 아동권리관점에서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지 분석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일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보

다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아동권리 관련

규범이 실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거나, 이미 13년 전에 먼저 제정된 영유

아보육법을 참고했기 때문에 보다 진전된 결과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가설

이 가능하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

나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아동권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변수 내지 구조적 요인들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기

에, 그와 관련된 분석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개

선방향을 모색한다.

제7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시사점과 의의를 검토

하고 후속연구에서 이뤄져야 할 과제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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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동권리관점과 육아지원정책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아동의 권리와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을 진행한다. 먼저 아동의 권리가 인식되어 온 역사와 내

용적 구체화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아동권리와 밀접한 연관

이 있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한

다. 마지막으로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분석모형에 대

해 살펴본다.

1.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발견

“아동은 누구인가, 그리고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의 문

제는 육아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의 학자 아리에스는 『아동의 탄생』6)이란 저서에서 “아

동이란 개념이 탄생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라고 한 바 있다(필립 아리

에스 저·문지영 역, 2003).

10세기 정도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아이들은 그저 덩치가 작은 사람으

로만 표현되었다. 더욱이 유럽에선 17세기까지 아동의 개념이 매우 혼동되

어 사용되었는데, 인생의 시기를 ‘아동기-청년기-노년기’로밖에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혼용되어 사

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

는 장면이 나오고, 중세까지도 아동을 독자적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부모

의 요구에 복종시키는 소유물로 인식했던 전통이 남아있었다(김동훈,

2004). 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17세기 이후부터 일어난다. 사상적으로

6) 이 책의 프랑스어 원제는 『앙시앵 레짐(구 체제) 하에서의 아동과 가족의 삶』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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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는 신(神)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하게 되었

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부르주아가 형성되며 중산층 의식이 발전하고, 주

거형태가 보다 사적인 공간을 확보하게 변화하면서 ‘가족의식’이란 것이 성

장하게 된다. 또 역사적으로는 민족국가(national state)의 건설 과정에서

‘국민교육’을 통해 연령별 분리 수업이 시행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동

은 루소를 통해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아동

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태어난다. 그들의 자유는 그들의 것이

며, 다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멋대로 처분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하여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역설했

다7)(루소 저·정성환 역, 2007).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갖고, 판단능력을 가

진 존엄한 인격체’로서의 아동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며, 어느 범위까지

를 아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2) 아동의 정의

아동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연령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 혹은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아동을 구분

짓고 정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권리주

체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성장·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면, 법적 측면에서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아동을 특별히 규정할 필

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법률을 중심으로 ‘아동’을 정의하는

규정들을 살펴본다.

먼저 우리 헌법에는 ‘아동’이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32조 제4항에서 ‘청소년’, 그리고 제32조 제5항에서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법률명에 ‘아동’이란 용어가 직접 사용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의한다(제3조)8). 한

7) 영유아권리에 대한 유엔 일반논평 7호 역시 아동기, 특히 영유아기를 미성숙한 인간에서 성숙

한 인간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에서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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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이란 용어를 “18세 미만의 자(취학 중인 경

우에는 22세 미만의 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

고 정의한다(제4조). 다시 말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학여부

혹은 병역의무 이행여부 등으로 아동의 범위가 18세보다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에도 연령범위가 매우 다양하다.9) ‘아동’과 ‘청소년’이란 용어를 함께 사용

한 법률도 존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제2조). 민법과 형법에는 ‘미성

년자’, ‘형사미성년자’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영유

아보호법에서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유아교

육법에서는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정의한

다([표 2-1] 참조).

이처럼 다양한 법률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범위에 따라, 여러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동’이란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의 목적에 따라 혹은 입법 당시의 상황에

따라 아동의 의미와 범주가 유동적으로 포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

회적으로 ‘아동’이라 할 때 떠올리는 상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권리문제로

들어가면 각자가 생각하는 연령과 범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화자(話者)가 말하는 아동의 연령대

및 구체적 권리가 청자(聽者)가 생각하는 바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의미

이다. 따라서 아동의 범주 안에서도 보다 어린 영유아와 그보다 성숙한 청

소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아동의 권리 안에도 연령대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특히 일반적인 ‘아동의 권리’ 외에 영유아

만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김동훈,

2004; 김정래, 1998; 안동현, 1997), 그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 영유

아의 권리를 규정할 필요성도 증대된다 하 수 있다.

8) 후술할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만 18세 미만자’라고 정의한다.
9)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며(제3조), 청소년보호

법에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제2조)이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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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률) 용어 연령구분

헌법 연소자, 청소년 없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의 자

(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 19세 미만인 사람

민법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인 자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유아교육법 유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표 2-1] 실정법상 아동과 관련된 용어 및 연령구분

3) 아동의 권리와 보호

가) 아동권리의 구체적 내용

그렇다면 아동은 어떠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가?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은

어떠한 권리들을 지니고 있는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

만,10) 1989년 유엔에서 공포된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 여러 분류에서

10) 예를 들어, M. S. Wald(1979)는 아동의 권리를 ① 일반적 대세권(對世權), ② 성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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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인 것들을 토대로, 다음의 여섯 가지 권리로 세분화할 수 있다.11) 첫

째, 생존 및 성장발달권이다. 이것은 아동의 생명은 타고난 조건에 관계없

이 존중되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과업이자 권리를

아동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불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또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시민권과 자유권이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 역시 사회의 미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에 관련된 사항은, 아동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

으로 하여,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양육보장권이다. 이것은 성인과 달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

동이 안전하게 양육될 권리를 말하며,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

리와 연관이 깊다.

넷째, 복지권이다. 이것은 타고난 능력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기초보건을

유지하고 자신의 복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특히 정상아가 아닌 경

우에는 그 장애를 극복하도록, 박탈가정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사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 및 문화향유권이다. 이것은 아동에게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

기 위해 교육받을 권리와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 및 문화향유권은 특히 의무교육, 무상교육 문제와 연관이 깊

다.

여섯째, 특별보호권이다. 재난이나 전쟁 등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아동은 특별히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 권리는 다

시 법적 분쟁상의 아동에 관한 권리, 그리고 착취 상황하의 아동에 관한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③ 일정한 영역에서 성인과 똑같이 헌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 ④ 부모의 통제나 지도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리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

했다. 국내의 경우, 한인섭(1992)은 ① 복지권, ② 보호받을 권리, ③ 성인과 동등한 권리,

④ 부모에 대한 권리로 분류했고, 황성기(1997)는 ① 생존·성장·발달권, ②,의견표명권, ③ 자

기결정권, ④ 부모에 대한 권리를 제시했다. 변용찬(1999)은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2차 국가보

고서(안)을 작성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① 시민권과 자유권, ② 가정환경 및 대리

보호에 대한 권리, ③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 ④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 ⑤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11) 각 권리의 주요내용은 이순형 외 공저(2013)와 조흥식(2000), 변용찬(1999)의 연구

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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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권리가 아동에게 있다고 천명하는 것만으로 아동권

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은 자율권을 갖는 동시

에 보호받고 양육받을 권리도 지닌다. 그러므로 부모와 가정, 국가와 사회로

부터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호와 존중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을

넘어 공적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단순한

자유를 넘어 ‘행복보장을 향한 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제시의 노력

이 연구에서는 육아지원법령의 내용 및 규정형식13)을 아동권리의 보장이

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노력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6년 OECD는 가입국의 육아지원정책 수행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Starting Strong”이란 보고서에서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는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아동권리보호의 최

소기준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4)

① 영유아기 발달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한다.

12)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동의 권리는 법철학 또는 헌법학에서 언급되는 ‘의사설’과 ‘이익설’,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 중 현재의 통설인 ‘권리법력설’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의사설은 권리에 대해 ‘권리자가 스스로의 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본다. 이 견해는 성인과 같은 수준의 의사판단능력이 없는 영유아를 권리주체로 인정하기 어

려운 문제가 있다. 이익설은 권리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익 자

체를 권리로 보기 때문에 친권의 경우에는 그것이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로 봐야하는 문제가

있다. 권리법력설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로 본다.

이익 그 자체가 아니라 이익을 향유하는 수단으로서의 힘을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영유아의

권리주체성도 인정되고 동시에 국가와 사회로 하여금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

도 요구하게 된다(성낙인의 『헌법학』(2013), 황성기(1997)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13) 후술하겠지만, 아동권리관점에서 법령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관련 규정이 존

재하는지 평가하고, 그 후 어떤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전자와 관련

해서는 법령의 내용분석이, 후자에 관해서는 위임입법 형식을 취하는지 등과 같은

규정형식 분석이 이뤄진다.

14) OECD 발간·교육과학기술부 및 육아정책개발센터 번역출간, 『OECD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II: Starting Strong II』, 2008, (서울: 한학문화사), pp.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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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 중심 관점과 자연스러운 학습 전략을 존중하고, 아동의 복리,

생애초기 발달과 학습을 교육 및 보육의 중심에 놓는다.

③ 영유아교육 및 보육 제도의 책무성과 질적 수준 보장에 필요한 관

리감독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수립한다.

④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서

와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한다.

⑤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재원을 확보한다.

⑥ 재정, 사회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아동빈곤과 소외를 감소시키고,

다양한 형태로 학습할 권리를 아동을 위해 보편적인 프로그램의 자

원을 증가시킨다.

⑦ 영유아 서비스에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한다.

⑧ 영유아교육 및 보육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교육을 실시한다.

⑨ 영유아 서비스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과 지원을 제공한다.

⑩ 폭넓은 학습과 참여,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제

도를 추구한다.

이 10가지 정책들은 주제검토에 참여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

해 제시된 것으로서, 육아지원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충족시켜야 할 수준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 지표가 필

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 2008년에는 OECD의 “Starting Strong”에

서 주제검토(Thematic Review)를 담당한 John Bennet이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15개 지표를 제시했다(Benne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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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및 내용

사회가족맥락

①아동과 가족의 건강서비스를 위한 효과적인 공공네트워크 유무

②신생아와 영아를 위한 건강보호지표 3가지(영아사망률 4/1000 미만, 2.5Kg 미
만 저체중아 6% 이하, 12∼23개월 영아 예방접종률 95% 이상) 중 2가지 이상

실행 / 아동빈곤을 10%미만으로 낮추려는 국가정책 유무 / 저소득층 가족이 사

회지원을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돕는지 유무 / 유아교육서비스에의 접근기

회 보장 유무

③일하는 부모에게 자녀출생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지 유무 / 
그 기간 동안 임금의 50% 이상을 받는지 유무 / 최소 2주간의 육아휴직을 아

버지가 받는 지 유무 / 실직이나 자영업 부모의 최저생계비 보장 유무

영유아기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④영유아기서비스를 위한 책임이 한 개 부처(기구)의 책임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 목적, 정책 수립, 재원이 효과적으로 통합된 국가정책 내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⑤부처나 기구가 나뉘어져 있다면, 대표하는 기구가 협의, 연구, 자료수집, 모니
터링, 프로그램 평가에 투자를 하는지 여부

⑥정부가 영유아기서비스에서 아동의 전인발달과 복리에 초점을 두는지 여부 / 
아동보호와 최적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법이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공사립간 공

평하게 적용하는지 여부

⑦0∼6세 발달과 교육서비스를 위한 공적투자가 최소한 GDP의 1%가 되는지 여부

접근기회

⑧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이용시간과 비용으로 모든 아동에게 접근기회를 보장

해주는지 유무 / 불리한 아동에게 우선기회를 제공하는 계획의 유무

⑨3세미만 아동의 25%가 공적지원을 받고 관리감독을 받는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
하는지 유무

⑩4세아의 80%가 공적지원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를 1주에
15시간 이상 제공받는지 여부

프로그램의

질

⑪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개발한 모든 아동기서비스를 위한 국가교육지침 유무

⑫정기적인 현직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이 팀으로 일하도록 지원하는지 여부

⑬교직원의 80%가 교육 및 보육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사람일 것(교육 및 보육
전문가의 임금과 근무조건에 관심증가)

⑭교직원의 50%가 최소한 3년의 고등교육을 받고 관련분야의 자격소지자일 것

⑮훈련받은 성인(교육자와 보조자) 대 아동의 비율이 4, 5세는 1:15미만, 집단크기는
24명 미만일 것

[표 4-2] John Bennet의 15개 지표와 내용(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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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및 최소기준 내 용

정책구조

①임금이 보장된 육아

휴직

부모 중 한명이 월급의 50%를 받고 출산휴가를 포함해 최소
한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는지 유무 / 부모가 실직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지 유무 / 최소한 2
주간의 육아휴직을 아버지가 받는지 유무

②불리한 아동의 우선

권을 위한 국가계획

불리한 아동에게 우선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계획 및 재정 지

원의 유무

기 회

③3세미만 아동의 보육
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3세미만 아동의 25%가 공적지원을 받고 관리감독을 받는 보
육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유무

④4세아를 위한 최소한
의 접근 기회 기준

4세아의 80%가 공적지원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서
비스를 1주에 15시간 이상 이용하는지 유무

질

⑤모든 교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 수준

가정탁아를 포함해 아이들과 접촉하는 유아기 서비스기관 교

직원의 80%가 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했을 것(교육과 보육

전문가의 임금과 근무조건에 관심증가)

⑥더 높은 교육과 훈련

을 받은 교직원의

최소 비율

정부지원과 인증을 받는 보육·교육기관 교직원의 50%가 최소
한 3년의 고등교육을 받고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분야의 자

격소지자일 것

⑦교직원 대 아동의 최

소한의 비율

훈련받은 성인(교육자와 보조자) 대 아동의 비율이 4, 5세는
1:15미만, 집단크기는 24명 미만일 것

⑧공공재정의 최소한의

기준

0∼6세 발달과 교육서비스를 위한 공적 투자가 최소한 GDP
의 1%

지 원

⑨아동빈곤의 최소한의

기준
아동빈곤율이 10% 미만일 것

⑩보편적인 건강지원 3
개 중 2개 이상의

충족

3개 요건
① 영아사망율이 4/1000 미만
② 2.5Kg 미만 저체중아가 6% 미만
③ 12∼23개월 영아의 예방접종률이 95% 이상

[표 2-3] 유니세프의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 10개 지표와 내용(2008)

이후, 유니세프 인노센티 연구소(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는

위 15개 지표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의 지표를 선정

하여 제시했다. 유니세프가 제시한 10개 지표 및 최소기준은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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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의 10개 최소지표는 개발 및 확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식견이

반영되며 합의되었고,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한 핵심적이면서도 객관성을 담

보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까지 가능하게 한

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나정(2010)은 실제 이

러한 지표에 따라 한국의 현재 아동권리 보호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

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아동의 권리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권리보호의 방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추상적으로만 인식되던

아동권리의 개념을 가족권의 일환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Woodhouse

Bennett과 Barbara Bennett(1994)의 노력, 사회 프로그램이 아동권리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효과를 확인하려 한 Saporiti(1996)의 연구, 미국에

서의 아동권리 실태 파악 평가표를 제시하려는 Carvalho(2008)의 연구 등

은 모두 아동의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국내에서는 특히 한국아동권리학회가 아동권리지표 개

발 등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했다.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지표개발팀

(1999)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개발을 위해, 선

행연구를 통해 총 227개의 세부지표를 작성한 후 전문가 의견조사를 벌여

최종적으로 10개 분야 30개의 지표를 제시했다. 이 지표는 이후 많은 연구

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증가

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추상적 개념의 아동권리가 보다 구체화되고 아

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 있다(김숙자·김현정, 2008; 김

진숙, 2009; 서정은, 2000; 지성애, 2011; 황옥경, 2010; Hart & Zeidner,

1993; Merey, 2014; Oslera, 1994; Wald, 1979 등). 아동관련 정책방안 마련

을 위해 정부기관의 용역으로 아동권리 연관지표를 개발, 적용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서문희 등은 2003년에 제3·4차 국

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아

동권리지표’를 개발, 제시했다(서문희·안현애·이삼식, 2003). 이 지표는 정영

순의 ‘아동복지지표(1997)’, 아동권리학회의 ‘한국의 아동지표’(2001) 등을

참고해 작성되었고, 「인구」, 「생존과 건강」, 「가족」, 「시민적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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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교육」,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특별보호」의 8개 영

역에서 16개 관심영역, 41개 세부관심영역, 112개 개별지표를 제시했다. 이

지표는 통계자료 등에 시범적용해 한국의 아동권리 수준 및 통계 생산현황

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국제기준대

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개발해왔다. 임희진 등에 의해 2012년 만들어진 지표는 「시민

적 권리와 자유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교

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특별보호조치 의 5개 영역, 22개 하위영역에

서 총 136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임희진·김현신·안지선, 2012). 그 외에도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생존·보호권」, 「발달권」,「참여권」의 세 권리

영역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유치원 평가지표를 활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권리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유해미·김은설·황옥경·김재

원, 2011). 이 밖에도 여러 지표를 통해 한국에서의 아동권리 보호현실을

평가한 연구들이 있다(나정, 2010; 이혜연·김영지·김신영·윤혜정, 2009 등).

그러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

하다. 첫째, 세부적인 권리의 내용과 권리보호기준을 결합해 보다 구체적인

권리보호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표들이 점차 개선돼 가면서 보다

자세하고 세밀한 평가가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별 지표 따로, 권

리 따로 각기 나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아동의 생존 및 성장발달

권, 교육권, 복지권 등 구체적 권리영역과 결합하면서, 권리보호에 대한 입

법적, 사법적, 행정적 판단의 기준으로까지 향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형성과정, 정책의 내용과 규정체계 등을 아동권리보호와 연관

시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재정지출

실태 등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현황분석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모여 정책형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아동권리 인식,

그리고 실제 산출된 정책의 아동권리 관련 내용과 형식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에 보다 실제적인

정책 시사점이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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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권리와 육아지원정책

그렇다면 아동권리와 육아지원정책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육아지원정책

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피겠지만, “공적 영역에서 시설

을 중심으로 영유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이 핵심을 차지하는 육아

지원정책은 아동권리의 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협약 당사국들에게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

념”하고(전문),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

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 전문)는 의무를 부과

한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

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 후문)고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정책에서는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15)

일반적으로 아동 관련 제도라고 하면 아동복지법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

대의 아동과 연관된 법령 및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에 제출한 한국정부의 제 3·4차 통합보고서에도 “1. 대한민국은 아동의 권

리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아동권리협약

의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16)고 하면서,

각종 아동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예산의 확대, 아동 청소년 정책 관련 법률

의 정비 노력이 소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육정책 및 유아교육정책 관

련 법령체계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

15) 외교통상부에 의해 작성된 공식 국문번역본에 의함.

16) 한국 정부의 ‘협약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결

과 및 권고사항’은 주요사항별로 번호를 매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4차

국가보고서에는 총 528개, 이 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심의결과 및 권고사항에는 총

88개의 문항이 들어있다. 관련내용을 검색하기 용이하도록 이 연구에서는 해당 내

용의 항목번호도 함께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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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행정적 조치들(13번)”의 일환으로 매우 비중있게 다뤄진다.17)

국가보고서는 “한국은 유아교육진흥법을 통해 유아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심신발달의 충실을 기하고 건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

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을 진흥하고자 하고,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한

다”고 명시했고(1차-80),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와 관련해, 1991년 제정

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서비스가 실시되고 보사부에서 일괄적으로 보

육사업을 관리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차-128),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

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두고 있다””(2차-155)고 하였다. 또한 협약이행을 위

한 주요 법령 제·개정 현황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표준보육과

정 및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개발 보급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을

예시로 명시면서(3·4차-24), “아동권리 향상의 일환으로,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2005년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하고(3·4차-105, 110), “2004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공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3·4차

-383)하는 것을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소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가족들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책

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보다 발전된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1차-27)하면서, “취학 전 교육을 위한 비용을 감소시켜 궁극

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을 검토”(2차

-53)하고 “아동관련 법령 내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명확히 언

급”될 수 있도록 관련된 노력을 강화할 것(3·4차-32)을 촉구한다. 더불어

“가정, 학교 및 모든 기관에서 체벌 등 학대를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

률과 규정을 개정”(2차-39, 3·4차-43)하고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3·4차-62)할 것을 권고한다(세

차례(제1차, 제2차, 제3·4차)에 걸쳐 작성·보고된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

17)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 2011년 발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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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권고사항’ 중 보육 및 유

아교육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

정부의 공식 보고서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권고사항에 나타나듯

이, 육아지원정책은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다. 그러나 정부가 아동권리 증진 대책으로 국가보고서에 예시한 ‘어린이보

호·육성종합대책’(2002), ‘아동안전종합대책’(2003),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

획’(2003∼2007),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등은 주된 보호대

상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영유아의 보편적·일반적 권리 보장을 정책적 측면

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양육의 사회화’가 이뤄지면서 오랜 시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해 만0세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육아지원정책

1) 육아지원정책의 개념

‘육아지원정책’의 구체적인 개념은 무엇일까? 기존에 한국사회에서는 ‘보

육시설이나 유아교육시설 등 공적 영역에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탁아(託兒)’, ‘보호(保護)’ 또는 ‘보육(保育)’이나 ‘유아교육(幼兒敎育)’ 등 다

양한 용어로 불러왔다. 때로는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경우

에 따라서는 유사한 기능을 지칭하되 근거법이나 정책명(政策名에) 따라

달리 표현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고 명

확한 연구진행을 위해, 먼저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을 포괄하는 ‘육아지

원정책’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어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한다.

육아지원정책은 광의의 개념으로는 “영유아를 포함한 18세 미만의 아동

에 대해, 양육과 아동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및 복지 영역의 모든 정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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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한선아·강민정, 2011; 이옥·공인숙, 2009), 혹은 “아동을 둘러싼 가족

모두에 대한 지원”(장명림·이윤진·이정림 외, 2011)이라 할 수 있다. 법령으

로 볼 때는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영유아 보육·교육 법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기타 관련법령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편 육아지원정책을 생애초기에 국한하는 협의

의 정의가 있다. 즉 협의의 정의는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학령기전 아동

즉,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대

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 2005)는 육아지원정

책을 “영유아기 아동의 보다 나은 성장과 발달, 그리고 인간성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육아지원정책의 개념을 협의로 정의한다. 즉, ‘① 연령을

기준으로 학령기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② 법령으로 볼

때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기반으로 하는 보육정책 및 유아교육정

책’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육아지원서비스는 이러한 육아지원정책을 토대로

가정과 아동에게 제공되는 유무형의 서비스로서, 특히 “아동이 부모와 떨

어져 있을 때 그 아동을 위해 규칙적으로 마련되고 전달되는 돌봄 및 교

육”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육아지원정책은 ‘영유아보육법’으로 대표되는 보

육정책, 그리고 ‘유아교육법’으로 대표되는 유아교육정책을 포괄하는 개념

이다.

법령을 기준으로 볼 때,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어린이집은 ‘보호자

가 노동 및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

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문의 내용과 구

조로 보면 보육시설 및 보육정책은 ‘보호가 어려운’ 보호자의 조건이 전제

되는 반면, 유치원 및 유아교육정책은 부모의 취업유무와 무관하다는 점에

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측면을 고려

하면 보육정책은 주로 사회권과 복지권, 유아교육정책은 교육권과 일차적

으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에는 유치원에서도 종일반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어린이

집에서도 교육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실질적 기능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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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해 졌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보육비용·교육비용 무상

지원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시설에 보내는 이유가 반드시 경제적 원인에

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 기능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정책을 둘러싼 갈등 및 정책논쟁이 존재하는 것은, 앞서 본 것

처럼 기본적인 정책 출발점과 법적 구조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을 포함하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볼 경우에

는, ‘실질은 유사하게 보이지만, 형식상의 출발점은 달랐다’는 역사적 사실

이 육아지원정책에 구조적 영향을 미쳤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보육정책

보육정책이란 용어를 자세히 나누어 보면, ‘보육’에 관한 ‘정책’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보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후 보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보육정책의 목표 등을 살펴본다.

가) 보육의 개념

일반적으로 보육은 ‘보호’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보육에 대해 “영유아를 건

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

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

한다. 보육의 개념과 목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왔

는데, 한국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년) 이전에는 주로 ‘탁아(託兒)’

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탁아란 ‘아동을 위탁(委託)한다’는 뜻으로서 서구

에서는 처음에 구빈적(救貧的 )차원에서 생겨났다.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

로 기혼여성들이 일터로 나가게 되면서 방치된 아이들을, 구빈적 차원에서

돌봐주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탁아시설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다(김성이, 2002; 양옥승, 1996). 따라서 탁아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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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로 여겨지던 영유아의 양육을, 개별적인 사유로 어머니가 아닌 다

른 대상에게 위임시키는 것으로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특별

한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하는 보충적·개별적 서비스

의 의미였던 것이다(이순형 외, 2009).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로 낮에

위탁되기 때문에 day care로 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초기 보육의 개념,

즉 ‘탁아’의 개념은 보호의 문제에 국한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

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한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보육은 단순히 영유아를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유아의 전영역에 걸쳐 아동발달을 위한 아동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는 서비스’(김익균·이창수,

2011)로 발전했다. 카두신과 마틴(Kadushin & Martin, 1988)은 보육서비스

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

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의 아동양육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생태학적 관점의

영향을 받아 아동, 부모 외에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지역환경 안에서 아동

을 위해 발달에 적합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보육의 개념에 포

함시키고자 한다(Downs, Moore & McFadden, 2010).

나) 보육정책에 대한 이념적 관점

보육정책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여, 영유아와 가정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복지 증진 정책’18)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과 맑스주의적

관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활동은 시장

기능의 실패나 역기능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경우에만 보완적 차

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활동은 시장(市場, market)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소극적 개입만 정당화된다(Ham & Hill, 1991;

18) 현행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2619호. 2014.5.20.) 제1조(목적)을 토대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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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ate & Reese, 2012). 이 견해에 따르면, ‘양육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

할’이며 ‘양육은 가정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정책에 대

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해 진다. 따라서 빈곤과 같

은 사회적 요구와 급박성이 있지 않은 한, 보육에 대한 국가 개입은 자제

될 수밖에 없고, 중상류층 이상에서의 보육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영역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육정책은 보충적·보완적 서비

스라 할 수 있다.

맑스주의적 관점19)에서 보면, 복지정책 등 일련의 사회정책은 노동력 보

존과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개별 자본은 과도하게 노동자계급의 노동

력을 착취하기 때문에 노동력 자체를 파괴하기까지 이른다. 이른바 지나치

게 거위의 알을 빼앗고 배를 가름으로써 더 이상 알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개별 자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국가가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노동력 고갈을 방

지하고 노동력 재생산을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주의가 고도화

됨에 따라 가정의 영역에 머무르던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

한데, 기존의 여성은 육아에 대한 전통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음으로 인

해 노동력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었다. 여성의 육아는 출생률을 유지해 지속

적인 노동력을 공급시켜야 하는 기능도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의 노동력도

확보하고, 동시에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안정적인 조건 유지가 필요해 짐

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자녀의 사회적 부양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회정책 또는 복지사업이 된 것이다

(Jessop, 1982; 오일환, 2001). 그렇지만 국가와 자본은 ‘수익자 부담의 원

칙’을 내세워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다

시금 수탈을 한다. 이러한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보육정책이 반드시

보충적·보완적인 서비스에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준의 보육비용

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본래 국가가 부담해야 했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은 보다 확대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른바 ‘무상보육’이란 슬로건 하에 모든 책임을 국

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치 국민을 위해 국가가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

19) 밀리반트(Miliband)와 플란차스(Poulantzas) 등의 신(新) 맑스주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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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것은 본래 국가가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부담했어야 할 스스로의

비용을 온전히 치루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육정책을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맑스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가 어느 수준까지 보육에 관한 책임

을 지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보육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논의와 연결된다. 한국에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될 때에도 국가의 책

임수준, 보육정책의 목표 및 기능은 중요한 쟁점이었다.

다) 보육정책의 목표

보육정책의 목표는 그 정책대상인 아동과 부모, 그리고 정책주체인 국가

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보육정책은 아동의 발달과

아동복지를 목표로 한다. 보육의 일차적 기능은 영유아에 대한 보호에 있

다. 그러나 보육의 대상은 특히 성장발달과정에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영

유아이므로,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박탈된 환경에 처한

아동 혹은 부모의 취업 등으로 가정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이러한 아동

발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균등한 발달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발달

에 적합한 여건과 환경을 제공한 성과가 긍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제

는 일반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둘

째, 보육정책은 부모와 가족복지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취업 또는 기타

이유로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모의 사

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

한다. 셋째,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과 건강한 가족의 증가를 통해 사회의 활

력을 유지하고 국가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 한국 보육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

일반적으로 근대 이후 한국에서 최초로 사적영역이 아닌 공공영역에서의

양육, 즉 ‘보육’이 출현한 것은 1921년 서울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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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에서부터라고 여겨진다(김경숙, 2009; 김익균·이

창수, 2011; 김인경, 2012; 이동욱, 1991; 이순형 외, 2013). 이후 1926년 부

산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의 2개 시설이 배치된 것을 계기로, 1939년에는

전국에 관립 1개소, 공립 2개소 등 11개소의 공·사립 보육시설에서 435명

의 어린이가 보육되었다(강영욱, 2002). 당시의 보육사업은 빈민아동을 위

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중류층 아동을 위한 유치원이 섭립되

면서부터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대상이 계층별로 이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중상류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보육시설은 주로 빈민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구빈적 성격의 보호 및 수용

기능을 담당했다.

1945년 광복 이후 1960년까지는 6.25전쟁을 전후한 혼란기로서, 정부가

공적 영역에서의 돌봄에 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시기였다. 그리

고 국가의 관심도 전쟁고아나 기아, 미아 등의 사회적 보호에만 치중해 주

로 ‘고아원’ 등의 시설에 초점을 두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2월에는 ‘후생시설 설치기준령’을 통해 당시 난립되어 있던 아동시

설 등의 최소요건을 규정했고, 1952년에는 주로 외국인 원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각종 아동수용시설의 관리 필요에 따라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인 등의 시설 설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4월),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만들었다(10월)(김성이, 2002).

제도적 차원에서 보육에 관한 규정을 담은 최초의 법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20)이었다. 이 법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

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

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

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동복

리법 및 시행령에 ‘보육’과 ‘탁아’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아동복리법 시행령 제2조는 ‘탁아’에 대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해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위탁을 받

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보육’에 대해서는 “보호

자가 없는 아동 또는 이에 준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육하는 것”으로 규정

20) 1961.12.30.제정되고, 1962.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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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대해 당시 ‘보육’과 ‘탁아’가 의미나 해석에 있어 거의 동일했다

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예를 들어 오화영, 2007: 46). 그러나 법령의 체계

및 해석상, 당시 아동복리법은 기존의 고아원을 ‘보육시설’로 보았고, 현재

의 보육시설 내지 어린이집을 ‘탁아시설’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혜선, 2003 역시 같은 취지). 그렇게 본다면, 아동복리법은 기존의 고아

원과는 차별화된 ‘탁아시설’이란 용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탁아소’를 법

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치기준, 인력체계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러다

가 1962년 3월 제정된 아동복리법 시행령과 아동복리시설 기준령에서 기준

등이 규정되었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등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보육수요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 관련시설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68년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민간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종전

에 법인체만이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보육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하

락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등장한다(성숙자, 1982; 오화영, 2007; 정혜선,

2003).

이전까지 탁아시설은 기본적으로 가정적 요인 때문에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는 그 성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

으로 1978년에는 ‘탁아시설 운영개선방안’21)이 마련되면서, 보육시설로 하

여금 저소득층 아동만이 아닌 일반 중산층 아동도 개개 가정으로부터 보육

료를 직접 받아 수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이재창·김성일·고진영, 1982; 임

종운, 1994).

21) 이 방안은 탁아시설로 하여금 일반가정의 어린이에게 개발하고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하되, 수탁 아동의 20%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육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래 시설취지대로 영세민 가정 아동에 대한 위탁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일반가정 아

동에 대한 보호 및 교육 기능 역시 병행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탁아시설 운영개선

방안’을 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끔 제도변화를 가져 온

계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표적으로 성숙자(1982)는 당시 수탁아동의 20%는 8,000

명 정도인데 이는 보사부가 추정한 요보호 아동 약 14만명의 0.03%에 불과했고, 따

라서 이 방안은 어린이집이 본래의 기능보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치원과

비슷한 기능으로 전환하게끔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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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출범한 제 5공화국은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정책분야를 모색하면서 상대적으로 미발굴 영역이었던 교육, 특히 ‘유

아교육’에 주목하였다(김정화, 1987). 이에 따라 청와대에 ‘교육문화비서실’

이 신설되고 복지분야와 더불어 4대 국정지표22)가 제시되었으며, 아동복지

법 전면개정 및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아동복지의 대상

이 보편화되면서 1981년 4월에는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되었다. 이 법은 종전의 아동복리법이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어 요보호 아동에만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

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 특성과 능력

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 조성”(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법률 제 3438호 개

정이유) 차원에서 보호 대상의 범위를 전체아동으로 확대했다.23) 다음으로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유아교육진

흥법이 제정되었다. 동시에 기존의 보육담당부처였던 보건사회부보다는, 정

부부처 중 가장 행정력이 뛰어난 내무부로 동법상의 새마을유아원 사업이

이관되었고, 실제 교육을 담당하던 문교부 등 교육담당자 및 교육학자 등

이 이를 지원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유아교육진흥법은 기존의 각종 민간시

설과 어린이집, 종교단체 부설 탁아시설, 종일반을 운영하는 예체능계 학

원, 유치원, 농번기탁아소 등 여러 형태의 영유아 보호 및 교육 시설을 새

마을유아원과 유치원으로 통합하여 이원화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

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이전에는 보육이 사회복지 차원의 ‘보호’

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었지만, 제정 이후에는 보호 못지않게 교육에도 무게

중심을 두게 되었다(정혜선, 2003).

그러나 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둔 새마을유아원은 계속적인 양적 확대

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이 4시까지였고, 1년에 두 차례 방학을 하는 등 증

대되는 보육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는 1987년 민주

22) 당시 5공화국의 4대 국정지표는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

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이었다.

23) 그러나 전면개정된 아동복지법 역시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인력체계 등 주요내용

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되었다. 이

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탁아소 등 보육시설의 설치근거가 아동복지법 시

행령 등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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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여성취업률이 급증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

건의 변화,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까다로워진 새마을 유아원 등의 설치기

준 및 절차가 일조했다. 특히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관련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운영시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맞벌이

근로자의 보육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이동

욱, 1991).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으로 넘어가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이 계속 논의되었다. 그 과정에서 보

건사회부가 ‘탁아사업 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공공보육의 담

당부처가 내무부에서 다시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었다(오화영, 2007; 정혜선,

2003). 1989년 3월, 보건사회부는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삭제되었던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탁아시설 설치 운영’ 조항을 부활시키는 개정안을 마

련, 공포했고, 이를 통해 탁아 관련 시설을 보다 늘려 확대되는 탁아 수요

에 대처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간시설에 대한 규제의지가 크게 부각되자,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차원이 아닌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정식으로 보육제도를 규율해야 한다”는 보육입법 추진운동

이 가시화된다(오화영, 2007; 임종운, 1994). 결국, 보육과 관련해 분산·다원

화되어 있던 법체계와 주관부서를 통합해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하고, 보육

시설의 설치·운영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으로 확대하며24),

보육비용 등 책임에 대해 부모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도 공동으로 책임지

고 있음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영유

아보육법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될 때 함께 전면개정되었고, 모든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편적 보육’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주로 만5세)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비용부담을 강화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보육시

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몇

24) 기존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만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1994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개인,

기업, 단체까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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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의 일부개정을 통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 오다가, 2012년 이후부터 무

상보육의 확대,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등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마) 보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국내의 연구동향

한국에서 처음 보육정책이 출발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의 문제를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현재 보편적인 무

상보육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공립 육아지원시설의 입소순위

에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목적과 인식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복지정책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배경

이기도 했다(김종혜 2013; 백선희, 2011; 백선희·김교성 2001; 송다영, 2011;

이미정 2009; 장영인 2009; 최순자, 권건일, 김재환, 2008; 표갑수, 1998,

2002, 2004). 김연명(2011)과 윤홍식(2011)은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이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의미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일정 부분 선별주의적 배분 원리와 결합될 때 필요와 욕구가 더 많은 사람

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공평한 원리가 될 수 있음을 육아지원정책

과 연관지어 주장한다.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높아지

는 육아지원 욕구와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가정과 육아지원시설에서의 성별 분업 및 모성 보호에

대한 연구가 출현했다(박선영, 2006; 이숙진, 2002; 고미라, 1995; 홍승아

2005). 흥미로운 사실은 초기 모성관점에서의 연구는 주로 성별화된 사회

(gendered society) 구조 속에서 육아의 문제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억압적

이고 스트레스적인 것으로 다가오는지에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의 연구들

은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양육 사이의 선택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김경희와 윤자용(2009)은 돌봄의 사회화정책의 일환인 보육료

지원책이 육아책임을 공유하는 맞벌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

한 연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 정책은 어머니로 하여금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에 치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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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다.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는 복지재정의 확대에 따른 효율성 논쟁과 더불

어, 경제적 관점에서 육아지원정책의 효과를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

육정책의 문제를 여성 노동력 활용을 통한 미래 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및

출산율 회복의 도구로 보면서 그 결과를 측정하거나(신윤정·이지혜, 2010;

최성은·우석진, 2009), 육아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개입, 간섭

의 효과에 관심을 갖는다(김인경, 2012; 현진권, 2005). 특히, 최근의 복지정

책 확대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경제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보육정책

확대를 통한 정부개입이 시장의 왜곡을 낳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현진권, 2013).

한편, 보육정책의 역사적 흐름 및 그에 따른 관심 변화와는 무관하게 아

동의 발달 및 보육·교육서비스 전달이란 측면에서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

육학 등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아동발달을 위한 제도적 환경 및 시설에 관

한 연구, 이원화된 구조에 대한 분석 등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권건일

외, 2007; 김현진 2012; 백선희·서문희 2004; 김지현·양옥승, 2009; 윤건호,

2004, 2006; 이순형, 2001; 이일주, 2002).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영유아보육

법 또는 유아교육법 등의 정책화 과정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김혜

인, 2012; 류봉희, 2000). 그러나 대부분 사회복지학 또는 행정학, 교육학

전공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3) 유아교육정책

유아교육정책을 용어에 충실하게 분석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

육’에 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 아동에 대한 교육’과 ‘교

육정책의 일환’이란 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유아교육정책

‘교육정책’의 의미에 대해 Bell과 Stevenson(2006)은 “교육 영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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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교육 제도의 작동을 규율하려는 국가의 결정활

동”이라고 정의하며, 교육학용어사전25)은 “국가나 권력에 의하여 지지되는

교육이념, 또는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방침이나 지도원리”라고

정의한다. 이 때 교육이념은 교육의 본질과 기본목표에 관한 이상(理想),

교육과 국가·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개념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교육운영

의 기본원리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그 본질에서부터 볼 때 국가나 사회

가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학교급제와 같은 공공영역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비(非)학교급제에서와 같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 할

지라도,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은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강제성이 정당화되는 근거로 ‘교육과 관련한

공공복지 증진과 국민의 동의’(장길호, 2001), 또는 ‘공공적 차원에서의 보

다 조직적인 교육활동 지원’(김신복, 1996) 등을 들기도 한다. 이처럼 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살펴볼 때는 반드시 ‘정책’이기에 갖는 ‘공권적 강제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러한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시킬 만큼 충

분한 목적과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및 민주적 참여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정책은 ‘교육’에 관한 것이고 주요 교육대상이 주로 ‘학생’

이란 점에서, 효과가 중장기에 걸쳐 일어난다. 따라서 다른 정책영역보다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26)

나) 유아에 대한 교육정책으로서의 유아교육정책

유아교육이란 “유아가 적절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과

정서에 맞는 방법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정강희, 2003)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타고난 잠재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획적

으로 돕는 과정”(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3)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920년대 초 게젤(A. Gesell)이 유아의

학습행동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이래 블룸(Bloom)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따라서 유아교육정책은 “유아의 타고난 잠재능력이 바람직한

2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6.29.

26) 중장기에 걸친 효과 및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이란 점에선 보육정책 역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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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끔, 유아의 발달과 정서에 알맞은 교육여건

을 조성하고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행정적·재정적 지원활동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유아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와 더불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

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일반적으로 유아교육정책은 초창기에는 주로 종교단체, 사회단체 및 민

간에 의해 주도되어 왔기에 국가에 의한 유아교육정책은 다른 시기의 아동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보다 늦게 발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짐에 따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

입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대되었다(Belfield, 2004; Cleveland & Krashinsky,

2003). 대표적으로 Day(1983)의 연구는 아동의 행동과 성장에 가정적 요인

외에도 이웃, 지역사회, 국가·사회 구조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인용되기도 했다(Kamerman, Neuman,

Waldfogel and Brooks-Gunn, 2003; 정경화·권은주, 2006).

다) 유아교육정책의 목표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유아교육정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즉 ‘결정

적 시기에 있는 아동의 발달 도모’, ‘교육의 기회균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아동의 발달 도모’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 보육정책에서도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Belfield, 2004; Greenbaum, Fried and Eichenholz, 2011). 유아

교육정책의 또 다른 목표로 거론되는 ‘교육의 기회 균등’은 이른바 ‘교육평

등권’이라는 교육적 권리의 실현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89헌마88)라고 하면서,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93헌마192). 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은 특히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이

를 위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교육평등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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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유아교육정책에 관해서도 이러한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Cleveland &

Krashinsky, 2003; Kamerman et al., 2003; 김신복, 1996; 나정·문무경·심은

희, 2003; 이명조, 2010; 정강희, 2003; 정경화·권은주, 2006). 이러한 연구들

은 유아교육 역시 의무교육에 준하여 공교육화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정책

이 나아가는 것이 유아의 교육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한

다.

라) 한국 유아교육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

한국에서 근대적 유아교육의 역사는 유치원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다.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은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 소개됐다. 우

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유치원은 1897년 일본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위

해 부산에 세운 ‘사립 부산유치원’이다. 이 유치원은 일본인 유아를 위한

일본 유치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1900년에 일본인 자녀들을 위해 서울에는

‘공립 경자기념경성유치원’, 인천에는 ‘인천 기념공립 유치원’이 세워졌다

(성숙자, 1982; 전인옥·이경옥, 2013).

1908년 4월에는 순종황제의 칙령으로 유치원에 관한 최초의 명문화된 규

정인 ‘고등여학교령’이 공포되었다. 고등여학교령는 고등여학교에 부속유치

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제10조)를 마련했고, 이로 인해 이화유치

원(1914), 정신유치원(1915), 중앙유치원(1916), 배화유치원(1917) 등이 차례

로 여학교 부속유치원으로서 설립될 수 있었다. 이중 이화유치원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유치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계 유치원으로서 브라

운리(Brownlee)가 교육을 담당했고, 중앙유치원은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한국 유치원으로서 독립정신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설립 이후 1949년 교육법 제정 전까지 유아교육에 관한

법적규정은 ‘조선교육령’이 유일했다. 1911년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는

유치원 규정이 없었고, 1922년의 2차 조선교육령 중 소학교령(총독부령 제

11호)에 유치원교육의 목적, 내용, 원아 수,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

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이듬해인 1949년에는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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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에서는 제5장 10절에 유치원의 교육 목적 등 유치원 관련 조항을

두었고, 이에 따라 문교부에서 국립유치원설치계획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한국전쟁으로 무산되었다. 이후 1952년 4월에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

되어서야 비로소 유치원의 설립인가 절차와 기준, 원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었다. 그렇지만 1950년대의 유치원 교육은 다른 학교급제 교육에

비해 정부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었다(전인옥·이경옥, 2013).

그러던 중 당시 난립되어 있던 유치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962년 ‘유치원 시설기준령’이 공포되었다. 이 기준

령은 유치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 원구 및 교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최소

한의 필요 설치 기준을 상당히 자세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리고 1969년에는 문교부령인 ‘유치원 교육과정령’이 공포되면서 최초로 국

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이기숙, 2013).

제5공화국 성립 후 1982년에는 유아교육 확대 및 육성을 위한 ‘유아교육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해 12월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 공포

되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법을 유아교육에 관한 최초의 독립법안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문교부 내의 보통교육국에 ‘유아교육 담당관

실’이라는 유아교육 총괄부서가 처음 설립되었다. 그리고 지방 교육위원회

에도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배치되었다(정혜선, 2003).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은 교

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보육은 영유아보

육법이 규율하는 이원화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 후 1993년 출범한 문민정

부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유아교육 장·단기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의 학교급제화,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 5세아 무상교육, 유아

교사의 자격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등이었다. 그리고 1997년 대통령 직

속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유아학교 신설’이

포함된 유아교육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이후 유아교육에 관한 독립입법 제

정 움직임이 나타났다. 당시 유아교육법안의 주요 내용과 목표는 ① 유치

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여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고, ② 유치원은 종일반

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24시간 보육도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③ 만 5세아

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었다(박재환·박지영, 2007;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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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04). 그러나 보육업무를 담당하던 보건복지부와 보육계, 학원계 관계

자 등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몇 차례 유아교육법 제정노력이 무산되다가,

2004년 1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타협을 통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이 때, 영유아보육법 역시 전면 개정되었다). 유아교육법은 몇 차례 개정

되다가, 2012년 이후부터 보육 및 유아교육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

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해, 외형적 제도의 통

합은 아니지만 실질적 통합의 실마리도 마련되고 있다. 기존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의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해 만 3-5세 공통 누리과정

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만5세아 이외의 아동에게도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1997년 유아학교라는 공교육 체제의 출범과 관련해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 수년 만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마) 유아교육정책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동향

유아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제도의 일환으로서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정책 변화가 교원 및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교육기

회의 평등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나정, 2009; 이명조, 2010; 정경애·강재태, 2013). 특히, 유아교육정책의 형

성과정에 대한 연구도 유아교육학 전공자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

으로 이원영(2004)은 본인이 직접 관여하였던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에 대

한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일련의 유아교육법 제정과

정을 이해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자료를 제공했

다. 한편, 기능상의 유사성을 보이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한 연구

도 활발히 진행되었다(고민경·권건일, 2007; 김은설·조혜주·이보라, 2011;

나정·유희정·문무경, 2000; 문무경·김은설·김진경 외 4인, 2009; 최윤경·문무

경·원종욱·김재원, 2011).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 분

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주로 시대적 관심의 변화에 따라 복지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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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관점, 경제적 관점, 아동학 내지 유아교육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

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의 내용 및 효과 측면에 초

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형성과정의 역동적 측면을 거시적으로 함께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행정학이나 교육학 관련 전공자들27)이 정책과정에 관

심을 갖고 진행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정책논변모형(policy argument

framework) 또는 일반적인 교육정책결정 모형 등을 기반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정책변화과정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많았다.

따라서 육아지원정책의 내용과 그 형성과정간의 연관성을 밝히고, 정책

의 중심이 되어야 할 ‘아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아동의 권리보장이란

측면에서 정책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정책형성과정 분석모형

1) 정책연구의 접근 방법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회경

제적 요인에 관심을 갖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두 요

인을 모두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치체제 외에 사회문화적 변수들

을 함께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IT분야 등 과학기술의 발

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분야의 정책형성과정 연구에서는 기술·경제

학적 접근이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정책은 정책결정자에 의해 결정되고, 정책결정

자는 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 및 운영방식 등에 의해서 행동의 제약을 받

으므로, 정책은 결국 정치체제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치체제의

구조적 차이, 정치체제의 운영방식의 차이 등에 따라 정책내용이 달라질

27) 육아지원정책의 정책과정을 주제로 한 최근의 행정학 분야 학위논문은 김사라

(2012), 김혜인(2012), 류봉희(2000), 이동욱(1991), 정강희(2004)의 연구를 들 수 있

다. 교육학 분야의 학위논문으로는 이미석(2006), 이일주(1999), 최혜윤(2009), 홍인

혜(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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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바람직한 정책을 위해 정치체제의 구조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

해 노력하면서 정책결정자의 정책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28)(Schattschneider, 1975; Wilson, 1980).

그러므로 정책결정권자의 의제설정상의 주도권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Bachrach & Baratz, 1962; Cobb, Ross & Ross, 1976), 정책과정 참여자로

서의 대통령(Aberbach & Rockman, 1999; Light, 1991), 의회(Kingdon,

1977), 관료(Wilson, 1975), 이익집단(Moe, 1981) 등에 관심을 가졌다.

한편, 주로 재정학자들의 주도로 재정지출 등의 결정적 영향 요인이 정

치적인 것이 아닌 사회경제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고(Brazer,

1959; Fabricant & Lipsey, 1952)29), 이로 인해 많은 정치학자와 행정학자들

이 정치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30)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수 외에 정치문화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

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물론 사회경제적 요인 혹

은 문화적 요인은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들과 상호 영향을 주

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실제로 정책결정요인론(Policy Determinants Theory), 즉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량화하기 쉬운 사

회·경제적 요인은 과대평가되고, 계량화가 어려운 정치적 요인은 과소평가

되었다”는 비판이 가해졌는데, 예를 들어 국민 소득에 따라서 총가용자원

이 결정(상위 수준)되지만, 세부 사업의 결정(하위수준)은 총 자원 범위 내

에서 선택의 문제로서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28) 예를 들어 정치학자들은 “정당간 균형은 각 정당이 가난한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

한 노력을 하게 만들 것이고 계속적인 정당간의 경쟁은 집권당으로 하여금 공약사

업을 경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가난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증대할 것이다”라고 하여 복지정책이 정당간의 치열한 경

쟁이라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김용준, 1992, p.12에서 인

용.)

29) 예를 들어 페브리컨트는 미국 주정부의 예산을 분석하여, 1인당 소득, 인구밀도, 도

시화의 세 가지 변수로 주정부 총지출액의 차이를 72% 정도 설명할 수 있음을 발

견하였다.

30) 대표적으로 Walker는 정책지표로서 특정정책을 주 의회에서 얼마나 빨리 채택했

느냐하는 혁신 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적 변수와 혁신은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나 사회, 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경우에는 이들의 관계는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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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화하기 힘든 정치적 변수의 특성을 무시한 채 통계적 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치적 변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우려가 크

다. 따라서 정책환경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정책결정

주체인 정치체제(또는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31))를 매개로 간접

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정정길 외, 2013).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요인론이 밝힌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앞서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지적을 감안하여 분석을 진행하면 정치

적 변수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

경적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즉, 사회환경

적 요인은 정치체제의 선택을 제약하는 일종의 제약요인이며, 이 제약요인

의 범위 내에서의 정책결정은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환경적 변수의 제약 하에서 정치적 변수에 의해 구체적

정책의 요인이 결정된다. 모스코(Mosco, 1988)가 말한 바와 같이, 정책은

사회적 진공상태(social vacuum)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나라의

정치체제의 구조, 체제의 구성원, 역사와 문화적 환경 등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

하는 것이 실제 정책형성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이론적 설명력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크라스나우와 동료들(Krasnow, Longly &

Terry, 1978) 역시 방송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다양한 사회적 외부 변

수를 고려하는 가운데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책이 형성되고 변동되는 과정을 분석함

에 있어 외부 변수들의 제약 하에 특정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정책형성과 변동에 주목한 연구자가 사바티어(P.

A. Sabatier)이다. 그는 유사한 신념을 가진 행위자들이 신념체계에 대한

31)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특정한 정부기구보다는 이익집단, 관료, 의회의 관련 위원

회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각 정책영역별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상당히 독립적으로 해당분야의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정

책하위체제 또는 하위정부체제라고 한다(정정길 외, 2013). 정책하위체제는 특정 이

익집단, 관료, 의회 해당 위원회로 구성된 ‘철의 삼각동맹(iron triangle)’ 뿐 아니라

저널리스트, 연구자, 정책분석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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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정책옹호연합을 구성하고, 경쟁연합

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이 형성되고 변동되는 역동성에 주목했다. 이것

이 정책옹호연합모형(Policy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이하 ACF)이다

(Sabatier, 1988, 1993, 2007). 이 정책옹호연합 모형은 이 연구에서 육아지

원법령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는 중요한 분석모형이므로, 이하에서는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2) 정책옹호연합모형

가) 개관

정책옹호연합모형은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나타나는 동태적 변화과정

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발된 이론모형이다. 이 모형은 기존의 합리모형, 만

족모형,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의 정책결정모형과 전통적인 정책과정

단계모형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1988년에 사바티어

에 의해 개발되었다. 기존의 모형들은 외부의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내부의

동태성에 대한 인과적 분석에 한계가 있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형

성의 변동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바티어는 근본적인

정책목표에 대한 갈등, 중요한 기술적 분쟁, 다양한 수준의 정부와 많은 행

위자를 포함하는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모형을 개발

한 후 최근(2007)까지 꾸준히 수정, 보완해 왔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하위체제 내의 옹호연합을 분석단위로 하여 각

연합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인식과 가치로서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바탕으로 신념이 정책화되는 과정을 통해 정책형성을 설명한다. 정책하위

체제에 영향을 주는 외적변수(external parameters)들은 옹호연합에게 정책

결정에의 자원이 되거나 혹은 제약요소가 된다고 보면서, 각 연합이 선택

한 전략이 정책분석 및 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을 통해 조

정되거나 연합외부의 정책중재자(policy brokers)에 의해 중재됨으로써 각

연합의 가치체계의 2차적 측면을 변화시켜 정책형성에 영향을 가져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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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이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정책하위체제 내

에서 상호작용하는 참여자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정치적 속성을 파악하는데

적실하다. 둘째, 정책외부환경의 제약 하에서 이뤄지는 옹호연합 간의 상호

작용 및 정책형성을 설명함으로써 환경과 정책과정 간의 동태적 관계를 파

악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장기간 논쟁을 벌이면서 갈등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단계별로 진행되어온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특히 각자의 정책신념에 근거한 두 개 이상의 옹호

연합이 갈등·경쟁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형성이나 변동의 동태적 과정

을 설명하는 틀로 활용되어 왔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사례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형성 역시 크게 두 개의 경쟁적 정책옹호연합이 상당기간 상호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체, 정책신념, 전략, 상호작용 등을 ACF를 통

해 분석하는 것은 유용하다. 옹호연합모형의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육아지

원정책 형성과정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가설 및 기본전제

정책옹호연합모형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사바티어는 1988년 초기

모형에서 9가지 가설을 제시한 이후 1993년, 2007년의 연구를 통해 기존가

설을 수정·보완해 12개의 가설을 정립했다. 가설들은 세 가지 영역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첫째, 옹호연합에 대한 가설 다섯 가지로 ① 어떤 정책하

위체제 내에서 옹호연합과 반대연합의 연합간 결속은 10년 가까운 시기 동

안 안정된 경향을 보일 것이다, ② 정책옹호연합의 행위자는 정책핵심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공감을 가지나, 2차적 측면의 신념에 있어서

는 그러한 공감이 보다 덜 할 것이다, ③ 정책옹호연합 또는 연합 내 행위

자는 정책 핵심적 신념보다는 2차적 신념을 포기하려 할 것이다, ④ 하나

의 옹호연합 내에서 행정기관은 이익집단과 같은 참여자보다 더 온건한 입

장을 지지할 것이다, ⑤ 가치지향적 집단의 엘리트들은 물질지향적 집단의

엘리트보다 정책위치와 신념의 표현에 있어서 제약을 더 받을 것이다 등이

다. 둘째, 정책변동에 대한 가설 두 가지로 ① 정부 프로그램의 기본적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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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요소는 그것을 성립시킨 옹호연합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중요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위계상 더 큰 관할권에 의해 변화가 부과되어진 때

는 예외이다, ② 하위체제 외부의 심각한 동요, 즉 사회·경제적 여건, 지배

집단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 산출의 영향 등이 없이는 정부

프로그램의 핵심요소가 변화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 외부의 중요한 동

요는 변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등이다. 셋째, 정책학습에 대

한 가설 다섯 가지로 ① 신념체계 간 정책학습은 중간적 수준의 갈등에서

가장 잘 발생한다. 이때 각 연합은 논쟁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자원

을 보유해야 하며, 갈등은 한 연합의 신념체계의 2차적 측면과 다른 연합

의 핵심요소 간의 것 또는 두 신념체계의 2차적 측면에 관한 것이어야 한

다, ② 정책학습은 상대연합의 전문가가 참가해야 할 정도로 권위있고, 전

문적인 규범에 의해 진행되는 포럼 등이 존재할 때 일어나기 용이할 것이

다, ③ 정책문제가 질적이거나 주관적인 문제보다는, 양적 성과지표가 있는

정책문제의 영역에서 정책학습이 일어나기 쉬울 것이다, ④ 사회체제를 포

함하는 문제보다는 자연체제를 포함하는 문제 영역에서 정책학습이 일어나

기 쉬운데, 자연체제에서는 그 구성요소 자체가 능동적인 전략가들이 아니

며 통제된 실험이 쉽기 때문이다, ⑤ 축적된 기술적 정보는 반대연합의 신

념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책중재자 또는 정

부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관리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등이다.

