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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이 유아의 학교준비도

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유아교육의

성과는 학생의 학교 출발선을 좌우하는 중요성이 있으므로, 현재

90% 이상의 유아가 이용하는 기관들에서 질 높고 평등한 유아교

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은

국·공립 또는 사립의 설립유형에 따라 재정, 시설, 교육과정, 교원

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라 유아의 교육

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립기관의 높은 효과성 또는 낮은 공공성으로 인

해 국·공립기관에 비해 높거나 낮은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설이 모두 가능한 가운데, 이를 검증하여 본 연구는 어떤 설립

유형의 기관이 유아의 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가와 그 소재

는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설립유형별 기관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설립유형별 취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지역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설립유형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전체

및 영역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지역구 내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충분성에 따라, 사립기관

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데이터의 6차 및 7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

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통상최소자승회귀분석 및 경향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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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역확률가중치법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가구소득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낮고, 출생순위

가 후순위이며 자녀수가 많은 등 가정의 교육투자가 덜 집중되는

유아일수록 국·공립기관에 취원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설립유형의 효과는 평균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동일

한 유아가 국·공립기관에 취원하는 경우와 사립기관에 취원하는

경우 이로 인한 유아의 학교준비도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학부모가 인식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수가 충분하여

기관들 간 경쟁이 촉진되는 지역에서는 사립기관일수록 유아의 학교

준비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넷째, 사립기관의 효과가 평균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원인은

사립기관에서 유의하게 교실 환경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

각각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공립기관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낮은 유아들을 고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

함으로써 사립기관의 효과 발생을 도모하기 위해, 초과수요가 존재

하는 국·공립기관을 증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립기관에 관리

와 지원을 제공하여 사립기관의 교실 환경과 교사 상호작용 수준을

국·공립기관에 준하게 상향화함으로써 사립기관의 공공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학교준비도, 교육효과, 교육 공공성,

경향점수를 활용한 역확률가중치법

학 번 : 2017-2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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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격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며, 그 가운데 해결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

만큼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는 학령(school age)

이전의 유아기에 주목해왔다(Nores & Barnett, 2014; 오욱환, 2017 등).

국내외 모두에서 유아란 만 3세에서 취학 이전의 어린이를 의미하는 것

으로(유아교육법 제 2조; UNESCO, 2012), 유아기는 학령기를 앞두고 생

애 초기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성과는 학생이

학령을 시작하는 출발선을 좌우하게 되므로, 학교 출발선에 유아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진입하며 이 때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격차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유아기의 교육에서 가정에 비해 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유아의 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년 기준 94.8%로 유아

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World Bank, 2018). 이러한 상황

에서 기관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초기 교육결손 방지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며(Duncan, Dowsett et al, 2007; 김인희, 2006), 기관들이

평등한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 또한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Heckman, 2011; 김기헌, 신인철, 2011).

그렇다면 현재 질 높고 평등한 유아교육 제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은 민간부문에서 형성 및 발전해왔다

는 특징을 갖는다(곽윤숙, 2008). 최초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해방 이전

에 설립된 사립기관이었으며 이후 사립기관을 중심으로 그 수가 증가하

여, 두 기관이 현재와 같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산하에서 제도적 기

반을 갖춘 것은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였다(김재춘,

2017; 송기창, 2011). 여전히 국내 유아교육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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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데, 2018년 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산하여 기관의 82.5%, 유아

의 82.1%, 교원의 85.3%는 사립기관에 속한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교육

부, 2018c; 보건복지부, 2019). 위 비율은 OECD 가입국 평균인 33%와

EU 가입국 평균인 26%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OECD, 2018).

국가는 사립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지원을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직접 국·공립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을 제

공해왔기 때문에(박신영, 2015), 이로 인해 국가가 관리 및 운영하는 국·

공립기관은 사립기관과는 차이를 나타내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재정, 시설, 교육과정, 교원 등 여러 측면에 존재한다는 점이 꾸준히 보고

되어왔다(김낙흥, 2009; 노승부, 2014; 신재흡, 2013; 원영미, 2000; 유희정,

이연승, 강민정, 2012 등).

예컨대, 국·공립기관은 누리과정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를

벗어나는 경우 절차적 제약이 많아 교육과정이 다소 표준화되어 있으나,

사립기관은 원장의 의사결정 하에 누리과정에 기관의 특색을 결합하여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김양희, 2015; 손수민, 2014). 교육

과정은 교육의 질에 주요한 요인임을 고려한다면, 그 밖에도 상기 여러

영역에서 기관 설립유형에 따라 교육의 질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는 유아의 교육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주지하여 정부는 민간에서 형성 및 발전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그 가운데 최근 강

조되고 있는 정책은 국·공립기관 증설 및 사립기관의 책무성 강화이다

(교육부, 2017; 교육부, 2018a; 교육부, 2018b; 교육부, 2019a). 두 정책과

같이 민간에 개입하는 정부 정책의 경우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동 정책은 유아의 교육적 발달에

대한 고려보다는 학부모 수요 및 최근의 사립유치원 재정비리 사태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교육부, 2018a; 교육부, 2018b).

따라서 사립기관의 교육이 유아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로부터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 확인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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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을 국가가 제공하는 경우와 민간이 제공하는 경우 중 어느

경우가 유아의 교육에 더 효과적일 것인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어떤

설립유형의 학교가 더 효과적인가’와 같은 중립적 논의보다는 ‘사립학교

의 효과가 존재하는가’의 사립학교 효과(private school effects) 논의를

발전시켜왔다(Hoffer, Greeley, Coleman, 1985; 김경년, 2012 등). 이는 사

립학교에서 재정의 수익자 부담 의존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

아 학생 유치를 위해 교육서비스 향상 노력을 기울일 여지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Corbonaro & Covay, 2010).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부문은 초·

중등교육부문과 비교하여 사립기관의 자율성과 수익자 부담 의존도가 높

고, 유아가 배정이 아닌 선택을 통해 기관에 취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술한 설명과 같은 사립학교 효과가 적용될 수 있는 맥락에 해당한다

(노승부, 2014; 미래한국, 2019.3.18.; 유희정 외, 2012).

한편 국내 유아교육의 맥락에서 사립학교 효과만이 가능한 가설은 아

니다. 국·공립기관들은 국가가 투명하게 운영하며, 재정 지원이 시설비와

운영비의 일체를 포함하여 안정적이고, 교원에 대한 처우가 높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는 국·공립기관에 더 높은 교육의 질을 기대

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낙흥, 2009; 유희정, 1998; 조선일보, 2019.5.25.; 한

겨레, 2019.3.3.). 이와 같은 정황과 기대가 실제로도 타당한 경우, 국·공

립기관의 교육효과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즉, 국·공립기관에 준하는

교육 제반요소를 갖추지 못하는 사립기관의 낮은 공공성이 교육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렇듯 양측의 설명이 가능한 가운데, 검증을 통해 이를 확인한 연구

는 찾아볼 수 없었다. 종래 다수의 선행연구는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라 기관특성과 교육의 질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고하며, 이

들이 유아의 발달과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언

해왔다(원영미, 2000; 유희정, 1998 등 다수). 그러나 이와 같은 간접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기관이 유아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규명할 필요성을 도출한다. 또한 선행연구 가운데 구체적 기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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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교사특성이 유아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

으나, 이는 기관 내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을 제언하는 데 그쳐 명확한 정

책대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김진미, 홍세영,

2017; 이수현, 2018 등). 따라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

록 구체적 대상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

간 여러 영역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설립유형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에게 동일한 국가표준 교육과정(누리과정)

을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괄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립유형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 각각의 교육효과 제고

를 위한 구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 중 어떤 유형의 기관이 유

아의 교육에 더 효과적인가를 검증함으로써 각 기관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관 설립유형

별 유아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편의(bias)를 제거하여 설립

유형의 효과를 검증하며, 기관 간 경쟁 정도에 따른 사립기관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한 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설립유형(국·공립 또는 사립)별

취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지역특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동일한 유아가 어느 설립유형의 기관을 이용할

때 교육성과가 더욱 높아지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유아를 확보하여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만일 특정한 설립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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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유아들이 취원하여 성과에서도 효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효과(selection effects)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정하지 않는다면 유

아의 교육성과가 선택에 의한 것인지 처치(설립유형별 교육)에 의한 것

인지 구분할 수 없다. 다만 선행연구 가운데 설립유형별 기관 선택의 영

향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한 바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므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이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편의를 보정하여 설립유

형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사립기관은 국·공립기관에 비해 기관 이용비가 최대 36배까

지 높은데, 이는 정부가 국·공립기관 증설을 추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교육부, 2017). 또한 영유아보육법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립하도록 규정하였고(동법

제 12조),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정책을 지

속해왔다는 점에서(신재흡, 2013; 한국일보, 2015.9.22.), 기관 설립유형별

유아집단 간에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타당한 추

론이 가능하다. 또한 유아는 취원 시 가정으로부터 근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박선욱, 2011; 최은영, 황성온, 2014),

지역특성은 유아의 설립유형별 취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첫 번째 연구문제는 설립유형별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취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지역특성을 분석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관 설립유형별 유아집단의 특

성을 고려하여 강조되어야 할 교육 특성 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동 연

구문제의 분석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설립유형이 유아의 학교준비도

(전체 및 영역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기관의 설립유형으로 인해 유아의

교육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때 유아의 교육

성과는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로 대리하였으며, 이는 유아기가 학



- 6 -

교 진입으로 연계되는 중요성이 있음에 착안한 것이다.

동 연구문제는 국내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온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 간 차이가(김낙흥, 2009; 김양희, 2015; 노승부, 2014; 신재흡,

2013; 원영미, 2000; 유희정, 이연승, 강민정, 2012) 실제 유아의 교육성과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하여 이론적으로는, 사립기관들에서 원아 유치를 위한 경쟁 및

자율적 교육서비스 향상 노력으로 인해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점

(김양희, 2015; Hoffer, Greeley, Coleman, 1985)과 낮은 공공성으로 인해

국·공립기관에 비해 교육효과가 더 낮을 수 있는 점(김낙흥, 2009; 유희

정, 1998; 조선일보, 2019.5.25.; 한겨레, 2019.3.3.)으로 설명되는 각 가설

을 적용하여 검증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선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에서 하나 이상의 요인이 설립유

형별 유아집단 간 체계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두 번

째 연구문제의 분석에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제어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에 경향점수를 활용한 역확률가중치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3] 지역구 내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충분성에 따라, 사립

기관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많은 국가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긴축하고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경우, 학교의 학생 유치 노력

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학교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여 교육 민영화

(privatization)를 단행한 바 있다(Belfield & Levin, 2002b). 즉, 경쟁의

정도에 따라 경쟁에 참여하는 학교의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

로, 국내 유아교육부문은 이러한 설명의 적용이 가능하다. 사립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들은 재정의 수익자 부담 의존도가 높아 경쟁에 참여할 유인

이 존재하며,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 유인에 따라 교육의 질을 자발적으

로 향상시키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김양희, 2015; 노승부, 2014; 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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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최은영, 손은애, 2017), 따라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사립

기관의 교육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도는 선택권을 가진 수요자(학부모)가 인식하는

지역 내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수의 충분성 정도로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부표본(subsample)을 구분하

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설립유형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 연구이다.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기관 설립유형이 유아의 교육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다는 의의가 있다.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률이 최근 90%를 상회하게 된 상황은 생애 초기 교육에서 기관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관한 다

수 연구 가운데 기관의 교육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강상진

외, 2004).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 주목한 종래 대부분의 연구는 기관의

유형 및 설립유형에 따른 운영 양상을 분석하여 이것이 유아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언해왔다(김양희, 2015; 원영미,

2000; 유희정, 1998).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논의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아의 발달 및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관 내 특정 요인이나 교사특성 등이 유아의 교육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으나, 명확한 정책대상의 설정에 기여하

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김진미, 홍세영, 2017; 이수현, 2018; 이완정, 2017).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교육의 질 향상의 방향에 증거를 제공

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

고 연구가 부족하였던 부분을 보완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사립학교의 효과성 및 공공성 논의가 적용 가능한 유아교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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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 및

중등교육부문은 학교 설립유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초등 및 중등부문에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준하게

표준화된 정도가 높아,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토의되어온 사립학교 효과

논의가 적용될 여지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영화 정도가 높고 학

부모의 선택권이 실현되는 정도가 높은 유아교육 부문에서 경쟁에 노출

된 사립기관의 효과는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모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1980년대 정부가 유아교육에 개입하

기 시작한 이래로 지속되어온 정책 기조이며 학계의 오랜 논의사항이었

다(김재춘, 2017; 박신영, 2015).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교육적 타당성을

지지 또는 반박하는 증거는 부재하여 선행연구 중에서도, 정책 자료에서

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교육부, 2017; 교육부, 2018b). 또한 담론을 중심으

로 논의가 형성되어 왔으며 실증연구는 부족하였다(허종렬, 2001). 따라

서 본 연구는 사립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효과성 및 공공성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 정서, 인지영역의 발달을 포괄하는 유아의 학교

준비도로 유아의 교육성과를 대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

에서 저연령의 유아에게서 인지, 사회, 정서영역 발달이 동시에 통합적으

로 발생하며 분리되기 어려움을 지적해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김성현,

지성애, 2015; 박유영, 2010; Cartwright-Hatton, Tschernitz, Gomersall,

2005; McClelland, Morrison, Holmes, 2000; Winter & Kelley, 2008).