이러한 가설 하에 사바티어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유용성을 갖기 위한

네 가지 기본전제로서 첫째, 정책형성 및 변동의 과정과 이 과정에서 정책

지향학습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시간적 관

점이 필요하며 둘째, 장기간에 걸친 정책형성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하위체제의 관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야 하

고 셋째, 정책하위체제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넷째, 정책은 신념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인과적 가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을 제시한다.

다) 정책하위체제와 외적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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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형성과정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특정 정부기관이 아니라 정책하위체제를 고려한다. 이것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 이익집단, 의회 관련 위원회, 언론, 연구기관 등 수많은 정책참여자들

이 각각의 정책신념과 자원(resources)을 가지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상호작용적 전략을 통해 정책결정과 정책산출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한다(Sabatier, 2007). 정책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신

념을 정책으로 옮기기 위해 활동하며,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전문가들 간에 협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정책하위체제 내

의 정책참여자들은 두 가지 외적변수(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적변수, 역동

적인 외적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변수들은 행위자들에게 자

원과 제약으로 작용한다.

안정적 외적변수(stable external parameters)에는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

성, 자연자원의 기본적 분포, 근본적인 사회문화가치 및 사회구조, 기본적

법률구조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변화가 거의 없고,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변화가 매우 느리고 변화의 범위도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이

옹호연합의 전략 변화에 직접적 원인으로 설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역동적 외적변수(dynamic external parameters)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여론의 변화, 지배집단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 등으로 경제위기, 관련법의 개정이나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와 같이

단기간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 등을 의미한다.

라) 옹호연합

ACF는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그들의 정책신념과 자

원(공식적인 법적 권한, 정보, 여론, 동원할 수 있는 집단, 재정적 지원, 리

더십 능력 등)에 따라 복수의 옹호연합을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사바티어

는 옹호연합을 “①특별한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②상당기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조정된 활동을 보여주는, ③다양한 직위(선출직 관리, 행정관료, 이

익집단의 지도자, 연구자 등)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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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념체계

정책옹호연합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위계적 구조를 지닌 신념

체계이다. 신념체계는 정책하위체제 내부에서 정책옹호연합을 응집시키는

중심적 조직원리이며 하나의 행동을 구성하는 인식체계로서 일정한 가치

또는 태도에 의해 형성되어진다. 신념체계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이념으

로 나타날 수도 있고 대안이나 전략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신념체계는 변화의 용이성에 따라 ‘규범적 기저핵심(normative

deep core)', '정책핵심(policy core)',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으로

나눌 수 있다. (i) 먼저 규범적 핵심은 신념체계 중 가장 최상위 수준을 차

지하는 것으로서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근본가치를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

와 사회적 평등 간의 가치부여, 혹은 정치적 좌·우의 배치 등이 해당하며,

종교적 신념과 마찬가지로 변화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의 변화를 압박하는

상황이 오면 정책옹호연합은 이를 보호가기 위해 보다 낮은 수준의 신념들

을 수정하거나 폐기한다. 이는 규범적 핵심이 옹호연합의 존재기반이 되기

때문이다(장지호, 2004). (ii) 다음으로 정책핵심은 규범적 핵심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시각이나 입장을 말한다. 이것은 특

정 하위체제에서 실제 운용되는 정책과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어 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특정 목표가 정해질지 혹은 목표달성의 필수조건들이 어떠

한 것인지에 관한 인과적 인식을 일컫는다. 사바티어는 정책핵심 신념이

옹호연합을 뭉치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 역시 쉽게 변

하지는 않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변할 수 있다. (iii)

마지막으로 이차적 측면은 주로 정책핵심 신념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상 혹은 입법상의 정책수단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규제방안, 예산배분,

성과에 대한 평가, 특정 제도와 법적 개정 등에 대한 정책선호 등과 관련

된다. 이는 가장 구체적이며 변화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규범적 핵심

신념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반면, 정책핵심 신념들은 가변적이다. 물론 몇몇

정책핵심 신념은 규범적이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지만 대부분은 상황이 전

개됨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차적 측면의 신념들은

새로운 자료, 경험, 전략적 상황에 보다 쉽게 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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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핵심
(normative core)

정책핵심
(policy core)

이차적 측면
(secondary aspects)

특징
근본적인

규범적·존재론적 공리

규범적 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입장

정책핵심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적 결정과

정보탐색

적용

범위

모든 정책영역에

적용함

관심있는 특정

정책영역에 적용함

관심있는 정책영역의

일부에 특별히 적용함

변화

가능

성

매우 어려움: 종교적

개종과 유사

어려움: 심각한

부조화나 변화를

경험하면 변화 가능

다소 쉬움: 대부분의

행정적·입법적 정책결정

주제임

예시

(1) 인간의속성
- 성선설vs. 성악설

- 자연의일부 vs. 자연을
지배

(2) 다양한 궁극적 가치의

상대적우선순위

(3) 배분적정의에대한기
본적 기준: 누구의 복

지가 중요한가? (자신,
주도집단, 모든 사람,

미래세대등)

(4) 사회구조적정체성
(인종, 종교, 성등)

(1) 근본적인 규범적 지침

: ‘근본가치를 최우선으

로 해야 하며, 자신들의

복지와 관련성이 있는

집단을 인식해야 한다’

는 지침

(2) 내용적 요소와 관련된

지침

- 문제의 근본원인

- 정부와 시장의 권한

배분

- 정책도구(강제, 유인,

설득)에 대한 선택

(1) 특정 영역에서의 구체

적인 문제의 심각성

(2) 다른 지역들과의 다양

한 인과연계의 중요성

(3) 대부분의 행정규칙, 예

산배분, 규정해석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4) 특정 프로그램 또는

제도의 성과와 관련된

정보

[표 2-4]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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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책중재자와 정책산출

옹호연합들은 협력, 경쟁, 갈등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 특히 갈

등은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정책지향 학습을 유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

책중재자에 의해 중재된다. 정책중재자는 옹호연합의 갈등을 중재하며 타

협점을 찾게 하는 행위자로서, 의회나 정부부처 혹은 관련 위원회 등이 될

수 있다. 이들 정책중재자의 주요 관심은 적대연합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보통 정책중재자는 양 옹호연합으로

부터 신뢰를 받고 일정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은영과 지현정

(2008)은 경쟁하는 옹호연합 간 갈등의 정도에 따라 정책중재자의 유형을

정책혁신가, 옹호자, 정책중개자, 비난회피자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상이

한 전략을 추구한다고 한다.

정책중재자에 의해 중재된 정책선호나 전략들은 정책산출로 나타나고

정책하위체제 내·외부로 환류(還流)된다. 내적인 환류는 옹호연합의 신념체

계 및 이에 따른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고, 외적인 환류는 정책산출을 통해

외적변수들의 변화를 유발한다.

사) 정책지향학습

정책지향학습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겪

는 경험 또는 습득정보에 의해 사고나 행동의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Heclo, 1974). 정책지향학습은 경험으로부터 초래되며,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의 변경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생각이나 행태의 변화로서 신념체계

의 수정을 의미한다.

정책지향학습은 종종 여러 정보에 대한 인지적 여과작용을 거쳐 일어난

다. 옹호연합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거나 인지할 때 자신들

의 규범적 핵심이나 정책핵심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와 틀 내에서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제시되더

라도 그 사실을 핵심적 신념에 맞춰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대립하는 두

옹호연합간의 의견조정은 여전히 어렵다. 이러한 여과작용은 정책지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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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차적 측면의 신념체계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정책핵심에서의 변화는

대개 정책지향학습이 아니라 외부세계의 중요한 변화 같은 외적변수에 의

해서만 이루어지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3) 분석모형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이 지니는 동태적 성

격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상당히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Sabatier(1988)가 대기오염에 대한 통제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한 이

후 미국 캘리포니아의 수자원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Munro, 1993), 미

국 덴버시의 수자원정책 연구(Ellison, 1998), 캐나다의 기후변화정책 변동

과정 연구(Litfin, 2000) 등이 시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이용한 공

공정책결정과 변동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등장했다(김동만, 2004; 양승일,

2005; 장후경, 2008; 전진석, 2003)32).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형성의 동태

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 육아지

원정책의 형성과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공·사 부분의 수많은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는 점을 감안하면, 옹호연합모형을 육아지원정책의 형성과정에 적용할 경

우에도 그 적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사바티어가 제시한 정책옹호연

합 모형 및 여러 관련연구들의 성과를 토대로 정책형성과정 분석을 위한

기본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이러한 이론적 내용 및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육아지원 법령의 제정과정

32) 환경분야에 관한 사례연구로는 그린벨트 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양승일, 2005)와 신두리

(충남 태안) 사구 정책변동에 대한 사례연구(김동만, 2004)가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약
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전진석, 2003)와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김
순양, 2006)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경유승용차 허용관련정책, 소수자보호정책, 통신정책, 복지
정책 및 외국인 고용정책 등 정책형성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야기된 바 있는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하여 이 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시도되었다(김영종, 2009; 양승일, 2009; 장지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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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정책옹호연합모형

을 역동적,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유용하고,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과

연관있는 제정과정상의 주요 요인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진행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제3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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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명문화된 영유아보육법령과 유아교육법령이 어떤 방식으로 아

동권리를 규율하는지 그 내용과 형식을 분석·비교하고,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아동권리를 증진시

킬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연구

사례는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과 유아교육법 제정(2004)의 두 가지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명문화된 법령의 규정 및 형식’을 대상으로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영유아

보육이나 유아교육의 아동권리 실태로 단정짓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

이다. 법령의 체계와 내용이 탁월해도 현실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

우도 비일비재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격언처럼 육아지원 법령은 아동권리를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준은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 진행하는 아동권리관점에서의 육아지원법령 평가분석은 정

책과 실제의 간극을 인식하고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분석방법을 차례로 제시한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를 설정,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구조적 요인을 탐색,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토요인’, ‘예상요인’, ‘관계요인’,

‘구조적 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때, 법령에 대한 평가 후, 각 사

례별 법령 제정과정을 분석하고 두 사례를 비교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볼

항목들을 ‘검토요인’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검토요인은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주요변수 및 가설, 문헌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다(후술할 ‘분석틀’ 참조). ‘예

상요인’은 검토요인 중 법령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의미한다. 밀(J. S. Mill)이 제시한 일치법과 차이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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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때, 두 사례에서의 공통된 검토요인 중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법령평가

결과에서의 차이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란 전제 하에, ‘관계요인’을 검토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먼저 예상요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예상요인 중 실

제 두 법령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관계

요인’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관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구조적

차원의 요인을 ‘구조적 요인’이라고 한다. 구조적 요인은 이 연구에서 궁극

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대상이며, 구조적 요인이 실제 정책현실에 영향

을 미치는 메커니즘(기제)과 방식을 규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제도개선방향

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용어정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아동권리관점에서의 법령 평가

“아동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영유아보육법령과 유아교육법령에 대한

평가 및 비교결과는 어떠한가?”

1-1. (사례별 평가) 각 법령별로 내용과 형식을 평가할 때, 어떤 결

과가 나타나는가?

1-2. (사례간 결과 비교) 각 법령의 평가결과를 비교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검토요인을 중심으로 한 육아지원법령의 제정과정 분석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관계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할 때, 정책형성과정 분석모형을 토대

로 한 각 제정과정상의 특징 및 비교결과는 어떠한가?”

2-1. (주요 변수, 행위자, 상호작용 양상) 각 사례별로 외적 변수의

영향 및 그 영향을 받은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주체, 신념체계, 상

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2. (사례별 검토요인 분석) 검토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각 사례

별 정책형성과정의 특징 및 검토결과는 어떠한가?

2-3. (사례간 결과 비교) 각 사례별 법령제정과정의 특징을 비교할

때,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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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구조적 요인 분석 및 개선방향 모색

“육아지원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은

무엇이며,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

가?”

3-1. (관계요인 분석) 아동권리관점에서의 법령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육아지원법령 제정과정상의 관계요인은 무엇인가?

3-2. (구조적 요인 분석) 관계요인의 근원적 토대가 되는 구조적 요

인은 무엇이며, 구조적 요인은 어떠한 작동기제를 통해 육아지원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3-3. (정책적 개선방향 모색) 구조적 요인의 제약을 극복하고 아동권

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육아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육아지원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 규명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을 채택했고, 구

체적으로는 연혁고찰과 담론분석, 면접기법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방법은 소수의 사례를 하나의 전체로서 심층적·종합적으로 분석

하는 연구방법이며, 현상(現象)에 대한 탐색과 기술(記述), 설명을 목적으로

보편적 이론을 구성하거나 검증하는데 사용된다.33) 하나의 사례만을 대상으

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육아지원정책의 형성이라는 점에서는

33) 사례연구방법은 주로 “이론을 검증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며, 사건에 대한 보

다 자세하고 맥락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정책과정의 자세한 부

분과 정치과정의 실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강은숙, 200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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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을 가지나, 이른바 ‘유·보 이원화체계(幼·保 二元化體系)’34)의 기본 모

법(母法)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과 유아교육

법 제정(2004)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정책에 대해,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

정한 1차적 근거이자 보육 및 유아교육의 모법(母法)이다.

둘째, 두 사례는 새로운 정책이 형성된 사례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개

정사례보다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갈등을 보다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이후의 개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구조적 요인의 태동(胎動) 탐색 역

시 용이하다.

셋째, 1989년 유엔에서 선포되고 1991년 11월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아

동권리협약이 실제로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

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 만일 1991년 1월 제정된 영유아보육법보다

2004년 1월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이 실제 한국의 아동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아동권리협약의 규범력이 미미하거나, 그것을 압도할 다른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 연구방법으로 첫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육아지원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혁고찰 및 제도분석을 활용했다. 우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접근을 통해 연혁고찰을 진행하고, 정책옹호연

합모형을 토대로 주요 변수나 행위자집단 등을 중심으로 법령 제정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각 사례와 연관된 법적·제도적 환경, 정책옹

호연합의 형성, 행위자들의 전략 같은 맥락적 배경과 정책결과 사이의 연

관성 파악이 가능했다. 아울러 담론의 변화과정 추적을 위한 연구순서 확

정, 그리고 포커스 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위한 기초자료 마

련이 가능할 수 있었다.

34)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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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담론분석방법을 활용했다. 육아지원정책 역시, 서로 상이한 가치관

과 동기를 가진 정책옹호연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결과

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논문과 저서 등의 연구문헌에서는 찾아보

기 힘든 실제 행위자들의 구체적 신념과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담론분석

을 통한 보완이 필요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담론분석은 대립적인 정책옹

호연합 사이의 타협 과정에서 발휘된 전략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

다.

셋째, 정책형성에 관여했거나 연관이 있는 정부부처, 국회, 학계 등 정책

관계자를 면담하는 포커스 그룹 면담 방법을 활용했다. 담론분석과 함께

포커스 그룹 면담은 정책관계자들의 인식과 정책과정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포커스 그룹 면담은 정책결정권을 가진 핵심인사

의 판단과 당시 정황, 실제 정책형성과정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료 중 법령 및 문헌연구, 담론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종류와 출처

는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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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공식문헌
연구보고서 등

(공식/비공식)
기타

아동권

리

관련

· 유엔아동권리

협약

·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일

반논평7호

· 한국정부의 유엔아

동권리협약이행

국가보고서

·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

회의 심의결과 및

권고의견

· 유니세프의 ‘아동

권리보호 최저기준

10개 지표’

· 2003년 ‘아동권리지표’ 개

발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2006년 ‘한국의 주요 아동

지표’ (서울대 사회복지

연구소)

· 2011년 ‘육아지원기관에서

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

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2012년 ‘아동·청소년인권지

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신문 등 주

요 언론기사

(특히, 시설에서

의 아동권리

침해 실태)

육아

지원

정책

· 아동복리법

· 아동복지법

· 유아교육진흥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각종 법률안

· 전문위원 검토

의견서35)

· 국회 회의록(본회의

/상임위/소위원회

등)36)

· 정부

관계부처·기관

의견서37)

· 국정연설 자료

· 정당 발간자료

· 공청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보건사회부)

· 교육과학기술부(문교부)

·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사회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지역탁아소연합회

· 한국여성연합

· 보육관련단체

· 유아교육관련단체

· 신문 등 주

요 언론기사

(특히, 법제화

과정 관련

여론의 추이)

[표 3-1] 법령 및 문헌연구, 담론분석 자료의 종류 및 출처

3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활용.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36) 국회 회의록시스템 및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활용.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37)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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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육아지원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

평가기준 개발을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

평 7호’38)를 중심으로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

의결과 및 권고의견’ 등을 활용했다. 그리고 정부기관 등에서 개발, 제시되

고 타당도 검토를 마친 다른 아동권리 관련지표들을 활용했다.

육아지원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여러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보고서와 자료집, 의견서 등

을 활용했다. 또한 국회 회의록, 법률안,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공

청회 자료집 등 국회와 정부의 공식문헌,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과 민간단

체의 발간자료, 문헌, 언론보도 등을 활용했다. 그 중에서도 국회 회의록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의 자료들은 담론분석을 통해 정책관계자의 가치관과

신념, 전략을 파악하는데 유용했다. 국회회의록은 ‘국가보위입법회

의’(1980.10.28∼1981.4.10)와 제11대 국회(1981.4.11.∼1985.4.10.)의 문교공보

위원회(문교위), 보건사회위원회(보사위), 내무위원회(내무위), 법제사법위원

회(법사위), 본회의로부터 제16대 국회(2000.5.30.∼2004.5.29.)의 교육과학위

원회(교과위), 보건복지위원회(보건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까지

를 중심으로 검색했다. 법률안 등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1981), 유아교육진흥법 제정(1982),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1987)에 관한

안건들을 검토했고, 이후 독립적인 보육입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탁아복

지법안(1989, 평민당안)’,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89, 민주당안)’, ‘영유아보육법(1990, 민자당안)’, 유아교육법 제정움직임

과 관련해서는 네 건의 유아교육법안(1997, 1999, 2000, 2003)과 영유아보육

법 개정안(2003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부 및 공적연구기관의 문헌,

그리고 언론보도는 국회회의록과 법률안건 분석 등을 토대로, 중요 시점을

전후하여 검색, 분석했다.

셋째, 면담의 대상으로 육아지원정책 관련 실무자, 각 정책옹호연합 참여

38)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어리다는 이유로 특히 유아가 아동권리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했다. 그리하여 2006년 일반 토론의 날에 ‘유아기 아동권리 이행’

을 논의 주제로 채택했고, 영유아기가 권리 실현에 있어서도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이 일반논평 7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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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아동분야 전문가 등을 선정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면담대상

자 선정 및 면담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면담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했다. 사례 혹은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에서는 ‘일반화’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대표성에 초점에 둔 확률표집법(確率標集法)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질적 연구에서는 확률표집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을 모집단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 보다는

연구의 목적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사례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연구자는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자신이 목적으로 하고 보여

주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특수한 사례’에 보다 관심을 가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임의적으로 표집되는

비확률표집법(非確率標集法)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연구

자는 표본 선택의 기준은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고, 그 요건에 맞는 표본 내지 사례가

무엇인지, 왜 그 표본 내지 사례가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괴츠와 르꽁뜨(Goets & LeCompte, 1984)는 질적 연구에서는

(i) 모집단을 아예 소규모로 설정하고 그 모집단 내의 모든 사례를 총체적

으로 다루어 연구하거나, (ii) 양적 연구의 확률표집과는 성격이 다른 이른

바 ‘준거적 표집(criterion-based selection)’을 통해 연구사례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용환, 1998: 14-15에서 인용). 이 때 준거적 표집의 10가

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39)

(1) 모든 사례의 선택법 :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선택한다.

(2) 할당 선택법 : 모집단의 하위집단을 확인한 다음, 각 집단별로 몇 가

지 사례씩을 할당해서 선택한다.

(3) 네트워크 선택법 : 한 집단 혹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집단 혹은 사

람을 지명하도록 하여 선택한다.

(4) 극단적인 사례의 선택법 : 모집단이 뚜렷이 양분되어 있거나 분포의

39) 주요 내용은 조용환의 글(1998)을 토대로 정리함.



- 60 -

스펙트럼이 뚜렷이 이루어져 있을 때, 양극단을 선택함으로써

대다수 중간집단의 특성까지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5) 전형적인 사례의 선택법 : 모집단 고유의 특성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사례를 선택한다.

(6) 유일한 사례 선택법 : 특이하거나 희귀한 속성을 가진 현상의 사례를

선택한다. 특이성과 희귀성을 파악함으로써 일반성과 정상성도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해진다.

(7) 유명한 사례의 선택법 : 대중적인 평판이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선

택한다.

(8) 이상적 사례(ideal case)의 선택법 : 특정한 특성과 관련해 최선의 사례

를 먼저 선택한 다음, 그에 버금가는 사례들을 차례로 선택한다.

(9) 대조적 사례의 선택법 : 한 사례와 대비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비교한다.

(10) 연계적 사례의 선택법 : 한 사례를 선택한 다음, 그 사례와 다르거

나 대립적인 사례를 계속 선택한다.

준거적 표집법은 확률표집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확률표

집은 연구계획 및 설계가 끝난 후 일반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준거

적 표집법은 연구과정 내내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확률표집은 연

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각 추출대상이 서로 등가적 관계를 갖지만, 준거

적 표집법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협의에 의해 표집이 진행되고 각

추출대상 혹은 사례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반드시 등

가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이 연구에서는 [표 3-2]에 나타난 과정을 거쳐

면담대상자 선정과 접촉, 면담이 이뤄졌다.

제1단계로,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자 집단의 특성 및 질

문내용 등을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면담연구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면담요청시에 함께

제공할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최종확정했다.

제2단계로, 일차 면담대상자로 가장 ‘이상적 사례’를 선택했다. 후술하겠

지만 1990년 영유아보육법 입법과정 당시 보건사회부의 실무담당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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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40), 유아교육법안이 처음 등장한 1997년 전후 교육부 및 청와대에서 해

당 업무에 관여했던 ‘나’, 2003년∼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 유아교육

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와 입법안을 발의했던 ‘라’, 교육부에서 근

무했던 ‘마’를 선정하고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나’로부터 면담 승낙을 받

았다.

제3단계로, 제2단계에서 선택된 ‘이상적 사례’와 비교할 수 있도록 ‘대조

적 사례’와 ‘연계적 사례’를 선택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관련해 탁아입

법 제정운동에 관여했던 당시 여성단체 관계자 ‘바’,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계 입장을 대표했던 ‘사’를 선정해 면담요청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바’의 사망을 확인했고, ‘사’와의 면담이 성사됐다.

제4단계로, ‘네트워크 선택법’에 따라 추가적인 면담대상자를 선정했다.

앞서의 제2∼3단계에서 선정된 대상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육아지

원정책의 결정에 있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반영경로, 그리고 유엔아동권

리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바’의 사망으로 인해 다른 면담대상자를 선정, 접촉할 필요도 있었다. 특히

현직에서 최근의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 및 실무에 관여한 전문가 집단을

추가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면담을 진행한 연구참여자 및 논문지

도위원들로부터 다른 전문가들을 추천받았고, 최근의 여러 사회정책 입안

과 관련해 정당의 정책연구 업무에 관여하는 ‘아’와 국회의원실 소속 ‘자’,

보건복지부 업무에 관여하는 ‘차’,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에 관여하는 ‘카’, 누

리과정 입안에 관여했던 ‘타’를 선정하고 면담접촉했다. 그 결과, ‘아’, ‘자’

와의 면담이 성사됐다.

참고로, 제2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면담요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의 기본적인 내용과 예상

질문 주제를 통지했고,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연구참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여 면담이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제5단계로, 면담승낙을 받은 연구참여자에게 면담 전에 미리 예상질문

40) 연구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름은 알파벳 등 기호로 표시하되 직명은 정확

히 기재하는 방법도 검토했다. 그러나 직명이 표기될 경우에도 개인정보 식별이 가

능할 가능성이 있기에, 연구윤리 차원에서 직명을 제외하고 기호로만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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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다시 이메일 등으로 발송했고, 면담 시에는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직접 제시하면서 동의를 받

았다. 실제 면담과정에서는 중요내용에 대한 필기와 함께, 연구참여자의 동

의하에 녹음을 진행했다. 면담 전반부에는 주로 질문목록을 중심으로 대화

가 이뤄졌지만, 중후반부에는 여러 관련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

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제6단계로, 면담 후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접촉대상자와 구별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 대해 각각 알파벳으로 ‘A’부터 식별기호를 부여했다. 그리고

녹음내용을 전사한 후 일차적으로 문헌연구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자 했던

사항들과 미리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분류했다. ‘A’부터 ‘D’까지 면담 종료 및 전사, 분석 후에는 이차적으로 전

체 전사내용을 재확인·검토한 후, 이들을 다시 주제별로 분류해 종합분석

에 활용했다. 예를 들어 ‘정책 실무에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적 효

력’에 관한 발언이나 ‘정책형성과정에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반영 경로’

에 관한 발언들을 함께 분류하고 비교, 분석했다.

제7단계로, ‘바’의 사망으로 인해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를 선정, 접촉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제4단계에서 현재 중앙정부부처에 근무하는 관계자

를 섭외하지 못한 관계로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선택법’에 의거해 계속적으로 지인들과의 접촉, 소개 과정을 거쳤고, 보건

복지부 업무에 관여하는 ‘파’, 그리고 여성단체 재직경험이 있는 ‘하’와의

면담이 성사됐다.

제8단계, 추가섭외된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제5∼6단계에서와 같이

진행하고 면담내용을 분석했다.41)

41) 이상의 과정에 대한 사항들은 [표 3-2]에 상세히 제시되었고, 모든 과정에서 연구참여
자의 이익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다. 특히, A와 B는 본인들의 실명을 밝혀도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논문지도
위원회에서의 권고, 그리고 연구윤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감안해 이 연구에서
는 두 분 연구참여자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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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제 목 내 용 비 고

1단계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승인

문헌분석을 토대로 대상자 집단의 특성 및 질문내용 예상

→ 면담연구 계획서 작성, 승인요청
승인

2단계
이상적

사례선택

‘가’
1990년 영유아보육법 입법과정 당시 보건사회부의 실

무담당자
-

‘나’ 1997년 전후 교육부 및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
면담 성사

(식별기호 ‘A’)

‘다’
2003년∼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 유아교육계

대표
-

‘라’ 유아교육법법안 발의 -

‘마’ 당시 교육부의 실무담당자 -

3단계

대조적

사례와

연계적

사례선택

‘바’ 탁아입법 제정운동에 관여했던 당시 여성단체 관계자 -

‘사’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계의 입장을 대표
면담 성사

(식별기호 ‘B’)

4단계
네트워크

선택법

‘아’ 정당의 정책연구 업무에 관여
면담 성사

(식별기호 ‘C’)

‘자’ 국회의원실 소속
면담 성사

(식별기호 ‘D’)

‘차’ 보건복지 업무 관여 -

‘카’ 교육과학기술 업무 관여 -

‘타’ 누리과정 입안 관여 -

5단계 면담

- 면담이 성사된 연구참여자에게 알파벳 ‘A’부터 식별기호

부여

- 사전에 다시 연구계획서, 예상질문 목록, 동의서 등을 발

송하고 면담 시에 재확인

- 동의하에 필기 및 녹음 진행

-

6단계 전사및분석
- 면담 후 녹음내용 전사 → 주제별로 분류

- 2∼5단계를 거친 A, B, C의 면담내용을 종합분석
-

7단계

네트워크

선택법:

추가접촉,

선정

‘파’ 보건복지 업무 관여
면담 성사

(식별기호 ‘E’)

‘하’ 여성단체 업무 경력
면담 성사

(식별기호 ‘F’)

8단계
면담, 전사,

분석
추가면담에 대해 5∼6단계와 같은 작업 진행, 종합분석 -

[표 3-2] 면담대상자 선정 및 연구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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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질적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필연적 주관성이 개인적 편견

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헌자료 및 면담기록 내용의 텍스트를

읽고 분석함에 있어 자료를 해석하고 수정하고, 재해석하고 재수정하는 반

복적 노력이 필수이다. 그리고 해석의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에서도 신뢰할

만한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료수집과 해석에 있어

‘삼각화(triangulation) 기법’을 사용했다. 삼각화 기법은 수집된 자료의 신

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동일한 현상이나 주제에 대해서도 자료유형, 자료

수집대상, 자료수집방법 등을 다양화해서 비교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주요 연구관심사안에 대한 기본내용을

확보했고, 국회 회의록이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등의 자료들과 대조하

면서 자료유형과 분석방법 등의 다양화를 도모했다. 그리고 면담에 앞서

문헌분석과 담론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목록을 작성하고 답변을 예상했

으며, 실제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다시 기존의 자료들과 비교,

대조하는 삼각화 기법을 사용했다.

면담자료의 분석과 관련해서는 자료의 ‘영역 분석(domain analysis)’과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영역 분석은 면담

기록 자료를 수 차례 정독해서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미있는 내용

을 중심으로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을 라벨링(labeling)해 영역별

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분류 분석은 각 영역별로 관련된 내용을

공통적으로 묶어 비교분석한 후, 그 영역 내에서의 세부주제들을 다시 나

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분석방식들은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

적 효력 분석,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전문가 의사반영 구조 분석 등에 유용

하게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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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틀

1) 아동권리관점에서의 법령 평가 분석기준

[연구문제 1]과 관련해, 두 가지 분석기준을 설정했다. 먼저 육아지원법

령 평가기준을 개발했고, 이 기준에 따라 법령을 평가하기 위한 아동권리

보장수준 평가방법을 마련했다. 전자가 평가의 항목에 관한 것이라면 후자

는 각 항목별 평가방식에 관한 것이다.

먼저 [표 3-3]에 제시된 아동권리관점에서의 법령 평가기준은 [그림

3-1]에서와 같이 세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다.

[그림 3-1] 아동권리관점에서의 법령평가 기준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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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로, 연구사례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의 법령을 분석한

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순형 등(2013)이 제시한 아동권리의 6가지 권리

분야 중 두 법령과 직접 연관있는 것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6가지 권리

분야 중 ‘시민권과 자유권’, ‘특별보호권’의 2개 분야는 제외되었다. ‘시민권

과 자유권’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상과 종교의 자유,

정보접근권 등에 관한 것으로 주로 청소년기 아동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

이다.42) 그리고 ‘특별보호권’은 소년형사행정에 대한 권리,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권리, 노동력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특별히 안전을 보

장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43)

두 번째 단계로, 아동권리협약 중 관련 조문([부록 2] 참조)과 유니세프

제시 기준([부록 3] 참조)을 토대로, 4가지 권리분야와 연관된 구체적 아동

권리 내용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권리별로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과 관련된 것들을 선정·분류한 후, 하위 권리지표와 세부 검토기준을 제시

했다.

4개 권리분야의 세부 지표와 검토기준의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①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과 관련해, 아동권리협약(CRC) 제6조에서 “아동

42) 한국정부의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그리고 이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검토의견서에는 총 8개 클러스터(cluster)로 구분된다. 협약 이행을 위

한 일반 조치 , 아동의 정의 , 일반 원칙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가정환경과 대

안양육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특별보호조치

가 그것이다. 이순형 등(2013)의 분류에 따를 때, ‘시민권과 자유권’은 시민적 권리

와 자유 에, ‘특별보호권’은 특별보호조치 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런데 시민

적 권리와 자유 에서는 ‘학생회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아동의 성과 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 ‘학생생활기록 등의 정

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상 3·4차 국가보고서),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하는

것’, ‘학생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상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주로 초등학생 내지 청소년의 권리와 깊은 연관이 있고

영유아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므로, 이 연구의 평가기준에서는 ‘시민권과 자유권’

을 제외했다.

43) 특별보호조치 에서는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에게 시민 지위를 허용하는 것’,

‘아동에 대한 경제적·성적 착취’, ‘군사투쟁 등 무력분쟁에 대한 아동참여’, ‘소년사법

제도의 개선’, ‘소년전문법원 등의 운영’, ‘청소년비행예방정책’, ‘성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3·4차 국가보고서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특별보호권’은 제

외했다.



- 67 -

이 가진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고, 아동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공동체가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더욱이

제4조에서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

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이 권리에 대해서는 관련한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기준으로 제시했다.

② 복지권은 ‘기초보건의 권리’와 ‘복리권’을 포함하는 것인데, 먼저 CRC

제3조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함께 ‘안전’과 ‘위생’ 면

에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기관이 따라야 함을, 제24조에서는 ‘질병의 치

료와 건강’이란 측면에서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고’, 건강과 관련한 ‘시설’의

사용권을 인정하며, 부모와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건강, 영양, 사

고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27조에서는 당사국이 필요한 경우 재정 범위 안에서 특히 ‘영양, 의복,

주거’에 대해 물질적 보조와 지원계획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기초보건과 관련한 권리’ 지표들은 CRC의 관련조항에서 언급한 ‘위생’, ‘안

전 및 사고’, ‘영양’의 3가지를 선정하였고44), 각각에 있어 세부검토기준으

로는 ‘교사 및 아동에 대한 교육 내용(CRC §24②)’, ‘시설 관련 기준(CRC

§3, §24①)’을 선정하였다. ‘복리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아동이 교육 등에 있

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26),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

도록(§27), 특히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이 가용자

원의 최대한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부조’라는 권리지표 하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아동에게 우선기

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기준으로 선정하였다.

③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와 ‘문화향유권’을 포함한다. 교육권과 관련

해서는 특히 유니세프의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10개 지표가 상당

부분 활용되었다. 유니세프의 지표는 ‘기회’ 영역에서 ‘3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지표 3번)’, ‘4세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4번)’를, 그리고 ‘질’ 영

역에서는 ‘교직원의 자격과 교육(5번, 6번)’, ‘교직원 대 아동의 최소한 비율

44) ‘영양’이나 ‘안전 및 사고’를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위생’과 ‘영양’, ‘안전 및 사고’를 서로 다른 권리의 내용으로 분리해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 모두를 기초보건에 관한 권리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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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을 내용으로 다룬다. 먼저 3번과 4번은 ‘취학 전 서비스 제공’으로 분

류하고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현실에 맞게 연령을 0∼3세 미만, 그

리고 3∼5세로 조정하여 검토기준을 제시했다.45) 협약 역시 제18조에서 ‘아

동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

고 있으므로, 교육권과 관련해 기관 및 시설에서의 취학 전 서비스 제공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유니세프 기준 5번, 6번과 협약 제3조

에서는 아동관계 시설의 직원 특히 교사의 교육 및 자격에 대해 다루고 있

으므로 이를 ‘교원 자격’으로 보고 ‘교원의 교육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을 검

토기준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보육 및 교육여건과 관련해, 유니세프 기준

7번에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그리고 ‘집단의 크기’를 세분화해서 검토기

준을 제시한 것을 참고했다. 그 밖에 협약의 관련내용을 토대로 ‘보육·교육

과정’(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보육 및 교육에서 지향하고

그에 따라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29에 근거), ‘문화·오락활동’(아동의

문화향유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31에 근거), ‘보육 및 교육 서비

스에 대한 공적투자’(0∼6세 발달과 교육서비스를 위한 공적투자와 관련한

유니세프 기준 8번에 근거)‘에 대한 지표와 기준을 개발, 제시했다.

④ 양육보장권과 관련해서는, “아동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부모와 후견인에게 당사국은 아동보호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

고, 특히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편의 및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협약 제18조를 토대로 취업부모 자녀를 위한 배려

등의 ‘가족지원’을, 아동에 대한 학대를 금지한 협약 제39조를 근거로 시설

에서의 가혹행위 금지 등의 ‘인도적 처우’를 기준과 지표로 제시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앞서 두 단계를 통해 개발된 4가지 권리분야의

세부 권리영역 및 검토기준을 토대로, 공인타당도 측면에서는 국내의 다른

아동권리지표 및 관련연구를 참조해 대조·검토하고 안면타당도 측면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거쳐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서문희·안현애·

이삼식(2003)에 의해 개발되어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3·4차 국가보

고서에도 인용된 ‘아동권리지표’,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하고 2012년

45) 단, 유아교육법은 법적으로 만 0∼3세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본

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대한 종합평가시에는 이 점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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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에서 활용된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유해미 등(2011)의 연구내용

을 비교자료로 활용했다. 비교자료에서 제시된 관련 영역 및 지표들 중 4

가지 권리에 관한 것, 영유아보육법령 및 유아교육법령과 직접 연관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을 선정한 후, 이 연구에서 개발된 권리지표 및

검토기준과 유사한 것이 있는지 대조, 비교했다. 그 후 관련분야 전문가 4

인(교수 2인, 박사학위 소지자 2인)으로부터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받은 지

표만을 선정해 다시 비교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표 3-3]에 제시된 지표

및 기준 모두와 유사한 내용이 참조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이 지표들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얻었다.

이상의 단계를 거쳐 육아지원정책 법령에 대한 아동권리관점에서의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관련자료와의 대조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4개 권리분야

- 13개 권리지표 - 17개 검토기준’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아동권리관점에서 정책산출 결과물인 법령을 분석·평가하고 사례별로 비교

한 후, 그러한 비교결과와 연결될 수 있는 정책형성과정상의 요인들을 연

구문제 1과 기타 면담 등의 결과를 토대로 추적한다. 특히,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비교에 초점을 둔다.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평가방법에 관해서는, ‘기본권 보호의무 판단기준’

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참고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분설하면 국가는 ① 기본권

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 뿐 아니라 ② 기본권을 실현시킬 적극적 의

무, ③ 다른 개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 등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낙인(2013)은 특히 ②와 관련해 “기본권의 적극

적 실현의무와 관련하여 국가는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

함으로써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

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통해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통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2헌마358).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대표적인 경우는 ‘입법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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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立法不作爲)’46)라 할 수 있다. 한편, 행정국가화 현상 등으로 최근에는

각종 행정규범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이 경우에도 만일 법률에 중요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하위 행정규칙 등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명백히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2009헌바328).

포괄위임 내지 백지위임(白紙委任)이 금지되는 이유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

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하고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수권법률(授權法律)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 등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당해 법률로

부터, 그리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로부터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야만 헌법에 합치하게 된다(‘예측가능성의 법리,’ 2009헌바328). 물론 영유

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세법(稅法)이나 형법처럼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은 아니지만, 이러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과 ‘예측가능성의 법

리’를 고려하면, 최소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장관령)을 통해서

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헌법적 원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앞서 개발, 제시된 아동권리관점에서의 법령 평가지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단계에 걸쳐 평가를 진행한다. 제1단계는 ‘유무의 평가’로서, 앞서 ‘입법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법리를 토대로 ‘아동권리 관련 규정

을 법령에 두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2단계는 ‘형식의 평가’로서, 관

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에서 구체적으로 자세

한 기준과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행정입법 내지 타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에 따라 법령의 권리보장수준을 판단한

46) 입법부작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헌재의 다음 결정문을 참조.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첫째,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즉, 입법권

의 불행사)와 둘째,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

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

를 “진정 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 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 (2009헌마349,

200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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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단계는 ‘종합 평가’로서, 유무의 평가 및 형식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보육법령(1991)과 유아교육법령(2004)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종합

적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는 ‘적극적’, ‘양호’, ‘소극적’의 세 단계로 표시한

다. 아동권리 관련규정이 존재하고, 관련된 기준과 내용도 구체적인 경우에

는 ‘적극적’으로, 아동권리 관련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타 법령 등에 상당부분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호’로, 아동권리와

관련된 직·간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평가하여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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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분야 권리지표 검토기준
CRC 및

유니세프 근거
유사자료원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공동체의

의무
생명존중 및 성장발달에 대한보장 내용 §6

복지권

(기초보건

및

복리권)

위생
교사및 아동에 대한 교육 내용 §3, §24 유해미 등(2011) 「건강과 영양」(어린이집)

시설 관련 기준 §3, §24 유해미 등(2011) 「건강과 영양」(어), 「건강 및 안전」(유치원)

안전 및 사고
교사및 아동에 대한 교육 내용 §3, §24

아동권리지표(2003) 2-15. /

유해미 등(2011) 「건강과 영양」(어), 「건강 및 안전」(유)

시설 관련 기준 §3, §24 유해미 등(2011) 「건강과 영양」(어), 「건강 및 안전」(유)

영양 간식, 급식 등 식사와 영양 관련 기준 §3, §24, §27 유해미 등(2011) 「건강과 영양」(어), 「건강 및 안전」(유)

공공부조 사회적으로 불리한 아동에게 우선기회를제공하고 지원하는 내용
§4, §26, §27

/ 유니세프기준 2번
아동권리지표(2003) 4-11, 6-3, 6-9.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문화향유권)

취학 전

서비스 제공

3세미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18, §28

/ 유니세프기준 3번
아동권리지표(2003) 4-1.

3∼5세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18, §28

/ 유니세프기준 4번
아동권리지표(2003) 4-1.

보육·교육과정 보육·교육의 목표 제시및 보육·교육과정내용 §29
아동·청소년 인권지표(2012) 「교육의 목표」 /

유해미 등(2011) 「보육과정」(어), 「교육과정」(유),

문화·오락활동
관심있는 문화·예술·오락활동에의참여를 보장하는일과

프로그램 관련 내용
§31

아동권리지표(2003) 5-1, 5-4.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2012) 「여가, 오락, 문화적 활동」.

교원 자격 서비스 제공기관 교원의 교육 및 자격에 관한 기준
§3

/ 유니세프기준 5, 6번

보육·교육

여건

교사 1인당 아동수 기준 유니세프 기준 7번 아동권리지표(2003) 4-7.

집단크기 관련 기준 유니세프 기준 7번 아동·청소년 인권지표(2012) 「부모의 지도와 책임」

재정지출 보육·교육 서비스를 위한 공적투자 비율
§26

/ 유니세프 기준 8번
아동권리지표(2003) 4-13, 6-1.

양육보장권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에

관한 권리)

가족지원 취업부모의 자녀를 위한 배려 내용 §18

인도적 처우 시설에서의 학대, 가혹행위 금지 등에 대한내용 §19, §39 아동권리지표(2003) 6-21.

[표 3-3] 아동권리관점에서의 법령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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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제정과정 분석모형과 분석틀

[연구문제 2] 및 [연구문제 3]과 관련해 육아지원 법령의 제정과정을 조

명하고 구조적 요인을 찾아내는 분석틀로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였

다. 특히 이 연구의 분석사례들은 정당, 국회 내 상임위원회, 정부 부처, 관

련 민간집단들 간의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른 연합형성, 대립, 타협, 중재가

다양하게 나타난 대표적 예라는 점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실성은 매우

크다. 다만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 분석틀일지라도 정책내용이나 환경의 특

수성에 따라 분석의 구체적 타당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분석요소들의 일부

는 수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사례분석에서는 외적변수 중 두 가지를 제외했다. 먼저

안정적 외적변수에서는 ‘자연자원의 분포’를 제외했다. 경제정책이나 각종

개발사업과 달리, 육아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자연자원과 관련된 외적변수의

영향력이 작기 때문이다.47) 그리고 나머지 하위변수들은 크게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및 사회문화적 가치’와 ‘기본적 법률구조’의 두 가지로 구분하

였다. 다음으로 역동적 외적변수에서는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을 제외했다.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부수적으로 정책형성의 압력이

행사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48) 그리고 나머지 하위변수들을 크게 ‘사회

경제적 요건의 변화’와 ‘정치적 요인 및 여론의 변화’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47) ‘자연자원의 분포’라는 변수는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정책이나 사회간접자본 등의 형성

정책, 경제개발계획 등의 정책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 부족 사태의 해결’을 위

해 특정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 경제개발을 위해 자원의 종류별 분포를 파악

하고 그에 맞는 수입·수출 전략을 구성하는 등의 경제전략 연구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자연자원의 영향력은 의미

있는 외적변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48) 여기서 말하는 ‘다른 하위체제’라는 것은 전혀 다른 분야에 관한 정책형성이 이뤄지는

정치적 공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 게임 금지’ 정책과 관련된 하

위체제에서의 정책결정은 해당 하위체제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업체 등

을 지원, 육성하는 중소기업정책 내지 수출촉진정책, 실용영역에서의 교육과 훈련에 관

한 직업교육정책 내지 전문대학정책 등을 결정하는 다른 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의 육아지원정책은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은 ‘내생변수’라기 보다는 오히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다른 하

위체제에서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외생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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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반영해 이 연구에서는 사바티어(2007)의 정책옹호엽합모형을 토대로

[그림 3-2]와 같은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제

정과정을 분석한다.49)

[그림 3-2] 육아지원법령 제정과정 분석모형

49) [그림 3-2]의 분석모형을 기반으로, 두 가지 연구사례에 대한 법령 제정과정 분석틀을

제시하면 [표 3-4]와 같다. 그리고 [표 3-5]와 같이 사전에 변수 및 개념정의 등을 한

후,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 75 -

외적변수 정책하위체계

안정적 외적 변수 역동적 외적 변수 정책옹호연합 A 정책옹호연합 B

정책

중재자

정책

산출문제영역의

기본속성및

사회문화적

가치

기본적

법률구조

사회경제

적요건의

변화

정치적

요인 및

여론의

변화

주체

신념체계

(규범핵심/

정책핵심/

2차적)

전략 주체

신념체계

(규범핵심/

정책핵심/

2차적)

전략

영유아

보육법

유아

교육법

비 교

[표 3-4] 법령 제정과정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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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요소 측정변수 (조작적) 개념 정의

외

적

변

수

안정적 변수

문제의 기본속성 및

사회문화적 가치

문제의 근본 원인과 성격,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가치 및 근본인식

기본적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

역동적 변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임금상승, IMF, GDP 신장 등 국내외적 여건과 환

경의 변화

정치적 요인 및 여론의

변화

선거 등 정권교체, 정당 내부의 권력투쟁, 언론의

태도, 보도회수 등의 변화

경

쟁

연

합

참여자

참여

행위자
소속 등 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주도권
여당주도/야당주도

하향식/상향식
정책의제 제안 및 추진, 협력의 선후관계와 적극성

형성

정책

신념

규범적 핵심

근본적인 규범적 가치.

(사회구조적 정체성에 대한 믿음, 배분적 정의에

대한 기준, 보육·교육 일원화에 대한 믿음 등)

정책핵심

규범적 핵심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시각이나 입장.

(정부와 시장 간의 적정한 권한배분에 대한 생각

및 사안별 판단, 보육과 교육의 의미에 대한 판단,

정책수단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 등)

2차적 측면

정책핵심 집행을 위해 필요한 도구적 의사결정이

나

정보탐색

(행정규칙·예산배분·규정해석 등과 관련된 결정,

특정 프로그램의 성과와 관련된 정보 판단 등)

정책

이익

정책이익의 유형, 공유

정도

보육·교육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인가/정부부처의

이익이 우선인가, 참여자들 간에 이익이 일치하는

가

전략

및

상호

작용

전략 자원동원 유형, 능력 날치기/버티기, 정보교환/성명서/토론회, 유인/포섭 등

상호

작용

갈등 및 반대의 원인

(기대치의 수준 차이)

- 반대세력의 반대 이유(기대치보다 커서인지

모자라서인지)

- 가부(可否)의 문제/수준의 문제

정책중재자
성격 조정기구/자문기구/입법기구

역할 유형 중재자/옹호자/비난회피자

정책산출

정책산출 내용 합의사항, 계획, 법규 등

정책산출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정책산출의 적시성 여부

경쟁연합의 만족 정도

[표 3-5] 정책형성과정 분석 관련 변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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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속시기 : 육아지원정책 관련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옹호연합과 반대

연합의 연합 간 결속은 1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안정된 경

향을 보일 것이다.50)

② 신념체계 : 각 연합의 행위자는 정책핵심과 관련된 이슈(가령, 단일법

제정여부 또는 일원화 및 공교육화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

적인 공감을 가지나, 2차적 측면의 신념에 있어서는 그러한

공감이 보다 덜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변동의 압력을 받을

때 핵심적 신념보다는 2차적 신념을 포기하려 할 것이다.51)

③ 정부의 입장 : 육아지원정책의 형성과 관련해 정부부처(가령, 보건복지

부와 교육부)는 이익집단(가령,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 한국

유치원총연합회)보다 더 온건한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52)

한편, 각 사례별 법령 제정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검토요인은 두

단계를 거쳐 선정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사바티어가 세 가지 영역에서 제시한 12개의 가설들을

연구대상 사례에 맞게 수정하여 5개의 가설을 도출했다([부록 4] 참조). 5

개의 가설을 세부영역별로 분류할 때, 먼저 ‘정책연합’에 대한 가설은 다음

과 같다.

다음으로 ‘정책변동’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했다.

50) 사바티어가 이와 관련된 가설을 제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특정 하위체제에서의 정책변

동은 오랜 시간동안 형성된 정책옹호연합 및 그들 연합 간 상호작용의 구조 속에서 일

어나기 때문에, 정책의제의 출현부터 옹호연합의 형성, 실제 정책변동이 나타나기까지는

대략 10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보다 짧은 기간에 급

격한 정책변동이 일어난다면 그만큼 외적 변수로부터의 충격(사회경제적 변화나 군사정

변 등의 급진적 변화 등)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분석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51) 사바티어는 신념체계에 관한 공감정도와 포기의도를 구별해서 보고자 했으나, 이 연구

에서는 양자를 함께 보기위해 관련된 2개 가설을 하나로 변형, 제시했다.

52) 이 가설은 정부부처 내부에서의 갈등분석 내지 정책옹호연합 내부의 연합세력들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결합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뒤에서 추가

할 정책주도권에 관한 분석항목 즉, 정책결정의 방향이 하향식인지 상향식인지 검토하는

작업에도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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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부적 요인(사회적/정치적) : 하위체제 외부의 심각한 동요, 특히 그 중

에서도 선거의 존재나 정권교체와 같이 옹호연합의 권력변

동을 가져오는 외부적 변화요인은 육아지원정책의 핵심적

변동을 가져 온 필요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53)

① 정책학습 : 육아지원정책 옹호연합의 신념체계 간 정책학습이 가장

잘 발생한 부분은 2차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학습’과 관련한 가설해서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했다.

이러한 5개 가설을 토대로, 육아지원 법령의 제정과정상 특징을 검토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개 검토요인 선정했다(‘외부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세분화함).

(1) 연합의 지속시기

(2) 신념체계

(3) 정책학습

(4) 사회적 요인

(5) 정치적 요인

(6) 정부의 온건한 입장

제2단계에서는, [표 3-5]에 제시된 변수들, 그리고 시간흐름에 따라 법령

제정과정을 1차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특징들을 토대로 다

음과 같은 8개 검토요인을 추가했다.

53) 기본적으로 특정한 정책하위체제는 기존의 방식과 구조를 지속하려는 보수적 성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의 출현이라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온건하고 미세한

변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의 사례는 법령의 개정이 아닌 제정사례이므

로, 일반적인 정책형성사례보다 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

미있는 검증가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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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법과의 관계 및 법 체계상의 위상

(8) 기존 정책의 문제해결능력 및 새로운 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

의 차이

(9) 입법주도권

(10)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와 기대치에서의 차이

(11)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

(12) 국회 통과 절차의 민주성

(13)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

(14) 정책결정 방향(하향식/상향식)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비

교하기 위한 항목들, 즉 검토요인은 총 14가지로 확정되었다.54) 제5장에서

는 분석모형 및 14가지 검토요인을 토대로 법령의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의 검토결과 차이가 나타난 요인들과 함께 ‘유엔아

동권리협약의 규범적 효력’, ‘전문가 등의 의견반영 구조’라는 두 가지 요인

을 추가해 예상요인을 선정한다. 그 후 관계요인과 구조적 요인 탐색을 진

행하게 된다.

54) 본격적인 검토에 있어서는 순서의 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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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아동권리관점에서의 육아지원 법령 평가

아동권리관점에서 볼 때 육아지원정책의 내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가? 그리고 의견수렴 경로, 참여자들의 인식,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명제들

의 규범적 효력 등 정책형성과정의 관련 요인들은 정책내용 평가결과와 어

떤 연관이 있을까?

제4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과 관련이 깊은 아동권리의 4가

지 권리분야를 중심으로 영유아보육법령(1991년)과 유아교육법령(2004년)

을 분석, 평가한다. 그 후 두 법령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육아지원 법령의 내용과 규정형식을 구체적

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각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과 관련된 적극성 수준을

비교, 판단할 수 있다.