종래의 선행연구 가운데는 유아의 발달 또는 교육성과를 언어이해력,

학습준비도, 초기 언어 및 수학성취 등 인지영역만으로 측정하거나(박순

경, 2013; 최지현 외, 2008; Lonigan, Burgess, Anthony, 2000), 사회적

유능감 등 사회영역만으로 측정하거나(이보경, 김지은, 2019; 정순자, 김

영희, 2007), 정서능력 등 정서영역만으로 측정하거나(오영희, 우수경, 전

호숙, 2004), 또는 각 영역을 별개로 측정한 변수들을 여럿 활용하는 등

(강상진 외, 2004; 윤민종, 2018)의 연구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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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연구자의 타당한 관심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다수는 유아의 발

달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인지, 사회, 정서영역의 발달을

통합적으로 측정한 타당한 종속변수를 활용하였음에 의의를 갖는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한편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기관 자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사립기관의 차별적 교육효과를 살

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사립기관은 그 수가 많고 표준화되어있지 않

으므로, 사립기관들 내에서도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립기관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

가 수행될 수 있다. 이를 주지하여 본 연구에서도 사립기관 전체의 평균

적 효과뿐 아니라 사립기관이 속한 지역의 경쟁 촉진 정도를 기준으로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데이터의 제약 내에서 분석을 수행함에 따

라 기관 자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사립기관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특히 사립기관은 재정(김영태, 심익섭, 2014; 노승부, 2014), 교육과정

(김양희, 2015; 박사빈, 2012), 교육환경(원영미, 2000; 유희정, 1998)의 측

면에서 사립기관 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 이를 참고

하여, 기관의 교육비 또는 누리과정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정도 등으

로 사립기관들을 구분하여 차별적 교육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겠다.

둘째, 단일 코호트를 대상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모집단은 2008년 출생하여

2015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코호트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패

널 데이터는 국내에서 유아를 표집한 유일한 데이터이며 단일 코호트로

구축되었다.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가 이 데이터만으로 한정되는 제약으로 인해 다층자료(multi-level

data), 둘 이상의 코호트를 표집한 자료 등을 활용한 분석을 설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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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 코호트는 만 5세부터 누리과정의 첫 도입을

적용받은 세대라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종래 국가고시 유치원교육과정

과 어린이집교육과정을 적용해왔던 국·공립기관과 달리 사립기관들은 자

율에 따라 몬테소리 프로그램, 발도르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설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원영미, 2000). 따라서 사립기관들은 국가표준 공통교

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대해 낮은 이해도와 순응도 및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박사빈, 2012; 손수민, 2014). 이를 참고할

때, 본 연구의 분석대상 유아들 중 사립기관의 유아들은 추후 누리과정

이 정착된 이후에 비해 덜 균일한 교육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연

구결과의 해석 시 이를 참고할 수 있겠다.

셋째,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척도에 따라 신체 건강과 행복감(physical

health and well-being)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는 유아의 건강상태와

대근육, 소근육 발달, 만성적 질병이나 배고픔, 행복감 등을 포함한다

(Murphey & Burns, 2002; Currie, 2005; 방소영, 황혜정, 2015).

생애 초기를 경험하고 있는 어린 유아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불행과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또한 이는 사회, 정서, 인지 영역으로 온전히 포괄하기 어려운 별도의 영

역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에서도 영양, 건강 및 안전은 유아교

육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자 유아교육 평가 척도의 여섯 영역 중

하나이며(이경선, 2000; 구은미, 2004),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행정의 주

된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신재흡,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학교준비도 척도는 Murphey & Burns(2002)의 학교준비도 척도를 번안

하면서 해당 영역을 누락하였기 때문에(한국아동패널, 2016), 본 연구에

서도 동 영역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과 부실 급식 등이 재차

이슈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경향신문, 2019.5.11.; 동아일보, 2019.4.24.),

위의 신체발달과 행복감 영역을 포괄하여 고려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유아교육의 성과를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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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유아교육 개관

1.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정의와 내용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며, 유아교육의 성과는 생애

초기 발달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관점에서는 학령

(school age) 진입 시 학생의 출발선을 좌우한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은 현재 학제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교육

행정학 분야의 기존 관할 영역에 속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의무교

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이며 유아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 강제되지 않

으므로(교육기본법 제8조), 유아의 기관 이용여부 및 어떠한 기관을 이용

하는지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 뿐더러 유아교육은 주로 민간 부문에서

형성 및 발전하여 최근에야 보편화에 이르렀으므로(곽윤숙, 2008), 국가

의 권한 하에 놓이는 정도가 작아 학교교육을 관할하는 교육행정학 분야

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유아교육에 주목하여,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설립유형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할 때, 유아교육 제반에 대한 검토를 선행

할 필요가 있겠다.

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어린이”를

지칭한다(유아교육법 제 2조 1항). 초등학교 취학 시기는 만 6세이므로

(교육법 제 96조 1항), 유아에 해당하는 기간은 만 3세에서 만 5세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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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된다. 국제적 기준에 의거할 때에도 동일한 시기를 유아교육 기간

으로 간주하고 있다. 2011년 UNESCO에 의해 도입된 국제표준교육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는 만 3세부

터 취학 이전까지를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 ISCED 02)으로 분

류하는 국제 기준을 공표하였다(UNESCO, 2012). 이는 한국을 포함하여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3세에

서 만 5세까지에 대하여 각국의 교육부가 관장하는 유아교육기관을 두고

있음을 반영한다(신은수, 박은혜, 2012).

유아에 대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이라는 용어로 지칭

되고 있다. 이처럼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두 개념이 병치되어 사용되는

상황은 유아에 대해 교육과 보육 모두가 중요성을 가지므로 한쪽을 쉽게

생략하지 못함을 내포함과 동시에, 교육과 보육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다수 논의를 유도하였다.