1. 평가기준

앞서 분석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및 하

위법령, 그리고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 및 하위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

준 평가기준은 ‘4개 권리영역 – 13개 권리지표 – 17개 검토기준’이다.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인

격체로 다루어야 하지만 동시에 성인에 비해 연약한 존재로서 신체적·정신

적으로 성장발달할 과업을 지니고 있는 면에서 특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은 다른 모든 권리의 기본이 되는

전제로서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권’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아동의

생명에 대한 존중 및 성장발달을 위한 보호 의무를 국가와 공동체가 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복지권은 기초적인 보건혜택을 받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리를

보장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기초보건 및 위생, 안전, 급식 등에

관한 내용과, 사회적으로 불리한 아동에게 우선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 81 -

것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와 문화향유권을 포함하며, 제도적 차원에서 교

육기회를 확충하고 교육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잠재된 재능과 인

격 등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휴식과 놀이, 문화예술

적 생활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취학 전 아동에게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교원의 자격

및 시설양육의 여건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양육보장권은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관한 권리로서, 성인과 달리 스스

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가정과 시설에서 안전하게 양육되어 함을 주

된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시설에서의 학대 및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취업부모의 자녀를 위한 배려의 내용이 있는지를 중

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토대로 명문의 규정 유무, 그리고 규정의 내용과 형

식을 종합평가해 ‘적극적’, ‘양호’, ‘소극적’의 세 단계로 표시한다.

2. 영유아보육법령의 분석과 평가

1)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1991년 1월 14일 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은 제1조(목

적), 제3조(책임), 제18조(보육내용)에서 아동의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

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

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

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

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될 아동의 권리’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함을 명시

한다. 또한 제18조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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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영아 및 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생존권 관

련),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한다는(성장발달권 관련) 명문규정을 통해 아동의 생존

및 성장발달 권리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444호, 1991년 8월 1일 제정·시행)과 시

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76호, 1991.8.8. 제정)에는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

는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권리이자 선언적 권리이

므로, 특별히 하위법령에서는 보다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적었기 때문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권리

지표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4328호, 1991.1.14. 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444호,

1991.8.1. 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76호,

1991.8.8. 제정)

공동

체의

의무

◎ 제1조 (목적)

- 요보호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 제3조 (책임)

- 모든 국민, 국가, 지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 가짐.

◎ 제18조 (보육내용)

- 보육에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 의무.

- -

[표 4-1]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관련 - 영유아보육법령 3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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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권(기초보건 및 복리권)

복지권의 네 가지 하위 권리지표 중 ‘위생’, ‘안전 및 사고’, ‘영양’에 대한

세부 검토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시설·설비와 관련된 기준이 체

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둘째, ‘관련된 내용을 교사 및 아동에게

교육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 제7조 (보

육시설의 설치),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그리고 시행규칙 제6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등),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및 [별표 2] 등에

서 다뤄지고 있다.

먼저 법 제7조는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

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하면서 설치인가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한다. 제8조는 보육시설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할 의무를 명시하면서 필요사항을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시행규칙 제6조는 설치인가 및 신고의 요건을 제시하며 시설의 구조를

알 수 있는 평면도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제7조는 시설기준에 대한 보

다 세부적 규정을 [별표 2]를 통해 제시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위생

과 관련해서는 ‘보건, 위생을 고려해 쾌적한 환경부지를 선정할 의무’, ‘환

기, 채광, 방습, 방풍 등 시설을 구비할 의무’, ‘양호실, 수유실, 목욕실, 화

장실, 급배수시설을 구비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은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건강’, ‘안전’, ‘급수’ 및 ‘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세부적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칙 제23조에서는 건강, 안전, 영양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따라 보육내용을 진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

고, 규칙의 [별표 9]에는 각 영역과 관련한 내용을 교사 및 아동에 대한 교

육내용에 반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영

유아 스스로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위생 및 건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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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24조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연 2회 이상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실시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은 기초보건에 관해 시설·설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할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을 교사 및 아동

이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

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며(법 제

7조 ①항), 보육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

선적으로 입소시킬 의무를 지고(법 제17조 ①항),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해야 한다(법 제21조 단서). 이에 대해 시행규칙에서는 저소득층의 범위

를 규정하고(제25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비용보조를 받는 보육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제27조 ②항).

정리하면, 영유아보육법은 위생, 안전 및 사고, 영양 등의 ‘기초보건’과

관련해 시설·설비의 요건과 기준을 세세하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사 및 아동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숙지,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아동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입소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도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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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지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생

◎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필요사항은 보건사회부령에 위임.

◎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 보육시설이 갖춰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사항은

보건사회부령에 위임.

-

◎ 제6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등)

- 법 §7에 의한 설치인가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 법 §8의 규정에 의해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별표 2]로 제시.

◎ 별표 2

- 보건, 위생을 고려해 쾌적한 환경부지 선정 의무

- 환기, 채광, 방습, 방풍 등 시설 구비 의무

- 양호실, 수유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구비 의무

◎ 제23조 (보육내용)

- 건강관리 기본원칙에 따른 운영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제24조 (건강진단등)

- 연 2회 이상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

◎ 별표 9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 영유아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게 해 줘야 함.

안전

및

사고

상동 -

◎ 제6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등)

◎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 별표 2

- 안전을 고려해 쾌적한 환경부지 선정 의무

- 보육실은 1층 설치가 원칙. 2층 설치시 안전사고 대비 시설 구비 의무

- 소화용기구 등 비상재해 대비시설 구비 의무

◎ 제23조 (보육내용)

-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따른 운영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함.

[표 4-2] 복지권 관련 – 영유아보육법령 3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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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영유아 스스로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도와

주어야 함.

영양 상동 -

◎ 제6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등)

◎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 별표 2

- 급수를 고려해 쾌적한 환경부지 선정 의무

- 조리실 구비 의무

◎ 제23조 (보육내용)

- 건강관리 기본원칙에 따른 운영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별표 9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해주며, 바

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함.

공공

부조

◎ 7조 ①항

-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함(강행).

◎ 제17조 (우선입소) ①항

-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함(강행).

◎ 제21조 (비용의 부담) 단서

- 국가나 지자체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

한보육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해야함(강행).

-

◎ 제11조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

- 장애아 보육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장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제25조 (저소득층의 범위)

- 법 §17① 및 법 §21 단서에 의한 저소득층 규정.

◎ 제27조 (비용수납한도액) ②항

- 비용보조를 받는 보육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

용을 면제 또는 감면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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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권(교육받을 권리 및 문화향유권)

교육권의 하위 권리지표는 크게 6개로 ‘취학 전 서비스 제공’, ‘보육·교육

과정’, ‘문화·오락활동’, ‘교원자격’, ‘보육·교육 여건과 환경’, ‘재정지출’이다.

‘취학 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제2조)를 보육시설 입소대상으로 규정한다(제16조). 이와 관련해 규

칙 제22조 및 [별표 8]은 보육시설에 3세 미만의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

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3세 미만 아

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3∼5세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취지 자체가 취학 전 모든 연령의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흥

미로운 사실은, 제정법률에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나로 묶어 정의하고 있지만(제2조 1호), 국회에서 수정 후 통과되기 전의

원안인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 (민자당 신영순 의원 대표발

안)에는 “영아라 함은 3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유아라 함은 3세이상 6

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라고 하여 영아와 유아를 직접적으로 구

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육·교육과정’에 대해 법 제18조는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

며, 구체적인 보육내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에

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 제

22조는 교육부장관이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재·교구의 활용 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

한다”고 하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9]는 보육내용과 프로그램 운용에

대해 다룬다. 특히 [별표 9]는 앞서 기초보건에 관한 내용 또한 보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

언어적 발달을 위하여 짜여진 활동’, ‘개인·단체활동’, ‘수유·배변 등의 생리

적 욕구에 대한 배려와 휴식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이 관심을 갖는 문화·예술문화·오락활동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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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에는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의

[별표 9]에서 “동적·정적 놀이”가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간접

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이것을 문화·오락활동에 대한 간접적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행규칙의 본문 내에 ‘놀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

태에서 단지 [별표 9]에서 ‘놀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것을 아동의

문화·오락권 보장규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이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한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

다.

‘교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 제9조(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 제10조(보육

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제28조(교육경력 인정), 그리고 시행령 제15조(보

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와 [별표](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시행규칙

제8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등)와 [별표 3](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

기준) 및 [별표 4](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

과목)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보육·교육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는 법 제8조와 제9조를 기반으로 시행

규칙의 [별표 2]와 [별표 3]에서 규정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 교사 1인당 아동수 (시행규칙 [별표 3]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

①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i) 3세 미만의 영유아 7인당 1인, 7인 초과시마다 1인씩 증원

(ii) 3세 이상의 영유아 15인당 1인, 15인 초과시마다 1인씩 증원

②가정보육시설의 경우

(i) 3세 미만의 영유아 5인당 1인, 3인 이상 초과시마다 1인씩 증원

(ii) 3세 이상의 영유아인 경우 1인

• 시설 크기와 집단 규모 (시행규칙 [별표 2])

①시설규모 : 상시11인이상(가정보육시설은 5인∼10인이하) 보육할수있을것.

② 시설 면적 : 영유아 1인당 4.29㎡ 이상.

③ 보육실 면적 : 영유아 1인당 2.64㎡ 이상.

④ 놀이터 면적 : 영유아 1인당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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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육·교육 서비스를 위한 공적인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법 제21조, 제22조, 그리고 시행령 제23조와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와 제

27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취학 전 서비스를 제

공함을 명시하고, 보육과정의 내용과 교원 자격, 보육·교육 환경과 여건, 재

정지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다만, 문화·오락활동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 별표 9에서 운영계획 수립시에 아동의 놀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

용이 존재하나, 이것을 아동권리 보장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교육권과 관

련된 영유아보육법령의 내용을 3단 비교표로 제시하면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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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지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취학전

서비스

제공

◎ 제2조 (정의) 및 제16조 (입소대상)

-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입소대상.
-

◎ 제22조 및 [별표 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 3세 미만의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 동시운영이 원칙

보육·

교육과

정

◎ 제18조

-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제19조

-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협조

요청 규정.

◎ 제22조

-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

을 위해 교육계획의 수

립, 장학지도 규정.

◎ 제23조

- 보육내용과 프로그램 운용 규정.

◎ [별표 9]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 보육시설의 장은 영양, 건강, 안전에 관한 내용 및 영유아의 전반

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의 제공을 보육내용에 포함해야

함.

- 보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인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언어적 발달을 위하여 짜여진 활동

2. 개인·단체활동

3. 동적·정적 놀이

4. 수유·배변등의 생리적 욕구에 대한 배려와 휴식시간등

문화·

오락

활동

X X
◎ [별표 9]

- 보육계획 수립시 “동적·정적 놀이”가 포함되어야 함.

교원

자격

◎ 제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

- 대학 또는 동등이상 학교의 유아교육 또는 아동

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 제15조(보육시설종사자

의 교육훈련)

◎ [별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 제8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등)

◎ [별표 3]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

◎ [별표 4]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과목)

[표 4-3] 교육권 관련 - 영유아보육법령 3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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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또는 동등이상 학교 졸업자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자

◎ 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 보건사회부장관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

◎ 제28조 (교육경력 인정)

- 유치원교원 자격자의 보육시설 근무경력을 교육법

상의 교육경력으로 인정.

보육·

교육

여건

◎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 제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
-

◎ 제7조 및 [별표 2]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 시설 규모 : 상시 11인 이상(가정보육시설은 5인∼10인 이하

- 시설 면적 : 영유아 1인당 4.29㎡ 이상.

- 보육실 면적 : 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놀이터 면적 : 영유아 1인당 2.5㎡ 이상.

◎ 제8조 및 [별표 3]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

- 국·공립보육시설 등 : 3세 미만의 영유아 7인당 1인, 3세 이상의

영유아 15인당 1인

- 가정보육시설 : 3세 미만의 영유아 5인당 1인, 3세 이상의 영유아

는 1인

재정지

출

◎ 제21조 (비용의 부담) 단서

- 국가나 지자체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해야 함(강행).

◎ 제22조 (비용의 보조)

- 국가나 지자체는 보육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

음(임의)

◎ 제23조 (비용의 부담)

- 국가 등의 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36에 의함.

◎ 제24조 (비용의 보조)

- 보육시설의 설치비, 운

영비, 기타 보육사업

소요비용을 보조함..

◎ 제26조 (비용의 보조)

-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

◎ 제27조 (비용수납한도액) ②항

- 비용보조를 받는 보육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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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보장권(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양육보장권과 관련된 하위 권리지표는 ‘가족지원’과 ‘인도적 처우’이다.

‘가족지원’은 특히 취업부모의 자녀를 위한 배려의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그리고 ‘인도적 처우’는 보육시설에서의 학대, 가혹행위 등을 금

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취업부모의 자녀를 위한 배려 등 가족지원에 대해서는 법 제7조와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7조 제3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

주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

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17조 제2항은 “사업

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

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

장은 제외)”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제14조 제1항), 시설

운용 및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보조(제25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시

행규칙 제5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공동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

수당 지급에 대해 보다 자세히 규정한다.

한편, 아동권리와 관련해 시설에서의 가혹행위 및 학대 금지 등 인도적

처우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 93 -

권리

지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족

지원

◎ 제7조 ③항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

주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가 어려울

시, 공동으로 보육시설 설치 또

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

해야 함.

◎ 제17조 ②항

-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

소시켜야 함.

◎ 제14조 제1항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있

는 사업장의 규모 : 상시 여

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

하는 사업장

◎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 직장보육시설 운용 및 보육

비용의 80% 이상을 보조해

야 함.

◎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공동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

에 대해 자세히 규정. 

인도

적

처우

X X X

[표 4-4] 양육보장권 관련 – 영유아보육법령 3단 비교표

3. 유아교육법령 분석과 평가

1)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해야 하며(제1조),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해야 한다”(제18조)와 같이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반면, 유아교육법에는 이와 유사한 직접적 규정이 없다. 단지, 영유아보육

법 제3조(책임)을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에 관한 규정 중 하나로 해석했던

것을 감안하면,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간접규정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반론의 여지가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유

아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과 관련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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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지표

유아교육법

(법률 제7120호, 2004.1.29. 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690호,

2005.1.29, 제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2005.2.24. 제정)

공동체

의 의무

◎ 제3조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짐.

- -

[표 4-5]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관련 – 유아교육법령 3단 비교

없다. 이 또한 선언적 기본권을 특별히 하위법령에서 자세히 규정할 필요

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유아교육법령에는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다. 법 제3조를 간접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 비

해서는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2) 복지권(기초보건 및 복리권)

복지권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복지권의 하위 권리지표인 ‘위생’,

‘안전 및 사고’, ‘영양’에 있어 공통적으로 시설·설비와 관련해서는 제8조(유

치원의 설립 등), 교육에 관해서는 제13조(교육과정 등), 시설과 교육 등에

관한 운영실태 평가에 대해서는 제19조(평가)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생’ 및 ‘영양’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에서 추가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설립기준(제8조), 평가(제

20조∼제22조)에 대해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에는 건강검진(제2

조), 급식시설 및 설비(제3조)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영유아보

육법과 달리, 시설·설비 등에 대해 위생, 안전관리, 영양 등을 세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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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및 운영실태 평가에 대해서

도 일반 원칙만을 규정할 뿐이다. 통상적으로 법률은 중요한 핵심사항을

다루고, 세부적인 기준과 규정은 하위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등에 위임한다

는 점을 감안하면, 유아교육법의 이러한 태도가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도 그 자체 내에서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내지

“따로 시행규칙에서 정한다”와 같이 다른 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강한 권리보장의 내용이 드러나는데, 법은 국가

나 지자체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를 위해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제15

조), 유치원 설립·경영자(제25조)와 국가 및 지자체(제26조)에게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 등을 위해 교육비용상의 혜택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제25조에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등을 위해 교육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함으

로써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영역의 주체들도 사회적

으로 불리한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적극적인 것이다. 한편, 시행령

은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게 무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초생

활수급권자의 자녀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아동에게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제29조), 전면적인 무상교육의 경우에도 예산 제약과 같은 상

황에서는 이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음을 명시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 취약지

역의 결정기준(제30조), 저소득층 자녀의 범위(제31조)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아교육법에는 복지권의 하위 네 가지 권리지표와 관련된

규정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과 비교해 볼 때, ‘위생’,

‘안전 및 사고’, ‘영양’에 대해서는 시설과 교육내용 모두에 있어 치밀하고

자세히 규정하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부조’와 관련해

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 약자 배려의무뿐만 아니라

유치원 설립·경영자와 같은 민간주체도 이러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을 둔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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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지표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생

◎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 시설·설비 등이 기준을 갖춰야 함.

◎ 제13조 (교육과정 등)

- 교육과정 운영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규정.

◎ 제19조 (평가)

-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규정.

◎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 유치원장은 건강검진 및 적합한 급식

제공 의무가 있음.

◎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제20조 (평가의 대상)

◎ 제21조 (평가의 기준)

- 시설·설비,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해 평가

◎ 제22조 (평가의 절차 등)

- 사전 통보 및 평가방법 규정.

◎ 건강검진

(제2조)

- 검진시기 및 결

과처리 등에 대

해 따로 시행규

칙에서 규정하

기로 함.

안전

및

사고

◎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 시설·설비 등이 기준을 갖춰야 함.

◎ 제13조 (교육과정 등)

- 교육과정 운영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규정.

◎ 제19조 (평가)

-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규정.

상동 -

영양

◎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 시설·설비 등이 기준을 갖춰야 함.

◎ 제13조 (교육과정 등)

- 교육과정 운영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규정.

◎ 제19조 (평가)

- 장관은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실시 가능(임의)

◎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 유치원장은 건강검진 및 적합한 급식

제공 의무가 있음.

상동

◎ 급식시설 및

설비 (제3조)

- 급식을 실시하

는 유치원에서

갖춰야 할 시설·

설비기준제시

공공

부조

◎ 제15조 (특수학교 등)

- 국가나 지자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

아를 위해 특수학교 설치 등 시책 강구

해야 함(강행)

◎ 제25조 (교육비용 등)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등을 위해

교육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임의).

◎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 국가 및 지자체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층 자녀의 교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부담함(강행).

◎ 제29조 (무상교육대상자 등)

- 법 §24에 의한 취학 전 1년 유아에 대

한 무상교육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안

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 우

선적으로 실시함.

1.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2.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 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 제31조 (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 법 §26의 저소득층 자녀는 가구유형,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해 매년 장관

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표 4-6] 복지권 관련 – 유아교육법령 3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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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권(교육받을 권리 및 문화향유권)

교육권의 하위 권리지표는 크게 6개로 ‘취학 전 서비스 제공’, ‘보육·교육

과정’, ‘문화·오락활동’, ‘교원자격’, ‘보육·교육 여건과 환경’, ‘재정지출’이다.

‘취학 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은 유아에 대해 “만 3세부

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 정의하고(제2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의 유아임을 명시한다(제11조). 유아교육법은 법의 본질

과 특성상 만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보호 및 교육서비스 제공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란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은 유아교육법의 본질적 제한에 따른 것이므로, 종합

평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보육·교육과정’에 대해 법 제6조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 유아교육진흥원

을 설치하여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

어질 수 있게끔 기준을 제시하고 내용과 이행을 감독, 평가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또한 시행령 제20조와 제21조는 국·공·사립유치원 모두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준이나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영유아보육

법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아동이 관심을 두는 문화·예술문화·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내용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교원의 자격과 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다. 법 제22조와

제23조, [별표 1]과 [별표 2]는 교원 및 강사의 자격과 교육훈련에 대해 명

확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장관 및 교육감에

게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유치원교원이 초중등교원 등 다른 교원에 비해 차별받지 않게끔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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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는 법 제8조에서 유치원 설립 시 시설·

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학급수와 원아수,

원아수용계획 등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법령내용

과 체계를 분석해 보면, 교사 1인당 아동수, 집단의 크기나 시설 면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부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 기준을 따른다는 형

식을 띄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교육위탁기관의 학생수 및 면적 등에 대

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그 별표에 규정된 기

준을 따른다. 이 경우, 관련규정 별표의 기준은 ‘유치원에서 학생수가 40명

이하일 때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은 5N㎡ (이 때 N은 전학년의 학생정원

을 말함), 41명이상일 때는 80+3N㎡’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서비스를 위한 공적투자’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공적지원(법 제26조) 외에도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

원(법 제27조)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아교육법은 제24조에서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는 점에

서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아동의 교육권 보호와 증진 의지에 적극적인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정리하면, 유아교육법은 아동의 다른 권리에 비해 특히 교육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교육 여건 및 환

경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선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상

당부분 위임하고 있다([표 4-7] 참조).

4) 양육보장권(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양육보장권의 보장에 대해서는 ‘가족지원’과 ‘인도적 처우’의 내용을 담

고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유치원이 관계법령이나 명령,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

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거나(법 제30조), 폐쇄할 수 있고(법 제32조), 명

령을 위반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제34조)

규정한 것을 시설에서의 학대,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결부시켜 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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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조항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시설내의

인도적 처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기본재산을 관계관

청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담보제공한 것에 대한 판례만이 존재한다.55) 따

라서 관련 규정을 인도적 처우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권리지표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족

지원
X X X

인도적

처우
X X X

[표 4-8] 양육보장권 관련 – 유아교육법 3단 비교

55) 대법원이 2009년 9월 24일 판결한 2009두9253 사건. 충북 청원교육청이 학교교육에 직

접 사용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에서 ‘직권폐원’이란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그 자체로 폐원의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형성적 처분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유치원의 ‘폐쇄명령’이라고 본 사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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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지표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취학 전

서비스

제공

◎ 제2조 (정의) 및 제11조 (입학연령) 
- 만3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가 유치원 입학 가능.

- -

보육·

교육

과정

◎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 국가 및 지자체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가능.

◎ 제13조 (교육과정 등)

-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
사항을 정해야 함.(강행). 교육감은 그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 정할 수 있음(임의). 

◎ 제18조 (지도·감독)

- 국립유치원 : 장관이 지도·감독 / 공·사립유치원 : 교
육감이 지도·감독

- 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 실시할 수 있음(임의).
◎ 제19조 (평가)

- 장관은 필요한 경우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음(임의).

◎ 제20조 (평가의 대상)
- 법 §19상의 평가 대상은 국·공·사립유치원임.

◎ 제21조 (평가의 기준)
- 법 §19상 평가의 기준에는 예산,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인사관리 등이 포함됨.

-

[표 4-7] 교육권 관련 - 유아교육법령 3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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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오락

활동

X X X

교원

자격

◎ 제22조 (교원의 자격)
- 원장 및 원감 : [별표 1]의 자격기준 충족해야 함.
- 교사 : 정교사(1급·2급), 준교사로 구분. [별표 2]의 자

격기준 충족해야 함.
- 교원자격 검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둠.
◎ 제23조 (강사 등)
- 필요한 경우 원장·원감 및 교사 외에 강사, 기간제 교
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음(임의)

- 보건사회부장관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

◎ [별표 1] (원장 및 원감의 자격기준)
◎ [별표 2]

- 정교사(1급) : 정교사(2급)+3년 이상 경력 및 재교육 /

정교사(2급)+석사학위+1년 이상 경력

- 정교사(2급) : 대학의 유아교육과 졸업자 / 대학(전문대

및 동등 이상 학교 포함)졸업자+소정의 보육·교직학

점 취득 / 유치원 교육과정 석사학위자 / 준교사+2년

이상 경력 및 재교육

- 준교사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제26조 (교원의 자격)
- 교원의 자격검정 및 검정위원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27조 (강사 등)
- 강사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에 따름.
◎ 제28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
-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
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강행).

- 교육 및 연수계획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유치원 교원
을 다른 교원과 균등하게 대우해야 함(강행).

◎ [별표] (강사 등의 자격기준)
- 강사자격 : 학급당 1인 이상은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소

지자로 강사 배치해야 함.

-

보육·

교육

여건

◎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 시설·설비 등이 기준을 갖춰야 함.

◎ 제16조 (학급수·원아수)
- 학급수 및 학급당 원아수는 관할청이 정함.
◎ 제17조 (원아수용계획)
- 관할청은 학년별로 원아수용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

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은 별

표의 규정에 정한 기준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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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 학급당 교사 1인 이상 배치하고,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는 학급담임 외에 종일제 운영 담당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음.

- 3학급 이상 유치원에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음.
◎ 제25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 특수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음.

야 함.
◎ [별표] (유아교육위탁기관지정기
준)
- 시설면적 및 체육장면적은 <고

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별표 1]과 [별표 2]의

유치원 관련 규정에 따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의 [별표]

- 유치원과 초등·공민학교 및 각종

학교의 관련기준이 동일하게 제

시됨.

재정

지출

◎ 제24조 (무상교육)

-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함.

-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되, 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강행).

◎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 ①항 : 국가 및 지자체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부담함(강행).

- ③항 : 국가 및 지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제29조 (무상교육대상자 등)

- 법 §24에 의한 취학 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안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 등

에 대해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 그 외의 자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함.

◎ 제31조 (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 법 §26 ①의 저소득층 자녀는 가구유형, 소득수준, 재

산 등을 고려해 매년 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해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제4조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 법 §24, §26에 의해 지원하는 비

용의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급

식비, 기타 필요비용임.

- 지원기준은 장관이 기획예산처장

관과 협의해 정함.

◎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 유아대상 미술학원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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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교사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강행)

◎ 제27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규정상의 수업일수를 초과해 운

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는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임의).

◎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 장관 및 교육감은 법 §26 ③에 따라 다음 각호의 소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함(강행)

1.사립유치원 설립비

2.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

3.교재·교구비

4. 그 밖의 필요 경비

- 지자체장은 조례에 따라 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음(임의).

◎ 제33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장관 및 교육감, 지자체장은 법 §27에 의해 예산의 범

위안에서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기타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 등 운영 유치원

에 지원할 수 있음(임의).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아교육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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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권리의 보장수준에 대한 두 법령의 평가 및 비교분석

이상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아동권리관점

에서 종합적인 비교·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에는 각 권리분야별로 법령상의

관련 규정 유무, 내용의 규정수준 및 세밀성, 타 법령 등에 대한 위임임법

의 수준 등을 고려하며, 앞서의 기준에 따라 총 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는 ‘유무의 평가’로서,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법

리를 토대로 ‘아동권리 관련 규정을 법령에 두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단계는 ‘형식의 평가’로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내지 ‘예측가능성의

법리’를 토대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기준과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행

정입법이나 타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3단계는 ‘종합 평가’로서, 1단계와 2단계에서 이루어진 평가결과를 토대

로 영유아보육법령(1991)과 유아교육법령(2004)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종

합적으로 평가한다.

보장수준은 ‘적극적’, ‘양호’, ‘소극적’의 세 가지로 표시한다. ‘적극적’은 관

련 규정도 존재하고, 규정이나 기준이 자세한 편이며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호’는 명확하게 관련규정은 있지만,

규정수준이나 세밀하지 못하고 위임입법이 많은 편이어서 해당 법령 내에

서 구체적인 내용의 예측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극적’

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간접적으로 유추

할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평가

를 진행한 후, 앞서 평가기준의 타당도를 검토했던 관련분야 전문가 4인의

평가결과를 수렴한 최종 평가결과는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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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분야 권리지표 검토기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공동체의 의무 생명 존중 및 성장발달에 대한 보장 내용 적극적 소극적

복지권

(기초보건

및 복리권)

위생
시설 관련 기준 적극적 양호

교사 및 아동에 대한 교육 내용 적극적 양호

안전 및 사고
시설 관련 기준 적극적 양호

교사 및 아동에 대한 교육 내용 적극적 양호

영양
간식, 급식 등 식사와 영양 관련 기준 적극적 양호

교사 및 아동에 대한 교육 내용 적극적 양호

공공부조 사회적으로 불리한 아동에게 우선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내용 적극적 적극적

교육권

취학 전 서비스 제공
3세미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 소극적

3∼5세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 적극적

보육·교육과정 보육·교육의 목표 제시 및 보육·교육과정 내용 적극적 양호

문화·오락활동 관심있는 문화·예술·오락활동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일과 프로그램 관련 내용 소극적 소극적

교원 자격 서비스 제공기관 교원의 교육 및 자격에 관한 기준 적극적 적극적

보육·교육 여건
교사 1인당 아동수 기준 적극적 양호

시설 면적 및 집단 규모 관련 기준 적극적 양호

재정지출 보육·교육 서비스를 위한 공적투자 양호 적극적

양육보장권
가족지원 취업부모의 자녀 및 가족을 위한 배려 내용 적극적 소극적

인도적 처우 시설에서의 학대, 가혹행위 금지 등에 대한 내용 소극적 소극적

[표 4-9] 아동권리관점에서의 영유아보육법령과 유아교육법령 종합 비교평가

[표 4-9] 아동권리관점에서의 영유아보육법령과 유아교육법령 종합 비교평가56)

56) [표 4-9]의 비교평가는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 그리고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 및 관계법령 등 당시 명문화된 법령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평가한 것으로서, 현재의 아동권리 실태수준에 대한 평가와는 다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두 법은 제정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내용과 형식이 변화해 왔다. 그
리고 유아교육법은 본질적으로 만 3세 미만의 아동은 서비스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법령의 규정과 현실이 그대로 일치한다고 단정지
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최초의 법령제정 결과로서의 명문규정을 분석함으로써, 현
재의 제도적 양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법령과 실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명문 법령 평가의 기준이 실제 아동권리 보장실태 평가에도 타당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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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의 명시 및 보장과 관련해 영유아보육법은 ‘적극

적’, 유아교육법은 ‘소극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의

성격과 본질, 권리 체계상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권리 체계

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헌법학에서는 헌법의 전문 및 본문으로부

터 여러 가지 헌법상 기본원칙과 기본권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석과

적용의 체계적 위계를 설정한다. 헌법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자

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이해한다. 따라

서 이러한 권리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권리이다. 반면, ‘언론출판의 권리’,

‘형사절차보장의 권리’ 등은 보다 구체적이고 특별한 권리이다. 따라서 ‘특

별한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직접 관련한 기본권을 먼저 적용하여 살

펴보되, 그러한 직접 관련성이 높은 권리가 포착되지 않을 때에서야 비로

소 일반적·추상적 권리 차원에서 살펴보게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시 판단기준에 있어 이러한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57) 그리고 일반적·추상적 기본권은 대부분 법령에 자세한 내용을 규

정하기 보다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은 아동의 권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포괄적

이고 일반적인 기본권리이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비교해 본다면 ‘인간으로

서의 존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규정 또한 구체적 내용

이 아닌 포괄적·일반적 내용만을 담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

로 이 권리에 대한 규정수준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영유아보육법은 법의 목적(제1조)과 보육내용(제18조)에서 직접적으

57) 대표적으로 헌재 2002.8.29. 2001헌마788. 금고 이상 선고유예받은 경우 공무원이 당연퇴직

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은 관련 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

권’ 모두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직에 관한 한 공무담임권은 직

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경우에는 "공직의 경

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권이어서 후자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가 없을 경우에 일반기본권은 보충적으로 판단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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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되도록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이렇게

영유아가 “건전하게 보육될 책임”이 모든 국민과 국가, 지자체에게 있음을

밝힌다. 매우 적극적인 수준에서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유아교육법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제3

조(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

할 책임을 진다”)로부터 간접적인 유추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명문화된 법령상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높다고는 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

존권 및 성장발달권이 비록 일반적·추상적 기본권리라 해도, 두 법의 형식

과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어 영유아보육법이 적극적, 유아교육법이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권리

지표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공동

체의

의무

<법>

◎ 제1조 (목적)

- 요보호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 제3조 (책임)

- 모든 국민, 국가, 지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 가짐.

◎ 제18조 (보육내용)

- 보육에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 의무.

<법>

◎ 제3조 (책임)

- 국가, 지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 가짐.

<시행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규칙>

-

[표 4-10] 법령비교 -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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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권(기초보건 및 복리권)

복지권과 관련해서는 ‘위생’, ‘안전 및 사고’, ‘영양’의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영유아보육법은 ‘적극적’, 유아교육법은 ‘양호’라고 평가한다. ‘위생’,

‘안전 및 사고’, ‘영양’ 영역에 대한 세부 검토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시설·

설비 관련 기준’의 제시여부와 규정수준, 그리고 ‘교사 및 아동에 대한 교

육내용에 포함’시키는 여부 및 규정수준이다. 두 법 모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치밀하고 자세하게 규정하려는 적극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보육법은 시행규칙 및 [별표 2]에서 시설·설비에 관해 자세

하고 세밀히 규정한다. 또한, 시행규칙 및 [별표 9]에서도 ‘기초보건의 세

가지 사항(위생, 안전 및 사고, 영양) 모두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하

고, 이를 운영과정 및 보육내용에 반영해야 함’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한다.

반면, 유아교육법은 “적합한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일반론만 규정되고, 교사 및 아동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운영 및 프

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일반원칙만 천명한다. 시설·설비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도,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시행령 제8조)와 같이 다

른 법령에 위임하거나 준용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생’, ‘안전 및

사고’, ‘영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권리보장 수준이 더 높고 적극적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두 법 모두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아

교육법도 영유아보육법처럼 사회적으로 불리한 아동에게 우선기회를 제공

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심지어 유아교육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유치원 설립·운영자도 취약계층 유아에게 교육비용을 다르

게 정해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복지권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

준이 유아교육법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육제도가 요보호 아동에게 공적 차

원에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적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연혁적 특

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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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지표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위생

<법>

◎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법>

◎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 제13조 (교육과정 등)

◎ 제19조 (평가)

◎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시행령>

-

<시행령>

◎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 시설·설비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제20조 (평가의 대상)

◎ 제21조 (시설 등 평가의 기준)

◎ 제22조 (평가의 절차 등)

<시행규칙>

◎ 제6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등)

◎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 별표 2 : 보건, 위생을 고려해 쾌적한

환경 의무 및 의무시설 기준 명시

◎ 제23조 (보육내용) : 건강관리

원칙수립 의무.

◎ 제24조 (건강진단등)

◎ 별표 9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시행규칙>

◎ 건강검진(제2조)

- 따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로 함.

안전

및

사고

<법>

◎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법>

◎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 제13조 (교육과정 등)

◎ 제19조 (평가)

<시행령>

-

<시행령>

◎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 시설·설비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제20조 (평가의 대상)

◎ 제21조 (시설 등 평가의 기준)

◎ 제22조 (평가의 절차 등)

<시행규칙>

◎ 제6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등)

◎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시행규칙>

-

[표 4-11] 법령비교 - 복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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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의무시설 기준 명시.

◎ 제23조 (보육내용)

◎ 별표 9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영양

<법>

◎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법>

◎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 제13조 (교육과정 등)

◎ 제19조 (평가)

◎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시행령>

-

<시행령>

◎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 시설·설비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제20조 (평가의 대상)

◎ 제21조 (시설 등 평가의 기준)

◎ 제22조 (평가의 절차 등)

<시행규칙>

◎ 제6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등)

◎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 별표 2 : 의무시설 기준 명시.

◎ 제23조 (보육내용)

◎ 별표 9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시행규칙>

◎ 급식시설 및 설비(제3조)

공공

부조

<법>

◎ 7조 ①항

- 국·공립시설은 취약지역에 우선설치

◎ 제17조 (우선입소) ①항

◎ 제21조 (비용의 부담) 단서

<법>

◎ 제15조 (특수학교 등)

- 국가나 지자체의 특수학교 설치 강구 의무.

◎ 제25조 (교육비용 등)

◎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시행령>

-

<시행령>

◎ 제29조 (무상교육대상자 등)

◎ 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 제31조 (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시행규칙>

◎ 제11조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

◎ 제25조 (저소득층의 범위)

◎ 제27조 (비용수납한도액) ②항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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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권(교육받을 권리 및 문화향유권)

교육권의 하위 권리지표는 크게 6개로 ‘취학 전 서비스 제공’, ‘보육·교육

과정’, ‘문화·오락활동’, ‘교원자격’, ‘보육·교육 여건과 환경’, ‘재정지출’이다.

취학 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은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3∼5세 아동을 위한 서비스 모두를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령의 모든 규정과 내용이 만0세∼5세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을 다루는 것이기에, 권리 보장수준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

극적’으로 표시한다. 유아교육법 또한 마찬가지이나, 3세 미만의 아동에 대

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표시한다. 그

러나 이것은 유아교육법의 출발점 및 법적 본질로 인한 것이지 3세 미만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58)

‘보육·교육과정’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은 법 18조, 시행규칙 및 별표 9

등에서 보육내용에 담아야 할 사항, 보육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등을

매우 자세하게 규정한다. 이에 비해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은 원론적인 일반

원칙만을 담고 있으며, 세부기준 등은 장관이나 교육감 등에게 위임한다.

따라서 보육·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을 ‘적극적’, 유아교육법

을 ‘양호’라고 표시한다.

‘아동이 관심을 갖는 문화·예술문화·오락활동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프로

그램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법률과 시행령에는 규정이 없

고, 규칙의 [별표 9]에서만 동적·정적 놀이가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언급한다. 그러나 시행규칙 본문이 아닌 별표에서만 간접적으로 ‘놀

이’를 언급하였으므로 이것을 관련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극적’

으로 평가한다.59) 유아교육법에는 직·간접적인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유아교육법 역시 ‘소극적’으로 평가한다.

58) 따라서 종합평가 시에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59) 이처럼 문화·예술·오락활동에 대한 프로그램과 참여에 대한 직접규정이 없는 것은 법

제정 당시만 해도 문화·예술·오락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 ‘교육적 차원’에 치우쳐 생각

했던 것이 원인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후의 여러 법령이나 정책에서 영유아의 문

화·예술 등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만 이 역시도 아동의 ‘즐길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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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 및 자격’에 관해서는 두 법 모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야 한다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 교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

다는 것도 명시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교육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을 ‘적극적’, 유아교육법

을 ‘양호’라고 표시한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은 법 제8조와 제9조, 시행규칙

의 [별표 2]와 [별표 3]에서 ‘교사 1인당 아동수’와 ‘시설 크기와 집단 규모’

를 매우 세밀하게 규정한다. 반면, 유아교육법은 대부분의 자세한 기준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학생수 및 면적 등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그 별표라는 타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해당 규정과

별표에는 관련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이 그 시행규칙 및 별표에서 밝히는 것처럼 자세하고 세밀한 기준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보다 자세한 기준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

립·운영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아교육법령 본문의 해석만으

로는 알기가 어렵다.60) 그러므로 규정내용과 수준, 입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보육·교육 여건 및 환경’에서도 영유아교육법이 보다 적극적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육 서비스를 위한 공적인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영

유아보육법을 ‘양호’, 유아교육법을 ‘적극적’으로 표시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녀를 위해 공적인 비용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그 외

의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후자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이에 반해, 유아교육법은 취

학직전 1년의 아동에게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은 직접적인 교육비용 지원 외에도 사립유치

원에게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까지도 지원한다. 시행규칙에

서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특례를 두고 있다. 이러한

60) 각종 부칙 및 시행규칙상의 ‘유아교육위탁기관지정기준’에 관한 별표를 읽어야만, 보다 자

세한 기준이 위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알 수 있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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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한다면, 공공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권리분야를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도 영유아보육법이 공공의 재정지출을 통한 아동복지권 보장에 소홀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시대의 흐름과 경제성장, 재정규모 확대에 따라 2004

년 유아교육법제정과 동시에 전면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제21조의2(무

상보육 특례)에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서 유

아교육법과 같은 무상보육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두 법

의 비교결과 영유아보육법의 권리보장 정도가 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표시

된다 하더라고 이것은 시대흐름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직접 비교했

기에 나온 결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권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

이 유아교육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법의 취지 및 목적상 교육권은 유아교육법의 전문적이고 고유한 영

역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복지권, 양육보장권보

다 교육권 분야에서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권만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영유

아보육법의 교육권 보장수준이 유아교육법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부분을 제외

하더라도, ‘보육·교육과정’과 ‘보육·교육여건’ 등 다른 영역에서도 영유아보

육법은 보다 세밀한 규정을 직접 영유아보육법령 내에 두고 있다. 반면 교

육권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야 할 유아교육법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론

적 규정만을 두고 있거나 위임규정이 많아 예측가능성이 낮은 편이었다.

이처럼 유아교육법이 보다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 교육권 분야에

서도 영유아보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두 법령

의 비교평가 결과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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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지표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취학

전

서비스

제공

<법>
◎ 제2조 (정의) 및 제16조 (입소대상) 
-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입소대상. 

<법>
◎ 제2조 (정의) 및 제11조 (입학연령) 

<시행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22조 및 [별표 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 영아반과 유아반 운영 원칙

<시행규칙>
-

보육·

교육과

정

<법>
◎ 제18조
-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내용 포함

◎ 제19조
-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협조 요청.

<법>
◎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 제13조 (교육과정 등)

◎ 제18조 (지도·감독)

◎ 제19조 (평가)

<시행령>
◎ 제22조
 -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해 교육계획의

수립, 장학지도 규정.

<시행령>
◎ 제20조 (평가의 대상)
◎ 제21조 (평가의 기준)

<시행규칙>
◎ 제23조
  - 보육내용과 프로그램 운용 규정.
◎  [별표 9]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시행규칙>
-

문화·

오락활

동

<법>
-

<법>
-

<시행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별표 9] : 보육계획 수립시 ‘동적·정적

놀이 포함 의무.

<시행규칙>
-

교원

자격

<법>
◎ 제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
◎ 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 제28조 (교육경력 인정)

<법>
◎ 제22조 (교원의 자격)
◎ 제23조 (강사 등)
◎ [별표 1] (원장 및 원감의 자격기준)
◎[별표 2] (교사 자격기준)

[표 4-12] 법령비교 -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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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제15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 [별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시행령>
◎ 제26조 (교원의 자격)
◎ 제27조 (강사 등)
◎ 제28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
◎ [별표] (강사 등의 자격기준)

<시행규칙>
◎ 제8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등) 
◎ [별표 3]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 
◎ [별표 4]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과목)

<시행규칙>
-

보육·

교육

여건

<법>
◎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 제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

<법>

◎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시행령>
-

<시행령>

◎ 제16조 (학급수·원아수)
◎ 제17조 (원아수용계획)
◎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 제25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시행규칙>
◎ 제7조 및 [별표 2]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 제8조 및 [별표 3]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

<시행규칙>

◎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 [별표] (유아교육위탁기관지정기준)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

정>의 [별표]

재정지

출

<법>
◎ 제21조 (비용의 부담) 단서
- 국가나 지자체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층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함(강행).
◎ 제22조 (비용의 보조)
- 국가나 지자체는 보육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임의).

<법>
◎ 제24조 (무상교육)
◎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 제27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시행령>

◎ 제23조 (비용의 부담)
◎ 제24조 (비용의 보조)

<시행령>
◎ 제29조 (무상교육대상자 등)

◎ 제31조 (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 제33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시행규칙>
◎ 제26조 (비용의 보조)

◎ 제27조 (비용수납한도액) ②항

<시행규칙>
◎ 제4조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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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보장권(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양육보장권과 관련된 하위 권리지표는 ‘가족지원’과 ‘인도적 처우’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취업부모의 자녀 및 가족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

고 대부분의 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취업부모의 자녀 및 가

족에 대한 보호에 보다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유아교육법에서

는 취업부모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을 ‘적극적’, 유아교육법을 ‘소극적’으로 표시한다. 인도

적 처우에 대해서는 두 법 모두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극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권리지표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가족

지원

<법>

◎ 제7조 ③항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 제17조 ②항

-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 자녀 우선
입소

<법>

-

<시행령>

◎ 제14조 ①항 :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시행령>

-

<시행규칙>

◎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시행규칙>

-

인도적

처우

<법>

-

<법>

-

<시행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규칙>

-

[표 4-13] 법령비교 - 양육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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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비교 결과 종합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4개 권리분야의 하위

13개 권리지표 17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1991

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아동권리에 대한 보장수준이 2004년 제정된 유

아교육법의 보장수준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의

결과를 토대로 4개 권리분야별로 종합해서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은 생존

권 및 성장발달권에서 '적극적', 복지권 전체에서 '적극적', 교육권 전체에

서 '적극적', 양육보장권 전체에서 ‘양호’로 표시될 수 있다. 유아교육법은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에서 '소극적', 복지권 전체에서 '양호', 교육권 전체

에서 ‘양호’, 양육보장권 전체에서 ‘소극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볼 때, 영유아보육법은 13개 권리지표 중 3개61)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유아교육법과 비교할 때도 양육보장권 중 ‘재

정지출’ 영역 이외의 모든 기준에서 유아교육법보다 같거나 적극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교육법의 전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교육권 분야에

서도 영유아보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주

목할 만한 결과이다.

종합적인 비교평가 결과,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보다 더 높고 적극

적이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격적인 법령평가 및 비교연구를 시작하기 전 예상되던 가설은 “후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이 10여 년 전에 먼저 제정된 영유아보육법보다 아동권

리에 대한 규정도 많고 자세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보장수준도 더 높을 것

이다”였다. 그리고 예상되는 요인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법은 이미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지닌 영유아보육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기에, 그 이상으로 아동권리를 보

장하고자 했을 것이다.

(2) 유아교육법은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에 제정되었기

61) 교육권 중에서 ‘문화·오락활동’과 ‘재정지출’, 양육보장권 중에서 ‘인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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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특히 동 협약의 이행의무로 인해 아동권리의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할 규범적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3) 13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하는 만큼 사회의 민권의식이나 아동

권리 보호 의지도 강해졌을 것이고, 이런 의식과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연혁적으로

볼 때 보육제도의 기원과 관련된 복지권 분야 외에 유아교육법의 고유 영

역이라 할 수 있는 교육권 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아동권

리 보장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의외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

떠한 요인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 특히, 영유아보육법령과 유

아교육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 차이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

은 무엇일까?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탐색 및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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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 분석

제5장에서는 앞서 법령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정과정상의 요인을 찾

기 위해 각 사례별로 육아지원정책의 형성과정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다.

이것은 제6장에서 구조적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사전과정에 해당한다. 또

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사례 모두 시기별로 제1기와 제2기로

나누고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한다. 제1기는 입법화 이전

정책옹호연합의 태동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제2기는 입법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각 시기별로 국회 회의록, 언론보도자료, 연구문헌, 면담자료 등

을 활용해 정책형성과정의 외적 변수, 주체, 신념체계, 정책중재자 등을 분

석한다. 그리고 검토요인을 중심으로 정책형성과정상의 특징을 발견하고,

두 사례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 (1980∼1991)

연구자에 따라서는 보육계와 교육계의 대립이 나타나게 된 계기를 1991

년의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기도 하고(오화영, 2007), 1996년 문민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송기창, 2011). 그러나 대립과 갈등의 뿌리는 제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보육(당시에는 ‘탁아’)과 교육

에 대한 갈등이 시작된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대통령 직

선제를 비롯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 정착되기 시작하고 제6공화

국 이후 독립적인 보육입법 제정의 요구가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정은 유·보(幼·保) 대립구조의 시작이 되는 ‘유아교

육진흥법’ 제정을 둘러싼 전후의 과정과, 그 이후 본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정이 논의되는 과정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을 제1기(제5공화국 출범∼1982년 유



- 120 -

아교육진흥법 제정)와 제2기(유아교육법진흥법 제정 후∼1991년 영유아보

육법 제정)의 두 시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본다. 각 시기별

로 먼저 ‘외적 변수’를 살펴보고, 정책적 대립을 촉발시킨 ‘쟁점’과 ‘정책옹

호연합의 형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정책옹호연합의 ‘상호작용’ 및 ‘정책산

출 결과’를 검토한다. 이후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를 분석하면서, 마지

막으로 검토요인을 중심으로 한 ‘법령 제정과정의 특징’을 종합분석한다.

1) 제1기 (제5공화국 출범∼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가) 안정적인 외적 변수

(1)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및 사회문화가치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아동보호 및 복지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가정이 지

고, 국가는 특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보조적인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탁아’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존재했다. 1982년 유아교육진

흥법이 제정되기 이전, 공적영역에서 실천되는 양육 서비스 제공은 일반적

으로 ‘탁아’라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뤄졌고, ‘보호’의 맥락에서 이해되었

다. 그러나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적영역에서의 양

육을 ‘보호’보다는 ‘교육’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일주, 1999)62). 특히, 1970년대 ‘탁아’라는 용어가 북한의 탁아소에 대한

62) 이일주는 유아교육 일원화체제 관점에서 1960년대 초 아동복리법 제정 및 유치원시설

기준령 공포 이후부터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이전까지를 ‘유아교육체제 정비시도

기’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 시기 내내 유치원의 목적이 ‘보육’으로 규정되었고 국가차원

의 교육과정 제정도 늦어짐에 따라 ‘위탁보호’를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던 탁아시설과의

기능 중복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던 중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에 미국과 유럽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의 영향, 그리고 1979년을 유엔

에서 ‘세계 아동의 해’로 지정한 영향 등으로 인해 점차 교육적 관점에서 체계를 정비해

야 한다는 연구와 주장들이 대두되었다고 본다(이일주, 1999: 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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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의 연장선에서 인식되던 것(이혜경, 1994: 114∼116)에 비해,

1980년대 초반에는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공공영역에서의

양육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풍토가 일어났다. 이를 통해 “‘보호’보

다는 ‘교육’이 더 가치 있는(혹은 더 우월한)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문제인 만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었다.

이규호 문교부장관 : 지금 세계적으로 조기교육,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학 전에 이미 아동들

의 인격의 틀이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증언뿐만 아니라, 산업화

되면서 가정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 되자, 세계 각국은 이 유아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체제경쟁에서

이기느냐 못이기느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을 어떤 인간으로

교육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도 그 질이

문제입니다마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마는, 북한

은 우리보다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11대 국회 제114회 - 문공위 제17차. 1982.11.16.)

그런데 역설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공적 책임과 제도화

외에 ‘가정에서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와 같이, 오히려 사적영역·민간

영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예상외의 현상을 낳았다. 즉, 유아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비형식적인 교육기관, 다시 말해 가정에서부터 더 많

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교육적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도 일

차적으로는 부모 책임이란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지속적

으로 이어지는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이냐’의 논쟁과도 연결된다.

F : 우리나라 정서는 예전부터 왜 가정에서의 양육을 더 중요하게 여겨

왔었잖아요. 애들 돌보고 교육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모 몫이다, 뭐

그런...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유치원에 보내도 결국 애들은 부모

하기 나름이라는 거니까요. 특히, 8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큰 일이

없으면 부모가 집에서 애들 데리고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요즘같

이 모두 다 어린이집, 유아원 같은 데 다니면야 그런 생각 안 할테

지만, 요즘이랑 달라서 그 때는 그런 데 안다니는 애들이 많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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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러니까, 뭐 단정적으로 말하긴 좀 뭐 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데 다니는 애들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니까 국가가 책임

을 져도, 교육시키려고 어디 유치원 같은데 보내는 거는 부모가 나

름 계획을 갖고 자기 돈 들이는 거니까 좀 돈 내는만큼 효과 얻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있었던 거 같아요.

(2) 기본적 법률구조

당시에는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개별입법이 존재

하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교육법 등 다양한 관계 법령에

관련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5공화국 정부는 유아

교육 분야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 공표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할 ‘정치적 요인 및 여론의 변화’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나) 역동적인 외적 변수

(1) 정치적 요인 및 여론의 변화

1979년 12월의 군사정변을 통해 출범한 제 5공화국은 효율적이고 가시적

인 정책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정책분야를 모색하면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교육영역, 특히 ‘유아교육’에 주목했다(김정화, 1987; 이동욱, 1991;

이일주, 1999).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 양육의 제도화를 중요업무로 담

당하는 ‘교육문화비서실’을 신설하여 기존에 문교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교

육에 관한 업무’ 중 특히 유아교육에 주목하게 되었다.

임재정 민주한국당(민한당) 의원 : 우리나라 제5공화정의 헌법에 평생교육

의 일환으로써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명문화한 사실을 본다면, 유아

조기교육이 얼마만큼 그 진흥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다

시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정부가 유아교육에 큰 관심과 노력

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실로 과거 어느 역대 정권하에서보다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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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嘉尙)할만한 일이라고 생각...

(중략)

이대순 민주정의당(민정당) 의원 : ... 특히 제5공화국의 교육혁신 가운데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강조되고 있던 것이 유아교육의 진흥입니다. 그리

고 이규호 문교부장관께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핵심 또한 유

아교육의 진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11대 국회 제114회 - 문공위 제17차. 1982.11.16.)

그리고 유아교육이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으로 채택됨에 따라, 대통

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

출했다.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구현은 당면한 국정지표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

의 염원입니다... 정부는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평생교

육체제의 확립 등 3대 기본방향 아래 다각적인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정

부는 새해에 평생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러 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

며, 특히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취학 전 아동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1981.1.12)63)

5공화국 정부는 기존의 탁아담당부처였던 보건사회부보다는, 행정력과

재정동원 능력이 월등한 내무부를 주관기관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결

국 ‘취학 전 아동교육시설의 운영모델’을 내무부가 주관해 수립할 것을 대

통령이 지시했다(정혜선, 2003). 이에 따라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탁아행정업무 담당기관이었던 보건사회부는 관할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

했고, 대신 내무부가 주관하던 ‘새마을 협동유아원’이 이후 통합적인 ‘새마

을 유아원’의 토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각종 민간시설과

어린이집, 종교단체 부설 탁아시설, 종일반을 운영하는 예체능계 학원, 유

치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보호·교육시설을 ‘새마을 유아원’과 ‘유치

원’으로 이원화하고자 했다. 이 정책에는 영부인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여하게 된다.

63) 출처: 대통령 기록관 연설문 기록. (검색일: 2014.2.15.)

(http://www.pa.go.kr.dj3.ncsfda.org/online_contents/speech/speech02/1306736_61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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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룡 제2소위원장64) : 이 법안65)은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 및

농번기유아원으로 다원화된 유아교육체계를 유치원과 새마을유아

원으로 조정, 정비하고, 부족한 유아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내용의

충실화를 기하여 평생교육의 기반이며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의

교육인 유아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제11대 국회 제114회 – 법사위 13차. 1982.12.13.)

한편 신정부의 ‘교육개혁과 문화창달’이라는 국정지표66) 제시에 따라, 언

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유아교육 분야에 대해 보도한다. 대표적으로 매일경

제신문은 1982년 예산과 관련해 “교육혁신 획기적 전기, 국방비 다음 비

중...조기교육 서둘러”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특히 ‘육아교육’이 전년대

비 1291% 증가하였음에 주목하고 있다.

“새해예산이 갖는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교육부문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유아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1291%가 늘어났고....” (매일경제신문, 1981.12.17.기사)

정부의 적극적인 유아교육 육성방안 및 언론의 관심은 교육학자와 유치

원 시설장 등 교육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들은 정부

의 정책안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다. 특히 한국교

육개발원은 1991년까지의 ‘유아교육 장기발전 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대시키고, 유아

교육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오화영, 2007). 이밖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은 유아교육 현장 실태조사

(1981), 여러 유아교육학자 및 실무담당자 토론회 개최(1983) 등의 노력을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의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

(2)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64) 민정당 국회의원.

65) 유아교육진흥법안(정부제출)을 말함.