보육이란 가정의 자녀양육을 대체하여 영유아를 보호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보호 중심의 개념으로, 영유아의 영양, 건강, 발달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괄한다(유희정, 1998). Brostrom(2006)에 의하면 보육은 유

아의 건강한 발달(well-being and development)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교육은 유아의 학습(learning)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향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은 그 실제적 내용의 구분이 존재하기보다는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제도적, 정책적 목적으

로 명칭이 구분되어 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특히 저연령의 유아에

게는 모든 자극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아에게 학습으로 작용하며, 인지,

사회, 정서, 신체발달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Brostrom, 2006). 따라서 유아에게 보호가 없는 학습만을 제공하거나,

학습이 없는 보호만을 제공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교육

과 보육의 개념구분이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한다(고민경, 권건일, 2007).

예컨대 국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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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

사회복지서비스”(동법 제2조)로 규정하여 보육의 정의에 교육을 포괄하

고 있다. 또한 누리과정의 도입 이전에 존재했던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

르면 그 목적을 “유아를 교육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나정, 2009), 보육의 목적에 해당한다는 발달이 포함

되어 있다. 또한 해외의 경우, UNESCO(2012)는 유아에게 제공되는 서

비스를 통합하여 가정 밖의 안전한 환경에서 유아의 인지, 신체, 정서,

사회 영역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총체로 정의하였으며,

유아 시기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만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표방하는 기관이

분화되어 있어, 별도 명칭의 사용이 고착화되었다. 국내의 경우,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와 교육서비스가 공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린

이집이 만 0세부터 만 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유치원이 만 3세

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유아는 유치원 이용대상

과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이 생겨난 연혁은, 중상위계층 이상을 대상

으로 특별히 유아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과, 취업모의 자

녀를 위해 종일 유아를 위탁할 수 있는 탁아소(현 어린이집)가 별개로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그 제공 서비스의 특성이 상이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송기창, 2011; 유희정, 1998).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본래 반

일제 중심의 유치원이 종일제 운영을 확대하여 어린이집과 제공하는 서

비스가 유사해지고, 최근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

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적 구분이 불필요함에도 지속

되고 있다(류영철, 2018; 송기창, 2011). 유아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는 기

관(유치원과 어린이집)뿐 아니라, 법령(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관

할 부처와 재정지원 소관(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원양성체계(유치원교

사자격증과 보육교사자격증) 등이 모두 불필요하게 이원화된 상태로 발

전해왔다는 점은 지속적 문제제기의 대상이었다(고민경, 권건일, 2007;

곽윤숙, 2008; 정남철, 정선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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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에도 영유아(early childhood) 대상의 기관으로는 유아학교

(preschool), 유치원(kindergarten), 보육시설(daycare center) 등이 별개

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

다(Kaga, Bennett, Moss, 2010; Smith, 1993). 이러한 통합 논의는 국내

외에서 두 가지로 제안되는데, 하나는 통합된 명칭(예: educare)의 마련

이며, 또 하나는 교육으로의 통합이다.

전자의 경우 유아교육과 보육의 서비스를 통칭하며 통합적 제공을 지

향하는 새로운 명칭으로서 에듀케어(educare)가 사용되고 있다(Rentzou,

2019; Smith, 1993 등). 또는 후자의 경우 유아교육 및 보육의 교육화

(educationalization)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최근 교사의 질, 교육과정

효율성, 유아의 구체적 능력과 행동,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에 관심

이 증가하는 것이 모두 보육이 아닌 교육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보육

과 유아교육을 보육 이상의 유아교육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기

한다(윤은주, 2010; Harwood, Klopper, Osanyin, Vanderlee, 2013; Kaga,

Bennett, Moss, 2010). 또한 전술하였듯 UNESCO는 2011년 국제표준교

육분류(ISCED)를 도입하면서 유아에 대한 서비스의 일체를 ‘초등 이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통합하여, 유아교육

을 교육으로 보는 시각을 지지하고 있다(UNESCO, 2012).

소결하면, 유아교육과 보육은 각각 교육중심과 보호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구분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다만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의 구분으로 인해 별개의 명칭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이를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유아교육의 내용

다음으로, 현재 국내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교육내용이 동일하므로,

그 구체적 내용을 누리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12년부터 도입된

누리과정은 그 고안 목적이 두 가지로, 기존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

이집 교육과정을 통일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을 평등화하는 것(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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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아의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

(유초연계)이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누리과정의 교육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학령 진입 직전의 만 5세이므로, 만 5세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범주 내용 세부 내용 예시

신체운동

및 건강

· 신체 인식하기

· 신체 조절과 기본운동하기

·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 건강하게 생활하기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사예절을 지킨다.

· 비상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의사소통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

·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본다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사회에 관심갖기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함을

알고 실천한다.

·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나

공공규칙을 지킨다.

예술경험

·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 예술적 표현하기

· 예술 감상하기

·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자연탐구

·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수학적 탐구하기

· 과학적 탐구하기

·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3: 162-174)의 일부를 추려 구성

주: 범주와 내용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공통되며, 세부 내용만이 상이함

참고: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목은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

운 생활의 다섯 가지임(박채현, 정광순, 2017)

<표 2-1> 현행 누리과정의 교육내용(만 5세 기준)

위 <표 2-1>을 참고할 때, 누리과정은 유아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체

운동 및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다섯 범주로 구

분하였으며,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범주와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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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령별 세부 수행요소를 제시하여 교육내용이 연령에 따라 연계되도

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관계 범주의 다섯 가지 내용 중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에서 만 3세 유아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

심을 갖는다’를, 만 4세 유아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안다’를, 만 5세 유

아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

성하여 유아의 발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이상 유아교육의 정의와 내용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이란 유아시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보육과 교육을 포괄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의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이며, 이 때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이 도입 및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불필요한 분리를 지적하고 교육으로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였다(윤은주, 2010; Harwood

et al, 2013; Kaga et al, 2010; Kagan & Kauerz, 2007; UNESCO,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아가 기관의 설립유형

으로 인해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국내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국내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분류 및 현황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설립유형

과 관련하여 기관들의 전반적인 현황과 설립유형에 따른 기관들의 차이

및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에서 유아에 대한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

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사교육기관인 영어유치원1)과 각

종 학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정식 명칭은 유아영어학원이며 법적으

로 유치원에 해당하지 않음(매일경제,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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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가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

는 기관으로서,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할 기관이며 유아교육법

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사교육기관은 학원법(학원의 설

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누리과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립 시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감

에게 등록할 수 있는 사교육기관이다(동법 제6조). 이러한 구분을 우선

다음 <표 2-2>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설립유형에 따른 구분이다.

구분 종류

공교육기관

유형
유치원

· 국립,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유치원

· 법인, 개인 유치원

어린이집
· 국립, 구립, 시립 어린이집

·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

유형

국·공립
· 국립,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유치원

· 국립, 구립, 시립 어린이집

사립
· 법인, 개인 유치원

·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

사교육기관
반일제 이상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놀이학교, 영재학원 등
반일제 이하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등

출처: 교육부(2018), 보건복지부(2019), 한국아동패널(2016)을 토대로 구성함

주: 유아교육은 공식 학제에 속하지 않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공교육기관으

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교육기관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사용하였음

<표 2-2> 국내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분류

위 <표 2-2>에 따르면, 국내 유아교육·보육기관은 유형에 따라 유치

원과 어린이집으로,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기관 및 사립기관으로, 사교

육기관의 경우 반일제 이상 기관과 반일제 이하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 때 반일제 이상의 사교육기관은 영어유치원 등으로 유아의 기관

선택 시 공교육기관을 대체하지만, 반일제 이하의 사교육기관은 대체로

유아가 공교육기관을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학원을 의미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박상욱, 2017).

이와 같은 분류를 바탕으로 다음 표 <2-3>은 사교육기관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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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유형 및 설립유형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소계

국·공립
기관수(개) 4,801(3) 3,602 8,403
유아수(명) 172,370(249) 200,783 373,153
교원수(명) 15,869(22) 41,122 56,991

사립
기관수(개) 4,220 35,549 39,769
유아수(명) 503,628 1,214,959 1,718,587
교원수(명) 39,023 292,298 331,321

소계
기관수(개) 9,021 39,171 48,192
유아수(명) 675,998 1,415,742 2,091,740
교원수(명) 54,892 333,420 388,312

출처: 교육부(2018), 보건복지부(2019)를 토대로 구성

주1. 괄호 안은 국립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냄. 어린이집 통계(보건복지부, 2019)는
국·공립을 합산 집계하여 국립의 값을 별도 확인할 수 없었음

주2.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집계한 통계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른쪽 열의

소계는 연구자가 합산한 값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복 이용하는 유아들이 존

재하므로(이경선, 김주후, 2009), 유아수 합산값은 다소 과대추정된 것임

<표 2-3> 국내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2018년 기준)

위 <표 2-3>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유치원은 약 9천여개, 어린

이집은 약 3만여개, 유아교육 및 보육 교원은 약 40만명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관심인 국·공립 및 사립의 설립유형 구분을 기준

으로 기관의 82.5%, 유아의 82.1%, 교원의 85.3%는 사립기관에 속했다.

소결하여, 유아교육의 민영화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사립에

속하는 기관, 유아,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서 훨

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설립유형 간 차이

전술한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분류와 현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관심인 기관 설립유형에 따른 구분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설립유형에 따라 현존하고 있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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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공립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시립·도립 유치원과 국립·구립·시립 어린이집 등

이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형태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단설 및 병설로도

구분되는데, 단설유치원은 별도의 건물을 갖는 반면 병설유치원은 초등

학교 내에 설립된 유치원으로 초등학교의 용지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

다(최기영, 이학선, 김은희, 2005).

한편 사립유치원 및 사립어린이집은 국·공립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사인(私人) 등이 운영하는 기관이다(유아교육법 제 7조; 영유아보육법 제

10조). 사립기관의 설립은 법적인 근거의 제약을 받지만, 사립기관은 기

관장(원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김양희, 2015).

또한 국내에서 사립기관의 과반수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기관으로, 설

립자의 개인 소유에 속한다(신재흡, 2013).

현재 사립기관과 국·공립기관 간에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연구들은 관심에 따라 특정 측면에 집중하여

이를 보고해왔다(김낙흥, 2009; 노승부, 2014; 주혜영, 이대균, 2001 등).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차이들을 종합하여 재정, 시설·환경, 교원, 교육과

정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과 어린

이집의 유형 구분을 주지하여 각각에 따라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의 측면에서, 유치원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

해 유치원회계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 과목이 표준화되어있고, 정부로부

터 시설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수익자 부담수

준이 높고, 학부모 부담 비용 가운데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노승부, 2014; 엄문영, 최은영, 손은애, 2017). 사립유치원의 특성은

사립어린이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사립기관은 재정이

유치하는 원아의 수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원아 유치를 위해 경쟁

하는 구조이다(미래한국, 2019.3.18.; 유희정, 이연승, 강민정, 2012).

둘째, 시설·환경의 측면에서, 관련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및

환경의 규정을 설립유형과 무관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유치원의 시

설 및 설비 기준은 원아수에 따른 교지의 규모, 교실 면적 등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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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 2조, 5조 등). 또한

어린이집의 시설 기준 또한 동일한 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한다(영유아보

육법 시행규칙 제 9조). 다만 시설·환경의 수준은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

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유치원의 경우 사립기관일수록 외관적인 환경

에 대한 투자가 높지만 기관의 재정적 여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김

양희, 2015),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의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시설과 환경이 국·공립기관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원영미, 2000; 유희정,

1998; 주혜영, 이대균, 2001)을 보고하였다.

셋째, 교원의 측면에서,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의 교원은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며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의해 선발 및 임용되지

만, 사립유치원의 교원은 유치원의 기관장인 원장에 의해 임용된다(최윤

아, 김낙흥, 2015). 교사의 자격 이외 교사의 보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

비의 약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외한 인건비 지원이 거의 없어 전적으로 학부모 부담 보육료로 운영되

고 있다(유희정 외, 2012).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적으로 정

해진 보수 규정이 없어 원장의 재량이 높고, 교육청으로부터의 처우개선

비를 일부 지급받고 있지만, 유치원의 재정적 여력에 따라 교원 보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7; 김양희, 2015; 노승부, 2014).

이에 따라 사립기관 교사는 국·공립에 보수의 수준이 비해 낮고, 업무

시간은 국·공립에 비해 길며, 동원되는 잡무가 많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김낙흥, 2009; 고현, 최연, 2016; 이미영, 2013). 이는 사립기

관 교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립

기관은 교사 경력이 5년을 넘지 못할 정도로 교사 이동이 잦은 편이다

(길효정, 이영주, 2018; 김양희, 2015).