66) 당시 5공화국의 4대 국정지표는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

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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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집권 초기인 1980년은 고도성장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한 해였다. 이에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 및 시장 논

리에 따른 경제 자율화를 추진한다. 이와 맞물려 국제시장에서의 저(低)달

러(엔고),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三低) 호황’이 일어나면서, 수출제

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이로 인

해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경제자율화가 시작되었고, 중산층의 가시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이후 영유

아의 보호 및 교육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민간의 자율성 증진

요구를 촉진하는 계기로 연결된다.

다) 쟁점의 부각과 정책옹호연합의 태동

(1) 정책적 대립의 촉발 계기 및 주요 쟁점

정책적 대립의 중요 촉발 계기는 5공화국 정부가 지역적, 시설적(施設的)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높은 기준에 의한 시설 통폐합을 압박하는

것으로 민간시설이 받아들였다는 점, 그리고 정책입안과정에서 ‘보호’ 기능

을 수행해 왔던 기존의 많은 민간시설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들

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a) 공적영역에서의 ‘양육’에 대한 인식과 내용 : ‘보호’ 대(對) ‘교육’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이전, 공적차원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양육 서비

스는 ‘탁아’, 즉 사회복지 차원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었다(정혜선,

2003). 그러나 유아교육진흥법은 새로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까지도 계속된 ‘보호’와 ‘교육’ 사이의 논쟁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5공화국 정부의 국정지표인 ‘교육과 복지’라는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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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때, 시설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 서비스는 ‘보호’보다는 ‘교육’에

보다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문교부를 비롯한 교육담당

부처와 실제 정책추진부처였던 내무부,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

는 여러 주체들은 새마을 유아원을 중심으로 한 체제야말로 “탁아도 하면

서 교육도 하는”, 이른바 ‘교육 속에 보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자 했

다67). 이들은 국가 차원의 새마을 유아원 육성이 유아교육을 증대시키는,

그리고 유치원에 상응하는 교육을 아동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고, 기존의 보호를 담당해 온 탁아기능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지도를

통해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의 교육과 보호는 서로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중략)... 어린이집

은 요수탁(要受託)아동의 대상이 유치원 취원 대상아보다 적다는 것 외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요구가 더욱 큰 기관이다. 우선 어린이들이 보다

긴 시간동안 어린이집에 있게 되므로... 어린이의 전인적(全人的) 발달을 위

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명백하나, 가장 큰 과제는 교사의 질적

문제이다... 새마을 협동유아원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하에서 출발하였으

므로... 이 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공헌이 클 것

으로 보인다.” (전숙자, 1982)

“유아 교육은... 세계적으로 보편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에서 필요

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아기에서부터 국가가 정책

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관의 일일 교육 시간은 선진국

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반일제로 운영되고 있고... 좀

더 합리적인 일일 교육 시간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재창·김

성일·고진영, 1982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82-10))

“탁아시설의 교육성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탁아시설을 단순히 어린이를 일시 보호하는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어린이는 다른 어느 발달시

기보다도 더욱 많은 교육적인 양육과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양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바로 시설의 교육성을 신장...” (김영식 외 5인, 1983

(한국교육개발원 RM83-05))68)

67) 이러한 생각은 오랜 기간 이어진다. 실제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과정에도 이

러한 인식이 드러난다(자세한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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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측은 “교육의 질적인 측만을 강조할 경

우, 오히려 취업모나 실제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부적합한 정

책적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저소득층 자녀 및 결손가정 아동을 보

호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교육보

다는 본질적으로 보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도 같은 맥락에 있다.

(b) 시설 유형에 대한 대립 : 새마을 유아원·유치원 대(對) 기타 유형의

민간시설

당시 아동 보육·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①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어린

이집, ② 내무부가 관할했던 새마을협동유아원, ③ 유치원, ④ 농번기탁아

소, ⑤ 노동부가 관장했던 직장탁아소, ⑥ 민간시설탁아소 등이 있었다. 이

들 기관은 대부분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관장 부처 역시 분

산되어 있었다. 정부는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아동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시

설의 난립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모든 기관을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으

로 이원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였다. 첫째,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으로의 획일적 통합은 다양한 시

설이 갖는 나름의 강점과 선택 다양성이란 장점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

둘째로 현실적으로 기혼여성에게 절박한 문제가 근무시간동안 아동을 돌봐

줄 수 있는 기관의 존재였는데, 새마을유아원 등의 운영시간이 오히려 짧

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혼여성의 양육부담이 증대된다는 것, 셋째로 새마

을유아원 시설의 입지가 주로 도시주택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탁아의 필

요성이 절실한 빈민지역 내지 농촌지역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점이었다.

임재정 민한당 의원 : ... 이른바 진흥법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유아교육

68) 오화영, 2007: 9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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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폐문(閉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교각살우(矯角殺牛)

격의 우를 범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과연 그 책

임은 누가 질 것인가... 동 법안 제20조 부칙조항을 보면, 법인이

나 단체 또는 개인이 인가청(認可廳)의 설립인가를 못 받고 폐

쇄명령에 위반하는 자에 대한 가혹한 벌칙... 조항을 본다고 하

면, 새마을유아원이 아닌 여타 수많은 유아교육기관은 조만간에

문을 닫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된다는 사

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그 운

영에 최선을 다해 온 운영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정부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제 11대 국회 제114회 - 문공위 제17차. 1982.11.16.)

(2) 정책옹호연합의 태동

(a) 유아교육진흥법에 대한 찬성 및 주도세력

① 주무부처로서의 내무부 등장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은 당시 행정력과 재정동원능력이 월등했던

내무부를 주무부처로 선정했다.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보육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나 유치원은 너무 고급화되어 있어서 부

적합하고, 어린이집을 관장하던 보건사회부의 행정력 등은 부족하다고 판

단한 내무부는 1980년 12월 ‘새마을협동유아원설치지침’을 시달하여 총 218

개의 새마을협동유아원을 시범 운영하여, 이후 통합적인 ‘새마을 유아원’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② 문교부와 내무부의 협력

한편, 새 정부가 교육을 국정지표로 내세우자 기존에 교육을 담당하던

문교부 역시 새로운 정책추진의 의욕을 보였으나, 재정확보와 행정력에 있

어서 여러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자원 및 재정확보가

용이하며, ‘새마을 협동유아원’을 운영하고 있던 내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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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을 선택하여 ‘유아교육 진흥 계획안’을 추진

하게 된다(오화영, 2006; 이일주, 1999; 정혜선, 2003).

정태수 문교부차관 : 지금 새마을유아원이 시, 군에 모두 합쳐서 약 1,600

개 가량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과 비슷한 그런 교육내용

을 가졌지만 우리가 말하는 유치원하고는 좀 다르고... 보육

적 기능까지 합쳐 가지고 있는 것이 새마을유아원입니다...

(중략)... 그런데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유아교육을

세계적으로 모두 진흥을 시키고 있고 나라별로 경쟁상태에

들어 있는데, 조기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서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중학교 의무교육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재정적으로 또 문교부의 교육재정을 가지고서 유아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 새마을유아원을 일으

켜 가지고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정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11대 국회 제114회 – 법사위 13차.

1982.12.13.)

이러한 문교부의 협력전략은 문교부 장관이 예산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문교부와 내무부간 협력강화 필요를 역설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규호 문교부장관 : 우리나라의 문교책임(文敎責任)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형편을 살펴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의무교육도 과밀교실... 등으로 해서 굉장히 멍들고 있습니

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유아교육을 위해서 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90 몇 억 밖에 되지 못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

치원의 교사인건비보조도 하기 어려울 사정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종래의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이 유아원을 세워서 실제로 그 유아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부로서는 이를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

고 이것을 함께... 우리도 더 책임있는 유아교육을 해보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중략)... 교육을 모조리 우리 문교부

령 하에 두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건설적이 되

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

을 우리가 하고... 올바른 유아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크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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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해서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 아닌가 그렇

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결단코 문교부만이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11대 국회 114회 – 문공위 제17차, 1982.11.16.)

③ 한국교육개발원 및 새세대육영회의 협력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성과 제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유아교육진흥

법의 제정 및 실행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공했다. 한편, 민간단체로 ‘새

세대 육영회’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영회는 “전반적인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온” 민간단체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

다(아이코리아 홈페이지).69) 그러나 육영회의 초대 회장으로 당시 영부인

이순자씨가 추대되었고, 이사진에는 기업인 내지 기업인 부인 6명, 고위 공

직자 부인 등 사회고위층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한국어린이육영회10년

편찬위원회, 1991). 또한 1대 사무처장을 맡은 주정일씨(재임기간 1981.5월

∼12월)는 이후 보건사회부 부녀국장으로 특채되었고, 2대 사무처장인 이

은화씨(재임기간 1982.1월∼1984.2월)는 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유아교육분

과위원으로 활동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육영회는 순수 민간전문가 내

지 교육전문가가 주도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정·재계와 깊은 연관을 맺고 긴

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 단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김정화, 1987;

황정미, 2001). 육영회는 이후 각종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민간영역에 전파하는 활동을 했다(한국어린이육영회10년 편찬위

원회, 1991).

이처럼 내무부를 중심으로 교육부가 협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한국교

육개발원이 공적영역에서의 양육을 ‘보호’를 넘어 ‘교육’의 문제로 인식시키

는데 일조했고, 당시 정·재계 지도층이 주도하던 새세대 육영회가 정부의

인정과 지원을 받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적극 관여하였다.

69) 새세대 육영회가 현재는 ‘아이코리아’로 명칭 변경.

( 처: http://www.aicorea.org/01_newhome/about/about02_4.asp)



- 131 -

(b) 유아교육진흥법에 대한 불만세력

① 한국 새마을유아원협회

유아교육진흥법 법안 상정 이전부터 어린이집 시설 운영자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협회’가 운영되고 있었다(정혜선, 2003). 이 어린이집 협회는 낙

후지역 유아교육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유아교육용 교재의 무상 보급

등을 진행하면서 공적영역에서의 돌봄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

이고 있었다. 한편, 당시의 탁아는 어린이집 외에도 교회나 선교원에서

운영하는 유아원, 탁아소 등 다양한 민간시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1981년 아동복지법 개정에서 무료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개혁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 육성 사업은 민간을 배제

한 채 행정기구 전환, 교육담당기관의 지원과 협력 등을 통해 유아교육과

관련한 일종의 담론들을 형성해 나간다. 그 결과, 유아교육진흥법안의 제

정·시행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상의 탁아조치 관련 항목이 삭제되고

어린이집 명칭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을 새마을 유아원

이나 유치원으로 변경, 통합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어린이집 협회가 ‘한국

새마을유아원협회(가칭)’으로 바꾸어 활동하고자 하였음에도 내무부는 협회

인정을 불허한다. 유아교육진흥법에 탁아 개념을 포함시켜 달라는 이들의

요구도 배제한다(이일주, 1999). 그 결과 ‘탁아’와 ‘보호’의 기능은 ‘유아교

육’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흡수되면서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 이외의

기관은 불허되었고, 오랜 기간 공적영역에서 돌봄을 담당해오고 실무경험

을 축적해 왔던 민간탁아시설들은 규제의 대상이 되어 주변적 위치로 전락

하게 된다(오화영, 2007).

② 사설학원 대표, 교회부설 어린이 선교원, 예체능 사설학원

유아교육진흥법은 새마을 유아원과 유치원 이외의 기존 민간시설들을 모

두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결과 새마을 유아원 육성은 당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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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여개에 달하는 예체능계 사설 학원, 교회 부설 어린이 선교원 등 다양

한 유사 탁아기관들은 예체능계 학원 유치부의 경우에는 보호 기능을 제외

한 예체능 과목 지도만이, 어린이 선교원의 경우에는 종교적 범주 내에서

의 학습지도만이 허용된다(정혜선, 2003). 이로 인해 관련 단체들은 유아교

육진흥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정부 및 정치권과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김정화, 1987).

③ 야당(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유아교육진흥법안 입법화가 국가 주도의 새마을 유아원 육성과 관련되어

획일적, 강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보호시설과 민간교육시설(예체

능 시설 포함)의 요구를 수렴한 당시 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새마을 유

아원이라고 하면서도 도시서민층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난 소규모

유아원을 비롯한 민간시설은 배제한 채 교육만을 내세운 획일적 규제”라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 특히, 법안 명칭과 달리 실질적인 내용은

결국 새마을 유아원 설립과 경영, 운영기금 조성 등을 규정하여 ‘새마을 유

아원만을 위한 육성법’일 뿐, “진흥법이 가져야 할 보편성과 일반성을 결여

하고 유아교육 기관 중 새마을 유아원의 진흥에만 방점을 두었다”고 비판

한다.

임재정 민한당 의원 : ...이 법의 특색이랄까 특징을 요약한다면 유아교육

진흥법 아닌 내무부 주도의 새마을 유아원에 중점 육성 지원

하는 법이며 결코 우리나라 유아교육 전반에 걸친 진흥대책

을 모색하고 있는 법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라

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마을유아원중점진흥

법이라고 법명을 차라리 고치시오!

(제114회 – 문공위 17차.1982.11.16.)

라) 정책산출 결과 및 평가

기존에 탁아를 담당해 오던 민간시설 관계자들은 야당을 중심으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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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1982년 11월 22일 문교공보위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에 사설학원 대표, 민간탁아시설 대표, 어린이 선교원 대표, 유치

원 대표, 새마을 유아원 대표 등이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동복

지법에 의해 발전되어 온 유아교육 관련 기관들이 유아교육진흥법으로 인

해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과 ‘선교활동 등 특정목적을 위한 종교단

체의 유아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자신

들의 의견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유아교육진흥법안의 수정 내지 국회통과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유아교육진흥법안은 제114회 국회에 상정되어, 본

격적인 법안심의는 제14차, 17차, 21차 문공위원회를 거쳐, 제19차 본회의

에서 법안이 통과, 확정됐다.

유아교육진흥법을 계기로 문교부에 유아교육담당관이 신설되고, 각 시도

교육위원회 및 시군교육청에 유아교육담당 장학관과 장학사가 배치되었다.

또한, 기존에 내무부가 관장하던 새마을협동유아원(263개소), 보사부가 관

장하던 어린이집(691개소), 농촌진흥청이 관장하던 농번기상설탁아소(382개

소) 등의 취학 전 보육시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내무부

(시설 설치와 운영), 문교부(장학지도, 교사양성, 교재개발), 보사부(보건의

료지원) 간에 업무분담도 이루어졌다(김정화, 1987; 이동욱, 1991). 곧이어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새마을 유아원의 시설·설비 기준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그 명칭이 ‘유아교육’진흥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은 새마을 유아원을 합법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었다는 비판을 면

하기 어렵다(당시에는 새마을 유아원이 법적근거 없이 정부시책으로 운영

되어 오고 있었다). 또한 보호 기능을 담당해 오던 기존의 수많은 탁아시

설, 예체능계 학원, 종교시설 등을 지역적 필요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새마을 유아원으로 전환하거나 아

니면 폐지하거나’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탁아시설의

수가 줄어드는 데 일조했다. 한편 여전히 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주로 담당

하던 새마을 유아원의 진흥에 관한 법이었다는 점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도 연관이 있고(송기창, 2011), 보호기관이었던 새마을 유아원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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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차원에서 육성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보호’와 ‘교육’ 기능의 중복에

대한 논쟁의 출발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A : 사실,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전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추진해 왔던 새마을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걸 뜻하잖아요? 새마

을 유아원도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이다, 그런 걸 말하고 싶기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좀 뒷받침해 주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대가 지났는데, 그걸 떠받치던 새마을운

동이 벌써 추진력을 잃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 유아

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더 이상 더 지원할 근거법이 없지 않냐, 그

러니까 새마을 유아원을 공공보육시설로 흡수할 근거법을 만들자, 그

런 필요성이 나중에 영유아보육법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소결

이상에서 볼 때, 혁신적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세워졌던 유아교육 개혁은,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제5공화국 정부가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관

심을 기울인 중요 정책과제였다. 그 결과, 기존에 상대적으로 정책비중이

낮았던 ‘교육’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적영역에서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은 새마을 유아원 육성사업으로 귀결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새마을 유

아원 업무는 정부부처 중 가장 행정력이 뛰어난 내무부로 이관되었고, 실

제 교육을 담당하던 문교부 등 교육담당자, 그리고 교육학자와 교육연구기

관 등이 이를 지원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오

랜 기간 ‘보호’차원에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탁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던 탁아실무자 및 민간기관 등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주체들,

즉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에 찬성한 주체들과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에서 소외

되고 불만을 품게 된 주체들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서 경쟁적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하는데 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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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후∼1991년)

가) 외적 변수

(1) 안정적인 외적 변수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기본적 법률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탁아관련법이 존재했다. 첫째, 유아교육진흥법이 존재했다. 이 법은 새

마을 유아원에 종일반 설치를 허용했지만, 대부분 시설에서의 운영시간이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었고, 1년에 두 차례 방학을 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탁아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늘어

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관련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새마을 유

아원과 유치원만으로는 저소득층 맞벌이 근로자의 보육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이동욱, 1991).

둘째, 1981년 아동복리법이 전면 개정되고 개명된 아동복지법이 존재했

다. 그러나 이 법은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포함하며,

탁아서비스 제공 등의 특정한 내용의 보호가 아닌 일반적·추상적 차원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었다. 또한 건강한 아동을 위해 임산부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1989년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탁아시설과

는 관계가 적은 법이었다.

셋째,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2조(육아시설)

에서 탁아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고,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8조, 그리고

제17조 등에서 육아시설의 기준, 운영규칙, 경비보조 등을 규율하고 있었

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직장탁아시설에 국한된 법이었고, 시설설립비용

또한 사업주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탁아시설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

대하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새마을 유아원과 유치원 등 기존 시설만으로는 공적영역에서의

양육 서비스 확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따

라서 기존의 유아교육진흥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후술

하겠지만,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탁아시설 증대의 입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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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지만, 아동복지법은 그 본질과 목적상 탁아시설에 관

한 법이 아니었기에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본질은

‘근로’에 관한 법이었기에 기타 모든 가정 자녀들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문

제를 규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 역동적인 외적 변수

1987년 민주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여성취업률 급증 등 사회경

제적 여건이 변화되면서 탁아시설 증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커져갔

다. 1988년 12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종로성당 대강당에서 “올바른 탁

아제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아동

복지정책 수립 및 탁아소 지원, 탁아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및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

착,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야당의 승리로 나타난 여소야대 현

상 등 정치적 요인의 변화가 새로운 탁아입법 제정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

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대통령은 문교부, 내무부, 사립으로 다원화된 유아교육체

제를 재정립하고 영세가정과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탁아

시설 확대와 육성책을 마련하고 지시하였다(김문옥, 1999). 이에 서울시는

이른바 ‘88 시립 탁아소’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유아교육진흥법 하에서 부

족해진 탁아 시설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보호 기능을 보강하려는

목적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촉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동욱, 1991; 오화영, 2007).

그리고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 제정에 따라 여성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 탁아시설 설치조항이 마련되었고, 노동부에서는 공단지역

을 중심으로 근로자 자녀를 위한 21개소의 시범탁아소를 설치하고 YWCA

에 실질적인 운영을 위탁하였다.

그 사이에 대통령의 지시로 업무재정비 차원에서 새마을 유아원 담당부

처가 내무부로부터 문교부로 이관하는 정책공백기가 발생한다. 이 때 보건

사회부가 개입하여 ‘탁아사업 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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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그 결과, 공공탁아 담당부처가 내무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어

보사부가 다시 탁아 주무부처로 복귀하게 된다.

1989년 3월, 강영훈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 심의 위원회

회의에서 보사부는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삭제되었던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탁아시설 설치 운영’ 조항을 부활시키는 정책 개선안을 건의했

다. 이 개정령은 9월에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탁아 관련 조항을 통해 88

시립 탁아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 유아원을 탁아소로 전환시키

는 것이었다. 또한 탁아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와 협의를 거쳐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탁아

관련 시설을 보다 늘려 확대되는 탁아 수요에 대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정부 주도의 탁아사업을 부활시켜 민간 탁아소의 난립을 막고,

기존의 시설들을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시설기준의 강화로 이어지

면서 기존의 민간탁아소가 불법화되고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

려가 커졌다(이동욱, 1991; 지역탁아소연합회, 1995; 한국보육교사회, 2006).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목적에서 ‘보호’의 기능을 강화

시킨 정부 정책에서 다시금 민간 규제에 대한 의지가 부각되자, 아동복지

법 시행령 개정은 이미 탁아활동을 담당해 오던 기존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 정책적 대립의 촉발 계기

정부, 특히 보사부의 정책방향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 비판이 가해졌다.

첫째,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 등의 정책만으로는 탁아소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비록 88탁아소, 직장탁아소 등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시설수용력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여전

히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최소한 추정탁아대상아동 151만명 중

약 51만여명이 각종 공·사립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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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아동은 불과 2,770여명만이 보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적어도 100

만명의 아동들이 부모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적절하게 보육되고 있

지 못한 것이다.”

(탁아복지법안 제안이유서. 1989.11.)

박영숙 평민당 의원 : 이렇듯 현실적으로 시급한 탁아사업에 대한 내년

도 보사부의 예산지출을 보면 새마을유아원에서 탁아소로 전환

하는 시설 250개소와 신설 50개소로 이 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아동은 겨우 12,5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건사회부는 아동

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의 탁아행정은 전국 6대도

시를 범위로 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탁아소가

절실한 전국의 공단지역 및 빈민지역과 농어촌의 요구를 수용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3대 국회 제147회 – 보사위 14차.

1989.12.4.)

둘째, 이처럼 탁아시설의 수와 수용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에도 불구하고,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준은 오히려 강화됨으로써 기존의 민간시설들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사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정탁아와 시설탁아만 규정하면서 20∼30명 규모의 아동을 보

호하고 있던 민간시설에 대한 규정 조항을 생략하였다.

박영숙 평민당 의원 : 또한 시행령은 ... 그동안 힘겹게 빈민지역에서

탁아사업을 해온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불법화하여 영세한 차원

에서나마 보호받고 있던 아동마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다는 점입니다. (제13대 국회 제147회 – 보사위 14차.

1989.12.4.)

셋째, 정부는 탁아정책 수립에 있어 실태조사나 민간의 의견청취가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해 왔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었다. 과거 유

아교육진흥법 제정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부처간의 정책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민간관계자

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겠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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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의식은 비영리 민간탁아소 등이 당시 정부 및 여당의 정책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기존 법령의

개정만으로는 불충분한 상황이란 인식이 퍼지면서 독립적인 탁아관련 입법

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박영숙 평민당 의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탁아의 법적근거를 끼워 맞

출 것이 아니라, 탁아복지를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차원에서 수행

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제13대 국회 제147

회 – 보사위 14차. 1989.12.4.)

다) 정책옹호연합의 형성 및 상호작용 전개과정

(1) 독립적인 탁아입법 요구의 등장, 그리고 정책연합의 결성

(a) 한국여성개발원의 노력

정부주도하에 실시된 새마을 유아원은 급속한 양적 확산을 야기하였으

나, 내용면에서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새마을 유아원은 운영 및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유치원과 유사함에 따라 보육시간이나 대상아동 연

령 등에 있어 취업모의 탁아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문제가 점차 부각되

었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진흥법은 대상아동을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

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명시하여, 만 0세∼3세 아동을 위한 돌봄의 문

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는 과정에서 한국여성개발원은 탁아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즉, 여성문제의 관점에서 기존의 유

아교육진흥법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정책제안

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 대안 중 하나로 가정탁아

제도에 관심을 갖고 가정탁아모를 훈련, 배출시켰으며, 결국 1987년 보사부

에서 가정탁아제도를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의 탁아기능 확대를 통해 도시저소득층 취업모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생산직에 종사하는 취업모를 위해 직장보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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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b)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수도권 빈민지역에서 활동하던 탁아소 활동가를 중심으로, 탁아경험을

바탕으로 한 활동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아동교사회’가 1986년 2

월 발족한다. 그리고 1987년 6월 임시총회를 통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이하 ‘지탁연’)’으로 개칭, 본격적인 연합회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다. 이들은 ‘왜 탁아소가 필요한가’라는 공개세미나(1987년 11월), ‘올바른

탁아제도 수립을 위한 공청회’(1988년 12월) 등을 개최하여 정부의 88시립

탁아소 조치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양육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탁아활동가들의 개인적 동기 혹은 탁아소 설치 주체들의 동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1988년 하계수련회를 통해 발표된 탁아운동론

이다. 여기서는 당시 탁아활동의 목적성이 수렴되어 나타냈는데... 그간 지역

을 중심으로만 활동했던 우리에게 탁아입법이라는 공동의 과제가 주어졌고...

'육아의 사회화'를 대중운동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도확립과

내용(교육)을 완성해 나가는 것... 등으로 관계정립 하였다. 따라서 탁아운동

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운동적 관점과 지역운동적 관점, 그리고 여성

용동적 관점이... 총체적으로... 내부적 합의를 이루게 된다.” (지역탁아소연합

회, 1995 『지역탁아소연합회 10년 활동』 중 “10년의 발자취”)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참여는 시대적인 요청으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

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따른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탁아소연합회,

1995 『지역탁아소연합회 10년 활동』 중 “탁아입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후 지탁연은 기존의 지역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넘어 여성운동과의

결합 필요성을 체감하였고, 1989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소속 단

체로 가입하게 된다. 그리고 여연은 조직 내에 ‘탁아문제 특별위원회’를 결

성하고, ‘탁아소 설치 및 탁아입법 쟁취’를 여성운동의 주요과제로 간주한

다(오화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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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탁연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입에 따라 당시 여연 회장을 통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대한 거부의 입장을 보사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보사부 역시 담당부처의 입장을 여연 회장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

는 지탁연이 여연과의 연대를 통해 외부교섭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사부 역시 지탁연 활동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나경선, 1993; 심선경 1998; 오화영, 2007).

이처럼 지탁연은 탁아입법 추진을 위해 지역운동세력과의 연계, 여연 가

입을 통한 외부교섭력 증대를 이루면서 독립적인 탁아입법의 찬성연합이

결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c) 정치세력과의 연대

지탁연과 여연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독립적

인 탁아입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1989년 3

월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평민당 초청 간담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문제점 지적하고 탁아입법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1989년 10월에는 ‘탁아

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서를 당시 김재형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했다(이동욱, 1991). 이러한 입법청원 활동은 독립적

인 탁아입법운동의 결정적인 활성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1월에는 평민당

에서 박영숙 의원 외 69인의 탁아복지법안(11.10.)이, 민주당에서는 신상우

의원 외 58인의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11.24.)이 발

의되었다. 이어서 국회 내에 탁아입법소위원회가 구성되고, 평민당과 민주

당의 양 법안이 국회 보사위에 상정되었다. 평민당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

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던 민간

탁아시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박영숙 평민당 의원 : 시행령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탁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채 탁아소 설치 기준만을 강화

해 놓음으로써...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불법화하여 영세한 차원

에서나마 보호받고 있던 아동마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다는 점입니다...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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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에 탁아의 법적근거를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탁아제도를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하

여야 합니다. (제13대 국회 제147회 – 보사위 14차. 1989.12.4.)

(2) 여당과 정부의 강력한 반대

당시 집권여당인 민정당과 정부, 특히 관련부처인 보사부는 독립적인 탁

아입법을 강력히 반대했다. 반대의 가장 주된 논거는 ‘자녀 양육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는 것은 가정의 결

속과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국가경

제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 역시 반대의 이유였다.

“탁아사업은 가정의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취업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과 아동의 건전보육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양적인 확대보다는

전문적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全人的) 발달

을 도모해야 한다.” (보건사회부, 「탁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1989.11.)

신영순 민정당 의원 : ...아동의 보육은 모름지기 보호자에게 일차적인 책

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이

므로 결코 실정법상의 일원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제13대 국회 제147회 – 보사위 14차. 1989.12.4.)

신영순 민정당 의원 :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고 다함께 잘 사

는 길을 택하는 수단으로 복지정책을 앞당겨서 개발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특징은... 국가의 재정으로 하여금 사회적

인 욕구나 필요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그 책임의 일부를 국가

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탁아 관련된 법률안도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

으나, 언제부터 어떻게...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것이냐하는 문

제는 현행법으로 집행을 계속하면서 발견되는 결함을 찾아 면밀

히 검토한 후에... 결정지어야 합리적인 사회발전의 절차라고 생

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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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국회 제147회 – 보사위 14차. 1989.12.4.)

무엇보다 여당과 정부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사회

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안이 필요 없음을 주장하면서

탁아입법의 무용성을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은 물론 전체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목

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며 동 법령상에 일정시설기준과 종사자를 확보하여 탁

아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저소득층 맞

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의 탁아시설을 설치하고 가정탁아,

직장탁아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아동복지법령상으로도 탁아

사업은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별도의 법률의 제정은 불필요하다.” (보건사회

부, 「탁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1989.11.)

특히 민정당은 야당이 제안한 법안이 지방선거70)를 겨냥한 ‘인기주의 전

략’이라며 비판하였다.

신영순 민정당 의원 : ...사회보장제도를 전시적이며 국민에게 인기를 얻

어보겠다는 무리한 발상으로 국민 앞에 외쳐보는 사회보장제도

가 되어서는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실익이 될 수 없다... (제13

대 국회 제147회 – 보사위 14차. 1989.12.4.)

이철용 평민당 의원 : 신영순 위원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나자마자 꼭 밥상에 김치 오르듯 여당위원

들이 늘상 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복지법에 대해서

탁아법이든 뭐든 얘기만 나오면 영합주의 인기에 편승해서 한탕

주의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13대 국회 제147회

– 보사위 14차. 1989.12.4.)

결국 국회에서 탁아법 통과가 계속 유보되는 가운데 1990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독립입법이 아닌 아동복지법 내의 시행령 수준에서

탁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표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더

70) 1991년 3월 26일에는 시·군·구의회 의원선거가, 6월 20일에는 시·도의회 의원선거

가 예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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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당이었던 민정당과 야당이었던 민주당, 공화당 3당이 1990년 1월 22

일 합당하여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이 출현하면서 탁아입법안은

다른 정치관련 의제들에 밀려 폐기되고 철회되었다.

(3) 탁아문제 특별대책 위원회의 활동과 사회적 관심 고조

국회에서 탁아입법안이 무산되자, 1990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의 지

탁연, 한국여성근로자회 등 6개 단체가 연합으로 ‘탁아문제 특별 대책 위원

회(이하 ’탁특위‘)’가 결성되었고 1990년 여성운동의 중점사업으로 탁아입법

운동을 설정하면서 탁아입법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들은 특히 “탁아란

여성이나 개별 가족 구성원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제도적으

로 보장되어야 함”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김혜인, 2012; 오화

영, 2007). 그렇지만 여전히 정부는 별도의 탁아법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

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던 중 1990년 3월 10일, 서울 망원동 지하 셋방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해 어린 남매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탁아입법문제가 공중의제(公衆議題, public agenda)로 전환하는 데 큰 영향

을 미친 사회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탁특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탁아입

법 및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언론에서도 탁아입법 및 탁아제도

확대를 주장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탁아소 필요아동 82만명/보사부/92년까지 달동네 1천2백개 계획... 별도법

만들어 설립 지원해야” (한겨레, 1990.03.10.)

“일하는 주부를 위한 「복지」(사설)” (서울신문, 1990.03.11.)

“「대낮 고아」가 늘고 있다/맞벌이 급증,탁아원 만원” (경향, 1990.03.19.)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한 탁아소가 있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률상 허가된 탁아소는

없다. 작년에 법이 제정되어 금년중 설치가 된다지만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

이라면 이런 일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다.” (세계일보.

사설. 19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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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부담 및 독립된 탁아입법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의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4)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

독립법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보건사회부는 태도를

전환하게 된다. 1990년 4월 보사부는 ‘아동복지법을 전면개정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였고(이동욱, 1991), 5월

에는 탁아입법(가칭 ‘영유아보육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탁아입법

안은 ① 탁아사업을 독립법으로 규율하여 탁아사업을 보사부로 일원화하

고, ② 탁아시설은 시설보육소, 가정보육소, 직장보육소로 구분하며, ③ 보

육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보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박영숙 평민당 의원 : .소위원회에서 민자당과 보사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

니다. 당초 보사부 입장은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

에 별도의 탁아입법에는 반대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민자당의

주장에 공감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 평민당이 발의한 탁아복지법

안의 내용을 대폭 수용했으니 별도의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은

필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제13대 국회 제151회 – 보사위 10차. 1990.12.14.)

정부와 여당은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하

고, ‘탁아정책 발전추진위’를 구성하면서 1990년 6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영유아보육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당시

제안설명자는 민자당 신영순 의원이었고, 토론자로는 한국여성개발원의 김

정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이순형 교수, 강남대학교 김만두 교수, 덕성

여대 이영자 교수, 지탁연 김경태 회장, 천마어린이집 황영자 원장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민자당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우려를 표명했

다. 첫째, 복지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관한 조항이 너무 많아 자칫 기

존의 민간탁아시설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둘째, 기존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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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던 탁아업무를 보건사회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자치 행정의 단절 내지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동아

일보, 1990.6.13.; 한겨레신문, 1991.6.17.; 한국일보, 1991.6.13.)

6월 18일에는 2차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보사부와 여당은 그 결과를 반

영하여 1990년 10월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한다. 이

법률안은 11월 20일 민자당 신영순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

되었다.

(5) 급속한 법안처리

민자당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평이 이뤄졌다. 여성단체연합(여연)은 이

법안이 저소득층 자녀의 탁아문제 해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보사부가 업무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입법에 관여했

다고 비판했고, YWCA연합회는 시범탁아소와 직장탁아소 업무는 노동부

관할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경제신문, 1990.12.5.). 사립유치원 및

유아교육연구회에서는 유치원과 탁아시설을 일원화해 문교부가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비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탁아시설의 교육기능을 강조

한 새마을 유아원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탁아사업을 사회복지 차원에

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동욱, 1991). 무엇보다, 여전히 유아교육진

흥법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 입법이 이뤄

져 두 법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적 문제를 보다 숙고할

필요가 있었다.

1990년 12월 11일 국회 보건사회위원회가 열렸고, ‘영유아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이 회의에서 보사위 전문위원은 “이 법률안은

여러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이나 보사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하고 있으나, 국회입법 형체화(形體化)를 방지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지나친

백지위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가능한 부분에서는 위임의 기준을 모법

에서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71)을 개진하였다.

국회 보사위는 민자당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야당과 시민단

71) 보건사회위원회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199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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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측에서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검토,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안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한다.

이철용 평민당 의원 : 우선 충분한 의견수렴, 적어도 공청회 정도라도 열

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평화민주당에서 탁아복지법, 89년 11월 11일 발의했습니다. 그 때

민자당에서도 발의할 생각을 물론 가졌겠지만, 1년 뒤 90년 11월

20일, 1년 열흘 만에 뒤늦게 발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느냐?... 어린이는 그냥 어린이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걸고 나갈 미래세대의 주

역입니다. 그러니만큼 어린이들이 존중되는 그런 바탕에서 이 법

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아주 중요한 현안이므로 학계, 여

성계, 민계, 이해단체 등 여러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야 되,고 이

러한 측면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

아야 한다...

(제13대 국회 제151회 – 보사위 10차. 1990.12.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태도변화는 오히려 조속한 법안 통과 의지를

표출하는 역설적 상황으로 이어진다. 민자당 의원들은 “탁아입법소위원회

에서 시간을 두고 법안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자”는 평민당 의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이틀에 걸쳐 단 5시간의 심의만을 거쳐 보사위에 법안을 상정하

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 강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철용 평민당 의원 : 그런데 절차가 무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

임위 소집 전에 위원장님과 전화통화를 해서 1시로 잡았습니다.

일방적으로 10시 소집을 요청 받았습니다. 국회법 47조1항에 보

면... 그런데 이것이 절차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소집했다고 하는

것은, 먼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다... 그 다음에 법안심사위원심

의,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

니다. 이것을 하루 정도 심의를 해서 충분한 심의라든지, 여론수렴

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집을 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제13대 국회 제151회 – 보사위 10차. 1990.12.14.)

박영숙 평민당 의원 : 충분한 토의와 여론수렴 없이 소위원회 개최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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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다섯 여섯 시간 남직한 소위활동으

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통과 시키겠다는 것은,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여 행정부의 시녀로 봉사했던 5공 유신정권 때의

치욕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우선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후에, 두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자고 우리 당은 제안했습

니다. 그러나 민자당은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 제의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자도 우리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경직된

자세를 소위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제13대 국회 제151회 – 보사

위 10차. 1990.12.14.)

사실, 민자당은 본격적인 법안심사 이전인 12월 초, 1990년 국회 회기 중

에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자당은 “이번 회기 중에는 법안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우리당 법안을 기초로 탁아법을 제정, 1년 정도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나가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겨레 1990.12.09.)

그러나 처음 태도와 달리, 민자당측은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

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신영순 민자당 의원 : 민주자유당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금년 초부터

수차에 걸쳐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위원 자신

도 이 법률안을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의 관계 인사들을 수없이 접

하며... 가능한 한 모든 통로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 반영하였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준비

기간과 준비과정을 고려하면 이 법률안은... 결코 졸속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13대 국회 제151회 – 보사위 10차. 1990.12.14.)

12월 13일 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이후 보사위에서는 ① 명칭

을 영유아보육법으로 바꾸고, ②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규정들을 보

다 구체화시켜 규정하며, ③ 국공립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

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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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육법안’은 12월 15일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12월 18일 야당의 반발

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되어72) 1991년 1월 14일 공포되기에

이른다.

라) 정책산출 결과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보건사회부),

유아교육진흥법(내무부, 교육부), 남녀고용평등(노동부)로 분산·다원화되어

있던 법체계와 주관부서를 통합, 일원화하여 보사부 주관으로 하였다. 둘

째, 보육시설 설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으며 셋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자녀의 보육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

다.

기존의 다른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칙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탁아시설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설치된 사

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는 이 법상의 보육시설로 본다”고 규정했다(제

2조, 제3조). 한편 새마을 유아원과 미인가·미신고 탁아시설은 “6개월∼1년

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경우 보육시설로 간주”하며(제4조, 제5조),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 요건을 충

족시킬 것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제6조).

이 법은 ‘보육’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인 법령 체계 속에 반영함으로써 그

동안 공적영역에서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이 ‘보호’나 ‘교육’ 어느 한 쪽만

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바라 볼 문제임을 천명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서비스 제

공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와 함께 영유아를 보육할

72) 이 날 본회의는 저녁 7시 20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박준규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밤

11시 36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총 37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대부분 민자당 의원들은

찬성하고, 평민당 의원들은 반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압도적인 의석수 차이로 법률

안들이 강행처리되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안은 지방세법개정안, 군인연금법개정안 등

18개 법안과 함께 1분 만에 처리되었다. (제13대 국회 제151회 – 본회의 1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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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관련 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

육시설 설치요건도 완화해 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리고 보육교사

등 보육인력의 자격기준과 인력체계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개념 속에 보호와 교육을 통합해 명문으

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둘러싼 논쟁을 격화시키고 이원화

된 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 점은 향후 유아교육법

을 비롯한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에 있어 외적변수에 해당하는 ‘문제의 기

본적 속성’ 및 ‘이원화된 법률구조’라는 제약으로 작용한다.

마) 주요 쟁점과 정책연합의 신념

이제 주요쟁점별 주장을 통해 각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옹호연합을 보육입법73)을 둘러싼 ‘입법 찬성연

합’과 ‘입법 반대연합’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입법 반대연합의 태도가 변

화하였으므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고, 후반기를 국회 보사위의 수정안

전후로 다시 나누어 살펴본다.

73) 영유아보육법 통과 이전까지는 당시의 용어인 ‘탁아입법’이라는 용어를 이 연구에서도

사용했으나, 영유아보육법 통과 이후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정책연합의 신념체계를 파악

하기에, 이후부터는 ‘탁아입법’ 대신 ‘보육입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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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법 찬성연합
입법 반대연합

전반기 후반기

참여주체

- 한국여성개발원

- 지탁연 등 여연 관계기관 및

탁특위

- 평민당

- 보건사회부

- 민정당 → 민자당

- 보건사회부

- 민자당

기존 정책의

문제대응능력

평가

-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기존

법령과 정책만으로는 급증하

는 보육여건 개선 요구를 해

결하기에 불충분하다.

- 기존 법령과 정책의 개

선만으로도 문제 해결

이 가능하다.

-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독립입법의

필요성
- 독립적인보육입법이필요하다.

- 독립적인 보육입법

추진은 불필요하다.

- 독립적인 보육입법이

필요하다.

보육의 책임

소재

- 국가와 사회도 보육의 책임

자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야 한다.

-보육은 가족이 일차적

으로 책임질 문제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가족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가족이 1차적 책임자이다. 다

만, 국가와 사회가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은 높다.

-국가가 가족과 더불어 보육

을 책임지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책임이행 수준

을 점차 늘려야 한다.

보편성과

선별성에 대한

생각

- 일반적인 탁아시설의 설립근

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나 복지적 관점에서 낙후

지역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

원 강화 등에 보다 초점을 맞

춰야 한다.

- 아동복지법은 일반적인

아동 전체의 일반권리

를 규율하기 때문에 보

편성이 보다 중요하다.

- 일반적인 탁아시설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보육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낙후지역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임입법의

문제

- 주요내용을 하위법령에 지나

치게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 행정운영 우려가 있

으므로, 가급적 법률에 규정

을 두도록 해야 한다.

- 복지정책은 정부의 재

정부담능력 등을 고려

해야 하므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이 법은 보육에 관한 일반

법이기에, 법의 특성과 정부

의 능력을 고려해 어느 정

도 위임입법은 필연적이다.

- 중요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

적인 규정을 법률 등에 둔다.

[표 5-1] 쟁점별 정책연합의 주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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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정책의 문제대응능력에 대한 평가 및 독립입법의 필요성

인식

1989년 평민당 법률안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보육입법 찬성연합은 “기

존의 보육관련 제도 및 정책만으로는 급증하는 보육여건 개선 요구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명무실해진 새마을유아원의 설립근거인 유아교육

진흥법 이외에, 다른 보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뒷받침하고 관리할 통합

적인 근거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논거였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을 통해 보육요구가 누구보다 큰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대도시 공단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었

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충분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법률이 아닌 행정

법규이기에 사회적 요구보다는 정부의 입장에 보다 충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복지적 관점에서 따로 규

정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육입법 반대연합은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

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논거는 아동복지법은 일

반적인 아동 전체의 일반권리를 규율하는 법이기에 하위법령에서 보육 관

련 사항을 규정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논거는 복지라

는 것은 정부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서 시행해야 하므로, 가장 정확한 판

단을 내릴 수 있는 정부에게 규정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존 정책을 개선해서 수행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후에 독립입법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90년 3

월 맞벌이부부 자녀 질식사건을 계기로 입법 반대연합은 입장을 선회하면

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2) 보육의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

입법 찬성연합은 “국가와 사회도 보육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강했다. 보

육입법 제정과정에서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공적영역에서의 양육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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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세대의 주역들과 관련되기에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

니라, 사회와 국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

이 들어 있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과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여성의

복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탁아보육

정책 수립과 집행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지탁연과 여연의 주장이 반영

된 것이라 할 수 있다(오화영, 2007).

“... 우리나라 헌법이념 중 중요한 하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다. 모든 국민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 중 하나인 탁아복지정책은 국가가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수행해

야 하는 것이다... 아동과 여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탁아복지정

책은 복지국가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지탁연, 1995 『지역탁아소연합회 10

년 활동』 중 “탁아입법 제정을 촉구하며”)

입법 찬성연합은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국가와 사회

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는 복지법이 아닌 구빈법에 머무를 뿐’이라

비판하고, 국공립 탁아소를 확충하고 극빈층을 넘어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

촌가정에까지 국가의 보육료 분담을 확대하는 등 민간탁아소와 직장탁아소

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입법 반대연합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반대연합은 아동양육

의 일차적 책임이 가족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政體)와 현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첫 번째

논거로 내세운다. 두 번째 논거는 양육책임이 국가에게 귀속될 경우 막대

한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영순 민정당 의원 : ...아동의 보육은 모름지기 보호자에게 일차적인 책

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이므

로, 결코 실정법상의 일원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는... (제13대 국회 제147회 – 보사위 14차. 1989.12.4.)

신영순 민정당 의원 :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 탁아는 과거의 인식과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과거의 탁아사업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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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서비스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대중사회의

공익사업으로 변했습니다. 둘째, 과거의 탁아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오늘날은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탁아시설의 이용자는 수

령인이거나 수혜자였지만, 오늘날의 인식은 소비자인 동시에 후

원자입니다. 넷째, 과거의 탁아는 공공기금으로 이루어졌지만, 오

늘날은 민간 보육시설이 있어 필요한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탁아시설의 허가제도는 아동을 위한 국가

의 법적 규제 장치였지만, 오늘날은 부모들이 보다 나은 탁아시

설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비자 보호제도’

라는 것입니다. (제13대 국회 제151회 – 보사위 10차.

1990.12.14.)

이러한 주장은 “국가는 보육에 있어 보조의 역할만 담당한다”는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른바 ‘선(先)가정 후(後)복지’, ‘선(先)성장 후(後)복지’의

논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과 주장은 정부, 여당이 새로운 입법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즉, “가족이 1차적 책임자이기는 하지

만, 국가와 사회가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크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민자당 법률안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

은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나, 생활보호대상자와 보사부령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제23조,

제24조)에도 반영되었다. 한발 더 나아가, 여당안이 수정되는 과정에는 국

공립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양육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다.

“보육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오화영(2007)은 입법

찬성세력은 보육을 ‘공공재(公共財)’로 본 반면에, 입법 반대세력은 ‘사유재

(私有財)’로 보았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생각이 ‘보육

의 시장화 현상’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받는 것을 감안하면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분석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상의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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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과 시각에서가 아닌, 입법 당시의 상황과 사

회적 인식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크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우려

하고, “1차적으로는 가족에게, 2차적으로 국가에게” 라는 식으로 규정을 두

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i) 첫째, 북한의 보육관계법인 ‘어린이보육교양법’(1976년 4월 제정)과

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

의 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

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 한 후, “어

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

며, 사회주의 교육학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제

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모든 어린이들을 주

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여성들은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

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제6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8조, 제11조, 제12조였다.74) 이 법은 사회주의사상에

입각해 국가가 ‘주체사상의 요구에 따라’ 어린이보육과 여성해방에 대한 모

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의지를 담고 있었다. 더욱이 “모든 어린이들

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는 조문(제2조)과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

한다는 문구(제6조)로부터 보육의 직접 책임자가 가족이 아닌 국가라는 것

을 나타낸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연과 야당이 ‘국가와 사

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북한의 <어린이

보육교양법>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다. 당시

74) 제8조 :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위가 아래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보육원, 교양원들과 양육기관복무자들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

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군중노선을 관철한다.

제11조 :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든 사람

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

철한다.

제12조 :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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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으로 볼 때, 이것은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으로 여

겨질 여지가 있었다.

(ii) 둘째, 국가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부모의 양육권이나 가

정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컸기 때문이다. 국가가 함께 양

육의 문제를 책임진다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칫 훈육과

양육에 대한 가정의 권리 자체가 침해되고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

했다. 앞서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여성들을 해방하기 위해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다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된

것(제6조)에서처럼, 보육에 국가가 나서는 것을 일종의 ‘여성해방’으로 접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었다. 이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국가가 보육에 나

서는 것이 여성의,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여겨

질 수도 있었다. “모든 가정과 모든 어머니에게서 육아가 ‘해방되어야 할

짐’은 아닌 것임에도, 마치 국가보육을 통해서만 성(性 )억압적 구조를 개

선할 수 있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가와 사회를 강조한

여타의 공동체 이데올로기보다 부모의 사랑과 가정에서의 돌봄이 자녀 양

육에 있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반론도 가

능했던 것이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획일적인 관리시스템 속에서 관리, 감

독할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고, 경제

성장 및 민주주의 성숙에 따라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아동에게

제공하고 싶어 하는 부모의 욕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야당 측에서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 “복지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규제가 많다”는 점을 지

적했는데, 반대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될 경우 그러한 규제가 더 커질 가능

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3) 보편성과 선별성의 문제

입법 찬성연합이 독립입법의 필요를 주장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보

육시설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설립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찬성연합은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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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육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저소득층 자녀 및 결손가정 아

동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반대연합은 처음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보육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은 물론

전체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기 때문에, 취

약계층 등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전체 아동의 차원에서 보다 보편성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보육입법을 추진

하는 것으로 정책노선을 전환하고, 원안에 대한 수정을 거치면서, 반대연합

은 국공립보육시설을 낙후지역이나 취약계층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공

공부조 성격의 규정들을 보완하게 된다.

(4) 위임입법의 문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육문제 해결을 추진하려는 정부 방침

에 대해 입법 찬성연합은 반대를 표명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국회에

서 정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입법 형식으로 중요 사항들이 결정되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및 국회 입법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복지정책은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

해야 하므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여당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점이 지적되고,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의 심사의견에도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중

요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안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 수정을

진행하여 ‘백지위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두 정책연합 사이에서 가장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보

이는 부분은 바로 “보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즉 국가가

어느 수준까지 보육의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었다. 이러한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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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핵심신념에서의 차이가 기존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불

러왔고, “새로운 보육입법이 필요한가”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었다. 보육법

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재정능력이나 형편을 감안해서 행정입법을

어느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행정부의 판단에 보육이 좌우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위임규정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은

각자가 양보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반면, 영유아보육법이 보육 일반을 규정

한 기본적 성격의 법이라 해도,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 등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양자가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용이했

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각 정책연합의 신념체계를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구 분 입법 찬성연합 입법 반대연합

정책옹호연합 구성집단

- 한국여성개발원

- 지탁연 등 여연 관계기관 및

탁특위

- 평민당

- 보건사회부

- 민정당 → 민자당

정책신념

규범적

핵심신념

보육의 책임 소재 – 국가와 사회

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보육의 책임 소재 – 가족이 1차,

국가는 2차

정책핵심

신념

기존 제도·정책에 대한 평가 –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정책에 대한 평가 – 점

진적인 개선이 보다 낫다.

위임입법의 문제 – 자의적 행정

운영 등을 막기 위해 위임규정을

줄여야 한다.

위임입법의 문제 – 정부의 재정능

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정 정도 용인해야 한다.

2차적 측면
보편성과 선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법률의 전체 내용은 보편성에 더

초점을 두고, 선별성 문제는 점차

보완한다.

[표 5-2] 정책연합의 신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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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 종합검토

지금까지 1980년부터 1991년까지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정을 정책옹호

연합모형에 기반한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선별한 14가지

검토요인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75)

가) 타법과의 관계 및 법 체계상의 위상

영유아보육법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유아교육진흥법 등

에 산재되어 있던 보육 관련 사항을 통합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이다. 일반

적인 보육시설의 설립 근거 및 운영 기준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던 보육관련 업무를 보건사회부 관장으로 일원화하며 향

후 보육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체제의 근간을 형성한 법률이었다. 그런 만

큼 후속 정책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면서, 애초에 제

안되었던 것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수정되게 되었다. 행정입법으로의 위

임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보육’

이란 개념 속에 보호와 교육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 법이 “아동을 양육

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임”을 명시할 수 있었던 것도 특

징이다.

나) 기존 정책의 문제해결능력 및 새로운 정책적 시급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관련해, 기존의 탁아정책 내지 아동복지법 시행

령 개정 등의 조치만으로는 급증하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즉, “문제의 시급성은 높은

데 기존 제도나 정책의 문제해결능력은 부족하다”는 판단이 대중과 정책결

75) 앞서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것을 일부 순서를 바꾸고, 통합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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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자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새로운 정책입법의 필요성과 연관시켜 볼 때, 기존의 법령 및 정책만으

로는 급증하는 영유아보육의 요구를 해소하기 어려웠고, 그런 상황에서 맞

벌이부부 자녀 사망사건이 커다란 공중의제로 떠올랐다는 점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그로 인해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새로운 법

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다) 입법주도권

입법의 주도권이 처음에는 민간 보육시설 관계자나 지탁연, 여연, 그리고

평민당 등 입법 찬성연합에게 있었으나, 맞벌이부부 자녀 질식사건 이후로

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 등 애초의 반대연합에게 넘어갔다는 것도 특징이

다. 실제로 1990년 중반기 이후, 1년 이상 늦게 보육법안을 마련한 정부·여

당은 자신들의 보육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라)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와 기대치에서의 차이

앞서의 특징과 연관된 것으로, 상대편 정책연합에 대한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가 몇 차례 변화를 거듭했다. 최초 지탁연이나 평민당에서 독립적인

보육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정부와 여당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반론

을 펼쳤다. 즉, ‘새로운 입법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입법 찬성연합은 ‘가

(可)’, 입법 반대연합은 ‘부(否)’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맞벌이부부 자녀 질

식사건 등을 계기로 반대연합의 태도와 노선이 변화하자, 이제는 찬성연합

이 반대의 의견을 펼쳤다. 반대이유는 ① 법이 보장해야 할 내용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② 입법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여당 주도의 입법안에 대해 ‘규정 내용의

수준’과 ‘절차’의 문제로 반대했던 것이지, 입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대

했던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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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부 요인의 영향력 : 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정부·여당 등 입법 반대연합의 태도가 변화하게 된 것은 중요한 외부적

변수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사회적 요

인’에 해당하는 1990년 3월 맞벌이부부 자녀의 질식사 사건이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육입법에 대한 여론의 압력도 거세져 갔고, 정부와

민자당이 입장을 전환하는데는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적 요인’

은 두 가지인데,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제13대 국회가 출발했다는 점과

1991년 3월∼6월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1990년 1월 3

당 합당으로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전환되었지만,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단체와 야당이 새로운 보육입법을 추진할

수 있던 배경에는 여소야대의 영향이 컸다. 또한 1956년 이후 35년 만에

부활한 첫 지방의회 선거 역시 여론의 향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었다. 정부·여당이 민자당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한 것에는 1991년 3월

부터로 예정되어 있던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바)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

특별히 같은 정책연합 내부에서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탁연이나

여연, 야당으로 구성된 입법 찬성연합, 그리고 정부와 여당으로 구성된 입

법 반대연합은 정책연합이 구성된 때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정 시까지,

대부분 같은 입장을 취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사)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과정부터 함께 살펴보면 비록 ‘보호’ 내지 ‘탁아’, 그

리고 ‘교육’에 대한 논쟁 및 대립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을 “‘보육담론’과

‘유아교육담론’의 대립” 내지 “‘보육세력’과 ‘유아교육세력’의 대립”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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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화영(2007)은 1980년대 초 정부가 유아교육을

가시적 정책과제로 삼으면서 ‘유아교육담론’이 등장했고, 이는 기존 민간영

역의 의견과 입장을 배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발판이 되었다

고 한다. 그리고 당시의 ‘유아교육담론’의 특징으로 첫째, 아동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면서 둘째, 교육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탁아책임의 가족부담

을 강조하면서 보육을 ‘사유재(私有財)’로 보았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1980

년대 후반 지탁연과 여연을 중심으로 등장한 주장을 ‘탁아담론’이라 하면

서, 주로 여성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취업여성의 요구와 권리에 초점을 맞

추고, 미래세대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보육을 ‘공공재(公共財)’로 본 것이 특

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로써 1991년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보육’의 개념이 법적으로 탄생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서 이른바 유아교육담론과 탁아담론, 유

아교육계와 보육계가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우에 따라 정

부부처 내부에서도 양 담론의 주장이나 논거가 혼재되어 구사되기도 한다.

국가의 보육료 부담이나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도 1981년 아동복지법에서부

터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불어 ‘보육’, ‘탁아’, ‘교육’이란 용어의 의미와 해석도 이 시기에

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다중적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

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 중에는 이러한 대립

구도가 확립되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 타협의 과정에서 ‘보호’와 ‘교육’을 결합한 것이 오히려

이후 ‘보육계’와 ‘유아교육계’가 유사한 내용과 기능을 놓고 다투게 되는 갈

등의 불씨가 되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현재까지도 보육이

시장논리에 의존해 민간시설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국가가 조력을

하더라도, 보육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당시 정부·여당의 논리와 무관치 않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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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책결정 방향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보육 및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이 정책으로 표현된 첫 출발은 국가의 일방적 정책 결정에서부터였다. 대

표적인 것이 제5공화국의 유아교육진흥계획과 유아교육진흥법이다. 그러나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과 사회운동의 활성화, 아동학·교육학·사회복지학 등

각계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 이들 사이의 의견교환 및 정치세력과의 연

대가 영유아보육법 제정에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즉, 처음 정책결정

방향은 ‘하향식’이었으나, 점차 ‘상향식’의 모습을 갖춰갔다고 할 수 있다.

자) 연합의 지속시기

제1기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을 전후해 경쟁적인 정책옹호연합의 외형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이들 정책연합을 구성했던 주체들이 1980년대 후반에

는 영유아보육법 입법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을 형성하는데 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초부터 정책연합이 태동되었고, 1982년부터 991년

까지 약 10여 년간 정책연합의 형성과 지속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정책연합의 구성과 존속에는 약 10여 년에 가까운 비교적 긴 시간

이 소요되고, 그만큼 정책연합은 안정성을 갖는다”라는 사바티어의 가설

에 부합한다.

차) 신념체계 및 정책학습, 국회 통과절차의 민주성

결국 정부와 여당이 독립입법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입법 찬성연합과 반

대연합 사이의 신념과 주장은 상당부분 서로 접근하게 되었다. 특히 입법

반대연합을 살펴보면 법안 발의과정, 그 후 수정과정 등에서 상대편의 입

장을 수용하려는 이른바 ‘정책학습’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1990년 11월 이후 두 달 만에 법안이 강행처리 되었다는 ‘절차적 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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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크지만, 상대편 경쟁연합의 의견을 수용하

고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카) 정부의 입장

이 연구에서는 사바티어의 가설을 토대로 “육아지원정책의 형성과 관

련해서 정부부처(가령,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익집단(가령, 지탁연이나

여연 등)보다 더 온건한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연

구방법 참조), 이것을 검토요인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한 사실

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추진과정에서 보건사회부는 법안을 정부제출

안으로 직접 상정하지 않고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하게 했으며, 법안 추진

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76) 또한 정부부처는 민간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처

럼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안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

로 이 가설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 부합한다.

타) 기타

최종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1991년 직전에는 정책연합 내부

의 균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 새마을 유아원 관련 정책이 만

들어지던 시기부터 1989년까지를 보면, ‘철학적 가치관’이나 신념 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경쟁양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

다. 5공화국 정부가 유아교육을 활성화시키게 된 것은 최고정책결정권자

의 확고한 교육철학 때문이었기 보다는, 정략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민간

탁아시설이나 비영리 보육시설처럼, 이후 보육입법을 요구하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연합을 결성하게 된 것 역시 ‘여성해방’이나 ‘아

동권리 보장’과 같은 신념과 가치 때문이었기 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

76) 실제로 민자당 신영순 의원의 법률안은 보건사회부에서 토대를 만든 것이었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안이 정부제출안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할 만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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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추진을 저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판단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

다. 한편, 정부 내부에서도 각 부처에 따라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심지어 보건사회부는 대

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육체제가 재정비되는 틈을 타 내무부가 관장하던

보육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추진 보고를 단독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

고, 이를 통해 보육업무를 탈환해 온다. 노동부 역시 보건사회부의 아동복

지법 시행령 개정안이나 보육입법안에 대해 “보육은 여성 근로자와 관계

된 문제이므로 노동부가 관할해야 한다”고 반대한다. 이처럼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대립과 경쟁이 나타나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 때문일 수도 있

고, 당시가 권위주의적 정권이었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를 향한 충성경

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상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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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유아보육법(1991)

① 타법과의 관계 및 법 체계상의 위상
- 보육에 관한 일반법

- 단일법 (스스로가 기본법)

② 기존 정책의 문제해결능력 및 새로운

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

- 최종시점 기준, 두 연합간에 차이가 없었음 → 모두

가 입법필요성 공감

③ 입법주도권 입법 찬성연합 → 입법 반대연합 (변화)

④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 및 기대치에

서의 차이

- 가부의 문제 → 수준의 문제

- 최종시점 기준으로, 반대와 비판의 이유는 입법추진

된 내용이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

⑤ 사회적 요인 : 통일된 여론 등 사회적

압력의 존재

- 존재 (맞벌이 부부 자녀 질식사건 → 여론 형성 및

정치권 압박)

⑥ 정치적 요인 : 선거, 정치적 변화 등
- 여소야대 : 야당이 처음 발의.

- 1991년 지방선거 의식

⑦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 - 없었음

⑧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 - 뚜렷하지 않음

⑨ 정책결정 방향
-1기 : 하향식(Top-down)

-2기 : 상향식(Bottom-up)

⑩ 연합의 지속시기 - 약 10년 (1982∼1991)

⑪ 신념체계
- 규범적 핵심 : 변화하지 않음

- 2차적 신념 등 : 상대적으로 양보와 타협

⑫ 정책학습 - 나타남

⑬ 국회 통과 절차의 민주성 - 비민주적 (강행처리)

⑭ 정부의 입장 - 온건하게 나타남

[표 5-3]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 관련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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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1994∼2004)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과정 역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문민정부 시기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개

선안을 발표한 때로부터 국민의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유

아교육에 관한 모법 형식의 법안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였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정책화에 실패한 시기이다. 제2기는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2004년 초 유아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이다. 이 시기는 유아교육

법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

유아보육법 전면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각 시기별로 살펴보는 순서는 ‘외적 변수’, 정책적 대립을 촉발시킨 ‘쟁점’

과 ‘정책옹호연합의 형성’, 정책옹호연합의 ‘상호작용’ 및 ‘정책산출 결과’, 그

리고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이다. 마지막으로 검토요인을 중심으로 한

법령 제정과정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단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1기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국민의 정부 초기)

가) 안정적 외적변수

(1)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및 사회문화가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자적인 보육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 판단 등의 여러

요인들은 그 때마다의 필요에서 각종 법률과 정책안을 탄생시켰지만, 한편

으로는 안정적이고 통일된 육아지원제도로의 통합을 저해했다. 무엇보다

아동에 대한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유아의

중복관리 문제, 예산낭비, 원아경쟁, 행정마찰, 시설선택의 혼란 등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하였던 보육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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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크게 늘면서, 이제는 보건복지부(어

린이집 지원), 교육부(국공립유치원 지원) 어디에서도 거의 지원받지 못하

는 사립유치원과 민간 학원의 불만이 대두되었다.

정리하자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안별·시기별로 단시안적 차원

에서 교육·보육 정책결정이 이뤄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관성 있고 체

계적인 제도 구축을 가로막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에는 ‘유아교육

진흥법’에 근거한 지원을 받는 유치원 등이 상대적 우위에 있었고, 1990년

대에는 ‘영유아보육법’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면서 이원화된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계와 보육계가 서로를 견제할 수밖

에 없는 구조가 심화되었다.

한편, 한국사회에 있어 교육은 중요한 관심대상이었고, 특히 교육의 질

과 형평성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초중등교육과

달리,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의 문제는 공적영역이 아니라 가정 등 사

적영역의 몫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그로 인해 학부모의 비용 부담은

점차 높아져갔다. 이런 현상은 보육보다는 유아교육과 관련해 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이 시장논리에 따라 대부분 학

부모의 교육비에 의존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아교육 기관들은 치열한 유

치경쟁을 하면서도 차별화를 하였고, 이것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비

판을 낳았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은 여러 가지 특기교육과 영어교육 등 특

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립 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낼 수 있지만, 저소

득층 부모들은 이런 유아교육 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교

육 불평등이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

한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누구나 일정한 수

준 이상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

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교육’적

측면 외에도 오랜 시간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보호’의 측면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것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문제와 더불어, “유아교육에 ‘보

호’의 개념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과 깊

은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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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법률구조

1997년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일련의 교육법체계가 형성되기 전까지, 유

아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법의 일부 규정, 그리고 여전히 존속하는 유

아교육진흥법에서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준과 내용은 하위 행

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었다. 1997년에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관련법

들이 체계적으로 새롭게 제정되었다.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내용을 규율할 단

일법안의 입법화에 실패하면서, 유아교육과 관련한 조항들은 여전히 여러

법령(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분산

된 채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유아교육에 관한 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

히 제기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을 각각 관장하는 유·

보 이원화체계 역시 유아교육법 제정을 둘러싼 중요 외적변수였다. 또한 3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영역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보다 발

전이 지체되면서 특히 ‘초등교육의 연장선’으로 논의되어 온 것도 당시의

교육법체계와 연관이 있다(이대균, 1999).

한편, 법정지출과 관련해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다른 OECD국가

에 비해 미약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유아교육에 대해 대

체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경우 평균 교육관련 부처

예산의 7% 가량을 유아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17%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계속 거론되고 있었다(나정, 2000).

나) 역동적 외적변수

(1)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국내에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시설이라는

이원화 체계에서 비롯된 정책과 행정적 차원의 문제점이 대두될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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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은 유아에 대한 정책을 교육이 보다 근간이 되는 통합적 프

로그램으로 전환을 시도해 가고 있었다. OECD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호

를 사회정의 및 기회균등의 실현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호와 교육을

통합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했었다. 특히 ‘조기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넘어,

‘유아기만의 독특성 존중’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계적 차원에서 힘을 얻고 그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OECD

국가들 역시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유럽국가들에서 1990

년대 이후 여성취업률의 급증은 괄목할 만 했다. 이로 인해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정책의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안상훈, 2007).

이러한 OECD 국가들의 동향은 한국 내에서의 유아교육법 제정 움직임

에 큰 영향을 주었다.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 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나정 외, 2000; 나정·교육인적자원부, 2004). 유아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의 이용대상자가 점차 하향화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취학직전 유

아들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보호중심

이며 발달에 적합한 내용을 더 지향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호의 질을 높

이기 위해 프로그램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부모 등이 서로 역

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국가인적자원의 효

율적 관리 측면에서 통합 일원화를 지향하여 출생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교육을 교육부가 맡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었다.

A : 그 때 제가 OECD 가입 때문에 거기에 3년 정도 파견 나가 있었습

니다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교육

은 일찍 시작해야 하는 것, 일찍부터 교육받은 애들과 단순히 케어

(care)받은 애들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이런 것을 선진국들은 이

미 깨닫고 국가 차원에서 유아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죠... (중략)...물

론 당시에도 조기교육의 중요성 같은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제대로 알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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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건 OECD에 가입하면서였어요. OECD의 보고서나 실태 같은 거는

다들 대외비라서, 회원국가가 아니면 절대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게 되니까, ‘야, 우리나라 이러다가 큰 일 나겠다, 우리도 빨리

유아교육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중략)... 그

때 OECD를 ‘공무원들의 school’이라고 불렀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해 볼 거, 배울 게 무궁무진했거든요.

(2) 정치적 요인 및 여론의 변화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의 교육관련 공약을 검토하고 새로운 개

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 1994년 2월 출범

한다. 당시 대통령은 교육 분야의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교육개혁

위원회는 그 이전 제5공화국 시절의 교육개혁심의위원회(1985∼1987)와 달

리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강한 추진력을 확보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

회가 심의·제출한 개혁방안은 국무총리와 12개 관계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와 관계 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실무위

원회’에 의해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육

과학기술부 산하에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시·도교육청에도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조직을 따로 설치함으로써,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

방안이 단순한 제안과 건의의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주요한 정책 결정

이 되도록 유도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규정,

1993).

A : 그 때 대통령께서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역사에 ‘교육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자 :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유아교육개혁 같은 사안에 대해 이런 식으

로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구체적인 신념이나 방안 같은 게 있으셨던

것가요?

A : 음... 그 분 스타일이 어떤지 많이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믿는 스타일이셨죠. 그래서 아래서 만들어서 보고하면 핵심 내용을

보시면서도 자세한 건 알아서 잘 했겠지, 하는 편이셨죠. 그렇게 보면

대통령께선 처음부터 유아교육 이거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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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셨던 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교개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라는 식으로...(중략)..

오히려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영부인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

죠.

제1기 교육개혁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이명현 교수 등 인문·사회과학 계

통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개혁 안건을

함께 논의하면서 제1차, 제2차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한다.

A : 당시 1기 위원회에서 한 절반 정도 안건을 처리했죠. 그리고 남은

걸 2기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었구요.... (중략)... 1기 위원회 구성될

때는 주축이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교육계 학자는 배제하

자는 분위기였죠.

연구자 : 교육개혁위원회인데, 교육계 학자를 배제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

가 있나요?

A : 교육학자는 어차피 교육계 내부 사람이니까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경제학자나 정치학자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서 교육 문제를 일반인 시각에서 보고 개선할 것을 찾아보자, 이런 생

각이었던 거죠... (중략)... 2명 정도만 교육학자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른바 ‘5·31교육개혁안’으로 불리는 제1차 교육개혁방안(1995년 5월)은

포괄적이며 기본적인 개혁을 위해 학교교육의 체제를 혁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특성화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교육정책 전반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1996학년도 대입을 5개월 정도 남긴 상황에서 대학별 본고

사 폐지도 건의했으나, 수험생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거부했다.

제2차 교육개혁방안(1996년 2월)은 제1차 개혁방안에 미뤄두었던 부문

들로서, 초·중등과정에 수준별 과목 도입, 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교육관

계 법령체제 개편 등의 보다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에는 교육 관련 학자들이 대거 충원되었다. 서울

대학교 교육학과의 문용린 교수가 상임위원을 맡았고, 유아교육과 관련해

서는 중앙대학교 이원영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기 위원회는

제3차, 제4차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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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교육개혁방안(1996년 8월)은 그동안의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불거

진 논란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방교육자

치제도, 교원 정책, 사학 정책을 더욱 혁신하고 교육정보화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국가기록원77)). 그리고 제4차 교육개혁방안(1997년

6월)에서는 복잡하고 심층적인 문제들로 장기간의 구상과 검토가 필요했던

부문들에 대한 개혁안과 그동안 계획되어 추진해온 방안들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과 함께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이

이 때 발표되었다.

“... 그 당시 대통령자문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중앙대학교 유아교

육과 이원영 교수가 있었으며 전문위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나정 연구위원

이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전문위원 중에 유아교육전문

가는 없었다. 이원영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김종서 교육개혁위원

회 위원장 및 이돈희 보통교육분과 위원장(이원영 위원 소속 분과)을 설득하

는 등 각고의 노력을 투입하여 나정 연구위원을 추후 합류시켰다.” (이원

영, 2004).

A : .. 이미 그 때(1기 위원회를 말함), (유아교육개혁에 대한) 정책방향

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2기에서는 유아교육 문

제가 의제로 다뤄진 거죠... (중략)... 이미 확정된 안건이고, 이제 그

시행에 들어가야 하니까 교육관련 학자들이 절반 가까이 충원된 거

죠.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 개혁방안은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를 확립

하기 위해 정부가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고, 만5세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교육개혁에 대한 대통령

의 강한 의지 표명, 그리고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실질적인 개

혁방안 제시는 이후 교육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교육관련법 체계

완성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유아교육정책의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77) 출처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83

(검색일: 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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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옹호연합의 형성 및 전개과정

(1) 유아교육법안의 탄생과 국회상정

교개위에서 유아교육 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유아

교육법안 초안을 만드는 일은 교육부로 넘어왔다. 2기 교개위에 참석했던

이원영 교수와 나정 박사가 당시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었던 교육부의 A

과장 등과 함께 구체적 내용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세부적인 법률안 초

안은 교육부에서 계속 진행되었다. 유아교육법을 만드는 과정에는 당시 교

육부 장관이었던 안병영 장관(후에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로도 임명됨)의

역할이 컸다.

A : 안병영 장관께선 ‘교육복지’란 말을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사실, 당

시에는 교개위가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이어서 장관이 별로 이니

셔티브를 쥐고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안 장관은 ‘교개위

가 살펴보지 못하는 것, 빠뜨린 것을 장관인 내가 찾아보겠다’ 이러면

서 꼼꼼히 살펴보셨죠. 그래서 교육복지정책 시리즈로 중도탈락생 대

책, 해외귀국자 자녀 대책, 유아교육문제 같은 5개안을 발표하셨죠.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장관 스스로 각별한 애착을 갖고 계셨

죠... (중략)... 이 분이 카톨릭신자신데... 추기경도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추기경 자문위원회에서

교육분야 자문위원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교육부 장관의 지지 하에 청와대와 교육부의 실무자와 유아교육학자 등

이 모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만들게 되었지만, 결국 법률안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게 된다.

“이 때, (새정치)국민회의 교육전문위원이었던 엄기형 박사, 부산대학교 임

재택 교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경자 회장이 대 국회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처음 이 법안을 발의한 이는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 외 78인이었다.” (이원

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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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6일 김원길 의원 등이 상정한 유아교육법안은 ①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여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고, ②유치원은 종일반을 근

간으로 하면서도 24시간 보육도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③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④만 5세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A : 3세 이후 아동을 유아교육의 대상으로 하기로 하는 것이 이 법의 핵

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의 교육법 제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했

습니다. 초등교육의 일부로만 간주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법제개혁

방안이 기본법 위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그 사이, 기

본법이랑 초중등교육법 사이 빈 공간을 메우자는 것이었죠. ‘유아교육

진흥법’이 있었어도, 진흥법이란 건 기본법이 전제가 된 후에 지원하

는 것인데, 이 때 보면 유아교육을 그냥 pre-primary 정도로 밖에 다

루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유아교육은 초등교육이랑은 전혀 다른

학교급제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중략)... 문자 그대로 애들

은 시장 바닥에 내팽겨쳐 있는데, 이 부분만은 공공시설, 국가가 주축

이 되어서 해결해야 한다!... (중략)... 유아학교란 명칭도 제가 그 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유치원 원장님들은 오랫동안 써

온 유치원이란 이름에 애착들이 있어서 싫어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다들 설득되셨습니다.

(2)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반대

김원길 의원안에 대해서는 보육계와 학원계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

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시설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던 보건

복지부와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유아학교로의 전환을 반대했다. 학원계 역

시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통합되는 것과 특별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학원운

영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여 유아교육법 제정에 반대하였다. 종일반 운영

등에 대해서도 유아가 장시간 기관에서 보내는 것은 성장 발달에 부적합하

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만 5세아

무상교육 뿐이었다(이원영, 2004).

1999년 9월 1일 국민회의 소속 정희경 의원 외 94인이 제2차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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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정기국회에 재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김원길 의원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완화하여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

되, 보육시설과 유아대상 학원, 선교원 등이 유아학교로 전환할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유치원 운영은 종일제가 아니라 반일제를 근

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및 보육시설, 학원계, 일부 사립유치원 등이 반대하였다.

라) 입법 실패

유아교육법안은 많은 논란을 남기면서 제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

기 되었다. 입법 실패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요인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결정적인 실패 요인 중 하나였다. IMF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급격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높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

였다. 이 두 가지 현상과 맞물리면서 사실 유아교육법은 반대로 ‘사회안전

망 확충’의 차원에서 큰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①

유아교육제도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 예산이 부족했고, ② IMF의 구조조정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지에 대해 ‘시장 활성화’로 방향이 정해진 것

이 유아교육제도 개혁의 실패요인이었다.

A : 결국은 이게 예산이 문제인 건데, 당시에는 한 1조원 정도면 유아학

교로 일원화, 이거 된다고 보았습니다. 시설들 전환하고 흡수하고, 인

건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 때만 해도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았으니까, 이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IMF

가 터지니까, 예산이 확 줄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제대로 추진하자

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중략).. 나중에 가서는 기재부인

가? 거기서도 차라리 그 때 했으면 적은 비용으로 구조개혁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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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하고 후회를 했죠.

A : 구조조정자금의 용도를 놓고 월드뱅크 쪽이랑 IMF 쪽 처방이 달랐

어요. 월드뱅크 쪽은 ‘한국은 서비스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민간 서비스도 그렇지만 공공 서비스도 한국은 여전히 취약하다, 그

러니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구조조정자금을 많이 써야 한다, 보

육까지도 포함해서 영유아 교육 서비스 전체를 구조조정하는 게 필요

하다, 이걸 강화해야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육부분, 사회부분의 공공서비스도 강화하면서 잡

(Job)도 창출하고... 그 때 당시 한국에 파견 나온 월드뱅크 대표를 이

해찬 장관이 면담할 때, 제가 모시고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중략)...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는 IMF쪽, 철저히 민간에 맡기고, 대기

업 살리는 데 자금 투입하는 쪽으로 갔죠... 아마, 그 때 월드뱅크 쪽

처방을 따랐으면 지금과는 다른 구조가 되었을 겁니다.

(2) 정치적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는 ① IMF 사태로 인한 문민정부의 지지도 하락, ②

선거, ③ 정권교체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 IMF 사태로 인해 문민정부의

지지도는 급락했고, 이로 인해 문민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정책에 대한 비

판과 불신이 높아졌다. 더불어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2000년 제16대 국

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육계와 학원계 유권자의 표를 무시

할 수 없었다. 비록 제1차, 2차 유아교육법안이 국민회의에서 발의되었지

만, A는 ‘진보세력으로의 정권교체’ 역시 유아교육법 제정 실패에 큰 영향

을 미쳤다고 말한다.

A : 정권교체가 되면서 결국 추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중략)...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전 정권에서 해오던 정책들을 검토해 보지 않습니까?

그 때 새 정부에서 이해찬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되었어요78). 이해찬

장관이 정책들 검토하고서는 대부분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갔는데79)

78) 재임기간 1998년∼1999년.

79)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공교육중심체제 확립을 위해 2002

년까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초등학교 1년

축소, 중등학교를 통합하는 학제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아일보

1997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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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 예외가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아교육입니다. 이거, 유

아교육은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거만 스톱이 된 거죠...

연구자 : 그 때, 유아교육만 따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한 특별

한 이유가 있나요?

A : 새 정부 들어서면서 복지쪽 목소리가 커져서 그래요. 사실 김대중

정부가 보육계, 복지계 사람들하고 가깝거든요. 특히 이해찬 장관이

이쪽하고 가까워요. 그런 상황이니 이들이 반대한 게 결정적이었죠.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중요한 지지세력이니까, 이쪽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중략)... 결국 정부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이원영 교수

님이나 나정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랬

죠. 정당에 관계없이 말이에요.

이해찬 교육부장관 : 저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등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기초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

해서 교육재정이 2년에 걸쳐서 약 3조원 가까이 감소가 되었기 때

문에, 현재 기초교육의 재정여건이 아주 최악의 상태로 지금 저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연간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공교육

으로 확대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와의 관

계 역시 유아들에게 어떤 형태의 교육이 가장 더 교육적이냐는 관

점에서 판단을 해야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체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5대 국회 제201회 – 본회의 3차. 1999.3.4.)

(3) 기타 요인

그 외에도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점, 보육계와 학원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유아교육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등 전체적으로 통일된 입장을 취하지 못해 추진력이 약했

던 점(이원영, 2004) 등을 입법 실패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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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 (참여정부 출범∼2004년)

가) 외적변수 – 정치적 요인의 변화

2000년 16대 국회 개원 후 2001년 12월 6일 새천년민주당80) 소속 이재

정 의원이 국회의원 43인의 동의 및 9인의 찬성을 얻어 다시 유아교육법안

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기존 법안의 쟁점 사항이었던 ‘유아교육-보육

통합’ 및 ‘유아학교 명칭 사용’, ‘보육시설의 유아학교 전환’, ‘종일제를 근간

으로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내용’ 등이 상당부분 삭제되었다. 그렇지만 이

법률안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동안 국회 교

육위원회에 계류된다.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유권자

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소

속 이회창 후보에게 승리한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선거 전부터 공약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약속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도 유아교육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노무현 새 정부 '집권 청사진' 발표 -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 12대

국정과제

- 유아교육 공교육화 약속” (프레시안 2003-02-21)

“교육부장관이 알아야 할 대통령의 약속” (오마이뉴스 2003.03.07.)

“만5세 무상교육 언제 가능할까” (한국일보 2003.04.22.)

“우리 아이 어디로 보낼지...” (한국일보 2003.04.22.)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보육시설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아교육법 제정을 찬성하는 세력에서는 새 정

부의 공약 이행의지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하고 ‘참여정부’를 출범시켰다. 이 때 초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겸 부총리는 윤덕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김화중81), 여성부장관은 지은희82)가

80) 2000년 1월 20일,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당명을 변경하였다.

81)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장관 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했고 새천년민

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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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후 복지 중심 및 여성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는 참

여정부의 통치철학으로 인해, 유아교육법 제정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중략)... 특히 2003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김화중 장

관이 한겨레 신문기자에게 개인적 의견이라 고하며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

관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유치원의 여성부 이관 문제도 함께 계획단계에 있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였다. 200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여

성부의 지은희 장관이 보육시설 영유아 모두와 유치원 만 3, 4세 유아를 모

두 여성부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하자, 당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유아교육계

의 분위기는 침통 그 자체였다.” (이원영, 2004).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2003년 2월 제 236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가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동년 4월 28

일 교육위원회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다. 그 사이, 2003년 4월 1일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46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유아교육법안을 발의하였다. 주

요 내용은 2001년 이재정 의원안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유아교육기관이

교육과 보호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유치원 대신 유아학

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보호’ 개념

의 ‘교육 복지형 유아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② 취학 직전 유아에 대한 ‘무

상’교육 및 ‘보호’를 제공하고, ③ 맞벌이 부부와 핵가족화 증가에 따라 종

일제와 상시 운영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존 교육기능에 보호기능

을 강화하며, ④ 만 3∼5세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학교 체제로, 만 0∼2

세는 복지부가 보육시설로 담당하게 하자는 내용이 이 법률안에 들어있었

다.

2003년 중반에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의 불화가

점점 심각해졌다. 결국 같은 해 11월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새천년민주

당과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다. 게다가 2001년에 유아교육법 제정

8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장관 임명 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국가인

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여성사회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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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발의했던 이재정 의원이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열린우

리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아교육법안을 발의했던 두

의원 중 여당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정부·여당에 의한 입법추진

의 동력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2009년 12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

열, 연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학교생활기록부CD 파동

등으로 윤덕홍 부총리가 물러나고, 후임으로 안병영 부총리가 임명된다. 안

부총리는 교수출신으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1997년 교육인적자

원부 장관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였다. 또한 그가

장관재직 중이던 1997년에 교육개혁위원회가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 알고 있었고, 본

인 스스로도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처럼 제2기에는 2002년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03년 출범한 참여정

부의 보육관할업무 이관 계획, 대통령과 여당의 갈등 및 열린우리당 분당,

그리고 과거 문민정부 시절 유아교육개혁에 관여했던 인물의 장관 발탁 등

정치적 요인에서의 변화가 유아교육법 제정의 주요 외적 변수로 작용했다.

나) 정책옹호연합의 형성 및 전개과정

(1)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립전선의 형성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재정 의원의 법안(2001년 12월 발의)과 김정숙

의원의 법안(2003년 4월 발의)에 대해 공청회를 2003년 4월 28일에 개최하

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홍신 의원 외 19인

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안>(2002년 3월 8일 발의)에 대해 사흘

먼저 영유아보육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4월 25일).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의 보육정책이 지나치게 민간의존적이었고 양적확충에 초점이 맞춰

져 있었다는 문제 의식 속에서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안이 ‘보육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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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교육·보건복지 양 위원회에서 서로 상대위원회를 염두에 둔 경쟁적 활

동을 벌인 결과83), 두 법안은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

해 두 위원회에서의 관련 발의안들은 한동안 상임위원회에 계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김경천 민주당 의원 : 보호입니까, 보육입니까?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 보호입니다. 보육이라는 말은 보호와 교육이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략)...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 갈 아이들

을 많이 몰아다가 자기들이 주체가 된 것처럼 유아교육을 하는 것

은 월권입니다. 보호에 더 힘써야 될 기관이 교육 쪽으로 더 돌리

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양보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

니까?... (중략)... 집단이기주의지요. 그러면 교육을 하지 말고 보육

만 해야지요... 자기들이 유치원 업무를 하지 말고 보육 업무만 해

야지요. 그 사람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 없습니

다. 우리는 교육위원답게 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만 법을

내고 이것이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다루게 넘겨주

어야 됩니다.

(제16대 국회 제240회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3차. 2003.6.23.)

(2) 민간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립 및 본격적인 정책옹호연합

의 형성

주로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 관련 민간단체가 유아교육법안에

찬성하면서 국회교육위원회와 연합을 형성하였고,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보육관련 민간단체가 반대하면서 국회보육위원회와 연합을 형성하였다. 입

법 찬성측의 주요 민간단체로는 ‘유아교육대표자연대(유치원연합회, 교총

83) 2003년 12월 9일(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대안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로 다시 상정된

날임)을 기준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목록으로 올라온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법

률안은 총 6건이다. 이처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깊은 관

심을 갖고 있었다. 각 법률안의 대표발의자는 조웅규, 이원형, 심재철, 김홍신, 김성순․김
홍신․김태홍 의원이며, 소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져 상임위에 회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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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0여 단체로 구성)’, ‘범국민연대모임(참교육학부모회 등 40여 단체로 구

성)’, ‘한국교총’, ‘전교조’, ‘한국유아교육학회’,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등

을 들 수 있다. 반대측 주요 민간단체로는 ‘전국어린이집·놀이방 등 연합체

(전어련)’, ‘한국보육시설연합회(한보련)’,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등을 들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이들 민간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국회에 유아교육법 제

정안과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고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데 밑거

름이 되었다. 그렇지만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둘러싸고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대립양상을 보이게 되자 이들 단체의 활동은 더욱 탄력

을 받았고 정책연합의 구성과 활동이 활발해졌다.

2003년 4월 김정숙 의원의 법안이 상정된 이후 참여정부에서 보육업무

의 여성부 이관이 공공연히 거론되자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기구 설립요구가 나타나면서 같은 달 한국교총 대회의실

에서 유아교육관련 단체, 청와대, 민주당, 교육인적자원부, 교총 대표 등이

참석한 ‘유아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는 4월 28일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고, 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법

제정 촉구를 하였다.

한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반대세력도 이에 맞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유아학원 관계자

등 1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안 입법 저지와 정부의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비상대책위 주효

진 위원장은 “김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안은 유치원의 원생 감

소 위기에 대한 타개책일 뿐이며, 보육업무는 여성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아교육법 제정을 둘러

싼 정책옹호연합은 국회 상임위 간에 형성된 대립구도에 속에, 관련 민간

단체들이 적극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정책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외현과 활

동이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관련 정부부처의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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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23일 제 240회 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재정 의

원 법안과 김정숙 의원 법안이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유아의

교육과 보호’가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상원종 전문위원 : 그 다음에 제2조(정의)입니다... 교육과 보호를 다 포함

시킬 것인지 아니면 교육 규정만 둘 것인지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

니다.

(중략)

최영희 민주당 의원 : ... 그런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

면 좋겠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없이 가려고 해도 못 가니까 교육

과 보호를 같이 넣어 놓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라고 생각합니다.

현승일 소위원장(한나라당 의원) : 지금 양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이 중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법처럼 다루고 또 지금 어린이

집에서는 어린이를 유치원으로 다 뺏기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려면 교육이라고 표현하든지

교육․보호라고 표현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별 의미가 없

는데 굳이 보호라는 말까지 넣어서 그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

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호라는 말을 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16대 국회 제240회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3차. 2003.6.23.)

또 다른 핵심쟁점은 미술학원 등 사설학원을 공교육 지원대상에 넣을지

여부의 문제였다. 이후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학원 등 3개 관련단체의 의

견대립을 해소할 절충안 마련에 실패하고 의원들 간에도 대립양상이 치열

해지자 두 법안은 당회 회기 내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소강상태를 보였다.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 ... 교육부령이 정하는 유사한 유아교육기관을 인

정하고 돈을 주자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못 넣습니다... (중략)..

제 희망은 그렇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유보시켜 주세요. 잘못 하다

가는 유아교육 발전이 아니라 잡다한 기타 학원들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아교육계 자체에 내분이 일어나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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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났습니다...

현승일 소위원장(한나라당 의원) : 그러면 오늘 시간상으로 모두 쫓기고

이 중요한 법을 이렇게 졸속 처리 : 지금 쿠폰을 미술학원에도

쓸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원칙에 안 맞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번에 유아교육법을 성립시키려면 그 사

람을 달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 못 달래니까 아예 펜딩합시다. 달래질 때까지 하

지 마세요. 엉터리 법을 만들 바에는 안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것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전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께 회람 돌리겠습니다. 절대 미술학원

을 합법화시킬 수 없습니다.

현승일 소위원장(한나라당 의원) : 그러면 오늘 시간상으로 모두 쫓기고

이 중요한 법을 이렇게 졸속 처리한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기 때

문에 이 유아교육법은 소위에 계류시켜 놓고 충분히 성숙될 날을

기다려서 가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16대 국회 제240회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3차. 2003.6.23.)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직·간접적

인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사실 그동안 관련 법안들이 정부입법이 아닌 의

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것은 정부입법의 경우 사전에 관련부처간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가능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보건복

지부의 협력이 없이는 유아교육법 제정안의 정부입법이 불가능했고, 마찬

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협력이 없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정부입법

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이

발의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각 정부부처는 관련 상임위원회 및 민간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원활동을 벌였다.

이계영 당시 교육부 과장 : 정부에서 공약은 했지만,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입법이 아니므로 교육부의 역할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원입법이므로, 국회에서 제

정 추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부는 간접적으로 국

회의 추진을 도와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2006.7.12. 박창현, 2006: 9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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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당시 교총 정책교섭국장 : 그 때 당시... 교육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 바운더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운더리 지키는 부분이

커요. 아무래도 같은 정부부처이지만... (중략)... 교육은 교육인

적자원부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바운더리를 보건복

지부에다가 다 넘겨준다는 부분은 교육시스템이나 정부부처

의 업무분장적 측면에서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가능한 거

예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2006.7.6. 박창현, 2006: 90에서

인용)

B : 그 때 복지부에서는 나한테 연락해서 ‘이거 이렇게 그냥 두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어떻게 잘 해결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

있었죠. 밑에 일하는 실무자들... 물론, 그게 장관이 벌써 보육을 여성

부로 넘겨 주려는 것 같으니까 밑에서는 다들 눈치를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죠.

연구자 : 여성부도 그 때 관심을 보육업무 가져오려는 것 때문에 관심이

많았죠?

B : 맞아요. 그 때 그 복지부 장관이... 김화중 장관인데.

연구자 : 네.

B : 그 김화중 장관이 보건복지부 예산이 수십조인데, 보육업무가 주업

무는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이걸, 여성부에서 가져가면 주업무가 된다

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매번 정권 바

뀔 때마다 여성부는 폐지해라 그런 얘기 나오는데 보육업무 가져가면

그럴 이유도 없어지고... 그렇게 여성 장관 둘이서 합의가 된 거죠.

보건복지부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11월 12일 영유아보육법개정안(대

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9일에는 보건

복지위원회를 전격 통과하게 된다. 유아교육법안은 아직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일 유아교육법이 통과되지 않는

다면 독립된 모법이 없는 유치원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정체성도 없

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교육인적자원부도 의원들과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게 된다. 여기에는 그 동안의 과정을 보건대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그 중 어느 한 법안이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법

도 통과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법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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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더해 이번 기회에 영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교

육인적자원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

육법이라는 커다란 모법이 있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에는 그에 상응하는

모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저희들은 두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

다. 우선 유아교육법은 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

능하면 현재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정도의

법으로도 되면 관계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

선 법제정을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유아교육법을 만드는 주요 원

칙 중의 하나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

니다...

현승일 소위원장(한나라당 의원) : 아까 말씀 중에 현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현재 우리는 유아교육법을 만들면서 유아

교육 진흥을 위해 발전된 형태의 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현 상태, 현행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의 법, 유아

학교를 안 해도 되고 유치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도 된다는 얘깁

니다.

현승일 소위원장(한나라당 의원) : 그러면 제가 좀 앞서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교육화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예, 사립유치원도 당연히 공교육에 포함됩

니다.

(중략)

김경천 민주당 의원 : ... 그러니까 만약 유치원이 공교육 차원에서 한다면

유치원도 법인화를 해야 됩니다. 설립자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

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그저 법 만드는 데

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법을 만들면 다음에 개정할 수가 있거든요.

개정은 제정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 제정을 희망한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학교 등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그것

대로 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의 법을 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6대 국회 제240회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2차. 20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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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과 ‘영유아

기의 교육적 중요성’, ‘초등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및 기본 인프라 활동’ 등

을 명분으로 교육부로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만약 교육부로의 일원화가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3∼5세아의 교육과 보호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은 여성부가 담당하는 연령별 이원화 방안을 제시하

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아교육법안이 드디어 12월 9일

교육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역시 학원에 대한 지원 문제로 10일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이원영, 2004).

12월 11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체 토론 과정에서 그동안 제

기된 주요 쟁점 사항과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두 건의 유아교육법

안을 심사하여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같

은 날 오후 한나라당 소속 윤영탁 교육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수정안(대안)

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윤영탁 위원장(한나라당 의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

두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소위원회가 제안한 유아교육법안

(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그러면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

한 대로 유아교육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제16대 국회 제244회 – 교육위 제1차. 2003.12.11.)

12월 19일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당일 법사

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으로 인해 통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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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12월 26일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유아교육법 찬성세력측의

움직임을 자극했다.

“24일은 크리스마스 전날이어서 국회 전체가 한산했고 유아교육법은 안건

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중략)... 26일에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

었다. 국회 후생관에 모여있던 이원영, 양옥승, 이병래, 노영희, 이경민, 신은

수, 최중희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안건 상정을 촉구하기로 하고 행

동에 옮겼다. 안건으로 상정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할 작정이었다.... (중략)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이 분들(윤영탁 위원장, 김기춘 위원장, 이재오 사

무총장, 민주당 유용태 사무총장)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유아교육법안 상정

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원영, 2004)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안은 1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사위 통과 직전, 과거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1997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직을 수행했던 안병영 전 장관이 새롭게 부총리 겸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 유아교육계에서는 2003년 12월 말 안 부총

리의 취임이 유아교육법의 통과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2003년 12월 24일 취임한 안병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취임

은 유아교육법제정에 청신호였다. 신년하례식 때 안병영 장관께서는 “유아교

육법제정은 우리부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새해 첫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올해 업무는 계속 밀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원영, 2004)

(4)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

정책연합이 형성되고, 유아교육법을 둘러싼 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각

정책연합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먼저, 입법 찬성연합 측에서는 유아교

육대표자연대의 구성단체였던 한국교총과 전교조 사이의 균열이 일어났다.

교총과 전교조 사이의 이념적 성향 차이가 일의 추진과정, 법안에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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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내용에 대한 논의 등에서 충돌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국장 : .. 유아교육계에서 (유아교육법) ‘이거 (중략) 이렇

게 해 갖고는 안 됩디다. (중략) 교총이라는 큰 조직 한번 힘 좀

써 줘요’ 그래서... (중략)... 하다 보니까 이게 교총만 해서는 안

되겠다. 유아교육주체들의 동참과 합의가 있어야 됐어요. 그 때

(유아교육)범국민연대가 있다 그러더라구요. 쭉 보니까 상당히 좌

파적 인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한나라당 그들 말 들어요?

(2006.7.6. 박창현, 2006: 69∼70에서 인용)

박지은 당시 유아교육학생연합회장 : 양쪽이 근데, 둘이 항상 싸웠던 것은

국민의례를 하면.. 전교조는 무슨 그 노래 있잖아요, 투쟁가... (중

략)... 교총은 애국가... 그런 것 때문에 한 시간 싸우고... (중략)...

그 다음에는 교총이 이걸 했으면.. 다음엔 전교조가 강한 걸 해야

하고... 그렇게 계속되는 싸움인 거에요. (2006.7.6. 박창현,

2006:96에서 인용)

이원영 교수 : ...(중략)... 그런데 준비회의에서 사사건건 전교조가 반대를

하는 거에요.... 궐기사 낭독을 전교조가 한명이라도 더 하겠다든

지 그런 일이었어요. 유아교육계 내부에 존재하는 분열을 극복하

며 유아교육법을 통과시키는 일이 힘들었지요. (2006.7.18. 박창

현, 2006: 97∼98에서 인용)

그리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특히 ‘그 밖의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

는 유아교육기관’ 내용을 법안에 넣어 미술학원에 다니는 만 5세아에게 교

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놓고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갈등을

일으킨다.

“학원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는 한국유치

원총연합회의 입장과 달리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미술학원 지원 절대 반대

를 표명하였다. 당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모법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원의 만5세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유아교육법에 삽

입하는 것은 유아교육자 신념의 문제이다.... 넷째,... 이 조항은 법제정 기술

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이다.... 다섯째, 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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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유아교육기관으로 보고 유아교육법에 이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이원영, 2004)

한편, 입법 반대연합 내에서도 균열이 일어났다. 먼저 전국어린이집연합

회(전어련) 및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의 입장 변화를 들 수 있다. 민간보

육시설운영자들로 구성된 전어련(과거 민간보육시설연합회였던 ‘민보련’이

명칭을 바꿈)은 문민정부 당시 처음 유아교육법이 발의되었을 당시에는 찬

성의 입장이었으나, 참여정부 수립 후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대립하면서

부터는 입법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3년 후반기부터 2004년

초에 이르기까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입법 찬성연합의 주체들과 회동

하면서 입법 찬성으로 돌아섰다.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역시 마찬가지로

입장을 바꾸었다.

B : 그 때 그 사람들.. 거기... (중략).. 맞아요, 민보련. 거기가 처음에는

유아교육법 찬성했었지.. 그러다가 나중에 새로 유아교육법 나오고 했

을 때는 이쪽 편에서 반대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어느새 저 쪽으로

붙어 있었죠. 이것저것 민간시설한테도 지원 같이 해 주는 쪽으로 가

겠다, 유아교육법만 통과시킬 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도 같은 규정들

넣어서 통과되면 민간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아미술학원은 유보일원화 논쟁 당시에는 보육시설 측과 연대해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2004년 유아교육법제정 당시에는 유아미술학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 유치원 측과 연대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서울특별시사회

복지협의회 복지신문, 2006.6.20. 박창현, 2006에서 인용).

한국영유아보육학회와 한보련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났다. 특히, 보육업

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는 반대를, 한보련은 지지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B : 한보련 입장은, 여성부에서 그 때,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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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여성부에서 가져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건(보육을 말함) 우리나라 복지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인데, 이걸 여성이랑 관계있다고 여성부에서 가져가면, 그럼 여군

도 다 여성부에서 관리해야 하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중

략)... 그 때 여성부에서 한보련을 살살 구워삶은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오면 이것도 해 주고, 저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

는 끝까지 반대했죠. 이게 어떻게 여성부로 넘어갈 일이냐, 이렇게 중

요한 일을 자기들끼리 넘기고 말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끝

까지 반대했는데... (중략)... 그 문제로 끝까지 돌아서 버린 거예요..

정리하면,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기점으로 국회 상임위원

회와 민간단체, 정부 관련부처 등이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한 채 찬반 입장

으로 나뉘었다.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영유

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안에 지지하

는 움직임을 보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지원하는 활동

을 하는 등 유치원 소관부처와 보육시설 소관부처 간에 대립현상이 나타났

다. 이것은 관련 법안을 오랫동안 표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회나 정

당도 정치적 계산에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여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다. 유치원과 보육계, 기타 단체들 역시 여러

연합단체를 결성, 성명서를 내고 각종 집회를 열면서 각 정책연합에 가세

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 가운데 각

정책연합 내부에서도 서로의 이념차이와 이해관계에 따라 내부 균열이 일

어났다. 정책결정에 있어 이러한 두 정책옹호연합의 대립과 갈등은 오랫동

안 관련 법안의 표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한편으로는 대중의 혼란

을 가중시킨 요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정책중재자의 노력을 통해 새

로운 변화로 나아가게 된다.

다) 정책중개자

유아교육법 제정을 둘러싼 정책옹호연합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합의와

타협이 도출되는 데에는 특히 한나라당의 역할이 컸다. 먼저, 200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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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안을 발의한 김정숙 의원은 당시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보수성

향의 한나라당 남성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였다.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하고 유아대상 사교육과 구분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 한나라당의 김정숙 의원은 당내 여성지도자 및 많은 남성 국회의

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 4월 1일 드디어 유아교육법안을 발의하였

다. 이는 유아교육법제정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왜냐

하면 2003년 여름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분리되면서 이재정 의원이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이로 인해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직을 상실

하였기 때문에 국회 내부에서 유아교육법을 챙기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었

다. 김정숙 의원은 이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유아교육계에 전폭적

인 지원을 하였다.” (이원영, 2004).

다음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황우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원

형 의원84)이 적극적인 중재활동에 나섰다. 특히 황우여 의원은 한나라당에

서 유아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아교육

계와 보육계 사이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 당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유아교육법통과를 결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는데, 마지막에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합의를 도출해 내

려고 애쓴 이는 한국교총의 이군현 회장과 황우여 의원이었다... (중략)... 12

월 27일 한나라당사를 찾은 이군현 회장은 황우여 의원에게 유아교육계는

이군현 회장이, 민간 보육계는 황우여 의원이 설득하여 대화하는 자리를 만

들고자 하여, 당일 팔레스 호텔 커피숍에서 밤 10시에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대표들과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이재오 회장단과 만나게 되어 28일 새벽 1시

가 넘도록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인건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

원 조항 삽인 등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이원영, 2004)

황우여 의원 등의 설득과 중재 노력으로, 2004년 1월 3일 전국 유치원

과 보육시설의 원아 중 80%(94만 명)를 담당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전어련)’이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우리나라 유아교

84)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시 지역구는 대구 수성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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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보육은 민간의존도가 높지만 정부 지원은 미흡해 과중한 사교육비 부

담을 가져왔다”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

설들의 모임인 한보련은 계속해서 유아육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굽히

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에서 “일부 이익단체 때문에 두 법안의 처

리가 늦춰져선 안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내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결국 한보련은 유치원의 ‘보호’ 기능을 삭제하라는 협상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보육 시설의 주된 기능이 보호인 만큼 이것을 유치원의 기능으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1월 7일 본회의 하루 전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과 황우여 의원이 한국보

육시설연합회와 일부 유아교육계 대표를 불러 유아교육법 중 보호를 삭제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때 이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유아교육계 대표인 이원영 교수에게 교육의 뜻을 물었고, 이에 이원영 교

수는 “교육의 의미에는 보호를 포함한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한국보육시

설연합회 황영자 회장이 “우리 연합회 내부에서도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지만 현재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많은데 이마저 못하도록 하면 더 큰 혼란이 일 수 밖에 없다고

설득했다”며 “하나씩 양보하여 찬반으로 갈라졌던 양쪽 모두 성과를 거두

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역시 보호를 빼는 것에 찬

성하면서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이원영, 2004; 박창현, 2006).

1월 8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 전 안병영 부총리는 교육인

적자원부 실장, 국장, 과장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여 법 통과를 부탁하였다. 여성부 역시 유아교육법제정

반대의 의견을 같은 장소에서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오후 3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황우여 의원이 “유아교육의 교육에는

이미 보호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정 의원과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처럼 별도로 교육과 보호 기능을 분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유치원에서 이미 종일반을 운영하면서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라는 단어를 삭제한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수정안에는 또한 “사립유치원이 차지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헌도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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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교사에 대한 인건

비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에 따라 부담토록 함으로써 공교

육 내실화를 기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85)

결국, 본회의에서는 황우여 의원이 제안한 ‘유아교육법 제정법률안에 대

한 수정안’과, 이원형 의원이 제안한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함께 가결되기에 이른다.86)

라) 정책산출 결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유아교육법 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안이 동시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내

면서도, 한나라당이 유아교육법 수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유아 교육기

관의 ‘보호’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유아교육법 입법 찬성세력 내부에서

는 반발이 나타났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

히면서도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화라는 기준에서 볼 때 유아교육법에

서 보호 규정을 삭제한 것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통합교육을 가로막는

것”이라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그리고 ‘범국민 연대모임’

역시 보호 조항의 삭제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일원화 논의 과정

에서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오마이뉴스. 2004.1.8.)

한편 유아교육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육계 내부에서도

불만이 표출됐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유아교육법에서 보호

기능 조항을 삭제했다 해도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에만 표시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사실상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모두 교육과 보육

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기능이 삭제되었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85) 이와 비슷한 내용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교사 인건비 및 시설 지원 내용은 영유아보

육법개정안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86) 유아교육법안(위원회 대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석 212인 중 찬

성 188인, 반대 5인, 기권 19인(제244회 – 본회의 6차).



- 196 -

보았다. 1998년 종일반 제도가 도입됐으며 2003년 말 현재 유치원의 35.2%

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

호’ 조항 때문에 법 제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동아일보,

2004.1.8.).

언론에서는 법 통과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내용과 전망, 문제점

등을 함께 보도하였다.

“1997년 처음 발의된 이후 7년간 이해집단간의 이견으로 표류하던 유아교

육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만5세아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

적으로 실시돼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유아교육법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향신문, 2004.1.8.)

“그동안 유치원 교육 관련 법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별도 법률이 제정돼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

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보호’와 ‘교육’ 기능을 함

께 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동시에 통과돼

유치원과 보육시설, 학원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던 시도는 일단

어렵게 됐다”(한국일보, 2004.1.8.)

“2007년까지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할 경우 예산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세계일보, 2004.1.8.)

유아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의 유아교육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유아교육에 적합한 독립된 근거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교육 분야를 정식으로 평생교육을 위한 공교육

체계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 어린이(취학

전 1년)의 무상교육을 2007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하고87) 저소득층은 만 3

87) 지원 확대 방향과 관련해, 이계영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의 무상교육이나

어린이집·놀이방의 무상보육 모두 법정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등의 차례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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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도 교육·보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

층간 위화감 해소 및 학부모에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게 된다.

둘째,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으로 종일반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학

부모들은 집과 가까운 곳의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

부분의 보육시설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농어촌 지역은 유치

원 종일반에서 흡수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 바, 낙후 지역 유아들이 교육과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국가 및 지자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경비 및 교사 인건비

일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기록부를 갖춰 유

치원·어린이집의 교육·보육 내용이 초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마) 주요 쟁점과 정책연합의 신념

주요쟁점별 주장을 통해 각 정책연합의 신념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

2003년 4월 각각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공청회

결과, 그리고 각종 언론보도 자료와 연구문헌 등을 토대로 주요 쟁점별 두

정책옹호연합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4]와 같다.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새로운 보육법의 제정 여부를 놓고 두 정책연합이 ‘가부(可否)의 문

제’로 대립하다가, 입법 반대연합이 입장을 선회해서 이후에는 ‘수준의 문

제’가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제정이 있어서는, 두 정책연합이

막판까지 입법의 가부(可否)를 놓고 대립했다. 그만큼 [표 5-4]에 나타난

것처럼 쟁점이 많고,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2004년 1월 9일자 기사)



- 198 -

구 분 입법 찬성연합 입법 반대연합

참여주체

- 국회 교육위원회

- 교육인적자원부

- 유아교육대표자연대

- 범국민연대모임

- 참교육학부모회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여성부

-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한국여성연합

-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기존 정책의

문제대응능력 평가

-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부족하다

(1) 유아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에는 현재의 제도와 정책만

으로는 충분치 않다.

(2) 종일반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기존 제도와 정책만으로도 큰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1) 기존 정책을 통해서도 현재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은 잘 운

영되어 왔다. 문제가 있다면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및

보완으로 해결 가능하다.

(2) 종일반 운영 등이 필요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독립입법의 필요성

-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1) 유아교육에 대한 모법 마련이 필요하다.

(2) 종일반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은 이와 같은 법률안은 반대한다.

(1) 기존의 법 체계 속에서도 현재까지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

다.

(2) 모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입법 찬성측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본질을 벗어나는 월권적 입법이므로 반대한다.

[표 5-4] 쟁점별 정책연합의 주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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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의

통합문제

- 보육·교육 통합

(1) 일원화된 유아학교, 영아보육시설에서 평준화된 교육을 저

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2) 관리부처의 일원화, 국가의 지원 강화 등으로 오히려 보육

이 활성화될 수 있다.

- 보육·교육 분리

(1)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가 오히려 유아학교와 영아보육시설의

이원화구조를 만들고, 한 가정의 아동을 어린이집과 유아학

교로 각각 보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2)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고유한 특성과 강점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의 강점이 무시된다.

정부의 개입 및

관리 강화의 문제

- 정부의 관여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1) 유아의 적절한 발달과 교육을 위해서는 일관되고 통일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2) 시장화에 따라 운영난을 겪는 민간시설의 문제 및 학부모

부담을 해결할 수 있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 정부의 관여는 더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아동에게 획일화된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국가적 차원

에서는 낭비가 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평가

- 유아학교를 통해 아동과 교사에게 차별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1)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취학 전 아동 모두가 평준화된 교육

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2) 이원화된 교원체계가 통합관리되면서 모든 교사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처우가 개선된다.

- 오히려 아동과 교사에게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1) 사실상 보육 필요성이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0∼2세 아동에

대해서는 차별이며,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을 옮겨야

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수익성이 낮은 영아보육은 시설에서 기피할 것이며, 영아교

사와 유아교사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3) 진정으로 평등한 의무교육을 시키려면, 만5세아 무상지원이

아니라 차라리 K-grade로 가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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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지원
-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유치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유치원의 비대화를 가져오고,

특정 시설에 대한 쏠림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보호’와 ‘교육’에

대한 해석

- ‘보호’ 기능을 유아교육법 속에 포함시켜 명시해야 한다.

: 이미 교육 속에는 보호기능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한 것

이다.

- ‘보호’ 기능을 유아교육법 속에 명시해서는 안된다.

: 보호기능을 명시하는 것은 보육 고유의 존재가치에 대한 침

해이므로 반대한다.