넷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누리과정의 적용 이전에도 사립기관들은,

국가고시 유치원교육과정 및 어린이집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해온 국·공

립기관과는 달리 발도르프 프로그램, 몬테소리 프로그램, 숲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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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설 자료 또는 선택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하

여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박사빈, 2012; 원영미, 2000). 이는 누리과정

적용 이후에도 사립기관들의 더 높은 교육과정 자율성 및 특색있는 다양

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립기관의 경우 국·공립기관에서는 필수

적인 각종 결재 등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교사와 원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양희, 2015).

이상의 특징은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맥락이므로, 다음 <표 2-4>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영역 대상 특징

재정
유치원

· 국·공립기관은 유치원회계의 적용을 받으며, 지원받

는 항목이 사립기관보다 많음
유치원,

어린이집

· 사립기관은 수익자 부담수준이 높고, 수익자 부담비

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중이 높음

시설·환경
유치원,

어린이집

·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은 동일한 시설·환경 기준을

적용받음

· 사립기관의 시설·환경은 기관의 재정적 여력에 높게

의존하며, 평균적으로는 국·공립기관보다 열악하다

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함

교원

유치원
· 국·공립기관의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음

유치원,

어린이집

· 사립기관 교원은 인건비가 수익자부담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업무의 전 영역에서 기관장의 영향이

높게 미치므로, 사립기관 교원은 국·공립기관 교원

에 비해 보수가 낮고, 근무시간이 길고, 잡무가 많

으며, 이직률이 높아 저경력교사가 많음

교육과정
유치원,

어린이집

· 국·공립기관은 누리과정에 충실한 교육을 운영함

· 사립기관은 누리과정을 적용받되 기관의 특색과 결

합된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을 운영함
주: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표 내에 별도의 인용을 생략함

<표 2-4>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른 영역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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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아교육 및 보육 공공성 강화 정책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라 위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은 사립기관이 절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높은 수준의 민영화가 발생

하는 연혁과 관련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교육계에서는 그간 크게 두 측면의 분화가 지속적이고도 가열찬

문제제기와 연구 및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하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분화이며, 또 하나는 국·공립과 사립기관의 분화이다. 각각은

유보통합 논의(곽윤숙, 2008;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송기창,

2011)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또는 공공성 강화 논의(교육부, 2017; 교육

부, 2018; 김희연, 2013; 박신영, 2015)로 직결되었다. 후자와 관련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또는 공공성 강화 논의는 최근의 논의인 국·공립기

관 증설 및 사립기관 책무성 강화 뿐 아니라, 2012년 누리과정의 도입과

무상교육화 등 공표되었던 기타의 정책을 포함한다.

해방 이후 유치원은 전국에 약 160여개가 존재하였다(김재춘, 2017).

당시의 유치원은 민간에 의해 설립, 운영되면서 상위계층의 유아를 중심

으로 유치원 교육을 누리는 특권적 성격이 강했으며, 이후 1960년대에야

정부가 유치원 관련 법(유치원시설기준령, 유치원교육과정령)을 제정하였

다(송기창, 2011). 탁아소(어린이집의 구 명칭)는 해방 전후에는 20여곳

에 불과하였으며 1970년대에 500여곳을 상회하는 수로 늘어날 때까지 정

부의 개입을 받지 않았으나, 1978년 정부에서 탁아시설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새마을유아원 등으로 명칭을 조정해오다가 1993년 어

린이집으로 정착되었다(유희정, 1998).

이처럼 유아교육·보육은 민간에 의해 다양하고 자유롭게 공급되며 수

요자의 선택의 자유 및 수익자 부담에 의존해왔으므로 민간 또는 시장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곽윤숙, 2008). 1990년대부터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관 설립이 급증하였는데, 정부가 국·공립기관

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음에도 국·공립기관이 증가하는 속도가 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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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사립기관의 신고제를 허용하였

기 때문에 사립기관의 수가 더욱 급증하였다(장영인, 2015). 이 때 이에

대한 종래 정부의 지원, 관리, 감독, 규제는 미흡하였기 때문에 유아교

육·보육기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곽윤숙, 2008). 따라

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1982년의 유아

교육진흥법과 1991년의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며, 이로 어린

이집과 유치원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산하에 관리를 받게 되는 현재의

체제가 확립되었다(김재춘, 2017).

이후 최근에 이르러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이 무상화되고,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정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적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의 유아교육 정책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교육부, 2017; 교육부, 2018a; 교육부, 2018b).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는 맥락으로는 첫째, 유아교육을 내실화하여 자

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교

육부, 2018; 육아정책연구소, 2010). 둘째, 교육복지 정책기조가 선별적

교육복지로부터 보편적 교육복지로 전환되는 일환에서,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보육, 아동수당 확대 등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소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셋째, 최근의 사립유치원 재정비리 사태 및

지속적 기관 내 아동학대 사례로 인해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개입 강화의

필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정책의 추진이 앞당겨지고

있다(교육부, 2018a). 이러한 맥락에서, 저소득층, 다문화, 특수 유아 대상

학비지원(교육부, 2017), 국·공립 유치원 증설(교육부, 2018b) 등 다수의

정책을 포함하여 ‘공공성 강화’라는 광범위한 지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본 연구과 관련성이 높은 국·공립기관 증설을 살펴보

면, 교육부(2017)는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여 국·공립기관 취원율을 현

재의 24.8%에서 2022년 40%까지 높일 것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

에 비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 공급을 공공 위탁형 유치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도입을 통해 확충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17). 덧붙여 동 정책은



- 24 -

최근 사립유치원 재정비리 사태를 계기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정책목

표 1년 조기 달성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8a). 이는 국·공립기관 증설

이라는 특정 정책의 추진이 사회적 필요 및 지지에 의해 보강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는 1991년 이래로 매 해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경과를 보고해왔으며(보건복지부, 2017), 지자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소 증설하는 방안 등

을 시행한 바 있다(동아일보, 2015.1.14.).