‘학교’ 명칭의

사용 문제

- 공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학교’란 명칭을 사

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에서 ‘학교’란 명칭을 쓰는 것이 균형에 맞는 것이다.

- ‘학교’라는 명칭 사용의 이면에는 특정세력의 이해관계가 개입되

어 있다.

: ‘학교’라는 명칭이 학부모와 아동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유치원의 경영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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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정책의 문제대응능력에 대한 평가 및 독립입법의 필요성

인식

유아교육법 입법 찬성연합은 기존의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정책만으로

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세계적으로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각국이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당시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을 제고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직장 여성이 증가하는 등 유

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는데 기존의 제도가 이에 적

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유아교육에 대한 모법을 마련

하고, 동시에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법 반대연합은 기존의 제도와 정책만으로도 큰 문제없이 해

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체제 하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이 원활히

시행되어 왔으며, 문제가 있다면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종일반 운영 등이 필요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 때문에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는 없다”

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유아교육에 관한 모법이 없다는 점에서는 입법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찬성연합이 추진하려는 유아교육법안에 담긴

내용은 그 필요성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것이 입법 반

대연합의 논지였다.

(2) 보육과 교육의 통합문제에 대한 인식

입법 찬성연합은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일원화된 ‘유아학교’와 ‘영아보육시설’에서 평준화된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

로, 원하는 시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관리부처의 일원화 및 국가 지원 강

화로 오히려 보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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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입법 반대연합은 보육과 교육의 통합에 반대했다. 주된 논거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교육계 측에서 주장하는 일원화는 반대로 유아학교와 영

아보육시설의 이원화를 낳는데, 이로 인해 한 가정의 아동을 어린이집과

유아학교로 각각 보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둘째, 무엇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고유한 특성과 강점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의 강점이 무시될

수 있다.

(3) 정부의 개입 및 관리 강화의 문제

입법 찬성연합은 유아의 적절한 발달과 교육을 위해서는 일관되고 통일

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는 입장이었다. 이를 통해 시장화에 따라 운영난을 겪는 민간시설의 문제

및 학부모 부담을 해결할 수 있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행정낭비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입법 반대연합은 국가의 관여는 오히려 학부모와 아동에게 획

일화된 제도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오히려 국민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

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는 낭비이며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

시킨다고 주장했다.

(4)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평가

입법 찬성연합은 유아학교를 통해 모든 아동과 교사에게 차별 없는 교육

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취학 전의 아

동 모두가, 평준화된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둘째, 이원화된 교원체계가 통합·관리되면서 모든 교사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처우가 개선된다고 보았다.

반면, 입법 반대연합은 사실상 보육 필요성이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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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별을 낳는 것이고, 더욱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시설을 옮겨야 하는 것은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라고 보았다. 또, 수익성이 낮은 영아보육은 시설에서 기피할 것이며, 영아

교사와 유아교사 사이의 불평등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입법 찬성연합은 교사의 처우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입법 반대연

합은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명분하에 특정 분야로 예산이 치중되는 것은 유

치원의 비대화를 가져오고, 쏠림현상을 통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렇지만 이후 두 정책연합 사이의 타협 과정에서 민간보육시설

이나 학원 등에도 국가가 교사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합

의가 이뤄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해소된다.

(6) ‘보호’와 ‘교육’에 대한 해석 및 ‘학교’ 명칭 사용 문제

법안의 구체적 문구에 대한 쟁점으로 유치원의 기능 중 유아에 대한 교

육과 ‘보호’에 대한 문구를 넣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유아학교’라는 명

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

히 자구(字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연합 간 ‘명분’과 ‘실리’의 문제였

던 것이다. 즉, 보육과 유아교육의 개념정의 및 철학에 관계된 ‘명분’의 문

제이기도 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떤 아동을

수용해야 하는지, 혹은 어느 부처가 관할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리’의 문제

이기도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 : 저희가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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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건대 교육이라는 내용 안에는 보호

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보육이라는 말을 안 넣어

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김경천 민주당 의원 : 보호입니까, 보육입니까?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 보호입니다. 보육이라는 말은 보호와 교육이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 : 어린이집에서 몰아가는 것보다는 학부모의 입장에

서는 어린이집이 좋아서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못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냅니다. 그

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없이 가려고 해도 못 가니까, 교육

과 보호를 같이 넣어 놓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승일 소위원장(한나라당 의원) : 저는 이재정 의원님 말씀에 동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양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법처럼 다루고, 또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어린

이를 유치원으로 다 뺏기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려면 교육이라고 표현하든지 교육․보호

라고 표현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데, 굳이

보호라는 말까지 넣어서 그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호라는 말을 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16대 국회 제240회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3차. 2003.6.23.)

입법 찬성연합에서는 이미 교육 속에는 보호기능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호’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반면, 입법 반대연합에서

는 유아교육법 속에 유치원의 기능으로 ‘보호’를 명시하는 것은 보육 고유

의 존재가치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한다. ‘유아학교’

라는 명칭의 사용에 대해서도, 입법 찬성연합에서는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에 ‘학교’란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연합에서는 ‘학교’라는 명칭이 학부

모와 아동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유치원의 경영을

개선하려는 이기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하였다.

‘보호’라는 문구를 넣느냐의 문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느냐의 문제

는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그리고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한국유치원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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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 찬성연합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사항이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두 연합이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와 ‘유아학교’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두 문구를 비교할 때, 유아학교라는 명칭의

삭제에 대해서는 찬성연합 측에서도 쉽게 양보한 반면, ‘보호’의 문구에 대

해서는 두 연합이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유아교육법 입법 찬성연합은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

해 공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연합은 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통한 공교육화가

오히려 민간의 다양성과 자율성, 교육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두 정책옹호연합의 규범적 핵심신념이었고, 그 신념의 차이는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인식에서의 차이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법

제정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에는 강한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

다. 한편 종국에는 상호간에 타협이 이루어진 점이기는 하지만, ‘민간시설

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나 ‘유아학교 명칭 사용’ 문제보다는 ‘보호’

라는 문구의 삽입 여부가 끝까지 첨예한 쟁점이 되었던 배경에는, 이것이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자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각 정책연합의 신념체계를 정리하면 [표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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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법 찬성연합 입법 반대연합

정책옹호연합

구성집단

- 국회 교육위원회

- 교육인적자원부

- 유아교육대표자연대

- 범국민연대모임

- 참교육학부모회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여성부

-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한국여성연합

-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정책

신념

규범적

핵심신념

보육과 교육 통합 보육과 교육 분리

통합적인 공교육 구조를 통한 평등

성 확보, 행정낭비 방지 등 효율성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학부모

와 아동의 교육선택권 보장

정책

핵심신념

기존 제도·정책에 대한 평가 – 새

로운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의 모법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정책에 대한 평가 – 지금까

지도 큰 문제가 없었고, 본질을 넘어서

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모법 마련에는

반대한다

‘보호’기능을 유아교육에 포함시키고

명시해야 한다

‘보호’기능의 명시는 보육 고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침해적 행위이다

2차적

측면

교사 인건비 및 시설유지에 대한 국가

와 지자체 등의 예산지원 : 필요하다.

교사 인건비 및 시설유지에 대한 국가

와 지자체 등의 예산지원 : 유치원에게

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초·중·고등학교와의 균형상 ‘유아학

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선입견을 조장

할 수 있다.

[표 5-5] 정책연합의 신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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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종합검토

지금까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을 분석모형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14가지 검토요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상

의 주요 특징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타법과의 관계 및 법 체계상의 위상

유아교육법은 기존에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산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유아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독립된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법

이다. 즉 유아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법체계 및 법률구조 면에서

볼 때, 유아교육법은 일련의 교육관계법을 이루는 일부분이라는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육기본법이라는 토대 위에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으로 연결되는 과정 속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유아교육 분야를 채우는 법이었기 때문에, 다른 교육관련법들과의 균형,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의식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

다. 비록 이 법이 과거 유아교육‘진흥법’을 넘어 진정한 이름의 유아교육법

이 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구조적 이유로 인해 상당부분 다른 교육관련법

의 기준이나 내용에 따라야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법규(시행령이

나 시행규칙, 혹은 별도의 대통령령 등)에 별도의 내용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 기존 정책의 문제해결능력 및 새로운 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평

가의 차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세계적 추세인 유아교육에서 한국이 뒤쳐

질 우려가 있고, 증대되는 전일제 교육의 필요성에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입법 찬성연합은 주장했다. 반면에 입법 반대연합에서는 기존의 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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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만으로도 보육 및 교육의 요구가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다고 보았다.

반대연합은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처럼, 새마을유아원이나 탁아시설, 유치

원 등이 지나치게 부족해 당장의 보육 및 교육문제를 해결할 시급성이 높

았던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반대연합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에는 맞벌이 부부 자녀 질식사건에서처럼 언

론의 압박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에는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새로운 유아교육정책을, 반드시 그 시기에 만들

어야 한다는 통일된 여론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입법 찬

성연합과 반대연합 의 인식 및 평가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고, 강

한 저항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입법주도권

입법의 주도권에 있어서, 유아교육계 등 처음의 입법 찬성연합이 마지막

까지 보육계 등 반대연합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등 모든 과정을 주도해 갔

다. 이것은 입법 반대연합이 종국에는 오히려 입법을 주도했던 영유아보육

법 제정과정과 매우 다른 점이다.

라)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와 기대치에서의 차이

상대편 연합에 대한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입법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즉,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서 찬성연합은 ‘가(可)’, 반대연합은 ‘부(否)’의 입장이

었다. 그리고 반대연합이 계속 입법을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찬성

연합이 추진하려는 법안의 내용과 수준이 보육계의 영역에 지나치게 침해

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① 여전히 새로운 입법이 필요

한가에 대해 ‘가부(可否)의 문제’로 논쟁이 지속되었는데, ② 그 이유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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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합에서 추진하는 입법의 내용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반대연합의 판

단 때문이었다.

마) 외부 요인의 영향력 : 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입법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이 일부 태도를 바꿔 타협을 이루게 된 중요한

외부적 요인 중에는 사회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 유아교

육법 제정과정에는 정부나 정치권을 크게 압박하는 통일된 사회여론이 존

재하지 않았다. 국회 안에서도 이념적 성향이나 정당에 따른 대립보다는,

같은 정당 소속이라도 상임위원회에 따라 대립이 나타났을 정도로, 어떤

통일된 의견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유아보육법에서의 맞벌이 부

부 자녀 질식사 사건처럼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오히려 ① 정

책연합 내부의 응집력 차이, ② 정책교섭력과 전략구사의 차이, ③ 정책중

재자의 노력 등이 정책산출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응집력에 대해서, 입법 찬성연합은 교총과 전교조,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이에서 내부균열이 발생했지만, 교총과 대표자연대

가 결속해 2003년 12월부터 1월 초에 공동으로 집중적인 입법활동을 벌인

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역시 일부 법 조항에 있어서는 다른 주체들과 대

립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른 세력들과 함께 유아교육법 통과에 힘을 모았

다. 여기에 2003년 12월 24일 부임한 안병영 당시 교육부총리도 강한 의지

를 갖고 유아교육법 통과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반면, 입법 반대연합

은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으로 인해 실무

자들이 입법저지에 적극 나서기 어려웠고, 여성부 이관 문제로 인해 한국

영유아보육학회와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사이의 균열이 마지막까지도 해소되

지 않았다. 또한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은 민간보육시설 등에 대해서

도 정부가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찬성연합측과의

타협이 이뤄지자 입법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반대연합 내부의 응집

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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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2004년 1월 초) 그 때 정말 추었죠, 얼마나 추었는지 모릅니다. 그

때 한나라당사 앞에서 계속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안된다, 이런 식으

로는 정말 안된다... 그렇게 하고서는 다시 내려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벌써 싸인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연구자 : 한보련에서 말인가요?

B : 거기랑, 또 다른 데랑 다 같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럴 수가 있느

냐, 이러니까 이제 전부 다 싸인 했으니까 선생님도 여기 싸인하시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합의했냐, 합의문은

있냐, 보여달라고 물으니까, 합의문은 없다 이러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 합의문도 없는데 그냥 합의만 해 주면 어떻게 하냐고 반

문하니까 한보련 측.. (중략).. (한보련)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는 학자인 선생님보다 당사자인 우리한테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되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구나 하고...

연구자 : 그러셨군요.. 서운한 감정 같은 것도 느끼셨을 것 같네요...

B : 그렇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뛰어다니고 있나 싶은 회의감

도 들고... 이건 자기네 일이니까 자기네가 알아서 한다, 선생님은 가만

히 있어라 이런 말이니....

두 연합간의 정책교섭력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다. 먼저, 논리와 전략의

구사에 있어 차이가 보였다. 입법 찬성연합이 ‘창’이라고 하면, 반대연합은

‘방패’로 비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반대연합은 일관되게 최초의 반대논리

와 입장을 경직되게 고수한 반면, 찬성연합은 여러 강온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함으로써 양보와 설득을 얻어냈다. 다음으로 찬성연합에는 한국교총과

같이 공신력과 교섭력이 높은 단체가 존재했지만, 반대연합에는 교총과 비

견될 만한 참여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 특히 진보성향

의 정당과 보수성향의 정당 모두에게 공인된 신뢰를 받고 있었고, 따로 정

책교섭국을 두고 있을 정도로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관리를 하고 있었다.

“(유아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원단체총

연합회 이군현 회장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군현 회장은 유아

교육법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위기에 몰릴 때마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략)... 넷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국장이자 유아교육대

표자연대 사무국장인 김동섭 선생의 판단력, 순발력, 헌신이 공헌하였다. 유

아교육법안이 교육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동안, 그 과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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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략)... 유아교육계가 김동석...(중략).. 사무국장에게 진

빚이 크다.” (이원영, 2004).

박지은 당시 유아교육과학생연합회장 : 일단은 교총 쪽에, 그리고.. 국공

립 연합회가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동석 국장님께서 교총의

정책교섭국장님이셨거든요. 정책교섭이라는 게, 국회의원들 만난

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보고 국

회의원이랑 컨택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던 분이세요. 일단 인맥

이 넓으시고... 국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는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뭔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하

나도 모르고.. 만약에 한나라당을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한나라

당 누구와 얘기를 해야 하는지... (중략).. 하다 못해 국회 출입하

려면 신분증내고 출입증 받아야 하는 이런 것조차 모르는데.. 그

분께서는 그런 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2006.7.6. 박창

현, 2006:119∼120에서 인용)

마지막으로 당시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정

책중재활동을 폈다는 점이다. 특히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보건복지상임

위 소속 이원형 의원과 함께 두 경쟁연합 사이를 중재하고 설득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004년 4월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

함으로써 여대야소 구조가 이뤄졌고,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 이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 찬성연합 입장에서는 더더욱 당시 한나라당의 정

책중재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당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유아교육법통과를 결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는데 마지막에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합의를 도출해 내

려고 애쓴 이는 한국교총의 이군현 회장과 황우여 의원이었다. 한나라당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황우여 의원에게 유아

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조정하는 책임을 부여...” (이원영, 2004)

“만일 유아교육법 제정을 16대 2월 국회로 미루었거나 17대 국회로 넘겼

다면, 제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후 최병렬 대표는 대

표직을 내 놓았고, 한나라당은 내분을 겪었으며, 국회는 정치 개혁법 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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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쟁에 휩싸였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제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한

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17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사실은 유아교육계가 가

장 큰 후원자를 잃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원영, 2004)

그러나 정책중재의 실제 내용이 ‘주고받는(give and take)’ 식의 거래가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상대 진영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통해 본래의 정책

적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인지에 평가는 별개로 구

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보육계를 설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유인(誘因)

은 재정지원에 대한 약속이었고, 유아교육법 제정안과 함께 통과된 영유아

보육법 전면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유사한 지원규정들이 비슷하게 들어

가 있다는 사실88)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상의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강한 정책의지를 가진 장관의 부임’과 ‘효

과적인 정책교섭능력 확보와 전략 구사’, ‘한나라당의 적극적 정책중재활동’

은 특히 정치적 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은 여론 등의 사회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입법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보육계와 교육계

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의원들이 해당 사안을 차기 국회로 넘기

자는 의견을 갖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서와

달리 정치적 요인 중 ‘선거의 존재’는 유아교육법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는 보기 어렵다.

바)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

88) 첫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규정(제35조)이

이때 처음 들어갔다. 둘째, 유아교육법상의 여러 기구에 대응하는 기구들의 설치근

거가 명문화되었다. 부처 간 업무조정에 관해 국무총리 소속하의 유아교육·보육위원

회에 대응하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제5조), 유아교육위원회에 대응하는 보육정책위

원회(제6조), 유아교육진흥원에 대응하는 보육개발원(제8조)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유치원의 설립 및 교사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및 지

자체가 보조하게 한 유아교육법 제26조에 대응하여, 영유아보육법도 국가 또는 지

자체가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

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였다(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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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처럼, 입법 반대연합의 균열은 치유되지 않은 반면, 입

법 찬성연합의 균열은 후반부에 봉합되면서 오히려 강한 응집력과 교섭력

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도 두 연합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사)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조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조는 매

우 뚜렷이 나타났다. 입법 찬성연합은 유치원 관계자, 유아교육학자, 교육

인적자원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졌고, 입법 반대연합은 보육시

설관계자, 사회복지학자와 아동학자,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립하는 쟁점 역시 보육과 교육으로 나뉜 이

원화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특히 국회

안에서의 대립이 이념적 성향이나 정당에 따라서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와 교육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 사이에서 나타난 것은 보육 대 교육의 극명

한 대립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비록 타협을 통해 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보

육’과 ‘교육’의 실질적 역할이 중복되게 하였고, 비슷한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이원화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점

은 의미있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아) 정책결정 방향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적인 유아교육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의 계기, 즉 정책화 과정의 첫 출발은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

지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주도 하에 전문가와 실무관료를 주축으로

처음 법제화가 추진되었다는 점을 보면, 유아교육법의 시작은 ‘위로부터’였

고 정책결정 방향은 ‘하향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법제화를 요구한 민간 영역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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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참여, 정치세력과의 연대 노력 때문이었다. 즉, 아래로부터의 움직임

이 이후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책결정 방향은 ‘하

향식’에서 점차 ‘상향식’으로 변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자) 연합의 지속 시기

제1기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개혁방안을 처음 제시한 때로부

터 제2기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 1996년∼2004년까지 약 10년 가

까운 기간 동안 정책연합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 교개위에서

유아교육법안이 나왔을 때부터 보건복지부와 보육계는 반대한 반면, 유아

교육계와 교육부는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후 여러 차례 유아교육법

안이 발의될 때마다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을 보면 거의 유사한 주체들이,

유사한 논거에 의한 주장을 반복하며 대립했고, 큰 변화 없이 이러한 정

책연합이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시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 있

어서는 “정책연합의 구성과 존속에는 약 10여 년에 가까운 비교적 긴 시

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정책연합은 안정성을 갖는다”라는 사바티어의 가

설에 부합한다.

차) 신념체계 및 정책학습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약속을 받으면서 일부 보육세력이 태도를

바꾼 것에서 나타나듯이, 유아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

는 찬성연합과 반대연합 양측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를 ‘이해했기’ 때

문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념체계에 있어 규범적 핵심이나 정책핵심 신념의 변화 때

문에 입법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전략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한 부분

은 있어도, 이른바 ‘정책학습’ 또는 정책지향학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과 비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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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국회 통과절차의 민주성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모두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한 각종 언론자료, 국회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특별히 어느

정당에서 당론으로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제한했다거나, 의회 다수당

에 의해 강행처리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최종과정 전후의 상임위

원회 회의록에도 특별한 강압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절차의 민주성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타) 정부의 입장

비록 2003년 후반∼2004년 초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

으로 나서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상당기간 두 부처는 직접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간접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모법이 마련되는 것

이 최우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유치원연합회나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민간단체들

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편이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육아

지원정책의 형성과 관련해서 정부부처는 이익집단보다 더 온건한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가설에 부합한다.

파) 기타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서는 이념적 성향 혹은 보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여당과 야당을 중심으로 정책연합 간의 대립전선이 형성되었다. 그러

나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는 대립전선이 국회 내의 관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타나났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문민정부 시절 처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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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진 유아교육법안이 실제 정책화되지 못한 요인으로 일부 정책관계자

들은 ‘보육계 등의 지지를 무시할 수 없었던 진보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언급하지만, 2003년 4월 마지막으로 법안을 발의한 김정숙 의원을 제외하

고는 이전까지 유아교육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모두 새정치국민회

의와 민주당 등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이었다는 사실도 특징적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법이 제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비교적

보수성향인 한나라당이었다는 점도 유아교육법 제정사례의 특징이라 할 것

이다.

이처럼 정치권의 대립전선이 이념적 성향과는 별개로 나타난 것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 방법,

권한 등에 대한 해석은 육아지원정책을 복지적 차원에서 보느냐 교육적 차

원에서 보느냐 같은 신념 및 가치관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이념’보다는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힘을

발휘했던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

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도 역시 ‘명분’과 ‘실

리’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회의원들은 유아교육

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정책적 판

단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 이미 1997년 이후 꾸준히 관련 법안이 상

정되어 왔기에 입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을 지라도, 유아교육법 제정에

찬성해야 하는지 반대해야 하는지 혹은 유아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판단의 선호(選好)’는 불분

명한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

면서, 주변 상황에 맞춰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

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정리하면 [표 5-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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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아교육법

① 타법과의 관계 및 법 체계

상의 위상

- 유아교육에 관한 일반법

- 교육법체계의 일부 (기본법은 교육기본법)

②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의 문

제해결능력, 그리고 새로

운 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

- 최종시점 기준, 연합 간에 차이가 존재함 → 입법필요성에 모

두가 공감하지는 않음

③ 입법주도권 입법 찬성연합 (불변)

④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 및

기대치에서의 차이

- 가부의 문제 (불변)

- 최종시점 기준으로, 반대와 비판의 이유는 입법추진된 내용이

기대치를 상회하기 때문.

⑤ 사회적 요인 : 통일된 여

론 등 사회적 압력의 존재
- 부재 (통일된 여론이 없었음)

⑥ 정치적 요인 : 선거, 정치

적 변화 등

- 강한 의지를 가진 장관

- 정책중재자 (국회 다수당)

⑦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 - 있었음

⑧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 - 뚜렷함.

⑨ 정책결정 방향
-1기 : 하향식(Top-down)

-2기 : 상향식(Bottom-up)

⑩ 연합의 지속시기 - 약 10년 (1996∼2004)

⑪ 신념체계
- 규범적 핵심 : 변화하지 않음

- 2차적 신념 등 : 상대적으로 양보와 타협

⑫ 정책학습 - 나타나지 않음

⑬ 국회 통과 절차의 민주성 - 민주적

⑭ 정부의 입장 - 온건하게 나타남

[표 5-6]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관련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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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종합분석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과 관련된 두 가지 정책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두 개

의 정책옹호연합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공적 영역에서의 보육서

비스 제공 확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었고, 이

때 유아교육진흥법은 다양한 형태의 탁아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을 새마을유

아원과 유치원으로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많은 시설들이 새마을

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전환하였지만, 문을 닫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한편

으로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이 ‘보호’ 기능이 주를 이루었던 보육시설에 ‘교

육’ 기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는 유아교육계 전문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후 민주화와 경제성장 등으로

보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새마을유아원 체제, 그리고 아

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등의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이 독립적인 보육입법의 주장을 이끌어 냈다. 그 후 입법 찬성연합과 반대

연합의 대립이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 자녀 질식사건이라는 사회적 사건으

로 인해 여론의 압력이 거세졌고, 반대연합 역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

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당시의 핵심적인 쟁점은 “보육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였다.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민정부 시절 대

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 출범한 교육개혁위원회가 유아학교로의 일원화 및

만5세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개혁안을 내놓으면서부터 본격적으

로 두 경쟁연합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IMF와 정권교체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유아교육법은 한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를 통과하지 못했다. 2003년 4월에 역대 네 번째 유아교육법안이 의원입법

으로 발의되면서부터 보다 본격적인 정책연합의 구성 및 활동이 이루어졌

다. 그 후 찬성연합과 반대연합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다

가, 국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정책중재활동을 통해 유아교육법이 제

정되었다. 당시의 핵심적 쟁점은 “과연 유아교육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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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유아보육법(1991) 유아교육법(2004)
차이

여부

① 타법과의 관계

및 법체계상의

위상

- 보육에 관한 일반법

- 단일법 (스스로가 기본법) →

자체 내에서 내용과 기준을

완비할 필요성 높음

- 유아교육에 관한 일반법

- 교육법체계의 일부 (기본법은

교육기본법) → 내용과 기준의

규정에 있어 타법과의 균형

및 위임입법 의식

O

② 기존 정책의 문

제해결능력 및

새로운 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

- 최종시점 기준, 두 연합간에

차이가 없었음 → 모두가 입

법필요성 공감

- 최종시점 기준, 두 연합간에

차이가 존재함 → 입법필요

성에 모두가 공감하지는 않음

O

③ 입법주도권
입법 찬성연합 → 입법 반대연

합 (변화가 있음)
입법 찬성연합 (변화가 없음) O

④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 및 기대치

에서의 차이

- 가부의 문제 → 수준의 문제

(변화있음)

- 최종시점 기준으로, 반대와 비

판의 이유는 입법추진된 내용

이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

- 가부의 문제 (변화없음)

- 최종시점 기준으로, 반대와 비

판의 이유는 입법추진된 내용

이 기대치를 상회하기 때문.

O

⑤ 사회적 요인 : 통

일된 여론

등 사회적

압력의 존재

- 존재( 맞벌이 부부 자녀 질식

사건 → 여론 형성 및 정치권

압박)

- 부재 (통일된 여론이 없었음) O

⑥ 정치적 요인 : 선

거, 정치적 변

화 등

- 여소야대 : 야당이 처음 발의.

- 1991년 지방선거 의식

- 강한 의지를 가진 장관

- 정책중재자 (국회 다수당)
O

⑦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
- 없었음 - 있었음 O

[표 5-7]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비교

육과 교육을 유아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하는가”였다.

검토요인별로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과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을 [표 5-7]

과 같이 비교,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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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육 대 교육

의 대립구도
- 뚜렷하지 않음 - 뚜렷함. O

⑨ 정책결정 방향
-1기 : 하향식(Top-down)

-2기 : 상향식(Bottom-up)

-1기 : 하향식(Top-down)

-2기 : 상향식(Bottom-up)
X

⑩ 연합의 지속시기 - 약 10년 (1982∼1991) - 약 10년 (1996∼2004) X

⑪ 신념체계 및 변

화의 용이성

- 규범적 핵심 : 변화하지 않음

- 2차적 신념 등 : 상대적으로

양보와 타협

- 규범적 핵심 : 변화하지 않음

- 2차적 신념 등 : 상대적으로

양보와 타협

X

⑫ 정책학습 - 나타남 - 나타나지 않음 O

⑬ 국회 통과 절차

의 민주성
- 비민주적 (강행처리) - 민주적 O

⑭ 정부의 입장 - 온건하게 나타남 - 온건하게 나타남 X

1) 타법과의 관계 및 법체계상의 위상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타법과의 관계 및 법체계상(法體系上) 위

상’에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초중등교육

법과 고등교육법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교육법체계 중 일부이다. 따라서 다

른 교육관련법과 균형을 의식할 필요성도 컸고, 혹은 기존에 규정을 가진

다른 법령의 내용을 준용(準用)하거나 위임할 가능성도 컸다. 반면에, 영유

아보육법은 ‘일련의 보육법체계’ 속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보

육에 관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유아교육법과 그 위상이 다르다. 또한 영유

아보육법은 중요한 내용과 기준을 그 자체 내에서 완결적으로 제시하고,

타 법령으로의 위임입법을 줄일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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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정책의 문제해결능력 및 새로운 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기존의 탁아정책 내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등

의 조치만으로는 급증하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기 어려웠다.

즉, 문제해결의 시급성은 높은데 기존 정책의 문제해결능력은 부족하다는

판단이 대중과 정책결정권자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반면, 유아교육법과 관련해 입법 반대연합에서는 기존의 제도와 정책만

으로도 보육 및 교육의 요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고 보았다. 영유아

보육법 제정 당시처럼, 새마을유아원이나 탁아시설, 유치원 등이 지나치게

부족해 당장의 보육 및 교육문제를 해결할 시급성이 높았던 것도 아닌 상

황이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했고, 시급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

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반대연합의 반

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3) 입법주도권의 변화

두 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입법주도권의 변화여부에 차이가 나타난

다. 영유아보육법의 경우에는 입법 찬성연합이 입법을 주도해 나갔지만 최

종시점에서는 기존의 입법 반대연합이 민자당안의 입법을 주도했다. 그러

나 유아교육법의 경우에는 입법 찬성연합이 끝까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

도했다.

4)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 및 기대치

반대연합의 반대 원인 및 기대치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모두, 경쟁연합의 탄생 계기는 새로운 정책법률이 과연 필요한

가 하는 ‘가부(可否)의 대립’이었다.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최초 경쟁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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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독립적인 보육입법이 필요하다”는 세력과 “기존 법령만으로 충분

하니 필요 없다”는 세력 사이의 갈등이었다. 유아교육법 역시 경쟁연합 사

이의 핵심 쟁점은 결국 “이 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였다. 그

러나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독립적인 보육입법에

반대하던 정부와 여당이 태도를 선회하면서 ‘가부(可否)의 대립’이 사라졌

지만, 유아교육법에서는 여전히 이 대립이 지속되었다.

통과된 정책에 대한 반대연합의 기대치에서의 차이, 즉 ‘수준의 대립’에

대해서도 두 사례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최종시

점에서 입법주도권이 정부와 민자당으로 넘어갔을 때 야당과 진보세력이

여당안의 통과에 반대했던 이유는 여당안의 내용과 수준이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유아교육법의 경우에는, 기존의

보육계 등 반대연합에게 있어 새로운 법의 내용과 수준이 “기대치를 넘어

서는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5) 사회적 요인 : 통일된 여론 등 사회적 압력의 존재

영유아보육법의 경우에서, 새로운 입법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가부(可

否)의 대립’이 후반부에 ‘수준의 대립’으로 변화하는 것에는 사회적 압력의

존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초반 맞벌이 부부 자녀의 질식사건

을 계기로 독립적인 보육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정

부와 여당에 대해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압력은 보육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임입법보다는 법률 내에서의 자세

한 규정을 둘 것을 주문했다(민자당안에 대한 공청회 및 국회 상임위 전문

위원의 검토의견 참조).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사회적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정책만

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도 상당한 편이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합의나 통일된 여론이 존재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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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적 요인 : 선거, 정치적 변화 등

정치적 요인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정치적 요인이

있다 없다”에서의 차이보다는, “그 정치적 요인의 성격이 같다 다르다”에

서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유아보육법이 처음 발의되고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

시 여소야대라는 국회 내의 의석분포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91년의 지

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던 것도 무관하지 않다. 한

편, 유아교육법에서는 ‘강한 입법의지를 가진 장관의 활동’과 ‘의회 다수당

의 정책중재 활동’, ‘두 정책연합 사이에서 정책교섭력과 정치적 전략의 차

이’를 정치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선거의 존재’는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두 사례 사이에는 정치적 요인에서도 차이가 존

재한다고 할 수 있다.

7)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서는 반대연합이나 찬성연합에서 내부의 균열

이 나타나지 않았다. 제정 찬성연합의 경우 여성연합 등 시민단체와 평민

당의 관계는 끝까지 유지되었고, 제정 반대연합의 경우에도 내부참가세력

사이의 균열과 대립은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는

내부 균열이 뚜렷이 나타났다. 입법 찬성연합 내부에서는 한국교총과 전

교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다.

입법 반대연합 내부에서는 전국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의 입장 변화, 한국영유아보육학회와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사이의 갈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은 단단했던 입법 찬반의 대결구

도에 변화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의 결속력 차이 및 타협이 유아교육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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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에는 보육 대 교육의 대립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

았다. 입법 찬성연합과 반대연합 사이에도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가 연

합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대해 유아

교육계에서도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사례에서는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가 뚜렷이 나타

났다. 입법 찬성연합은 민간에서는 유치원 관계자와 유아교육학자, 정부부

처 중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입법

반대연합은 민간에서는 보육시설관계자, 사회복지학자 내지 아동학자, 정부

부처 중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로 구성되

었다. 쟁점 역시 유·보 이원화구조와 연관된 것이었기에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쟁점사항을 타협하는 과정에서는 유·보 대립구도가 중요한 영향

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9) 정책결정 방향

두 사례 모두 처음 정책이 논제화되기 시작한 제1기를 기준으로 볼 때

정책결정 방향을 ‘하향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제화가 이뤄진 제2기를 기준으로

보면 민간영역의 관심과 노력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법이 가능

했다는 점에서는 모두 ‘상향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두 사례

모두 유사했다.

10) 연합의 지속시기

두 사례 모두 정책연합이 약 10여 년 간 지속되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198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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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정까지인 1991년, 유아교육법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1996년부터 실제 입법화된 200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정책옹호연합이 형성, 유지됐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바티

어가 제시한 가설에 부합한다.

11) 신념체계

두 사례 모두에서 외관상으로 볼 때는 각 정책연합의 규범적 핵심은 변

하지 않았지만, 2차적 신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보와 타협이 보다

용이했다. 이 점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양보와 타협이 가능했던

구체적 원인은 달랐는데, 영유아보육법 사례에서는 입법 반대연합의 태도

가 바뀌면서 오히려 입법 주도권을 가져올 정도로 신념체계의 변화와 정책

학습이 눈에 띄게 일어났다. 반면, 유아교육법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생각에

공감하게 되었다거나, 일정한 정책학습을 통한 신념체계 변화로 타협이 일

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해관계의 문제 같은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의 약속, 정책중재자의 활동 등). 그런 점에

서 본다면, 규범적 핵심보다는 2차적 신념 등에 관해 양보와 타협이 가능

했다는 것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원인으로서 정책학습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12) 정책학습

앞서 신념체계에 대한 비교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유아보육법 사례에서

는 일종의 정책학습이 일어났지만, 유아교육법 사례에서는 정책학습이 일

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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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회 통과절차의 민주성

영유아보육법 사례에서는, 종국에는 국회 다수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

쓰고 1분만에 법안을 강행처리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절차가 비민주적이

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사례에서는, 국회통과시 여야 모두 자

유롭고 민주적으로 표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의 민주성이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14) 정부의 온건한 입장

두 사례 모두에서 정부부처는 민간단체, 이익단체보다는 대체적으로 온

건한 입장을 취했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국회상정 절차나 형식

을 보면, 정부입법안이 아니라 의원발의안 형태로 입법이 추진됐다. 정부

부처 역시 직접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민간단체나 정당, 상임위원회의 활

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을 보

더라도, 정부부처는 처음 입법필요성을 제기했던 측이 주장했던 것 같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사바

티어가 제시한 것처럼 두 사례에 있어서는 ‘정부의 온건한 입장’이라는 점

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정책결정 방향’과 ‘연합의 지속시기’, ‘신념체계

의 구조’, ‘정부의 온건한 입장’ 등 네 가지 요인에서는 두 사례 간에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10가지 검토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법령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

인의 탐색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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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정과정상의 구조적 요인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규명한 육아지원 법령 제정과정상의 공통점과 차

이점 요인를 중심으로, 어떤 구조적 요인이 아동권리관점에서의 법령 평가

결과(제4장)에 영향을 미쳤을지 탐색, 분석한다. 특히 “2004년 제정된 유아교

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보다 더 높을 것이

다”라는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점, 그리고 유아교육법의 고유 영역이

라 할 수 있는 교육권 분야에서도 영유아보육법의 권리 보장수준이 더 높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구조적 차원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1. 구조적 요인 탐색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제1단계에서는 앞서 검토요인을 중심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형성과정 분석에서 발견된 결과 등을 토대로 ‘예상요인’을 선정한다.

제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예상요인이 “영유아보육법이 유아교육

법에 비해 아동권리보장 정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라는 결과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면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

는 요인과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선별해 ‘관계요인’을 추출

한다.

제3단계에서는 제2단계에서 선별된 관계요인들을 중심으로, 그 기저에

존재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후 그 구조

적 요인이 실제 정책현실에 작동하는 기제 및 방식을 탐색한다.

1) 제1단계 : ‘예상요인’의 선정

제4장의 분석결과,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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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밀(J. S. Mill)이 제시한 일치

법과 차이법에 의거해, 제5장의 후반부에서는 두 법의 제정과정상 특징을

비교분석했고 총 10가지 검토요인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10가지 요인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타법과의 관계 및 법 체계상의 위상

(2)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시급

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

(3)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에서의 차이

(4) 입법주도권의 변화 차이

(5) 사회적 요인에서의 차이

(6) 정치적 요인에서의 차이

(7)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에서의 차이

(8)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에서의 차이

(9) 정책학습에서의 차이

(10) 국회 통과 절차의 민주성에서의 차이

다음으로는 “후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이 10여 년 전에 먼저 제정된 영유

아보육법보다 아동권리에 대한 자세한 규정도 많고 보장수준도 더 높을 것

이다”라는 예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던 세 가지 이유도 검토했다. 세 가지

이유는 ①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지닌 선행정책의 존재, ②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의무, ③ 성숙된 사회 민권의식이나 아동권리보호 의지의 반영

이다. 이 중 첫 번째 이유는 앞서의 ‘(2)기존 정책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평가’와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다른 두 가지와 관련한 요인을 추가로

선정한다. 따라서 예상요인은 총 12가지이다.

(1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적 효력

(12) 아동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갖춘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반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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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단계 : 각 요인별 연관성 검토 및 ‘관계요인’ 탐색

가) ‘(1)타법과의 관계 및 법체계상의 위상 차이’가 ‘아동권리 보장

수준의 차이’와 관계가 있는가?

제4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유아교육법은 영유보육법에 비해 아동권리 보

장규정이 적은 편이고,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으로의 위임규

정이 많은 편이다. 한편, 제5장의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타법과의 관계 및 법체계상의 위상에서 차이가 나

타난다.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초중등교육법>과 <고

등교육법>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교육법 체계 중 일부이다. 반면에, 영유아

보육법은 단독으로 보육에 관해 규율하는 단일법이자 기본법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세 가지 이유

에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유아교육법에서 세밀하고 자세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교육관련법에 아동권리와 결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굳이 유아교육법령 속에 해당 규정을 중복해서

넣어야 할 필요성은 떨어진다. 앞서 시설면적 및 학생수에 관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그 별표 규정에 따른 경우가 대표적이

다.

둘째, 다른 법률과 함께 일련의 ‘교육법 체계’를 구성하기에, 법 자체의

주된 관심과 목적이 아동의 ‘일반적 권리’ 보다는 ‘교육에 관한 권리’에 초

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법체계의 기본법인 교육기본법89)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법의 관심이 주로 ‘교육에 관한 권

89) 이 연구의 연구대상 사례인 유아교육법 제정이 2004년 1월 29일에 이뤄진 것을 감안해,

당시에 존재하던 교육기본법 ( 법률 제7071호, 2004.1.20.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했다.



- 230 -

리’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유아교육과 관련한 행정 역시 다른 교육관련법의 행정체계와 맞물

려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교육만의 특수성에 대한 감안이 상대적으로 약

할 수 있고, 다른 교육관련법들과의 균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교육법 제22조에서 “유치원교원자격검

정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다른 교육 관련법의 행정체계 속

에서 함께 유아교육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영유아보육법은 일련의 보육법 체계 속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보육에 관한 입법이라는 점90)에서 유아교육법과는 법체계상의 위

상이 다르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내용, 보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등을

다른 법에 위임하거나 타 법령을 준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관련 내

용을 영유아보육법령 속에 담아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교육권이나 복지권에 치중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 ‘일반’에 대해, 비교적 상

세하게 규정을 할 필요성도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타법과의 관계 및 법체계상의 위상 차이’는 두 법의 아

동권리 보장수준의 차이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2)기존 정책의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시급성에 대한 평가의 차

이’가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차이’와 관계가 있는가?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문제해결의 시급성은 높은데 기존 정책의 문제해

결능력은 부족하다는 판단이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었다. 그렇기에 보다

90) 물론, 사회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사회복

지법 제2조는 동법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영역 내에 영유아보육법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러나 사회복지법은 특별히 보육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사회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 전반에 대한 기본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

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정책 관련 사항이 담겨 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사회복지사 등 국가의 복

지정책 관련 체계 전반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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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과 기준을 담고, 보다 많은 권리영역에 대해 규율하는 새로운

법 제정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유아교육법의 경우에는 반대연합 측에서 볼 때 특별히 보육이나

교육수요가 급증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기존 정책의 변화는 혼란을 야

기할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해결능력

평가에서도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 마

지막까지도 법률 내에 넣어야 할 문구와 표현 등을 놓고 반대세력의 저항

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법령의 내용이나 표현, 규정형

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갈등을 피하려면 규정을 애매하게 하거나, 선

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거나, 다른 법령 등으로의 위임을 통해 해당 유아

교육법령 내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 보장수준 판단의 기준이었던 위임

입법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이 요인은 법령

평가결과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3)반대연합의 반대 이유 및 기대치에서의 차이’, ‘(4)입법주도

권의 변화여부 차이’가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차이’와 관계가 있

는가?

두 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반대연합의 반대 원인 및 기대치, 그리고

입법주도권의 변화여부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독립적인 보육입법에 반대하던 정부와 여당이 태도를 선회했

고 오히려 입법을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야당 등이 반대한 이유는 그 내

용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지 지나쳤기 때문이 아니

다. 반대하는 야당 등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원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아야 했고, 법안에 대한 토론회나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을

고려해 지나친 위임입법도 줄여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 이유 및 기대

치 차이’는 오히려 아동권리 관련규정을 증가시키고 명확히 규정하는 등

권리 보장수준을 높이는 계기였을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의 경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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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합의 강력한 반대이유는 추진되는 법안의 규정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

이었다. 그러므로 애초의 법안이 아동권리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강한 강

도로 담고 있었다 해도,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내용의

수위를 낮추고, 규정을 삭제하거나 형식상의 우회전략을 쓸 필요가 높았을

것이다. 법령의 표현에 있어서도 일반적·포괄적인 표현을 쓰고, 자세한 기

준 제시 등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인은 육아지

원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 차이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5)여론 등 사회적 압력의 존재’, 그리고 ‘(9)정책학습’이 ‘아동

권리 보장수준의 차이’와 관계가 있는가?

영유아보육법의 경우에는 핵심쟁점인 국가의 보육책임 문제에 대해 ‘보

육의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통일된 여론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입법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여당

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압력은 정책연합 사이의 생각의 차를 좁히

게 했고, 국가적 수준에서의 아동보호 관련사항을 보다 풍부하고 자세하게

규율하는데 있어 두 연합이 합의하도록 종용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민

자당의 원안에 대해서도 취약지역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배려가 부

족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로 인해 최종 법률안에는 관련 사항을 수정하

게 된 것도 좋은 예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사회적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확히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통일된 여론이 없었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조차 명확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판단을 유보

했다. 결과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상대편 주장에 수긍하고 동

의하는 등의 정책학습이 일어났기 때문도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설득하

는 과정에서 예민한 사항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우회적 방식을 강구했을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 압력의 존재 유무’와 ‘정책학습의 존재 유무’

는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차이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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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8)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 차이가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차

이’와 관계가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립되는 정책연합 사이의 높은 갈등수준과 긴

장관계는 육아지원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낮추는 것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그리고 이처럼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가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이다.

최종적인 입법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두 사례에서의 각 경쟁연합들은

거의 10년간에 걸쳐 형성되고 존속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유아보육법

사례에서는 정책연합의 대립전선이 진보와 보수 같은 이념적 지형, 혹은

‘정부 대 민간’의 관계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

법 사례에서는 보혁(保革)의 이념적 지형보다는 보육철학과 교육철학의 대

립, 혹은 복지부처와 보육시설 관계자 또는 교육부처와 유아교육시설 관계

자라는 정책관할권에 따라 대립전선이 형성되었다. 관할권의 문제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소관 상임위에 따른 대립까지 낳을 정도로, 오히려 더 첨예

한 대치상태를 유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육 대 교육의 이원화 구

도’는 정책연합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로 인

해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함에 있어 보육계와 유아교육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보육 대 교육의 대립 구조’는 육아지원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 차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6)정치적 요인의 내용’, ‘(7)정책연합 내부의 균열’, ‘(10)국회

통과절차의 민주성’에서의 차이가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차이’와

관계가 있는가?

‘정치적 요인의 내용’,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 ‘국회 통과절차의 민주성’

세 가지에 있어서의 차이는 두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 차이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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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두 사례에 있어 법 제정에 영향을 미

친 정치적 요인이 서로 달랐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앞서 본 사회적 압력에

대한 것처럼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는가 아닌가’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어

떤 요인들이 작용을 했는가’ 하는 점에서의 차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유아교육법의 경우 강한 의지를 가진 장관이 영향을 미쳤다면 그만큼

더 강한 유아교육 관련 내용과 규정이 담겨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령평가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정책중재자에 의한 중재역할 역시 원만

한 타협을 통해 아동권리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어

야 함에도 실제 평가결과에 있어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치적

요인의 내용과 관련된 차이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책연

합 내부의 균열 역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합 내부의 응집력이

높으면 높은 만큼 반대연합과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타협

과 설득 과정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히려

내부균열이 있었던 유아교육법 사례에서 반대연합의 반대가 더 크게 나타

났고,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역시 유아교육법이 더 낮게 나

타났다. 따라서 이 요인은 연관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

통과절차의 민주성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

이 더 확보되었지만 아동권리 보장수준은 유아교육법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요인의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 ‘(11)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아동권리 보장수준

의 차이’와 관계가 있는가?

한국은 1991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이후 협약이행의무

를 지게 되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초 제정, 공포되어 동 협약

의 이행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2004년 유아교육법은 동 협약에 따

른 준수 의무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육아지원정책

분야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은 관련 법령, 제도에 현실적 구속력을 가질 것

이고, 그러므로 후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보호규정과 권리보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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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처음

의 예상이었다. 그러나 법령평가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실제로 어떠한가? 이러한

협약은 어떤 방식으로 정책실무자 내지 정책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칠까?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유아교육법안 초안을 만들었던 A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구자 : 유아교육개혁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는 어떤 사상적 흐름이나 규범 같은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A : 그 때가 막 OECD 가입으로 바쁘던 때였어요. 저도 그 때 OECD

에 3년 정도 파견근무 나갔었죠. 그런데 이게 OECD 가보니까, ‘아,

정말 선진국들은 이렇게들 하는구나’ 하는 게 놀라움이 느껴졌습니

다. 보니까,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영유아기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걸 제도화하는구나,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

아이들보다 뒤처지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도 유아교육개혁 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공

교육체계에서 교육시켜야 한다,’ 이런 걸로 연결된 거죠.

연구자 : 그렇군요. 그런데, 아이들의 인권이나 권리보호 같은 점도 많

이 고려가 되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보면 1989년에 유엔아동권리협

약이 공표되고 한국은 1991년부터 비준해서 그 의행의무를 지게 되

지 않았습니까? 국가보고서도 내야 하구요. 그러면 유아교육법을 만

들려고 할 때도 이런 협약 내용들을 집어 넣어야 하겠다 라든가 하

는 그런 압박감이나 구속력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A : 아니요. 유아교육법 만들 때 권리협약 그런 건 결정적인 게 아니

었어요.

연구자 :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간한 협약이행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보면 이 협약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만들고 아동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요.

A : 그런데 사실, 아동권리협약은 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학생들의

권리나 교육권 같은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교육부에서

아동권리협약 비준할 때 그 일에도 관여를 해봤는데, 그 협약은 유

아보다 그 이상,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거예요. 큰애들이 대상

이었어요.

연구자 : 그러면, 아동권리협약은 유아교육법을 만들 때 커다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236 -

A : 네, 그래요. 오히려 아동권리협약 보다는 OECD가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OECD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 우리도 OECD처럼 유아교

육 크게 바꿔야 한다, 아이들을 여기저기 시설에서 보낼 사람 보내

고 안 보낼 사람은 그냥 집에 두는 게 아니라, 유아들도 프리스쿨이

나 K-grade처럼 학교에서 교육시키자, 이 생각이 더 큰 영향을 미쳤

죠.

연구자 :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안에서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건

가요?

A :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법안 만드는 문제가 교육부로 넘어왔을 때

도 (사정이) 비슷했어요.

이 언급에서도 보듯이 유아교육법의 제정 필요성 인식,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 구성상의 논의 및 진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강력한 입법규

범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유아

교육개혁 업무를 주관했던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협약이 ‘영유아보다

는,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려

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둘째, 유아교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형

성사고 실제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동권리협약이 아니라

OECD 국가들의 동향이었다.

한편, 보건복지 업무에 관여한 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 : 사실, 그렇잖아요? 그 때 뭐 전면적으로 무상보육한다, 보육비 다

지원한다 하는 게 어떤 깊은 연구결과나 이런 거 바탕으로 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 선거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급하게

나온 거니까... 그런 상황에 아동권리협약, 물론 그게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일단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

거니까, 당장에 그거부터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거(권리협약

을 말함) 찾아보고 논의하기에는 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죠.

연구자 : 그렇군요... 하지만 그 때 정치권에서 무상보육 해야 한다고 이

야기할 때는 이런 아동권리 같은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았을

까요?

E : 그랬겠죠. 아무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이야기한다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그 분들이 물론 선거

에서 자기네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복지정책

만들어서 국민들도 좀 좋아지게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들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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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했을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때도 뭐 일일이 아동인권협약

이니 이런 거 따져가면서 생각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오히려

순서는 반대였을 겁니다. 먼저 이런 공약 한번 내놓자, 그러면 이거

왜 해야 하느냐, 이게 왜 좋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아, 이런 것(아동권리협약을 말함)도 이 정책이랑 연결 되겠다’ 이

런 식으로 되는 게 꽤 있을 겁니다. 물론, 정말로 어떤 생각과 신념

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있겠지만요.

최근 관심이 모아졌던 무상보육정책에 있어서도 정책적 고려보다는 정치

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 전면적인 보육비용 지원 확대가 이미 정치권으

로부터 결정된 사안이었고, 정책실무자들에게는 그것을 가능하게끔 뒷받침

해야 할 업무가 주어졌다. 이렇듯 아동권리협약 등의 규범은 무상보육정책

의 출발점이 아니었고, 단지 구체적인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하거나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다. A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인다.

A : 물론, 아동권리협약이 진짜 중요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정책도

실제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있었을 때 유아교육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보다는 OECD가 더 컸어요...(중략)... 유엔에 보고서 낼

때, 그 때도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런 거에 도움

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평가하고 묶을 때 그 때 인용되는

거지, 전부 다 처음부터 그거만 가지고 시작하는 건 아니죠.

한편, 과거 여러 정부기관에서 근무했고 정당의 정책에 관여한 C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C : 그게 처음부터 그것 갖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영향

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만들어 가면서 ‘아, 이런 협약도 있었구나, 이런 내용도 있었네’ 하

고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당장 그 때는

몰라도, 다음번에 또 무슨 정책을 만들 때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

식적이든 영향을 주게 되니까... (중략)... 정당이나 국회에 있는 사

람들이 처음부터 무슨 이론 같은 거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선 이건 이렇게, 이런 협약이나 이런 이론에서

보면 이런 거다, 설명해 주는 사람들 역할이 진짜 중요하긴 한 거

죠.



- 238 -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엔아동권

리협약과 같은 규범들은 연구 사례인 육아지원 법령의 형성 및 실무과정에

서 중요한 정책 출발점이자 고려대상은 아니었다. 즉,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둘째, 그렇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은 내용구성과정에

서, 그리고 사후적 평가과정 등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

다.

결론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육아지원 법령의 제정과정에는 직접적이

고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두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차이와 의미있는 관계를 갖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아) ‘(12)육아지원정책 분야에서 실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반영

구조’는 어떠하며, 이 구조가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차이’와 관

계가 있는가?

앞서 아동권리협약 등이 학계 등 전문가들과의 교류 혹은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통해 연구대상 육아지원정책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실제 아동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갖춘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반영 구조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1)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인 의견반영 구조

먼저 학자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정책형성과정에 반영되는 일반적 경

로를 살펴본다. Cobb과 동료들(Cobb, Ross & Ross, 1976)은 정책의제 설

정을 주도한 집단이 정부 내·외부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3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외부주도형’이다. 사회문제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정부의 태도 변화 및 정책화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환기시키고 여론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해당 문제가 정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상당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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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중에게 형성되고 공중의제(公衆議題)로 떠오르면, 여러 전략을 이용해

정부로 하여금 정책의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부주도

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본다(정

정길 외, 2013). 두 번째 유형은 ‘동원형’이다. 외부주도형과는 반대로 사회

문제를 정부가 먼저 인지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

함과 동시에 정책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종 홍보, 지지세력 포섭 등

을 통해 공중으로 확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정부의 힘이 강

하고 민간부문이 약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본다. 세 번째 유형

은 ‘내부접근형’이다. 사회문제에 관련된 특정 외부집단이 정부기관 등에

접근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기관 내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 해당한

다. 정책의제를 제안한 집단이 정부기구 외부에 존재하기는 하나, 해당 문

제가 널리 공중의제로 형성되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자와

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무기

사업 등과 관련해 이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반영 경로와 형식을 구분해 보

고, 각각의 경우를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유형과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의견반영 경로는 공개적인 토론회, 공청회 등이다.

토론회나 공청회 등은 외부집단이 먼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를 대중과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 활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치권 혹은

정부에서 정책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토론회,

공청회 등은 외부주도형과 동원형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의견반영 경로는 정책자문위원회나 국책연구소 등을 통하는 것

이다. 이미 해당 위원회나 연구소 등이 정부나 정치권에 의해 구성된 상태

이기에,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내용과 주제가 미리 정해진 경우가 많다. 또

한 정부나 정치권에서 기대하는 내용 자체가 자신들이 주도하는 정책입법

의 내용과 근거, 정당성 등을 보완하는 것일 가능성도 높다. 그렇지만 반대

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새로운 제안이 정부 등에 전달되어 정책의제로 형성

될 경우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외부주

도형보다는 동원형에서 보다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셋 번째 의견반영 경로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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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책제안을 의뢰하는 경우이다. 혹은 외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제안서 내지 공약 등을 만들어 정부나 정치권에 제시하는 경우도 해당

한다. 주로 선거나 정권교체 등을 앞두고 많이 나타난다. 세 가지 유형 모

두에서 활용될 수 있다.

네 번째 의견반영 경로는 정책결정권을 지닌 주요 행위자들이 자신의 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다 공청회 등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연구나 제안 의뢰 등 공식적인 형태로 의견교환

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의 경우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

경우에는 친분관계 있는 전문가의 철학, 신념, 가치관, 지식 등이 내부의

정책결정권자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동원

형과 내부접근형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다섯 번째 경로는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 시위, 설득활동

을 통해서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른 세력 간의 충돌이 크

고, 쟁점대립으로 인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종종 나타난다. 정부

외부의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정책결정권자에게 접근한다는 점에서는 세

번째 정책제안 중 능동적인 경우와 유사하나, 이들 전문가 집단이 정책제

안에 그치지 않고 의제를 쟁점화하여 정부의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압력을 행사한다는 적극성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는 외부주도형과 내부접근형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2) 육아지원정책에 있어 전문가 의견반영의 실제 유형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제정사례와 관련해,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

전반에 주로 나타난 전문가 의견반영의 실제 구조는 어떠한가? 크게 세 가

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유형 1 : ‘당근과채찍’ -전문가집단의적극적인정책관여활동 (로비, 시위등)

첫 번째 유형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권자를 만나거나 압력을

가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로 시위, 로비, 압력, 설득 등의 방법이 사

용된다. 앞서의 다섯 가지 전문가 의견반영 구조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 241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1990년 9월, 보사부의) 탁아소 시설신고제 강행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서울, 부산, 마산, 인천 등지에서 ‘아동복지법시행령 거부 및 올바른 탁아법

제정을 위한 가두서명대회’를 각 지역사회탁아소 자모회와 단체가 주체가 되

어 진행하였다. “어머니에게 일할 권리를, 아이들에게 보호·교육받을 권리를”

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진행된 가두서명대회는 탁아문제를 홍보·선전하고, 올

바른 탁아법을 만들겠다는 결의에서 자모들이 스스로 나서서 벌인 것으로...

탁특위는 ‘올바른 탁아법 쟁취를 위한 범시민 서명작업’을 완결하여 국회·보

사부·서울시·각 정당에 제출하고... 계속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하였다.“

(지역탁아소연합회, 1995 『지역탁아소연합회 10년 활동』 중 “주요

활동”)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 전유협 학생들 1천여 명은 4월 28일 유아교육제정

촉구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관

련 법안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아이들의 연령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3년 4월 28일).

“2004년 1월 5일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어 시위를 했고 1월 6일은 전국의

교수, 학생, 공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교사 등 8,500여명이 모여 여의도 구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2003년 12월 집회에는 소수가 모였지만, 1

월 6, 7일에 엄청난 인원이 모인 것은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12월 30일 학년

을 마무리하고 대거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경찰 집계에 의하면 그날 유치원

교육계는 8500명, 보육계는 3,00명이 모여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 인파에

놀란 TV와 주요 일간지들은 처음으로 유아교육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이원영, 2004년).

이계영 당시 교육부과장 : 유아교육법 통과 막판에 접어들면서는 교육부의

총체적인 관심사항이 되어 모든 국장들과 시도 교육청 간부들이 협

조하여 국회의원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유아교육법제

정 막판에 지역구 의원들도 유아교육법제정은 시끄럽기만 하지, 별

로 도움 안 되는 법으로 그냥 넘어가자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교

육부는 시도교육청 간부를 통해 지역차원에서 지역구의원을 설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영향력이 강하니

까요. (2006.7.12. 박창현, 2006: 12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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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당시 교총 정책교섭국장 : 그 때 (유아교육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안됐었지 않습니까? 그 때 최용규 의원이 반대하고 그래서 법

안심사에서 안 되고 그랬을 때,... (중략)... 김원기 의장이 의장실에서

나올 때 우리 유아교육과 학생대표들이 다 김원기 의장 차 앞에서

무릎 꿇고서, “우리 다 노사모인데, 이거 안 해주면 우리 다 탈퇴한

다! ...(중략).. 민주당 최용규 의원이 왜 이 법안을 반대하느냐, 우리

유아교육과 2만학도 강력 단결하여 노무현 정부 박살낸다!!” 그렇게

했다고... (중략)... 그러니까 김원기 의장이 “(최용규 의원이) 왜 그랬

다냐?”며 학생들에게 “잘하라”고 달랬단 말이에요. (2006.7.6. 박창현,

2006: 127에서 인용)

“(2003년 12월 24일) 김용균 의원 방에 앉아있는 동안 이원영 의장은 이군

현 한국교총 회장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 김동석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여 윤

영탁 위원장, 김기춘 위원장, 이재오 사무총장, 새천년민주당 유용태 사무총

장을 설득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군현 회장은 이분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유아교육법안 상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중략)... 오후 5시 50분 신은수 교

수는 양옥승 교수에게, 이경민 교수는 이원영 교수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와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였음)이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해 이해를

확실히 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유아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을 하였으며,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는 사

실을 전해왔다.” (이원영, 2004).

(b) 유형 2 : ‘캐비넷으로부터의부활’ - 과거정책제안서로부터내용을추출, 조합

두 번째 유형은 이른바 ‘캐비넷에 보관된’ 문서들을 다시 꺼내어 살펴보

고, 이것이 시기별, 이슈별로 변형되고 조합되면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각 부처에서 과거에 제안했지만 입법화가

안 된 정책들을 재검토, 추출한 후 변형하거나 조합하는 경우, ② 학계 등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받았던 정책제안서를 취합해 보관했다가 후에 이

슈별, 상황별로 다시 검토해서 변형 및 조합하는 경우, ③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거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 국책연구소의 연구성과 등

공개된 자료를 추후 검색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식과 의견을 얻는 경우

를 들 수 있다. 앞서의 다섯 가지 의견반영 구조 중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결합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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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결국, 그 때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이해찬 장관이 ‘유아교육법

은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라’라고 하면서 완전히 쑥

들어가게 되었죠.

연구자 : 그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유아교육법안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도 그 때 많은 분들이 힘들게 모여서 논의하고 만든 법안인데,

그냥 무산되고 만 건가요?

A : 어떻게 되긴요, 그냥 캐비넷 속에 들어가게 된 거지, 뭐. 사실 그

런 게 정말 많아요. 상당수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위에 올라가도 이

런 저런 사정으로 다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게 또 밖으로 끄집어져 나오는 거죠... 이른바 그

‘기회의 창’이 열리면 그 때는 또 이게 정책으로 되기도 하니까...

나중에 안병영 장관이 다시 교육부장관이 되면서 자기가 예전에 김

영삼 대통령 밑에서 장관했을 때 그 때 만든 정책이니까 그거 이번

에는 꼭 다시 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또 많이 작용한 거죠.

연구자 : 그렇군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나요?

A : 많지요. 대표적으로 그 ‘수석교사제’, 그것도 그렇게 캐비넷에서 다

시 꺼내서 만들어 진 거죠. 원래는 그게 전두환 대통령 때 일선 교

육청에서 제안해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안 되면서 평소에 그냥 캐비넷 속에서 잠잔 거죠. 그러다

나중에 기회의 창이 열리니까 그 때 캐비넷에서 기어나와 빛을 보

게 된 거죠.

C : 그게 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리 정당에 관계분야 전문

위원들이 있어도, 그 사람이 다 그 분야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

러니까 수시로 교수님들이나 실무전문가들한테 “괜찮은 정책 좀 있

으면 만들어서 제안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죠. 선거 있거나 할 때

도 특별히 부탁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너무 촉박하니까 대개는 평

소에 부탁해서 받은 거 받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갖고 우선은

검토하고 회의하고 하는데, 그래도 평소엔 또 그 때마다 해야 될

일들이 쌓이니까, 대충 제목이랑 내용들 보고 보관하고... 일단은 그

렇게 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새로운 정책공약 만

들어 볼 필요가 생기면 ‘아, 그 때 그런 거 있었는데’ 하면서 다시

보관했던 자료들 들춰보고, 거기 내용들 참고해서 다시 만들어 보

고... 이렇게 되는 거죠....(중략) ... 그 사안(무상보육정책)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관련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무상보육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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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때 (2010년) 지방선거 지나면서 처음 나왔던 건 아니고 그

전에 2004년인가? 민노당 같은 데서 한번 먼저 공약으로 내세운 적

있었고, 다른 교수님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들 이미 많이

들 했었죠. 그 때 받아놓았던 정책제안서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

보육정책 만들 때 여기저기 참고하게 되니까, 그렇게 보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죠.

연구자 : 그러면, 그 때 그런 이야기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걸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만들어서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C :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 음... 그게 조금 복잡한데... 사실, 정책제안

서 같은 거 참고해도, 그게 한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짬뽕이 될 때가 많아요. 처음 그 제안서 받을 때랑 나중이랑

현실에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국회 보좌진 같은

사람들이 일단은 어떤 정책안 만들어 보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내부회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다른

분야 정책이랑 뒤섞이게 되기도 하고... 처음 보고한 사람이 생각한

거랑 그 위 책임자가 판단해서 더 위로 올린 거랑 또 다른 경우도

많고... 의원님들이 나중에 생각한 것도 반영되면 또 수정되고... (중

략)... 그렇게 보면, 일단 옛날 정책이나 교수님들이 보내주신 내용

이 참고가 되고 하는 건 맞는데 정확히 누구 의견이냐, 또 누가 그

정책 만든 거냐 같은 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걸요.

E : 연구소,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들 중요하죠. 물론, 나오는 거 보면 여

기서 나오는 거, 저기서 나오는 거 너무 많은데 매일 부처에서는

처리할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무슨 이슈가 터졌다거나, 위에서 누가 ‘이러이러한 것 좀 알아봐’

하면 여기저기서 자료 찾아보다가, 그런 연구소 같은 데서 나온 자

료들 중에서 몇 개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확 괜찮은 게 걸리

면 그걸 바탕으로 내용들 만들 때, 그 사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캐비넷 속에서 옛 자료를 꺼내게 되는 계기는 특정한 이슈가 쟁점화되어

해결책이 필요해 질 때, 혹은 상위 결정권자의 지시가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 245 -

연구자 : 그럼, 주로 선거가 있거나 무슨 사회적 이슈가 떠올라서 정부

나 국회가 대책을 내놔야 할 때, 그런 식으로 캐비넷에서 옛 자료들

이 나오게 되나요?

A :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정부에서는 항상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 같은 거에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어느 한

실무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건 좀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자기

가 조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누가 새로

국장으로 부임했는데, “야,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말이야, 그게 괜찮

다는데, 그거 좀 알아와 봐봐”, 이렇게 위에서부터 뭔가 생각하고서

찾아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밑에 사람들도 다 공부 좀 해서 알게

되고....

(c) 유형 3 : ‘전화 강의’ - 내부정책결정권자와의 사적 네트워크

세 번째 유형은 정부나 국회, 정당에서 주요 정책사안을 논의하고 결정

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관계자들과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매개되어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다. 다섯 가지 전문가 의견반영 구조 중에서

는 네 번째에 해당한다.

D : 국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공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뭐 입법조사처

에서 하는 것까지 치면 더 많은 편이죠. 그런데 그거 일일이 다 찾아

다니면서 들을 수 있나요? 아주 꼭 관심가는 거만 하면 어떻게든 시

간 내서 가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그 쪽 행

사 주관한 의원실이나 같은 위원회 사람들 아니면 모를까... 그래서

실제로는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 자기네가 아는 전문가랑 연락을

하죠. 이러이런 거 요즘 준비하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 있냐, 아니면

그거 회의를 얼마 있다가 해야 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

냐... 전화로 하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같이

그 기회에 공부해서 알게 되고... (중략)... 내가 그 쪽 전문가를 잘 모

른다, 그러면 주변에서 누구 아는 사람 없냐, 이렇게 추천받기도 하

고, 옛날에 다른 의원실에서 공청회 한 거 보고 ‘이 사람 연락처 좀

알려 달라’ 그래서 전화하기도 하고....

A : 행정국가, 행정국가화 하는 현상이 현대 국가들의 특징이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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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보면, 결국 내부관계자 회의, 이런 데서 다

정책이 결정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진짜 보면 회의 이런

거, 정말 많이들 해요. 그러면 “자, 언제 이거에 대해서 회의들 할 거

니까 좋은 의견들 준비해” 이런 분위기... 그냥 막 자기 상식만 가지

고 이야기하기에는 정책이란 게 파급력이나 중요성이 크잖아요? 그러

니까 그 회의참석자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결국 회의 전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개인적인 네트

워크 이용해서 학자나 전문가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조언받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 그런

데 또 회의에 들어가면 각자가 다 자기랑 얘기한 사람들이 다르니까,

서로 내놓는 생각들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고... 그러면 또

그거 내부회의에서 조율해야 하고....

연구자 : 그렇군요.

A :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장막 속에서 자기들끼리 참석해서 얘

기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바깥의 전문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

건 회의참석자들이 아는, 친한 사람들 얘기만 들어가는 거니까... (중

략).. 가끔 장관님이나 국장 이런 분들 중에 보면, “나는 그래도 민주

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민주적이라는 이유가 회

의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조가 이렇게 닫혀

있는데, 그게 벌써 비민주적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면담자들은 앞서 다섯 가지 의견반영 구조 중 공개토

론회나 공청회 등의 비중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D :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그것 또 미리 어레인지(arrange)

를 해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선은 자기네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섭외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

한테 추천을 받아서 다른 토론자나 패널들 선정하고, 연락하고... (중

략)... 처음부터 전혀 모르는 사안이니까 배우는 거다, 이런 게 아니

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 생각이나 방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랑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을 굳이 모셔 와

서 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토론자들 구성하고, 그러지는 않겠

죠.

A : 공개토론이니 공청회니 한다고 해도, 거기에 누가 참석을 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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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미리 어느 정도 자기네가 생각이나

구도를 짜 놓고 부르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연구자 : 그럴 수도 있겠군요.

A : 그리고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정작 정책이 하나 만들어지

거나 수정되려면 그걸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 의견

을 듣는 게 가장 먼저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떼를 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중략).. 그

런데 학자들이 말하는 건 왠지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거 같다, 그러

는데... (중략)... 학자들은 사실 일종의 훈수꾼인 거지, 직접당사자,

권리를 침해받는 당사자 본인은 아닌 거죠.

(3) 연구대상 사례별 전문가 의견반영의 유형

이상, 실제로 육아지원정책 형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와 경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대상 사례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은 각각 어떤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먼저 영유아보육법 제정사례를 살펴보면, 제1기의 유아교육진

흥법 제정은 대통령이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정부 및 관련단체가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입안한 경우로서 ‘동원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된 전문가들의

의견반영 구조는 ‘유형 3(내부결정권자들과의 사적 네트워크)’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2기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탁아입법 요구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이 경우는

‘외부주도형’이라 할 수 있고(이동욱(1991) 등도 외부주도형으로 판단한다),

‘유형 1(설득, 로비, 시위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여당에서 초기에 독립된 탁아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아동복지법 시행

령 개정방향을 논의할 때 일부 ‘유형 3(내부결정권자들과의 사적 네트워

크)’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사례는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1

기에는 앞서의 유아교육진흥법과 유사하게 대통령이 우선 국정지표를 제시

했고, OECD 국가들의 동향을 참고삼아 교육관계자들의 참여 속에서 구체

적 방안이 대통령직속 기구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동원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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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부접근형’이라 볼 수 있고, 의견반영 구조의 유형은 ‘유형 3(내부결정

권자들과의 사적 네트워크)’이라 할 수 있다. 제2기는 특히 2003년∼2004년

의 시기로, 민간의 전문가와 학자 등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설득, 로비, 압

력행사 등 적극적인 의견개진 활동을 벌였으므로 ‘유형 1(설득, 로비, 시위

등)’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무상보육정책을 살펴보면 ‘동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에도 복지정책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양대 정당과 국회에서 무상보육정책을 천명·추진하게 된 계기

는 ‘선거’라는 정치적 요인이 가장 컸다. 그렇기에 정치권의 의지가 정책의

제설정의 핵심기제로 작용했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들은 이미 이전에 제

시되었던 것들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의견반영 구조는 ‘유

형 2(과거 정책제안으로부터의 추출 및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판단결과를 정리하면 [표 6-1]과 같다. 즉, 정책의제설정과정은

크게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반영 구조는 일반적으로 ‘공개토론회·공청회’, ‘정책자문

기구’,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서’, ‘정책결정권자와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조언’,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정책활동’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두 사례, 그리고 참고로 최근의 무상보육정책의 경우에

서 실제 나타난 전문가 집단의 의견반영 구조 유형을 비교해 보면,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유형 1과 유형 3으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무상보육

정책만이 유형 2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전문가 집

단의 의견반영 경로나 구조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육아지원정

책 분야에서 실제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반영 구조’는 아동권리 보장수준

의 차이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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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무상보육

정책

1기 2기 1기 2기

의제설정 주도집단에 따른 유형 동원형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지 내부

접근형

외부

주도형
동원형

유형 1 (당근과 채찍) O O

유형 2 (캐비넷으로부터의 부활) O

유형 3 (사적 네트워크) O O O

[표 6-1] 사례별 전문가 의견반영 구조 유형

3) 제3단계 : 구조적 요인에 대한 탐색

제2단계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전문가의 의견반영 구조’

를 포함해, 총 12개의 예상요인을 검토했다91). 그 결과, [표 6-2]와 같이 총

7개의 관계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7개 관계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타법과의 관계 및 법 체계상의 위상

(2)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시급

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

(3) 입법주도권

(4)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 및 기대치에서의 차이

91) 14개 검토요인 중 차이가 나타난 10개 요인, 그리고 추가적인 2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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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요인 : 통일된 여론 등 사회적 압력의 존재

(6) 정책학습

(7)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

다음으로 이 7개 관계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크게 두 가지의 보

다 근본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6-3] 참조). 즉 ‘(1)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구조’, 그리고 ‘(2) 법의 본질적 목적 및 법체계상에서

의 위치’ 두 가지이다. 그리고 이 두 요인은 육아지원정책의 형성, 집행, 평

가 등에 있어 ‘구조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 구조’는 오랜 기간 보육과 유아교육이 서로

다른 제도적 취지에서부터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이다. 그것은 또한 육아

지원정책의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수많은 행위자들의 선택, 전략, 이해관계,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산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법의 본질적 목적 및 법체계상에서의 위치’ 역시 영유아보육법

과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규정형식과 내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다. 앞서 예상요인의 관계성 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유아보육법

은 보육 일반에 관해 규정한 단일법이자 기본법이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

이나 기준을 위임할 다른 법령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위임입법을 더 줄여야 할 필요성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기되었고, 그만큼 아동의 보육시설에서의 생활 전반에 대해, 비교적 상세

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최대한 담을 필요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육에 관해 규율하는 단일법이자 기본법’이란 본질적 목적

과 법적 위상은 구조적인 요인이다. 유아교육법의 경우, 이 법은 일련의 교

육법체계에 속하는 일부이면서 유아기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

는 ‘교육에 관한 법’이다. 따라서 주로 교육에 관한 권리에 상당한 비중을

두면서, 다른 교육관련법(예를 들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의 균형을

의식해야 하고, 기존의 다른 교육관련법에 존재하는 규정들을 준용할 가능

성도 높아진다. 이것은 ‘교육에 관한 법’이자 그 교육법체계의 ‘하위법’이라

는 본질에서 비롯된 제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게 평가된 유아교육법에 있어, 이러한 본질적 목적은 더욱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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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은 어떤 기제와 방식으로 육아지원법령

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다음

부분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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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차이 관련성

① 타법과의 관계 및

법체계상의 위상

- 보육에 관한 일반법

- 단일법 (스스로가 기본법)

- 유아교육에 관한 일반법

- 교육법체계의 일부 (기본법은

교육기본법)

O O

②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새

로운 정책의 시급

성 평가의 차이

- 최종시점 기준, 두 연합간에 차이

가 없었음 → 모두가 입법필요성

공감

- 최종시점 기준, 두 연합간에

차이가 존재함 → 입법필요

성에 모두가 공감하지는 않음

O O

③ 입법주도권의

변화

입법 찬성연합 → 입법 반대연합

(변화)
입법 찬성연합 (불변) O O

④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 및 기대치

에서의 차이

- 가부의 문제 →수준의 문제

- 최종시점 기준으로, 반대와 비판

의 이유는 입법추진된 내용이 기

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

- 가부의 문제 (불변)

- 최종시점 기준으로, 반대와 비

판의 이유는 입법추진된 내용

이 기대치를 상회하기 때문.

O O

⑤ 사회적 요인 : 통

일된 여론 등 사

회적 압력의 존재

- 존재 (맞벌이 부부 자녀 질식사건

→ 여론 형성 및 정치권 압박)
- 부재 (통일된 여론이 없었음) O O

⑥ 정치적요인 : 선거,

정치적변화등

- 여소야대 : 야당이 처음 발의.

- 1991년 지방선거 의식

- 강한 의지를 가진 장관

- 정책중재자 (국회 다수당)
O X

⑦ 정책연합 내부의

균열
- 없었음 - 있었음 O X

⑧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
- 뚜렷하지 않음 - 뚜렷함. O O

⑨ 정책결정 방향
-1기 : 하향식(Top-down)

-2기 : 상향식(Bottom-up)

-1기 : 하향식(Top-down)

-2기 : 상향식(Bottom-up)
X X

⑩ 연합의 지속시기 - 약 10년 (1982∼1991) - 약 10년 (1996∼2004) X X

⑪ 신념체계 및 변화

의 용이성

- 규범적 핵심 : 변화하지 않음

- 2차적 신념 등 : 상대적으로 양보

와 타협

- 규범적 핵심 : 변화하지 않음

- 2차적 신념 등 : 상대적으로

양보와 타협

X X

⑫ 정책학습 - 나타남 - 나타나지 않음 O O

⑬ 국회 통과 절차의

민주성
- 비민주적 (강행처리) - 민주적 O X

⑭ 정부의온건한입장 - 나타남 - 나타남 X X

[표 6-2] 제2단계 분석결과 : 각 사례별 검토요인비교 및 권리보장수준의 관계요인 도출

[표 6-2] 제2단계 : 사례별 검토요인비교 및 관계요인 도출92)

92) 총 14개 항목은 검토요인 14개에 해당한다. 이 중 법제화 과정 분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총 10

개이며, 이것들이 예상요인이다. 10개 예상요인이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인이 총 7개로 나타났다. 이 7개가 관

계요인이다. 한편, 표에 나타난 10개 예상요인 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전문가의

의견반영 구조’라는 2개 예상요인을 추가해 관련성을 검토했지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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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차이 관련성 근본요인

(1) 타법과의 관계 및 법체계상의 위상 O O
법의 본질적 목적과

법체계상에서의 위치

(2)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
O O

보육 대 교육의

이원화구조

(3) 입법주도권 O

O

(4) 경쟁연합의 반대 이유 및 기대치에서의 차이 O

(5) 사회적 요인 : 통일된 여론 등 사회적 압

력의 존재
O O

(6) 정책학습 O O

(7)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 O O

[표 6-3] 제3단계 : 아동권리보장수준에영향을미치는구조적요인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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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권리 제약요소로서의 구조적 요인

1)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 구조

‘보육 대 교육의 이원화 구조’는 ①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해석의 차

이, ② 입법주도권 경쟁, ③ 정책기대치에서의 갈등, ④ 사회적 합의의 부

재, ⑤ 상대진영 주장에 대한 공감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요인

이며 동시에 구조적 요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원화 구조로 인한 갈등은

이러한 다섯 가지 현상을 낳으면서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걸

림돌로 작용한다. 한편, 그리고 높아진 긴장을 낮추고 원하는 정책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이 사용된다. 하나는 ‘회피와 은폐’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의 포섭’ 전략이다.

먼저 ‘회피와 은폐’ 전략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애매한 표현·규정’과 ‘타 법

령 등에의 위임’으로 나타난다. 보육계와 교육계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관련규정의 형식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법령 내에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 유아교육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법

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의 경우와 “기타

교육관련법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법령 등에 위임을 함으로써, 일단 관심이 집중된 유아교육법령 내에서는

문제의 소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회피와 은폐를 사용함으로써 표면적으

로 드러난 갈등의 소지마저도 ‘회피와 은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회피와 은폐’ 전략은 상대연합과의 협상과정, 즉 대외적 관계

에 있어서는 유용하지만, 같은 정책연합 내부의 다른 참여자들에게는 불만

을 불러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않고 양

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미의 포섭’ 전략이다. 이 전략은 주로 정책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비록 법령상의 규정과

기준은 불명확하고 모호하지만, 그 불분명한 내용을 의미의 확대나 유추해

석을 통해 자신의 영역 내로 포섭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협상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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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대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불만을 갖는 내부 참여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 유치원의 기능

중 ‘보호’라는 문구를 처리하고 해석한 방식이다. 보육계가 마지막까지 “‘보

호’ 조항을 넣는 것은 보육의 고유영역에 대한 침해이다”라고 반대하자, 유

아교육계는 이 문구를 삭제하면서도 내부의 반발을 우려해 “교육에는 당연

히 보호의 기능과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였고, 한보련 등 유

아교육법 통과에 합의해 준 보육계 행위자들은 “보호라는 문구를 넣지 않

게 했으니 보육의 영역을 지켜낸 것”이라는 식의 반응으로 불만에 대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의미의 포섭’ 전략은 다시금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실질적으로는 유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법제

와 관할부처, 시설운영 등 형식은 분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미의 포섭 전

략은 ‘기능은 유사하나 형식은 여전히 분리’되어 갈등이 지속되는 이원화

구조를 다시금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순환적으로 다시금 갈

등과 긴장을 높이는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 구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아동

권리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회피와 은폐’ 전략은 ‘타

법령에의 위임’이나 ‘표현의 애매함’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법령 내용체계

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타협과 거래(bargaining)로 인해 정책내용이 누

더기처럼 만들어지고, 법령 내부의 완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의미의 포섭’ 전략은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자신들의

편익과 영향력 증대를 위해선 그 의미를 확대해석하지만, 규제와 제약을

피하기 위해선 축소해석 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이원화된 구조

로 인해 ‘회피와 은폐 전략’과 ‘의미의 포섭’ 전략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

조적 상황은 아동권리의 보호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구조와

경로를 정리하면 [그림 6-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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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이원화 구조가 아동권리보장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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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교육법의 구조적 본질과 ‘교육담론’ 의존성

법제화 과정, 그리고 법문의 구조 및 내용을 볼 때, 영유아보육법은 본질

적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 및 책임을 보여

주려는 목적에서부터 출발했다. 따라서 아동과 관련한 사항 일반을 자세히

규율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로 ‘보육’, 즉 ‘보호’와 ‘교육’에 대한 기본법이

자 모법이고 단일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아동의 일반적

권리 전체를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최대한 법령 속에 담으

려 했다. 아동의 구체적 권리 중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권’에 해당하

는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을 명확히 여러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

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으로부터 출발한, 그리고 일련의 교육관

련법 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기타 학교급제 관련법들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더욱이 교육기본법의 기반 위에 ‘유아교육’ 영역

에서의 입법부재를 해소한다는 것이 법제화 추진의 가장 큰 명분이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 일반보다는 교육권에 보다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했다. 물론, 이것이 유아교육법이 아동권리에 관심이 적

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대로 구조적 본질 자체가 이러

한 제약을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유아교육계의 주장과 생각이 이른바 ‘교육담론’에 상당히 의존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법의 목적

및 구조적 본질’은 교육담론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요인이라

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의 구조적 본질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타법과의 관계 및 균형을 의식하고 고려해야 함으로써 교육기본법 등 다른

교육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

과 고려는 이른바 ‘광의의 아동’ 시기 중 유아기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기존의 교육정책

이나 행정체계, 기준 등은 보다 성숙한 학령기 아동 내지 청소년을 감안해

구축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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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등 다른 교육관련법들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유아기만

의 특수성이 간과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A : 그런데 사실, 아동권리협약은 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학생들의

권리나 교육권 같은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교육부에서 아

동권리협약 비준할 때 그 일에도 관여했었는데, 그 협약은 유아보다

그 이상,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거예요. 큰 애들이 대상이었어

요.

둘째, 유아교육법의 구조적 본질은 아동의 권리 중 주로 ‘교육권’에 무게

중심을 둘 가능성을 높인다. 아동의 일반적 권리인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또한 실제

앞서의 법령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아교육법은 ‘복지권’에서는 대

부분 ‘양호’, ‘양육보장권’에서는 ‘없음’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권’과 관련해서

는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많았다. 이것은 다시 “아동은 소중한 「교육

의 대상」”이라는 인식과 사고를 강화하고, 유아교육으로의 일원화 주장이

나 공교육화 문제를 거론할 때 ‘조기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평등권’이 핵

심적 논거로 제시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위임입법의 태도’, ‘유아기만의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가능

성’, 그리고 ‘아동을 교육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고’ 등은 보육계와의 인식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켜 갈등의 증폭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갈등은 다시 앞서 살펴본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구조로 연결된다. 이상

의 구조와 경로를 정리하면 [그림 6-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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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유아교육법의 목적 및 구조적 본질이 아동권리보장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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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지원 법령 제정과성상의 구조적 요인과 아동권리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평가·비교

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 제정과정상의 구조적 요인을 탐색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아동권리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들

을 분석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육아지원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는 시간적 선후보다는 제정

과정상의 여러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유아교육법(2004)이 영

유아보육법(1991)이라는 참조할 만한 선례를 두고 시간적으로 뒤에 제정되

었지만,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관해서는 법의 본질적 목적이

나 체계, 제정과정상의 대립 수준, 법제화 과정 참여자들의 전략과 이해관

계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러한 요인들은 근본적으로는 두 개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은 법령의 적극적인 아동권리 보장

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두 요인 상호간에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 구조’라는 구조적 요인은 실제 정책형성과

정 및 집행과정, 그리고 이후의 정책적 현실 속에 ‘회피’ 전략 및 ‘의미의

포섭’ 전략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아동권리의 보장수준을 후퇴시키게 만들

구조적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일련의 교육법체계를 구성하는 하위법으로서

의 ‘유아교육법의 목적 및 본질적 성격’ 요인은 다른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

으로 한 기타 교육법령들을 의식한 나머지, 오히려 영유아기 아동의 특수

성과 보호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하도록 제약한다. 더불어 위임입법의 증가

와 함께 효과적인 전략적 기제로서의 교육담론에 계속 의존하게 만든다.

이는 보육계와의 인식 차이를 심화시키고 갈등의 소지를 키움으로써 종국

에는 이원화구조를 다시 심화시키고, 육아지원 법령이 아동권리 보장에 보

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정적 순환구조를 강화한다. 즉, 원래 유

아교육법에 담으려고 했던 내용과 규정들이, ① 입법반대연합의 반대를 돌

파하기 위해 은폐와 회피 등의 전략을 택하는 과정에서, ② 표현과 내용의

모호성이 증대되고, ③ 다른 교육관련법령과의 균형상 위임입법 증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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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와, ④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빈 공간’으로 만들게 한다. 이는 유아교

육법의 본질적 성격과 제정과정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지

만, 아동권리관점에서 볼 때는 관계규정의 유무 여부, 내용규정의 명확성

수준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아동권리증진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 의해 보육과 유아교육이 현실적으로는 유사한 보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계와 유아교육계로 이

원화된 구조적 문제가 아동의 권리증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지적

되어 왔다. 이 연구를 통해서도 그러한 문제가 아동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밝혀지고 회자되어 온 것

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육아지원정책의 현실에 작동하고, 어떠한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아동권리에 제약을 가하는지를 규명한 점은 이 연구의 새로

운 기여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는 그러한 구조적 요인이 매우 강력

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미시적인 정책일상에서는 쉽게 감지해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제약할 수 있음을 밝혔다. 아동과 관련

된 정책분야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이 연구는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뒤집어 말하면, 구조적 침해의 강력한 힘으

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선방

안 역시 구조적 차원에서부터 검토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개개의 육아지원정책이 분절화되지 않고 구조적

차원에서 상호 연동될 것이다. 이것은 효과적인 ‘아동권리친화적 육아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더불어 육아지원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아동권리 증진에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제 구조적 제약요인이 육아지원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연관지어,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를 극

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방향을 검토할 것이다.



- 262 -

3.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향

1) ‘교육담론’의 경계를 넘어서기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 구조’는 회피와 은폐 전략, 그리고 의미의 포섭

전략을 선택하게 만들고, ‘유아교육법의 목적과 본질적 성격’은 보육계와의

인식 차이를 심화시킴으로써 특히 유아교육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제

약한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유아교육계

가 머물고 있는 담론의 경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

다.

유아교육계의 주장과 논리를 보면 상당부분 ‘교육’과 연관된 담론 및 주

장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이것이 유아교육법의 법

체계상 위치 및 본질적 목적에 기인하는 것임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과 보육계를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갈

등을 회피하기 위해 유아교육법령이 아동권리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 구조를 강화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와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은 타당하지만, 지나치게 ‘교육평등권’ 논리에 기댄다면 오히려 논리적 모

순이 야기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해 “교육의 질

과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유아학교 내지 유치원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이것이 오히려 3세 미만의 영아 및 그 영아를 보육하는 교사들

을 차별대우하는 것’이란 반론에 대응하기 곤란해진다. 만일 여기에 대해

“3세 미만의 영아는 너무 어려서 교육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반박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교육’으로 보는지, 또 현재 보육시설에서 3세 이상

유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인지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3세를 기준으로 한 명확한 이유가 제도적인 ‘수업’ 형태로 ‘가르치

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상생활과 놀이 자체로 배

우고 성장하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학교’라는 공식급제 차원에서

아동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는 사고는 ‘아동의 일반적 권리’란 점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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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권리침해적인 것일 수 있다. 아동의 일상에서 교육이, 그리고 학교

가 매우 중요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라는 그릇이 아동의

모든 문제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생

각해 보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는 지식전달

뿐 아니라 생활규범을 가르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책임지는

곳이기에 생활지도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의 일상 전

체가 학교의 관할이자 학습의 영역은 아니다. 즉, 청소년에게 인정되는 권

리가 ‘교육권’ 내지 ‘학습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논리로는 해

결할 수 없는 요소와 권리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아동의 복

리와 권리를 학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아동복리와 아동권리를

따라가야 한다. 하물며 영유아기의 아동에 대해서는 더더욱 ‘학교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국민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

어 내려면 스스로를 제약하고 있는 ‘교육법적 사고’와 ‘교육담론’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학교’와 ‘교육’이란 단어가 분명 ‘보다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것’이란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그 용어

와 이미지에 의존해서는 현재 이상의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 것이다. 우리

에게 중요한 것은 아동의 권리를 전반적으로 신장시키고 보호하는 것이지,

교육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이 중요한 문제이

기는 하나, 그것은 아동의 권리 속에 포함된 일부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

려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등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유아교육법만의 독자적

인 체계와 특수성을, 보다 완결적인 법령구조를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애매한 규정이나 지나친 위임규정을 보다 명확히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아교육이 다른 시기 아동에 대한 교육

보다 더욱 특수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법령에 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유·보통합을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교육관련법

체계 속에 존재하는 현재의 ‘유아교육법’으로 통합하겠다는 발상을 전환해,

독립적인 특수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른 교육법령 내지 복지법령과 연관은 있되, 독자적 특수성을 인정받은

특별법 형식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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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계의 ‘교육담론’ 중 ‘공교육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주장과 현

실의 괴리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처음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

한 공교육화 방안이 등장했을 때는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유

아학교’로 일원화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비록 명칭은 ‘학교’라고 하

고 있으나, 유아교육시설 중에는 사립시설의 비중이 초중등학교 등 다른

학교급제의 경우보다 매우 큰 편이다. 후술하겠지만 평균적인 어린이집의

규모에 비해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비용투자 규모 역시 큰

편인 유치원은, 비록 유아교육에 관한 공적 지원과 감독의 강화가 이뤄진

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공립 위주의 ‘학교’와는 전

혀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의 범위

안에 포섭하여 ‘교육담론’으로 논의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아직

학교가 아닌 것을 학교로 취급함으로써 오히려 유아교육의 특수성, 유치원

기능이 갖는 특별성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유

치원이 갖는 기능 중에는 취학 전 아동이 이후 초등학교에 취학할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또한 유아기는

다른 발달시기보다 특별한 ‘민감기’로서의 중요성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기타의 학교와 같은 범주적 경계 안에서 취급하는 것은

유아기의 그리고 유치원의 특수성이 묻힐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내포한

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 차원에서 국공립 위주의 ‘학교’ 시스템을 관

리할 때와 사립 위주의 ‘유치원’ 시스템을 관리할 때에는 공공재와 사유재

혹은 공공재와 준(準)사유재를 다루는 것 같은 차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에도,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역차별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유아교육계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교육담론의 경계를

넘어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 시장논리에 기반한 시설작동 원리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다음으로 육아지원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기여한 시장논리의 역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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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동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볼 때 ‘자율성을 누리면서,’ ‘수

익을 추구한다’는 시장논리는 육아지원 서비스 분야에 민간시설의 참여를

활성화시킨 원동력이었다. 이것은 보다 많은 아동에게 육아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볼 때, 민간시설의 활발한 참여와 시장

논리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시설작동 원리가 왜곡된 흐름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아동권리

를 침해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와

자본력, 정책응집력을 토대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해 자율성을 확보하려

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유치원의 자율성 확보는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준과 방침의 제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과 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가 강한 편

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인상이 제도적으로 억제되어 있어,

수용원아수를 늘려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

린이집이 영세한 규모이고 자본력이 약하다. 이처럼 시설증대 및 수용원아

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해 아동권리가 침

해될 우려가 높아진다.

시장원리의 왜곡이 아동침해를 야기하는 실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육아지원 현장에서의 아동권리

침해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4개 언론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

레신문) 일간지의 사회면에 게재된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기

사의 보도 시기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의 5년이며, 유

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사건, 사고 발생을 소재로 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보도내용과 아동권리침해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아동권리침해의 유형은 자

주 언급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위생93)’, ‘안전사고94)’, ‘영양95)’,

‘학대 및 가혹행위96)’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된 아동권리 평가기준과

93) 건강과 관련해, 예방접종 문제나 전염병 문제 등에 관한 보도.

94) 시설미비, 통학버스 등 관련 사고.

95) 부실한 급식, 영양실조, 식중독 등 사고.

96) 교사의 폭행, 학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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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보육·교육 여건97)’, ‘보육·교육과정 운영98)’, ‘문화·오락활동99)’을 추

가하였다. 그리고 아동권리에 관한 기존의 아동권리지표 등에서는 다뤄지

지 않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도덕적 해이(지원비 횡령

등)100)’의 문제도 함께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기타’ 유형으로 분류했다.101)

시

설
연도별 계

위생

(건강)

안전

사고
영양

학대및

가혹

행위

도덕적

해이

(지원비

횡령 등

탈법, 편법)

보육·

교육

과정

운영

문화·

오락

활동

보육·

교육

여건

기타

유

치

원

총

(%)
16

9

(56.25)

1

(6.25)
0 0

5

(31.25)
0 0

1

(6.25)

2009

2010

2011 4 4

2012 3 1 1 1

2013 4 1 3

2014 5 3 1 1

어

린

이

집

총

(%)
73

10

(13.7)

7

(9.59)

3

(4.11)

14

(19.18)

34

(46.58)

1

(1.37)
0

3

(4.11)

1

(1.37)

2009

2010 2 1 1

2011 10 1 2 2 5

2012 12 2 1 1 6 2

2013 43 3 3 3 10 22 1 1

2014 6 3 1 1 1

[표 6-4]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침해유형별 보도횟수

97) 가정보육시설 등 공간이 너무 좁다거나, 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동이 너무 많아서 힘

들다거나, 원칙은 정교사 1명에 보조교사 1명 더 있어야 하는데 보조교사를 구할 수 없어

혼자 반을 책임져야 해서 힘들다는 내용의 기사.

98)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표준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돼서

어린 아동이 따라가기 벅차다거나 하는 내용의 기사.

99) 아이들의 문화오락활동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시설 안에서

틀에 박힌 과정만 운영한다는 내용의 기사.

100) 허위보고, 지원비 횡령, 권리금 받고 어린이집을 매매하는 등 장사를 하는 행태 등.

101) 아동권리침해 유형별 주요 언론보도 내용 분석 결과는 [부록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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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102)와 같이 아동권리 침해유형별로 보도횟수를 분석한 결과, 유

치원에서의 아동권리 침해 보도 횟수(총 16건)보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권

리 침해 보도 횟수(총 73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율로 볼 때 약 4.6

배). 한편, 일반적으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침해’를 떠올릴 때 가

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영양(급식)(4%)’, ‘안전사고(10%)’ 혹은 ‘교사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19%)’이다. 그런데 실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치

원에서는 위생(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5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도덕적 해이(47%)’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어린이집의 아동권리 침해 보도횟수가 훨씬 많다는 점, 그리고

유형별로 볼 때 어린이집에서 도덕적 해이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방법이 존재한다.

첫째, 드러난 결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의 육아지원

법령 분석결과103)와는 반대로, 실제 현실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권리

침해가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분석결과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드러난 결과 이면의 구조적 요인, 예를 들어 보육료나 유아교육비

의 결정구조 또는 정부의 관리감독 수준 등에 따라 보도횟수에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도횟수의 차이에 영향을 준 구

조 그 자체에 분석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전자에 따르면 비록 영유아보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보다 적극적이

라 해도, 실제 어린이집 운영자 등의 운영 실태는 제도적 보장수준에 못

미치며, 이것은 국공립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동권

리의 증진’보다는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동기가 우선하기 때문이라

102) 보도횟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동일사건에 대한 보도 역시 각각 1회의 보도로 취급했

다. 동일사건이므로 모두 1회로 취급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를 별도로 산입했다. 두 시설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각각의

유형에 모두 산입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보도기사 중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예를 들어 도덕적 해이와 학대가 함께 나타난 경우). 이 경우에는 각각 해당 유형에

1회로 산입했다.

103) “영유아보육법령(1991)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유아교육법령(2004)의 아동권리 보장수준

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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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석이 가능하다. 후자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아동권리침해 횟수 보도가

더 많은 것은 실제 발생건수가 많다기보다는 적발건수가 많기 때문이며,

이것은 기관의 숫자, 기관운영의 자율성 수준 및 관리관청의 감독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그 수가 적지만 상대적인 자율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동침해 적발건수가

낮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어떠한 해석이 타당할까? 결론적으로 보면 후자의 해석과 같이 기관의

수와 자율성 등을 고려하되, 전자의 해석에서 주목한 이윤 추구의 동기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하에서는 ‘아동권리 침해 보도횟수’와 ‘아

동권리 침해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아동권리 침해 ‘보도횟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표 6-5]에 나타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유치원수와 어린

이집수를 비율로 보면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약 5배 많다. 이 비율을

앞서 [표 6-4]의 보도횟수 비율(약 4.6배)과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권리 침해가 더 많이 보도되는

것은, 종종 거론되는 교사의 질이나 프로그램의 수준 등의 영향도 있겠으

나, 실제로는 어린이집 기관수가 유치원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침해유형’과 관련한 해석을 위해서는 ‘시설 및 자산 규모’, ‘이윤 추구 동

기’, ‘기관 운영의 자율성’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6-5]에 나타

난 것처럼, 민간시설의 비율은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매우 높다(95% :

47%). 이렇게 본다면 민간시설 운영자들의 이윤추구 동기 역시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침해유형에 있어서도 어린이

집은 지원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의 비중이, 유치원은 위생 및 안전 등 시

설·운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표 6-6]과 [표 6-7]에 나타난 것처럼, 원아수의 비율 및

시설규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전체

시설수 중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94%:47%, 47%p차)에 비해,

전체 원아수 중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90%:78%, 12%p차)는

크지 않다. 규모를 보면 정원규모가 100명 이상인 민간유치원은 전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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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중 59%를 차지하는데 비해, 정원규모가 100명 이상인 민간어린이집

은 전체 민간시설 중 7%만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기관수라는 점에서는

유치원 중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공립에 비해 작지만, 원아수를

놓고 보면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1개 민간(사

립)유치원의 규모가 국공립에 비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과 관련해 민간시설은 비록 전체 기관수와 원아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만, 1개 민간(사립)어린이집의 평균적인 규모는 영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민간유치원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큰 반면, 민간어린이집

은 그 수는 많지만 평균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6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전신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수행된 연구(유희

정·김은설·유은영, 2006)에 따르면, 건물 소유 형태에 있어 유치원은 대부

분 자가 건물을 이용하는 반면(93.3%), 어린이집은 절반 가까이 건물을 임

대하고 있는 것으로(41.6%) 나타났다([표 6-8] 참조)104). 이렇게 보면 “일

반적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비해 유치원 설치·운영자의 건물 보유

여건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이미화·서문희·임양미·이진경, 2012). 자율

성의 측면에서도 보육료의 결정 및 사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가 엄격한 규제 및 관리감독을 행하는데 비해, 유아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유치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유 형 유치원(A) 어린이집(B) 유치원 대비 어린이집 비율(B/A)

총계 8,678 43,770 5.04

국공립 4,577 2,332 0.51

민간(사립) 4,101 (47.26%)105) 41,438 (94.67%) 10.1

[표 6-5]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별 기관수 (2013년)

104) 비록 2006년 연구결과이긴 하지만,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307개 기관 대상, 이미화 외(2012))에 따르면, 어린이집 건물소유 형태와 관

련해 2006년 연구와 유사한 결과(자가 60.9%, 임대 39.1%)가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105) 전체 유치원수 중 민간(사립)유치원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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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유치원 어린이집

총계 658,188 1,486,980

국공립 142,052 154,465

민간(사립) 516,136 (78.42%) 1,332,515 (89.61%)

[표 6-6]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별 원아수 (2013년 기준)

유 형
유치원 어린이집

총계 국공립 민간(사립) 총계 국공립 민간(사립)

총계 8,678 4,577 4,101 43,770 2,332 41,438

99명 이하 6,071 4,380 1,691 40,646 4,228 38,663

100명

이상
2,607 197

2,410

(58.77%)106)
3,124 349

2,775
(6.7%)

[표 6-7]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원규모별 기관수 (2013년 기준)

[표 6-8]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물 소유 형태 (2006년 조사결과)107)

유 형 유치원 어린이집

총계 465 423

자가 434 (93.3%) 247 (58.4%)

임대 31 (6.7%) 176 (41.6%)

106) 전체 민간(사립)시설 중 100명 이상 정원인 민간(사립)시설 비율.

107) 어린이집 447개소, 유치원 483개소 등 총 930개 기관 대상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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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논리적인 연관성을 검토하면, 우선 유치원과

관련해 [표 6-9]와 같은 논리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번호 내 용

1 전체 유치원의 수용 원아 중 민간(사립)시설에서 수용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2
대부분의 민간시설 설치·운영자는 보육·교육의 공공성 못지않게 수익 추구를 중요시

할 것이다.

3

민간유치원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평균적인 시설규모도 크고 건물 소유 형태

등 자산여건도 매우 나은 편이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1개 어린이집이 미치는 영향력

과 1개 유치원이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4
시설 및 자본규모가 큰 민간유치원의 설치·운영자는 기대수익 중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 등에 따른 이익의 발생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5

시설 및 자본규모가 큰 민간유치원 설치·운영자는 비록 그 전체 인원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비해 적더라도 육아지원정책의 형성 및 실행에 미치는 정책관여도의

힘과 응집력은 더 클 것이다.

6

상대적으로 큰 정책응집력은 유아교육법이 다른 교육관련법과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

서의 백지위임 현상 등과 맞물려, 정부 규제를 회피하고 민간유치원 설치·운영자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이다.

[표 6-9] 유치원의 권리침해유형 해석에 관한 논리구조

이러한 논리흐름에 따르면 교육비 결정 등에 있어 자율성이 높다는 점은

민간유치원으로 하여금 허위 원아 등록, 지원비 횡령 등을 하지 않아도 일

정한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108) 반면에 시설·설비 등의 기준 및

관리감독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은 민간유치원에서 영양, 안전사고

108) 이 때 기대수익은 그 성격상 기관운영으로 인한 수익(근로수익)보다는 시설투자(대지,

건물 등 포함)에 대한 수익(자본수익)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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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한 아동권리 침해가 보다 빈번히 나타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보다는 사건사고가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해진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표 6-10]과 같은 논리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번호 내 용

1 전체 어린이집의 수용 원아 중 민간(사립)시설에서 수용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2
대부분의 민간시설 설치·운영자는 보육·교육의 공공성 못지않게 수익 추구를 중요

시할 것이다.

3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유치원에 비해 평균적인 시설규모도 영세하고 건물 소유

형태 등 자산여건도 유치원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1개 어린이

집이 미치는 영향력과 1개 유치원이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4
시설 및 자본규모가 작은 민간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기대수익 중 상대적으로

시설운영으로 인한 이익 발생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5

시설 및 자본규모가 작은 민간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비록 그 전체 인원수는 유치

원 설치·운영자에 비해 많더라도 육아지원정책의 형성 및 실행에 미치는 정책관여

도의 힘과 응집력은 더 작을 것이다.

6

상대적으로 작은 정책응집력, 그리고 국가 등 공공에 의한 복지제도에서부터 출발

했다는 보육제도의 본질적 특성은 보육료 결정과 지원비 사용 등에 있어 민간어린

이집 설치·운영자의 자율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영향을 줄 것이다.

7

보육료 수준 등이 정해진 구조 속에서 수익을 증대시키려면 시설증대 등을 통해 원

아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은 시설 및 자본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원아수 증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표 6-10] 어린이집의 권리침해유형 해석에 관한 논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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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논리흐름에 따르면, 시설·설비 등의 기준 및 관리감독 뿐 아

니라, 보육비 결정과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는 민간어린이

집에서는, 보육비를 스스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원아수를 늘려야만 합법

적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투자

에 따른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은 시설 및 자본규

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대수익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못한

다.109)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 허위 원아 등록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민간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규모와 여건, 자율성의 수준과 아

동권리 침해의 구조적 경로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율성’과 ‘수익’

이라는 시장논리가 극단화될 때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동권리 침해

를 일으키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상대

적으로 자율성이 큰 유치원에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회피하려는 방

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관리에서 벗어

나려 할 것이다.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수익창출 기회가 구조적으로 막힌

어린이집에서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윤을 얻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

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관련된 전자의 문제는 공공의 견제 및

감시를 약화시켜 구조적 차원에서의 아동권리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후자의 문제는 그 자체로 편법과 탈법이

라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보육료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원아를 등록하거나, 원아수에 따라 권리금을 받고 아동을 ‘매매’하는 상황

에서는, 아무리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법령의 내용과 형식을 보완한다 해도,

지속적인 아동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이윤을 창출해야만 하

는 ‘현실’ 앞에서 아동권리와 같은 ‘이상’은 묵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육아지원시설이 ‘자율성 확보’와 ‘수익 추구’라는 시장논리에

따라 작동된다”는 점이 반드시 아동권리보호에 부정적인 것이라고 단정지

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는 복지혜

109) 이 때 기대수익은 그 성격상 유치원에 비해 기관운영으로 인한 수익(근로수익)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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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보편성’과 ‘선별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화두

로 부상했다. 당시 가장 큰 정치적 이슈는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전면 무상

급식’이었고, 곧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이 차례로 쟁점화되었다. 최근까지

이어진 논쟁을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복지의 보편성과 선별성은 주로 ‘비용

부담의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즉,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비용부담을 차등화할 것이냐, 아니면 모두 동등하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평등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때는 거의 대부분 공공재정의 투입이 함께 거론된다. 다시 말해 “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비용을 부담하면 보편주의, 소득수준의 차이

를 인정해 서로 다른 비용을 부담하면 선별주의”이고, “②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이행은 공공의 재정을 투입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적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

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에서 보편성과 선별성을 비용의 문제로만 바

라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비용의 문제’ 이전에 ‘혜택의 수혜대상’

내지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

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만큼 엄격한 수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폐쇄적인 제도와, 국가의 책임비중은 작고 수익자 부

담이란 시장원리로 운영되지만 대신 누구나 자기부담으로 이용가능한 개방

적인 제도가 있다면, 어떤 제도가 더 ‘보편주의적’이고 더 ‘선별주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보육제도 발전과정을 비교하면 더욱 극명

히 드러난다. 한국의 보육제도는 사회빈곤층 자녀 등 요보호아동을 보호하

기 위한 구빈적 차원에서 출발했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수익자 부

담의 원칙을 전제로 개방성을 확보하면서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보

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것은 일본 보육제도의 발

전양상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강현구·이순형(2014)의 연구에서 나타나듯

이110), 양국의 보육제도는 1945년 이후에도 아동복지 관련제도 중 하나로

서 가정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시설에서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점, 그리

110) [부록 6]과 [부록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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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치원 제도와는 별개로 유·보 이원화 체제가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역사적 맥락에서

에서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선별적 복지제도

에서, 점차 수요자 부담 및 민영화 조치를 통해 ‘공적복지의 축소, 사적복

지의 확대’로 나아가는 변화를 보여왔다. 본래 일본의 보육제도는 오랜 기

간 아동복지법(1947년 제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가정양

육이 어려운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국

가 및 지자체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공적보육이기 때문에 엄격한 시설입소

자격을 요구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보육수요가 증대되

면서 국가의 재정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해결과정에서 특히

2000년대 이후 민영화와 보호자 부담 증대 등을 통해 공적영역의 책임을

축소해 왔다. 이것은 민간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수혜대상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개선하려는 방책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앞서

보육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수익자부

담의 원칙에 따라 일반가정에도 보육시설을 개방해 왔다. 이후 유아교육진

흥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거치면서 보육제도에 대해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보육의 수혜대

상 확대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대상의 확

대에는 민간시설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민간의 책임 하에

보편적 복지제도로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요컨대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대해(그리고 유아교육 서비스의 제공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로), ‘수혜대상의 범위와 자격’이라는 측면과 ‘비용의 차등

화 및 부담주체’라는 측면을 분리하되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

린이집의 대다수가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란 점에서 파생하는 문제는 유치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분명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희

생과 헌신’ 내지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

의 공공재적 가치보다는, ‘이익의 창출’과 ‘투자비용의 회수’, ‘최소투입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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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익’과 같은 사유재적 가치가 우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

이다. 그렇지만 민간시설 중심으로 육아지원기관의 양적 팽창이 이뤄진 것

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아이들이 사회적 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장논리에 기반한 시설작동

의 원리를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육아지원정책 특히 보육정책과 관련해 제도

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보육의 양적확대를 가능하게

했던 시장원리의 작동기제에 대해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보육의 질을 높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의 분

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은 인정

하더라도 보다 세밀한 시설, 설비, 운영 등의 기준제시와 관리감독이 이뤄

져야 한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육공공성을 담보하되 시

설운영자의 노력 여하에 따른 성과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방안이 제시되어

야 한다. 일종의 인센티브 강화방안이 좋은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논리에 기반한 시설작동원리의 긍정적 활성화를 앞서와 같은 전쟁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전쟁에의 참여

자들에게 건전한 승리욕구를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동기부여

및 정신력 강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간의 욕구와 동기가 갖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고 강화하더라도,

육아지원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파생된 아동권리

침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올바른 공적 개입방안도 마련되어야 한

다. 특히 공적 감독의 강화와 재정투입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공공재정 투입의 올바른 방향성을 재검토하기

시장원리의 활용을 통해 육아지원 서비스의 ‘규모와 양’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의 방향을 구

조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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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맞물려 공공재정 투입의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시설 및 보육·교육 여건의 개선과 감독기능 강

화’, ‘교사 등 인력의 질 강화 및 처우개선’, 그리고 보다 근본적 개선사업

의 일환인 ‘일·가족 양립 풍토 정착’이 그것이다.