또한 사립기관에 대하여 책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립유치원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인 에듀파인(EduFine)에 의무 가입하도록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었고(교

육부, 2019a),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소위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9b). 다만 이러한 정책은 교육부의 개입이 가

능한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특기할 사항은, 위와 같은 정책의 보도자료 등에서

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지지 또는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결과

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부에 의한 기관 만족도 조사 등

은 시행되었지만(교육부, 2019b; 조선일보, 2019.5.25.), 국·공립기관과 사

립기관의 교육의 질과 교육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바는 정부의 정

책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해외 사례 분석

해외의 사례에 대한 분석은 국내의 유아교육·보육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례로 박은혜, 신은수(2012)와 신은수, 박은혜

(2012)는 두 편의 연구를 통해 UNESCO의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서 제공하는 유아교육단계(ISCED 02)의 규준을 참조하여 국내외의 유아

교육체제 및 교원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 교원의

자격수준 표준화 및 상향화 등을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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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관심인 유아교육 및 보육의 민영화 또는 공교육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해외에서는 어떠한 구체적 방식으로 유아교육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가? 둘째, 해외에서 어떠한 이론과 연구를 통해 정부의 유

아교육 개입을 지지하였는가?의 질문을 중심으로 차례로 약술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맥락을 해외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할 때 참조할 수 있겠다.

가. 해외 국가들에서의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

해외에서는 유아교육2) 투자가 개인(유아)의 단기적 및 장기적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형평성의 측

면에서 편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다수의 실증연구가 입증한 바 있다

(Barnett, 1985; Waldfogel & Zhai, 2008 등).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다

수 초기개입(early childhood intervention)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미국의

페리 프로젝트(Perry project) 등 일부는 실험 설계 및 장기추적 데이터

구축을 동반하여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는 풍부한 이론과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지지함으로써 유아교육 의무

교육화 등의 정책을 진전시킴으로써(Currie, 2001; Deming, 2009; Doyle,

Harmon, Heckman, Tremblay, 2009; Duncan & Sojourner, 2013), 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 및 투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해외 국가들에서 정부가 유아교육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민간

에 의해 운영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식, 국·공립

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 의무교육으로 지정하는 방

식의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민간 주도의 유아교육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스웨

덴 혹은 콜롬비아의 사례가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지역단위에서 부모들

2) 앞서 상술하였듯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은 별개이나 유아교육과 보육은 실질적

의미 차이가 없음을 반영하여, 논문 내 기관을 지칭할 때는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을 지칭할 때는 통일하여 ‘유아교육’으로 일관되게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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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동 및 분담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유아에게 보육 및 교육을 자

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보조금(subsidy)을 지급하는 프로

그램(Hogares Comunitarios de Bienestar)을 운영하고 있다(Bernal &

Fernandez, 2013).

둘째, 해외의 국가들은 유아교육을 국·공립기관에서 제공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기준 유아교육을

국·공립기관에 의해 제공하는 비율은 등록된 유아 수를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약 67%, EU 22개국 평균 약 74%로, 정부가 유아교육을 직

접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OECD, 2018). 특히 비율이 높은 국가

로는 헝가리가 90%, 핀란드가 88%의 유아에게 국·공립기관의 교육을 제

공하였으며, 미국은 59%, 일본은 26%, 중국은 46%로 집계되었다(OECD,

2018).

셋째, 2016년 기준 헝가리 등 전세계 57개국은 유아교육 3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교육으로 운영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아들이 기관에

서 유아교육을 받도록 지정하고 있다(UNESCO, 2019).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아래 표 <2-5>로서 대체할 때, 특정한 경제발전수준 또는

문화권에 편중되지 않고 핀란드에서 가나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국가가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무교육 연한 국가명(영문, ABC순)

3년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Hungary, Peru, Venezuela (6개국)

2년
Argentina, Brazil, Bulgaria, Ghana, Greece, Latvia,

Luxembourg, Mexico, Switzerland, Uruguay 등 18개국

1년

Austria, Chile, Croatia, Czech Republic, Cyprus, Hong

Kong, Finland, Israel, Lithuania, Netherlands, Philippines,

Poland, Sweden, United States(Florida 등 일부 주에 한함),

Vietnam 등 23개국

합계 총 57개국
출처: UNESCO(2019)에 집계된 215개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표 2-5> 세계 국가들의 유아교육 의무교육 운영 현황(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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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하면, 해외의 국가들은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거나, 유아교육을 직

접 제공하거나, 모든 유아가 유아교육을 제공받도록 유아교육을 의무교

육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특기할만하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유아의 국·공립기관 등록률이 21%로 매우 낮으며(OECD,

2018), 그러나 무상교육으로 인해 민간기관을 포함하는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은 1%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고(엄문영, 최은영, 손은애,

2017), 한편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은 무상교육이지만 의무교육은 아니

다.

나.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해외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이론과 연구는 해외에서 축적

에 이르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우선 유아교육투자는 개개인

의 입장에서는 교육투자와 인적자본 축적 및 소득 증가의 관계를 설명하

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의해 지지된다. 특히 낮은 단

계의 교육은 기회비용이 적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인적자본 투자의 수익률이 높다(백일우, 2007). 이에 더하여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를 유아교육을 통해 초

기에 효율적으로 보충한다면 교육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다(Heckman &

Masterov, 2007). 이러한 이유에서 오욱환(2014)은 유아교육은 경제적 효

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Nores(2010)는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를 교육경제학적 시각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시

장실패의 해결 필요성이며, 또 하나는 형평성 및 재분배의 필요성이다.

우선 교육에서는 외부효과(externality)의 발생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교육으로 인한 사적 수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경우 긍정적 외부효

과가 발생하는데, 외부효과는 낮은 단계의 교육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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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charopoulos, 1981; Woodhall, 1987). 이 때, 개개인은 사적 수익보다

더 큰 사회적 수익까지 고려하지 않으므로, 교육수요가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최적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Nores, 2010). 따라서 정부는 과소

수요로 인한 잠재적 외부효과의 손실, 예를 들면 잠재적 복지비용을 줄

이기 위해, 의무교육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인들의 교육 선택을

장려하여 교육수요를 높이게 된다(Nores, 2010).