가) 시설 및 보육·교육 여건의 개선과 감독기능 강화

이것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물리적 환경의 구축’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같은 물리적 환

경 관련 정책들이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해

왔음을 보여주었다(서문희·유해미·이세원, 2010; 서문희·신희연·송신영,

2009; 유희정·이은해·최정운·김문정, 2007). 실제로 정부는 ‘보육사업안내’의

발간을 통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 안전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어린이집 조리 관련 종사자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생모 등을 착용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유치원

과 관련해서도 ‘유치원 평가지표’를 개발, 제시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점검과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 및 안전교육

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의 점검 의무 등을 부과해 왔다

(한국정부의 3·4차 국가보고서, 2008; 유해미 외, 2011). 그렇지만 앞서 헌

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 평가기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권

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육아지원기관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 지금까지처럼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최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공공재정 투입방향을

제시한다.

(1) 기준 확보 및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선별적 지원책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공공 차

원의 지원이 증가하기 위한 방안은 모든 시설에 지원하되 사후 관리하는



- 278 -

제1안과, 기준이 충족된 시설에 대해서만 선별지원함으로써 시설에서 자발

적으로 먼저 기준을 높일 수 있게 유도하는 제2안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육아지원기

관의 실질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제2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부산형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과 같이 공공형

모델이 개발, 제시되고 점차 증가해 온 현상에 비추어 보면, 국가 및 여러

지자체에서는 두 번째 방안을 선택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무상보육·교육료 지원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시설 기준 등의 차이에 관계없

이 제1안의 측면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을 확보한 시설에 보다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아동권리에 위협이 되는 환

경적 장애를 제거하고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할 정책적 필요는 높다. 그러

므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한 선별적 인센티브 지원책을 ‘아동

권리 증진’ 차원에서 검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최저 기준과

최적 기준 사이에 여러 등급별 단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차등적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2) 선별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적극적·차등적 기준 마련, 제시

선별적 지원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어떠한 기준을 확보 혹은 강

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종 유형에 따른 구체적 시설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

다. 그러나 관련법령의 기술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최저기준을 요건으로 하

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기존의 시설 및 여건 기준 등을 ‘아동

권리의 증진’이란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즉, 기존의 시설·설비 기준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으로 인가 등을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이었다면, 아동권리관점에서 ‘최적 기

준’을 제시하고 각 기관의 수준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의 기준 또한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111) 또는

111) 이 지표는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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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평가지표’ 등에 대해서도 ‘최적 기준’의 관점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등급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도덕적 해이 및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의 강화

앞서 신문보도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감독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감시’와 ‘감독’으로 나눠볼 수 있

다.

먼저 감시와 관련해서는, 권리침해를 당한 영유아의 부모, 교사 등의 감

시 및 신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아동권리실태

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학부모 등에 의한 아동권리침해 감시체계가 수립,

보장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원격 확인

시스템, 즉 인터넷 등을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일상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CC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다 확대·도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교사나 시설종사

자 등 내부자에 의해 기관에서의 아동권리침해 사건이나 구조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제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 내부신고자의 신변 보호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독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명확한

감독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청이,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보육 및 복지담당 부처에서 주로 관련 업무를 맡

고 있지만, 관할지역의 크기 및 관리감독사항, 대상에 비해 실행인력은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규범이 준수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벌칙을 엄

하게 하기 보다는 위반을 잘 적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형사정책적 결과

에 비추어 보더라도,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관리감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틀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 때, 면밀한 조사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관리감독에

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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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세밀하고 명확한 지침도 함께 구비되어야 한다. 기존의 육아지원

법령, 조례 이외에 관리감독의 구체적 실례가 될 수 있는 지도방안을 더

개발하고 의견수렴의 문호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개발, 제시한 아동권리 보장수준 평가기준은 명확한 기준과

지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 및 보육·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관련지표 및 기준을 개발하고, 기준 충족 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

원방법을 마련하고, 도덕적 해이나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

하는 데 보다 많은 공공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나) 교사 등 인력의 질 강화 및 처우개선

교사 등 인력의 질 강화 및 처우개선은 실제 아동권리의 침해가 일어나

는 육아지원 현장 최일선(最一線)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서, 보육교

직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아동권리 보호와 관련이 있다. 육아지원 서비

스 제공의 주체인 교사 등 인력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다(김은

설·안재진·최윤경 외 3인, 2009; 유희정·문무경·원명순 외 2인, 2007; 유희

정·이미화, 2004; 최윤경·김재원, 2011).

이와 관련해서는 이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전환 방

안 마련’, 그리고 물적 기반과 토대로서의 ‘교사의 처우개선’이라는 두 가지

공공재정 투입방향을 제시한다.

(1)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강화 방안 마련

교사와 시설장은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일선의 책임자이다. 따라

서 무엇보다 교사 등 육아지원기관의 인력이 아동권리에 대해 제대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1단계에 이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아동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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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가는 2단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는 ‘소극적 요건의 충족’, 후자는 ‘적극적 요건의 강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시설장 등에 대해 아동권

리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투입이 이뤄

져야 한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하는 예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가 2003년부터 개최한 아동권리교육과정

개발 및 관계자 워크샵,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시

행한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기타 민간기관에서

는 한국어린이재단의 ‘소중한 나의 몸’, 굿네이버스의 ‘아동성학대예방교육’,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권리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교육 실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아동권리교육의 시

간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권리교육 프

로그램의 경우에도 약 2시간∼7시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강의 형

식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교육 및

워크샵의 대상이 주로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의 비중은 부족한 편이다. 민간기관의 경우에

도 주로 성적학대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회성 교

육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아동권리교육의 실시 기관과 내용이 제각각이라는 점

이다. 이는 각 기관마다 교육인력과 대상, 여건, 관심사안 등이 다르기 때

문인데 이로 인해 정확하게 아동권리교육의 내용 및 방식의 효과성을 측정

하기 어렵고, 기관별 교육내용과 대상자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

서 아동권리교육 전반에 대한 통합적 차원의 운영모델을 개발,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아동권리교육을 실제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

하다는 것이다. 황옥경(2010)에 따르면 민간 아동기관의 아동권리담당자이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 것이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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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갖춘 강사의 확보’였다. 따라서 공공차원에서 전문적 훈련과정을 마

련함으로써 풍부한 내용으로 원활히 아동권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

육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 문제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 시설장 등 관계자들이

아동권리교육을 받아야 할 구체적 유인책 및 규제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 누리과정 등의 사회성 관련 영역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적 권리,

혹은 신체 관련 영역에서 나 자신의 소중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는 하지만 이것을 직접적인 아동권리교육 실시의 근거로,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아동에게 교육하기 위해 교사 등이 먼저 아동권리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근거로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의 일과 및 행정업무에서 압

박을 받는 교사와 시설이 자율적으로 체계적인 아동권리교육을 받거나 실

시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교사 등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적 기준을 마련, 제시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아동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책 등 인

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규정을 참조할 만하다. 정신보건법

은 제6조의2에서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동법 시행규칙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인권알기’, ‘인권사례과정’,

‘인권실천과정’ 등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14). 이를

참조해 유아지원정책 관계법령에도 유사한 내용과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

가 최저 기준 이상으로 관련 교육이 시행되는 경우의 인센티브 내용을 규

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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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정신보건시설인권교육흐름도 (출처: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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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처우개선

아동권리보장의 현장에 있는 교사 등이 아동권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아동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로 하여금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동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보수나 근무여건 등 처우개선에 보다 효과적인 재정투입이 이루어져야 한

다.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적 투자에 있어 우수한 교사의

확보 및 활동기반 마련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앞서 민간시설의 운영자가 투입자본에 대한 회수 및 이윤창출의 문제로

아동권리 보호를 등한시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교사 역시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안정 및 근로여건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나서기 어렵다. 교사 등의 처우개선 문제는 특히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의 경우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2년 전국 어린이집 30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

육의 질 제고를 위한 표준보육료 산출연구’(서문희 외, 2013)에 따르면, 어린

이집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주 6일 하루 평균 9.9시간, 월평균 급여는 144만

3677원으로 나타났다.

유 형 근무시간 (시간) 월평균 급여

국공립어린이집 9.8 1,588,342

법인어린이집 10.3 1,611,136

민간어린이집 9.8 1,229,530

가정어린이집 9.8 1,192,283

평 균 9.9 1,443,677

[표 6-11]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시간 및 월평균 급여

특히 어린이집의 63.8%가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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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주 5일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운전기

사 역할(27.3%), 영양사 역할(89.3%)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시

간과 역할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급여와 관련

해서도 2009년 이후 급여인상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며([표

6-12] 참조), 사립 유치원 교사의 2012년 평균 보수 약 214만원과 비교해

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교사자격에 요구되는 최저학력 요건이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고졸 후 교육원 1년과 2∼3년 초대졸로 차이가 있다

는 점을 감안해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최윤경, 2013).

연도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월평균 급여112) 1,144,225 1,237,030 1,312,360 1,351,730 1,351,730 1,392,280 1,392,280

급여인상률 8.1% 6.1% 3.0% 0% 3.0% 0%

소비자

물가상승률113)
2.2% 4.7% 2.8% 3.0% 4.0% 2.2%

[표 6-12] 어린이집 교사 급여인상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비교 (2006∼2012)

근무시간 및 업무부담, 급여와 관련된 문제는 보수교육을 받거나 고등교

육을 추가로 이수하는 등 스스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동기부

여와도 연관된다(김은설·안재진·최윤경 외 3인, 2009; 최윤경·문무경·원종

욱·김재원, 2011).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아동권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투

자한 만큼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현실적인 동기부여 기제가 필요하다.

이처럼 교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는 이처럼 구조

적 차원에서 아동권리를 신장시키는 것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 과다

한 업무부담에 눌리는 교사,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교사

에게 적극적인 아동권리 증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공공재정

의 투입과 관련해서도 아동권리의 수호자로서 교사를 대우하고 그러한 역

112) 1호봉 기준.

113)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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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다) 일·가정 양립 풍토의 정착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근본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재

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가정에서의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

원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

다. 더욱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과 관련된 문제에 정책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육아지

원정책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은 아동의 성

장과 발달에 있어 기본적 토대라는 점, 부모야말로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그 보장에 노력해야 하는 1차적 책임자라는 점에서, 일과 가정이 양

립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의 구축은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되어

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투입방향을 제시한다.

(1) 부모교육 및 직장 교육

자녀양육과 관련해 부모에 대한 교육, 그리고 기업 및 기관 운영자에 대

한 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부모교육은 일반적인 자녀양육의 노하우와 고민 상담에서부터 업무

와 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 아동권리의 내용과 증진에 대한 교육상

담 등이 포함된다. 과거와 달리 체계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은 선택이 아니

라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의무교육 내지 대학교육에서 필수과목으로 부모교육

을 이수하게 한다는 미래의 개선안과 별개로, 현재 부모들 또는 예비부모

들이 자녀양육 및 자녀의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바로 직장에서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원들의 자녀양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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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직장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 및 기관 운영자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가족친화적 경영

이 직원들의 사기와 충성심, 업무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경영에 보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교육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 균형을

이룬 직장의 업무성과가 더 좋다는 것에 대한 보다 객관적 근거 제시, 가

족친화적 경영의 실제 사례 연구와 제시, 현재의 직장문화에 대한 실천적

개선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과 프로그램의 모색, 개

발을 위해 공공재정의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2) 직장의 가족친화적 환경구축을 위한 감시 및 인센티브 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앞서 교육과 관련된 것이 주로 인식적 측면의 전환에 관한 것

이라면,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 구축 및 인센티브 제도는 제도적·혜택적 측

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관련법령에 규정된 법정

휴가·휴직제도의 성실한 준수, 육아를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 등을 촉

진시키기 위해 감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법정제도 위반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역시 여기에 속한

다. 또한 가족친화적 환경을 구축한 직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가족친화센터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가족친화센터·가족친화인증기관, 2013). 이 제도

는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

을 획득할 때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는 등의 혜택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증신청 자체가

자율에 맡겨져 있고, 인증시의 혜택 또한 크게 매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 요건 이상의 직장에 대해서는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받은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세재감면 내지 장려금 지원 등 현실적인 혜택을 부여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경우를 영유

아보육법에 규정한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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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둔 후 몇 년에 한 번씩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금까지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물리적 환경의 구축과 개

선, 교사 등 인력의 질 강화와 처우개선, 그리고 보다 근본적 사회기반 마

련에 연관된 일·가족 양립 풍토 정착과 관련한 공공재정 투입방향을 검토

했다. 최근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공적재정의 투입방향과 비중을 보면 상당

부분이 보육료와 교육료 지원에 치중되어 가고 있다. 비용의 규모 자체도

문제지만 그 속도 역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보육료와 교육료

지원이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아동의 접근

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무엇보다 국가 스스로 양육

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수행해 가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천명

이란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투입 방향이나 흐

름, 그 결과로서의 아동권리 신장이란 점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재검토

가 필요하다.

아동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토대의 구축이란 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재정 투입의 올바른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지금까지 살펴 본 이 세 가지 사항은 이 연구의 아동권리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네 가지 권리 중 복지권(기초보건 및 복리권), 교육권(교육받을 권

리 및 문화향유권), 양육보장권(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의 증진

과 각각 관련지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아동권리 보장방안

이라 될 수 있다.

4) 육아지원정책 결정구조의 개방성 확보하기

이 연구에서는 육아지원정책 분야에서 전문가 등 의견반영 구조가 매우

폐쇄적이라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면담연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실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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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고, 주요 정책행위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는지 외부의 전문가나 일반 대중은 인

지하기 어렵다. 이것은 실제 육아지원정책의 영향을 받는 정책대상자들이

정책논의와 개선에 참여할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구조적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연구자가 매우 어렵고 지난(至難)한 과정을 통해 면담연구를

수행한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정책 실무

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요청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인이 정책현상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면담요

청을 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업무의 기밀성이 요구되고 공인(公人)

으로서의 책임감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선 일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무자들의 태도는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경직된 느낌

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폐쇄성은 육아지원정책이 아동전문가의, 부모의, 그리고 아동의

일상과 괴리된 채 ‘함께 만들어 가는, 살아있는 정책’이 아닌 ‘주어진 정책,

죽어있는 정책’이 되게 만들 우려가 있다. 특히 그 폐쇄성이 특정 집단에

의한 혹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오랜 기간 형성·유지된 것이

라면, 폐쇄성과 결부된 정책관계자의 특권의식이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을

‘그들만의 리그(their own league)’로 만들고 고착화시킬 가능성은 더욱 커

진다. 그리고 그들 일부의 특권의식이 아동권리의 보호현장에 관여하는 일

선 교사, 시설운영자, 부모, 아동에게 매우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

용할 우려도 높아진다. 이것 역시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요인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구조적 과제이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정부나 정

치권의 주도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전문가 등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구조는 대단히 비민주

적이고 폐쇄적이다. 무엇보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직

접 이해당사자 및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중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절차를 실제화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논의과정에서 경

쟁연합의 신념체계에 대한 이해와 수긍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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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현재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행정절차법을 활성화시켜 육아지원정책

의 수립 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상, 육아지원정책 분야에서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방

향을 “교육담론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장논리에 기반한 시설작동 원리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공공재정 투입의 올바른 방향성 재검토하기”, “육

아지원 정책구조의 개방성 확보하기”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검토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네 가지 정책적 개선방안들은 개별적으로 다른 연구에서

도 언급되었을 수 있지만, 아동권리의 증진‘이란 관점에서는 다뤄진 경우가

많지 않았다. 더욱이 각각의 개선방안 사이에서 유기적인 연결성을 찾아

구조적인 개선책으로 종합, 분석한 것은 이 연구의 또 다른 기여라 할 것

이다. 매일의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권리 침해의 상

황’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아동권리를 지

켜내기 위한 방안을 구조적 측면에서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전쟁에 비유하자면 개별전투에서의 승리가 전쟁 전체의 승리를

담보하지는 않으며, 전술적 성과가 전략적 승리로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다 구조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아동권리가

신장되는 공고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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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논의

1. 결 론

  이 연구는 육아지원정책이 집행되는 일상에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간접

적으로는 매우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조적 개선방향의 모

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육아지원 법제에 속하는 영유아보육법과 유

아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평가·비교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준 요

인들을 법제화과정 분석을 통해 탐색했다. 분석결과, ‘보육과 교육의 이원

화된 구조’와 ‘육아지원법령의 본질적 목적과 구조적 성격’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특유의 메커니즘에 의해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제약으로 작

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아동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

조적 개선방안들은 네 가지 차원에서 검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육아지원

법령의 형성과정 분석을 위해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토대로 한 분석모형이

활용되었고,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

육법과 관련된 4가지 권리분야에서 13개 권리지표와 17개 검토기준이 개

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과 유아교육법과 관련해 4가지 권리영역(생존권 및 성장발달권, 복지권, 교

육권, 양육보장권)에서 13개 권리지표, 17개 검토기준을 개발·제시하고, 아

동권리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법령상의 규정 유무, 규정의 구체성과 타법위

임 수준 등에 있어서 두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달랐다.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후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이 10여 년 전에 먼저 제정된 영유아보

육법보다 아동권리 보장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예상 가설과 달리,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아동권리 보장 정도가 2004년 제정된 유아

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보다 더 높고 적극적이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에 차이를 발생시



- 292 -

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법령 제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정책하위체제 내

에서 유사한 정책신념과 이익에 따라 형성된 정책옹호연합들이 육아지원정

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셋째, 정책옹호연합은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 속에 형성된다. 영유아

보육법 제정과정에서는 민간보육시설과 시민단체, 야당이 독립적인 보육입

법을 요구하는 하나의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독립적인 보육입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대되는 정책옹호연합을 형성

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는 유아교육계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장하며 하나의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했다. 그리고 보

육계와 학원계,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에 반대하는 정책옹

호연합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협력과 경쟁, 타협이 나타났다.

  넷째, 정책옹호연합의 형성 및 유지에는 명분과 실리가 이중적으로 기능

한다. 실제로 두 육아지원 법령의 제정과정에서 주장되고 결국 법령에 실

현된 국가의 책임강화는, ‘운영주체로서의 국가 역할 강화’였다기보다는 운

영은 민간이 하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운영비용 보조에 있

어 국가의 비중 강화’였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정에서 독

립적인 보육입법의 필요성을 둘러싼 보육입법 찬성연합과 반대연합 사이의

핵심 쟁점중 하나가 ‘보육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였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 국가제도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재정지원 여력의 문제 모두와 맞물려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1980

년대 말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정부의 보육시설관

리 강화방안에 반대했던 민간보육단체 등이 보육입법운동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보다 크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일면 모순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때 입법 찬성연합이 주장한 ‘국가의 책임’을 ‘시

설설립 및 운영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의 강화가 아닌

‘비용 지원과 책임’의 강화로 해석하게 되면, 이들의 주장과 태도가 모순되

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아교육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

아교육법의 제정과정에서 핵심적 쟁점은 “과연 유아교육법이 필요한가, 그

리고 유아학교와 같은 체제로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가”였다. 이 경우에도

‘공교육화’ 주장의 의미가 국공립 중심의 학교체제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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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인지(공적 운영의 강화), 아니면 여전히 기존

의 민간시설들이 자율권을 인정받되 공공의 재정지원 비중을 늘리는 방식

으로 전환하자는 것인지(공적 재정의 강화)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유아

교육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육계에서 “차라리 초등학교에 유아학년(K-grade)

을 신설해 진정한 의미의 공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했을 때 민간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이견을 드러냈다는 사실에서 보면, 그 의미는 후자에 가까

운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

법 입법을 찬성하는 정책옹호연합 구성주체들이 내세운 명분 속에는 ‘자율

성 확보’와 ‘경제적 지원 확보’라는 실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섯째, 분석모형을 토대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상 주

요 특징을 14개 검토요인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났

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에 관한 단일법이자 기본법인데 비해, 유아교육법

은 일련의 교육관련법 중 일부라는 점에서 법체계상의 위상이 다르다. 입

법 최종시점에서 정책연합 사이의 입법 필요성 공감수준 등에도 차이가 나

타나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두 정책연합이 모두 입법필요성에는 공감했

고 단지 내용의 수준에 이견을 보인데 반해, 유아교육법에서는 마지막까지

입법필요성을 둘러싼 대립이 치열했다. 사회적 요인을 보더라도 영유아보

육법은 입법에 대한 강력한 여론이 존재한 반면, 유아교육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여론이 부재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서는 정책연합 내

부의 균열이 없었던 데 비해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는 찬성연합과 반대

연합 모두 내부 균열이 나타났다. 보육 대 교육의 대립구도 역시 영유아보

육법 제정과정에는 뚜렷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는

극명히 나타나면서 여러 갈등상황을 야기했다. 최종적인 국회 통과와 관련

해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서는 여당에 의한 강행처리라는 비민주

성이 드러났지만,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

주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육아지원 법령의 제정과정과 연관있는 구조적 요인들이 육아지

원 법령의 아동권리 보장에 있어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법령 제정과정 분석의 비교에서 나타난 10가지 차이점에 더해 ‘유엔아동권

리협약의 현실적 구속력 여부’와 ‘전문가들의 의견반영 구조’ 두 가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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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 총 12가지 예상요인을 선정하고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7개의 관계요

인이 밝혀졌다. 이 관계요인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2가지 구조적 요인 즉,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된 구조’ 및 ‘유아교육계의 입장과 태도가 교육담론

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법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된 구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정책연합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편 정책연합과의 관계에서

는 ‘회피와 은폐’ 전략이, 연합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고 스스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포섭’ 전략이 사용된다. 이로 인해 실질은 유사

하나 형식은 여전히 다른 유·보이원화 구조가 다시금 강화되고 긴장을 높

임으로써 육아지원법령의 아동권리 규정을 불분명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부

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아교육법의 목적 및 구조적 본질’은 일련의 교

육법체계를 구성하는 유아교육법의 법체계적 특성상, 다른 교육 관련법과

의 균형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을 만들었다. 또 아동

의 권리 일반이 아니라 주로 ‘교육권’에 무게중심을 두게 됨으로써 보육계

와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위임입법의 증가 및 이원화

구조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또다시 법령의 적극적인 아

동권리 보장 수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작용구조는 일종의 구

조적 기제(메커니즘)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과 작용 메커니즘을 극

복하고 아동권리의 실제적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역시 구조적 차원에서 제

시될 수 있다. 먼저 유아교육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하고 결정적 시기에 있는 유아의 권리 증진을 위해 교육담론의 경계를 넘

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육아지원기관 현장에서의 아동권리

침해 현황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시장논리에 따른 시설운영의 작동원리’

가 유치원에서는 법령의 규제를 피해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형태로, 어린이

집의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는 형태로 왜곡되게 흐를 수 있

다. 지금까지 시장논리에 따른 시설작동원리가 민간시설의 활성화 및 육아

지원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러한 원리가 긍정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증진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한편,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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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공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물

리적 환경을 구축하고, 교사 등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처우를 개선

하고, 보다 근본적 토대가 되는 일·가족 양립의 풍토를 정착시키는 방향으

로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공공재정 투입의 방향이 구조개혁과

같은 근본적 변화 추진이 아니라, 보육료 및 교육료 지원 등으로 편중되고

있는데, 그 속도와 방향성이 올바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 그리고 면담연구과정 전

반에 걸쳐 드러난 폐쇄적 육아지원정책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절

차적 민주성과 정책구조의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1)  연구의 의의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지원정책의 실제 형성과정을

역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육정책 및 유아교육정책과 관련한 후속연구에

도움을 제공한다. 기존에도 교육행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대부분 단일 사례에 대한 연구였고,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주요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에

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라는 이원화 구조의 모법 형성과정을 비

교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환경 속에서 정책결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의 실제 논의, 정책결정에 관여한 전문가들의 목소

리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보다 높이고 정책결정의 실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제공한다.

  둘째,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과 법령의 내용 및 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주요 육아지원정책이 실제 아동권리의 보장

정도에 있어 어떤 수준의 적극성을 나타내는지 밝혔다. 이는 최초의 시도

로 평가될 만하다. 기존의 아동권리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보육 및 교육현

장에서의 실제, 행정적 차원에서의 정책집행 결과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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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비교한 경우는 많지 않았기에 현재 시점에서

는 이와 같은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상보육, 무상교육의 실시가

이뤄지면서 육아지원시설의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그와 함께 늘어나는 시

설에서의 아동권리 침해 문제가 더욱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시설, 급식, 안전사고 내지 학대 문제 등이 보

도될 때마다 “공공재정의 지원을 늘리는 만큼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

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여기서 제기하는 시설, 급식, 안전사고, 학대 등

의 문제는 모두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아동권리와 직결되는 권리침해의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자는 주장은 아동권리를 보호하자

는 주장과 동의어이다. 그러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게 요구하고 지시할 구체적 표준과 내용은 부족하다. 법령체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역시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무엇인가 기준이 되고 참고할 수 있을만한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고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물론 법령의 규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

만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노력은 시급히 진행돼

야 할 과제이다. 특히 백지위임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 아동권리 보장과 관

련한 내용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 시

도한 아동권리관점에서의 법령 평가는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징

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법령평가와 분석을 통해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전인 1991년 제정

된 영유아보육법의 아동권리 보장태도가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

상하는 바와 전혀 상반된 사실이다. 그리고 아동권리의 보장 수준은 법령

이나 정책 제정의 선후라는 시간적 문제보다는, 제정과정과 관련된 여러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정책현실에서 작동하는 메커니

즘을 밝혔다.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된 구조’는 정책연합간 갈등의 수위를

높여 정책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제로 그러한 이원화 구조가 어떤 요인들에 영향을

주고,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내용과 구조에 있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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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적으로

밝혔다. 특히, ‘회피와 은폐 전략’ 그리고 ‘의미의 포섭 전략’이 정책과정에

서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은 관련 분야의 연구에 의미있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계의 논리와 주장이 교육법 체계 속에 존재하

는 유아교육법의 본질적 특징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아동의 권리 일반이

아닌 교육권 분야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구조적 요인의

분석을 통해 밝혔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 역시 개

별적, 각개적으로 개발·제시되기 보다는 구조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

하여 만들어 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연구가 의도했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자 핵심적인 기여점이라 할 것이다.

  넷째, 구조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아동권리 증진방안들을 검토

함으로써, 현재 육아지원정책의 추진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효과적인 개선안들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

과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 연구는 개별적

인 정책안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대

적 필요성 속에서 구조적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것은 우리의 정책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제 육아지원정책의 논의와 결정, 수행 등

에 있어서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동시에 정책실무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유아가 아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

는 학생들의, 교육권 내지 학습참여권에 관한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음도

밝혔다. 그러나 동 협약이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는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 연구에서는 밝혔다. 

  여섯째,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이 실제 육아지원정책의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규명했다. 또한 실제 육아지원정책의 결정 및 집행구조

가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것을 연구과정에서 밝힘으로써 향후 이러한 문제

를 중대한 개선과제로 인식하고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내부 정책관계자와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적인 조언

을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폐쇄적 구조는 개선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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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다.

  일곱째, 정책형성과정의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및 통과과정의 절차적 민주성, 그리고 정당의 정책중재활동이 아동권리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규명했

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된다는 것이 반드시 아동권리의 보장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2)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과 구조를 토대로 아동권리의 보장

수준을 분석·비교하였는데, 법령의 내용 및 구조가 실제 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설에서의 아동권리 보호실태에는 어

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언론보도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법령의 태도와 실제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작동하는

구조의 문제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해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명확한 구조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된 구조’, 그리고 ‘유아교육계의 입장과 태도

가 교육담론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법의 구조적 한계’라는 두 가지 요인이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구조와 경로로 실제 작동되는지를 지속적인 추가면담, 

사례연구를 통해 추후 검토하고 확증지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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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요 내용

유엔아동

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1994)

15. 협약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무료 보육사업을 예시

16.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아동복지부문에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 아동 위해환경의 제거, 아동전

용시설의 확충 등이 포함됨을 명시.

18/21. 아동관련 정책의 담당기관으로서 보건사회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교육부

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교육 관련 조사와 연구 등을 주된 업무로 하

고 있다고 명시

41.한국정부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아동관련 정책의 수립에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고 명시

42.아동의 생존 및 성장발달권과 관련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복지정책이 수립, 실천되고 있다”고

명시

80. 한국은 유아교육진흥법을 통해 유아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심신발달의

충실을 기하고 건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을 진

흥하고자 하고,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

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명시

128.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와 관련해,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

서비스가 실시되고 보사부에서 일괄적으로 보육사업을 관리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명시

129. 어린이의 건전한 보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1990년부터 주요 정책사업

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수 등이 크게 증가하였

다고 명시.

[부록 1]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검토사항 중 육아지원정책 관련사항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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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만 3세부터 국민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

신의 발육을 조장하고,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유치원 또는 유

아원을 두고 있다고 명시

163.한국은 오랫동안 유교사상이 지배해 온 사회로서, 아동은 부모의 예속적 존재

로서 인식되어 아동을 위한 문화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는데 정부는 아동의 문화

활동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명시

제1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CRC의

심의결과

및

권고의견

(1996)

11/25.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최대

한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 따라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

12. 협약의 일반원칙(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3조), 생존발달권(6조)) 등이 아동관련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

27. 가족들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

을 보장하는 보다 발전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제2차

국가보고서

(1999)

7. “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고 명시

30.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뿐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 및 기관들

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동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

연합회,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있고,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는 한국영유아보

육시설연합회 등이 있음을 명시

84. “아동양육 책임수행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등 국가의 지원을 규정한 법률 등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명시

121.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활동 속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게 하는 등 아동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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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영유아보육법

을 제정하여 보육사업을 통해 보호와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된 지원

을 하고 있음. 그리고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생

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명시.

136.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여성의 경

제활동참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을 증설하여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향후 보육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명시.

155.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을 조장하고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두고 있다”고 명시.

250. 협약 제18조 및 27조와 관련한 위원회의 제1차 권고사항 27번에 대하여, 앞서

136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

었고, 이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명시

제2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심의결과

및

권고의견

(2003)

19. 아동관련 중앙예산이 1997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고, 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배분정도에 비해 낮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 따라서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을 권고

29. 아동관련 법령과 정책, 사업 내에 협약의 일반원칙(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3조),

생존발달권(6조))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명. 따라서 관련 법

령에 이들 원칙과 권리가 적절히 통합되도록 노력하고, 모든 정치적, 사법적, 행정

적 결정과 사업에 적용하도록 권고.

39. 가정, 학교 및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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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취학 전 교육을 위한 비용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

한이 설정된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의 교육목표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정

책을 검토할 것을 권고

제3·4차

국가보고서

(2008)

24. 협약이행을 위한 주요 법령 제·개정 현황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표준

보육과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개발 보급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을 예시로 명시

33. “아동복지 및 보육, 청소년 예산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은 물론 전체아동의 복지

및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명시

105/110. 아동권리 향상의 일환으로,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2005

년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아동안전관련 법령정비의 예로 제

시

257∼259.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부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 검사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설에서의 아동인권침해를 직권조사할 수 있

음을 협약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예시

304.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보

육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명시

383. 2004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명시

제3·4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추가

답변내용

(2011)

13. 보육을 포함한 아동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8년 1조5,118억원에서

2011년 2조6,534억원으로 확대되었음을 명시

15. 2003년 ‘아동권리지표’114), 2006년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115), ‘청소년인권지

표’116) 등 한국 상황에 맞는 주요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고, 보육정책 및 유아교

육정책 등 아동정책을 평가하고 ‘아동정책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였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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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심의결과

및

권고의견

(2011)

12∼13.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이행되어 정책분절이 있어났기에 협약이행 업무의 조정이 감소되었음

을 우려함. 따라서 정부 부처 간에 그리고 관련된 전국 및 지방자치체 기구들

간에 아동권리 관련 기능과 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권고

32. 아동관련 법령 내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고 있

음에 우려를 표명. 따라서 관련된 노력을 강화하고, 모든 사법, 행정적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43. 가정, 학교 및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과 규

정 개정을 강력히 권고

63.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고 권고117)

114)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했다.

115) 보건복지부의 용역사업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개발했다.

116) 이 추가답변내용에서는 2006년의 ‘청소년인권지표’만이 제시되었다. 추가답변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6년∼2010년

까지 5년간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를 추진하면서 1차년도

(2006년)에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했고, 4차년도(2009년)와 5차년도(2010년)에는 ‘아동·

청소년 인권지표’를 검토·보완하여 개발했다.

11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3·4차 보고서 심의결과 및 권고의견에도 나타났듯이, 아동의 여

가·문화·오락활동에 관한 권리는 중요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이전에

도 많은 연구자들이 ‘여가·문화·오락활동권’의 내용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고,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된 「아동권리지표」에서도 8개 영역 중 ‘문화와 여가’를 포함

시킨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아동의 문화·오락활동에 관한 권리를 법령의 적극성 평가

의 기준지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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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번호)
주 요 내 용 (항목)

§3

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②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

하고, ③아동관련 모든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적격성,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을 따

를 것을 보장해야 함.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함.

§6 ① 당사국은 아동이 가진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고 ②아동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18

① 부모 또는 후견인이 아동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②당사국은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해야 하며, ③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

유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19

①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등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② 이러한 보

호조치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도 적절히 포함되어야 함.

§24

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② 이 권리의 완전

한 이행을 위해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충분한 영양식의 제공 등을 통해 질병을 퇴치하고,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이

건강, 영양,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 활용에 있어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26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②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아동

과 부양책임자의 자력, 주변사정, 여러 혜택신청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히 부여되어야 함.

[부록 2] 아동권리관점 평가기준에 관련된 유엔아동권리협약 규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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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③ 국내여건과 재정

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주거에 대해 물질적 보조와 지원계획을 제공해

야 함.

§28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며, 모든 아동이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29

①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아동의 인격과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등의 여러 목표를 지향

하는데 동의해야 하며, ② 개인 및 단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하고 국가에 의해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교육기관 설립의 자유를 보장정해야 함.

§31

①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②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제공을 장려해야 함.

§39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등으로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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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표 및 기준 내 용

2
불리한 아동의 우선권

을 위한 국가계획

불리한 아동에게 우선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계획 및

재정 지원의 유무

3
3세미만 아동의 보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3세미만 아동의 25%가 공적지원을 받고 관리감독

을 받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유무

4
4세아를 위한 최소한의

접근 기회 기준

4세아의 80%가 공적지원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서비스를 1주에 15시간 이상 이용하는지

유무

5
모든 교직원에 대한 최

소한의 훈련 수준

가정탁아를 포함해 아이들과 접촉하는 유아기 서비

스기관 교직원의 80%가 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

했을 것(교육과 보육전문가의 임금과 근무조건에

관심증가)

6
더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교직원의최소비율

정부지원과 인증을 받는 보육·교육기관 교직원의

50%가 최소한 3년의 고등교육을 받고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분야의 자격소지자일 것

7
교직원대아동의최소한

의비율

훈련받은 성인(교육자와 보조자) 대 아동의 비율이

4, 5세는 1:15미만, 집단크기는 24명 미만일 것

8
공공재정의 최소한의

기준

0∼6세 발달과 교육서비스를 위한 공적 투자가 최

소한 GDP의 1%

[부록 3] 아동권리관점 평가기준에 관련된 유니세프 지표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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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abatier가 제시한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가설(총 12개)118)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ACF모형의 적용가능성 검토 가설(총 5개)

정책옹호

연합

① 어떤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옹호연합과 반대연합의 연합간 결속

은 1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안정된 경향을 보일 것이다.

① 육아지원정책 관련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옹호연합과 반대연합의 연합간 결속은

1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안정된 경향을 보일 것이다.

② 정책옹호연합의 행위자는 정책핵심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실질

적인 공감을 가지나, 2차적 측면의 신념에 있어서는 그러한 공감이

보다 덜 할 것이다.

② 각 연합의 행위자는 정책핵심과 관련된 이슈(가령, 단일법 제정여부 또는 일원화

및 공교육화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공감을 가지나, 2차적 측면의 신념에 있어서

는 그러한 공감이 보다 덜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변동의 압력을 받을 때 핵심적 신

념보다는 2차적 신념을 포기하려 할 것이다.
③ 정책옹호연합 또는 연합 내 행위자는 정책 핵심적 신념보다는 2

차적 신념을 포기하려 할 것이다.

④ 하나의 옹호연합 내에서 행정기관은 이익집단과 같은 참여자보

다 더 온건한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③ 육아지원정책의 형성과 관련해서 정부부처(가령,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익집

단(가령, 보육시설연합회와 유아교육기관연합회)보다 더 온건한 입장을 지지할 것이

다.

⑤ 가치지향적 집단의 엘리트들은 물질지향적 집단의 엘리트보다

정책위치와 신념의 표현에 있어서 제약을 더 받을 것이다.

(삭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제정사례에서 가치지향적 집단과 물질지향적 집단

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연합형성의 시초부터 최종 정책산출까지 이러한 구

분이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정책변동

① 정부 프로그램의 기본적 핵심요소는 그것을 성립시킨 옹호연합

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중요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위

계상 더 큰 관할권에 의해 변화가 부과되어진 때는 예외이다. ① 하위체제 외부의 심각한 동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선거의 존재나 정권교체와 같이

옹호연합의 권력변동을 가져오는 외부적 변화요인은 육아지원정책의 핵심적 변동을

가져 온 필요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하위체제 외부의 심각한 동요, 즉 사회·경제적 여건, 지배집단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 산출의 영향 등이 없이는 정부

프로그램의 핵심요소가 변화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 외부의 중

요한 동요는 변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부록 4]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가설을 토대로 한 정책형성과정 검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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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습

① 신념체계 간 정책학습은 중간적 수준의 갈등에서 가장 잘 발생

한다. 이때 각 연합은 논쟁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자원을 보

유해야 하며, 갈등은 한 연합의 신념체계의 2차적 측면과 다른 연

합의 핵심요소 간의 것 또는 두 신념체계의 2차적 측면에 관한 것

이어야 한다.

① 육아지원정책 옹호연합의 신념체계 간 정책학습이 가장 잘 발생한 부분은 2차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② 정책학습은 상대연합의 전문가가 참가해야 할 정도로 권위있고,

전문적인 규범에 의해 진행되는 포럼 등이 존재할 때 일어나기 용

이할 것이다.

(삭제. 문헌자료와 국회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상대연합의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가운데 의미있는 설득작업이 일어난 정책학습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공식적이고 공

개적이면서 실질적 정책학습이 가능한 포럼보다는, 비공식적인 관계자 회의나 정책중

재자의 설득활동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가설은 삭제한다)

③ 정책문제가 질적이거나 주관적인 문제보다는, 양적 성과지표가

있는 정책문제의 영역에서 정책학습이 일어나기 쉬울 것이다.

(삭제. 두 사례 모두 양적 성과지표와 관련이 깊은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아니라, 질

적이거나 주관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은 복지와 교육 관련 정책이기 때문이며, 두 사

례를 각각 양적문제, 질적문제로 보아 비교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한다)

④ 사회체제를 포함하는 문제보다는 자연체제를 포함하는 문제 영

역에서 정책학습이 일어나기 쉬운데, 자연체제에서는 그 구성요소

자체가 능동적인 전략가들이 아니며 통제된 실험이 쉽기 때문이다.

(삭제. 연구대상이 되는 육아지원정책 사례들은 모두 간척사업이나 개발사업처럼 자

연체제를 포함하는 문제보다는 사회체제를 포함하는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

⑤ 축적된 기술적 정보는 반대연합의 신념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

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책중재자 또는 정부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관리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에 중요한 영

향력을 갖을 것이다.

(삭제. 축적된 기술적 정보의 영향력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뒤에서 추가하

는 것처럼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시급성에 대

한 평가’라는 보다 종합적 요소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118) Sabatier & Weible(2007),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novation and clarification. In Sabatier, P. A. (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pp. 18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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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시기 언론사 내 용 유 형

유

치

원

2011

05.03 한겨레 학교·학원도 ‘석면 주의보’…아이들이 위험하다 위생(건강)

05.18 동아일보 서울 유초중고 시설 88% “석면 의심” 위생(건강)

06.11 동아일보 유치원-초중고 100곳중 96곳서 석면 검출 위생(건강)

2012.

05.05 동아일보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유치원 버스에 끼여 원생

숨져
안전사고

11.16 동아일보
유치원 선발 ‘꼼수’… 선착순 막았더니 동시에 추첨

‘담합’
도덕적 해이

2013.

05.11 동아일보 유치원차 10대 중 4대 불법 지입차량 도덕적 해이

05.06 동아일보 유치원 통학차 53%가 미신고차량 도덕적 해이

09.10 동아일보 어린이집 운영비 횡령 원장 첫 구속 도덕적 해이

2014.

01.15 한겨레
“이젠 방과후 수업까지…” 유치원교사들 ‘안녕 못해

요’
보육·교육여건

01.17 조선일보 해외 체류 영유아 허위등록… 보육료 5억 타내 도덕적 해이

어

린

이

집

2010

07.05 동아일보 아동 성폭행 전과자, 어린이집 4곳 들락날락 *기타

08.24 한겨레 보육시설 7% 실내공기 ‘비상’ 위생(건강)

2011.

08.23 한겨레 ‘엎드려 자다 사망’ 어린이집 손배소송선 패소
안전사고

(돌연사)

09.27 동아일보 원생 1명당 권리금 500만원… 어린이집 매매 ‘과열’ 도덕적 해이

10.17 한겨레 구미 구평동 한 어린이집서 화재…1명 중태
안전사고

(화재)

10.17 한겨레 5살 아이들 이불 안갰다고 설마? 학대

[부록 5] 아동권리침해 관련 주요 언론보도 내용 및 침해유형

(2009.5.1.∼2014.5.1.)119)

119) 동일한 소재와 사건을 다룬 여러 기사들은 하나의 주제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기사들을

테두리로 표시해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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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동아일보 “울음소리 싫어” 어린이집서 3개월 영아 장롱에 가둬 학대

11.05 동아일보 ‘꿀꿀이죽 원장’ 여전히 어린이집 근무 도덕적 해이

11.19 동아일보
“꿀꿀이죽 악몽에… 아들은 6년 지난 지금도 카레

못먹는데”
도덕적 해이

12.05 동아일보
[뉴스 파일]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원장 등 5명

적발
도덕적 해이

12.07 한겨레 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광주 뿐일까 도덕적 해이

2012

01.12 동아일보
“월 20만원 줄게, 아이 이름만 빌려달라”는 어린이집

의 유혹
도덕적 해이

02.01 한겨레
“울면 수건으로 입 막고…분유 입안으로 들이부어”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수사
학대

02.07 동아일보 [수도권]보조금 부풀린 어린이집 135곳 도덕적 해이

02.08 한겨레 월 100만원에 ‘골병’…보육교사들 ‘더는 못 참아’ 보육·교육여건

04.06 동아일보 “어린이집으로 돈벌자” 창업붐 타고 억대 권리금 도덕적 해이

05.04 동아일보
어린이집 절반에서 석면 검출… 90%는 아예 관리대

상서 빠져
위생(건강)

05.10 동아일보 [수도권]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땐 치사율 2배
안전사고

(통학버스)

05.14 한겨레 애들 우윳값까지 손댄 어린이집 원장들 도덕적 해이

05.15 동아일보
영양사 월급 90% 빼돌리고 급식용 고기 집에 싸들

고가… 해도해도 너무한 어린이집 비리
도덕적 해이

06.27 한겨레 [이사람] “보육교사 과로가 보육의 질 저하 불러” 보육·교육여건

09.15 동아일보
[뉴스 파일]보조금 유용 혐의 어린이집 원장 116명

입건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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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2.18 동아일보
[수도권]“특별활동 안시키면 왕따” 어린이집 ‘반쪽 무

상보육’

보육·교육과정

운영

02.22 동아일보 운다고 빈방 가두고 우유 먹일땐 “빨리 처먹어” 학대

03.05 한겨레 서울시,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287곳 적발 도덕적 해이

03.27 동아일보 [시동 꺼! 반칙운전]‘통학車 참변’ 한달만에 또…
안전사고

(통학버스)

09.30 동아일보 [단독]쓰레기국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영양

09.10 동아일보 어린이집 운영비 횡령 원장 첫 구속 도덕적 해이

07.08 동아일보
뻔뻔한 어린이집 비리 원장… 학부모에 선처탄원서

서명 요구
도덕적 해이

06.18 중앙일보 "권리금 1억" … 어린이집 전문 복덕방도 도덕적 해이

06.17 중앙일보 불법 적발 어린이집 85% 정부가 인증한 우수시설 도덕적 해이

06.11 동아일보
[탐사 기획/어린이집, 왜 이 지경 됐나]‘영리-비영리

경계’ 어린이집 딜레마

분석기사/도덕

적 해이

06.11 동아일보
[탐사 기획/어린이집, 왜 이 지경 됐나]<상> 죄의식

없는 원장들
도덕적 해이

05.28 동아일보
유통기한 며칠 지난 생닭 조리하고…어린이집 국고

보조금 횡령 백태
도덕적 해이

05.28 중앙일보 어린이집 횡령 300억… 86명 입건 도덕적 해이

05.27 한겨레 새누리당 송파구의원 어린이집 ‘횡령의 달인’ 도덕적 해이

05.27 한겨레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울면 이불로 덮어버리고… 학대

05.21 중앙일보 어린이집에 맡긴 아기 뇌사
안전사고

(돌연사)

05.07 중앙일보
어린이집도 문어발 무상보육비 따내 운영비 돌려막

기도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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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중앙일보 저질급식·학대·횡령 … 겁나는 어린이집

영양,학대,도덕

적 해이**(중

복)

04.24 동아일보 부산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만취운전’
안전사고

(통학버스)

04.08 동아일보 “원생 학대 반성 없어”… 어린이집 원장 법정구속 학대

04.07 한겨레 아이 입 막고 때린 어린이집 원장 법정구속 학대

05.06 중앙일보 전날 남은 밥에 콩나물 넣고 끓여 '영양죽' 오전 간식 영양

05.06 중앙일보
두 돌 안 된 아이까지 특활비 … 명목은 베이비 마

사지
도덕적 해이

05.07 중앙일보 원장, 300만원에 가짜 교사자격증 알선 도덕적 해이

05.27 한겨레 어린이수 따라 권리금…보육보다 돈벌이 전락 도덕적 해이

06.12 동아일보
보채는 아이 18명 혼자 감당… “통제 안돼 나도 모

르게 학대”

학대, 보육·교

육여건**(중복)

06.17 중앙일보 벼락치기 서류 작성 매달려 아이들 거의 방치

보육·교육과정

운영, 보육·교

육여건**(중복)

06.17 중앙일보 원장 가족 외식이 교사들 회식 둔갑 도덕적 해이

06.22 중앙일보
한 살배기 업고 경찰서 찾아온 엄마 "아이가 학대당

했다" …

학대, 도덕 적

해이**(중복)

08.13 중앙일보
두살 여아 밥풀 안 버렸다고 보육교사가 밀쳐 멍들

게 해
학대

10.09 한겨레 수도권 소규모 어린이집 30곳서 석면 나와 위생(건강)

10.10 동아일보 소규모 어린이집 10곳중 3곳 석면 검출 위생(건강)

10.14 동아일보
7개월 영아 얼굴 이불로 덮어 사망… 어린이집 원장

에 1억대 배상판결
학대

10.14 중앙일보 어린이집 문어발 운영 구의원 영장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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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조선일보 교재·급식비로 옷 산 어린이집 원장 도덕적 해이

11.09 조선일보 '돈 받고 어린이집 입찰' 아파트 입주자 대표 實刑 도덕적 해이

11.21 조선일보 또…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학대

11.22 중앙일보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했다 속여 국고보조금 48억 챙

긴 업자 구속
도덕적 해이

11.22 조선일보
보육교사 보조금 48억 꿀꺽… 직업훈련업체 대표 등

구속
도덕적 해이

2014

01.10 조선일보 아동학대 알고도 放任 어린이집 원장 과태료 학대

01.30 동아일보
[시동 꺼! 반칙운전]설 앞두고… 포항서 또 통학차

참변

안전사고

(통학버스)

01.17 조선일보 해외 체류 영유아 허위등록… 보육료 5억 타내 도덕적 해이

공

통

2011. 06.19 한겨레
‘여름 불청객’ 어린이 수족구병 주의보 외출뒤 꼭 손

씻고 발병땐 격리 치료해야
위생(건강)

2012. 07.12 한겨레 수족구병 주의보…33개월 여아 올해 첫 사망 위생(건강)

2013. 07.29 중앙일보 옴·머릿니 어디서 옮았지 … 후진국병의 역습 위생(건강)

2014.

02.21 중앙일보 후진국병 결핵, 아직도 학교에 … 위생(건강)

04.13 한겨레 5년 넘은 어린이 시설서 납·기생충알 검출 위생(건강)

04.29 동아일보 손 발 혀에 물집… 수족구병 주의보 위생(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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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95 1998 2000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계 5,490 9,085 17,605 19,276 26,903 29,233 33,499 38,021 42,527 43,770

전년대비

증가율
- 30.25 14.5 2.71 11.44 3.05 8.57 6.95 6.74 2.92

국공립

(%)

837
(15.2)

1,029
(11.33)

1,258
(7.15)

1,295
(6.72)

1,349
(5.02)

1,643
(5.62)

1,826
(5.45)

2,034
(5.35)

2,203
(5.18)

2,332
(5.33)

민간 4,653 8,056 16,347 17,981 25,554 27,590 31,673 35,987 40,324 41,438

형태

122)
1975 1982 1983 1985 1986 2002 2004 2006 2008 2010

계 18,238 22,709 22,858 22,899 22,877 22,288 22,494 22,720 22,898 23,068

공립

(%)

11,683

(64.06)

13,842

(60.95)

13,809

(60.41)

13,600

(59.39)

13,573

(59.33)

12,414

(55.7)

12,013

(53.4)

11,510

(50.66)

10,935

(47.76)

10,766

(46.67)

사립 6,555 8,867 9,049 9,299 9,304 9,874 10,481 11,210 11,963 12,302

[부록 6] 한국의 어린이집 현황(1993∼2013)120)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보육통계)/e-나라지표 홈페이지)

[부록 7] 일본의 보육소 현황(1983∼2010)121)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厚生白書』(昭和51年版∼平成12年版),

『厚生労働白書』(平成13年版∼平成25年版))

120) 제시된 연도와 관련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

에서 가장 오래된 연도는 1993년이다. 1995년부터는 어린이집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국공

립시설의 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다가 국공립시설의 비율 감소폭이 1998년 전후

로 완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국공립시설 비율은 2004년을 저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21) 제시된 연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후생노동성 웹사이트를 통해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연도는 1975년이었다. 분석결과, 공립보육소의 수는 1982년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줄어들었고, 전체 보육소 수는 198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2006년부터 늘

어났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연도를 선정했다.

122)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서는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해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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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교육대상 인원 기간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기본가치이

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250명
3주(14차시),

7시간 인정

-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모니터링

- 아동권리에 기반한 의사소통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

유아교사 250명
2주(7차시),

4시간 인정

- 유아권리 이해와 존중

- 교사의 유아권리 감수성 향상

과 실천

- 유아권리 주제교육

아동학대예방

바로알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150명
2주(4차시),

2시간 인정

- 아동권리와 국제협약

- 아동학대의 유형과 현황

- 신고의무와 방법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사,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공무원, 의사,

시설종사자등)

100명
3주(8차시),

4시간 인정

-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 아동보호기관

- 아동학대시 신고의무 및 대처

방안

- 아동학대 예방사업

[부록 8]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 예시

(2010년도 사이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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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nactment Processes of

‘Child Edu-care Ac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 From the Children’s Rights Perspective

Kang, Hyoun-Gu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policies on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namely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CCEP),” has been a particular

interest in Korean Society. CCEP is important because i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care and education service’ to young children in their

‘most sensitive period’ of human development. In reality, however,

children’s rights can only be sanctioned by adults and their rights are

recognized at the level of abstraction.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enactment processes of CCEP

as well as its Acts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especially

the right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Since ‘Child Edu-care Act(CEA)’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ECEA)’ form the core of CCEP,

two exemplary cases were selected as the objects of analysis; a case of

CEA(enacted in 1991), and another case of ECEA(enacted in 2004). In

order to assess the CCEP’s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this

study developed standards based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Through ‘historical documents research’ and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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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nterviews’ with policymakers, several results were found.

First of all,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 was assessed

against 4 categories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Right to

Welfare’, ‘Right to Education’, and ‘Right to Proper Care’), and

CEA(1991) was found to have a higher guarantee level than that of

ECEA(2004). This result overturns the expected hypothesis that the

latest CCEP would outdo the earlier one.

Secondly, the enactment processes of two Ac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PAC) Framework’, conceptualized

by P. A. Sabatier. By comparing the mai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14 criteria, significant distinctions between two cases were found. For

instance, while CEA is a unitary, fundamental Act on child edu-care,

ECEA exists as a part of the educational law system; therefore their

positions on the legal system are incomparable. Also, the two cases

showed differences on the perceived need for legislation in the final

stages of enactment. As for CEA, its two PAC’s agreed on the need

for legislation, but disagreeing on the content. Yet, as for ECEA, its

two PAC’s heatedly debated on the need for legislation.

Thirdly, 7 relational facto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hich

negatively influence the CCEP’s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were

found in total. These 7 factors stem from the following two structural

factors: ‘Dual Struc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Structural Limits of ECEA dependent upon Education Discourses.’ The

first factor causes conflict between PAC’s in various ways, and affects

strategies PAC’s use in order to reduce tension between themselves.

The strategies are ‘evasion and concealment’ and ‘meaningful win-over.’

The second factor, by its very nature of being a part of the educational

law system, structurally restricts ECEA to mainly focus on children’s

rights but on ‘educational rights’. To overcome the negative eff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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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tructural factors, ways for improving children’s rights must also

be sought at the structural level. For insta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sector must not limit its ways within the boundary of

‘Education Discourses‘. Childcare organizations must seek means to run

on a profit-basis without sacrificing children’s rights. Reviews must be

done in order to ensure that public financial support is allotted in

providing higher quality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 CCEP

must also carry out its decision-making processes transparently, and

democrat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erved as a useful reference

for detailing children’s rights and suggesting regulation standards for

CCEP and Acts. It may als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decision-making processes of CCEP, and reiterate the ultimate

purpose of CCEP, which is to guarantee children’s rights. Lastly, this

study can help find ways for improving children’s rights by taking into

account the influential power of the specific structural factors found in

this study.

Keywords: Children’s rights,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CCEP), Child Edu-care Act(CEA),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ECEA),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Dual Struc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tudent Number : 2011-3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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