한편 재분배의 필요성은 교육의 소비가 다른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구매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런데 교육의

경우, 인적자본이론에서 밝혔듯 미래의 생애기회를 크게 좌우하는 요인

이며, 특히 낮은 단계의 교육일수록 유아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부모

의 의사결정에 의해 비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가 높으므로(백일우,

2007), 교육투자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

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Blau & Currie, 2006).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의 진전과 함께 초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는 다수 연구가 축적되었다. 일례로 Barnett(1985)은 1960년대 미

국에서 3∼4세 흑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페리 프로젝트(Perry project)의

비용대비편익을 분석한 결과, 비행 및 범죄 감소, 소득 증가, 복지비용

감소 등의 편익을 모두 반영할 때 페리 프로젝트는 비용 대비 편익이 높

은 사업이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Duncan & Sojourner(2013)는 만 1세

에서 만 3세 사이 빈곤계층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초기개입이 초등학교

입학 시에 1/3에서 3/4 정도의 계층에 따른 학업격차를 소거할 수 있음

을 보고하였다. 장기효과 연구로서 Garces, Thomas, Currie(2002)는 취

약계층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참여

가 장기적으로 높은 고등학교 졸업률 및 대학 진학률, 20대 초반의 높은

소득, 범죄율의 감소와 유의한 연관을 보였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정부의 유아교육 투자에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로서 Waldfogel

& Zhai(2008)은 OECD 회원국인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유아 1인당 유아

교육 정부지출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수학 및 과학 학업성취 및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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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가구소득이 낮은 학생들에게서 더욱 높고, 저

성취 학생의 비율을 줄이며 학업성취격차를 감소시켰음을 증명하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연구결과의 꾸준한 축적은 초기개입 프로그램의 시

행 및 정부의 유아교육 투자를 지지하였다(Heckman, 2011). 이러한 맥락

에서 OECD는 2001년부터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제비

교보고서(“Starting Strong”)를 연재해왔으며, UNESCO는 기존 출생부터

학령 이전의 교육단계(ISCED 0)에서 유아교육(ISCED 02)을 별도로 분

리하고 규준을 제시하여 전세계 국가들에 유아교육의 체계적 제도화를

제언하였다(OECD, 2001; UNESCO, 2012).

소결하면, 해외에서는 투자 효율성 또는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정

부의 유아교육 투자를 지지하는 다수 이론과 연구를 발전시켜왔으며, 이

를 통해 유아교육 정책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기반(research-based) 및 증거기반(evidence-based)

의 유아교육 정책논의를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

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유아교육부문

의 민영화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제 2 절 학교준비도

1. 학교준비도의 의의와 개념

가. 학교준비도의 의의

본 연구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설립유형이 유아의 교육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이 때 유아의 발달 또는 교육성과를 측정

하기 위해 학교준비도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유아의 교육성과를 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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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러 개념 가운데 학교준비도를 활용한 이유는 학교준비도의 개

념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우선, 학교준비도는 유아기가 학령기를 앞둔 시기인 점에 착안하여 유

아의 발달 또는 교육성과를 학교 진입과 연계하는 관점에서 측정하는 개

념이다. 즉, 학교준비도는 학교 출발선에서 학생의 발달 정도와 기초적

능력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되었다(Dockett, Perry, Tracey, 1997). 학

계뿐 아니라 국내외의 정부는 학교 전이(school transition)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준비된 상태로 학교에 진입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 학생의 학교준비도 검사를 수행하였다(박연정, 정옥분,

2010; 전은옥, 최나야, 2015; Pianta, Cox, Snow, 2007). 또한 학계는 학

교 진입(school entry) 시 학생들 간에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준비도를 활용하여 초기 교육격차를 구체화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다(Janus & Duku, 2007; Magnuson & Waldfogel, 2005).

한편, 학교준비도 이외에도 유아교육의 성과 및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유아의 발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 여럿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이해력, 학습준비도, 초기 언어 및 수학성취 등 인지영역의 지표(박

순경, 2013; 최지현, 김말경, 박혜원, 2008; Pagani et al, 2010), 사회적

유능감 등 사회영역의 지표(이보경, 김지은, 2019; 정순자, 김영희, 2007),

정서능력 등의 정서영역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오영희，우수경，전호숙,

2004). 이와 비교하여 학교준비도는 인지, 사회, 정서영역의 유아의 발달

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유일한 지표라는 장점이 있다(박연정, 정옥분,

2010; 방소영, 황혜정, 2015; Murphey & Burns, 2002).

나. 학교준비도의 정의

학령에 진입하는 유아의 준비도는 유아가 초등학교 전이 시 학교생활

에 준비된 정도로 정의된다(Murphey & Burns, 2002). 학교생활을 위한

유아의 전반적 준비도(readiness)에는 학습을 위한 준비(ready to learn)

와 여기에 사회·정서적 영역을 추가하여 보다 포괄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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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ready for school)가 있는데, 전자가 학습준비도(learning readiness)

의 개념이며, 후자가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의 개념이다(박연정,

정옥분, 2008).

해외에서 학습준비도 및 학교준비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60

년대부터였다(Winter & Kelley, 2008). 그러나 활발한 논의가 촉발된 것

은 미국에서 1991년 6개의 국가교육목표(National Education Goals)를

공표하며 첫 번째 목표로 “미국의 모든 유아는 학습에 준비된 상태로 학

령을 시작할 것(All children in America will start school ready to

learn)"을 선언하면서부터였다(Meisels, 1998). 한편 국내의 경우에도 자

체적인 학습준비도 척도의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맥락에 맞는 학습준비

도 및 학교준비도의 개념이 탐색되어왔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하다(윤명

희, 1995).

유아의 준비도에 대한 강조점은 미국, 호주 등 해외와 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학습준비도에서 학교준비도로 옮겨왔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는 유아의 발달에서 인지 발달과 사회·정서적 발달이 분리되기 어렵고,

후자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Raver, 2003; 박연정, 정

옥분, 2010; 방소영, 황혜정, 2015). 특히 Raver(2003)는 사회정서적 요소

로서 유아가 친사회성과 긍정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등이 추후 학교생활

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학령 진입 시 유아를 평가할 때 누락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박연정(2008)은 델파이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호기

심, 공감, 활동에 대한 흥미, 친구와 웃어른에 대한 인사 등 사회·정서적

영역의 준비가 유아의 학교 진입을 위해 필수적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다.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소

학교준비도를 구체화하여 측정 및 분석하고자 한 다수의 시도는 학교

준비도 척도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척도에 따라 학교준비도의

구체적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해외를 먼저 살펴보면, 초기 연구로서 Dockett, Perry, Tracey(199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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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학교준비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를 종합 정리한 결과 학교준비도가

지식(knowledge), 적응력(adjustment), 기능(skill), 기질(disposition), 규

칙(rules)의 복합적인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Murphey &

Burns(2002)는 전술한 국가교육목표자문단(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이 제시한 구성요소들을 검사도구의 형태로 개발 및 구체화하여,

다섯 영역 27개 문항을 개발하고, 신뢰도와 구인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검증하였다(다음 <표 2-6> 참고).

한편 국내에서도 꾸준히 국내의 맥락에 맞는 자체적인 학습준비도 검

사가 개발되어 왔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이러한 노력은 초등학교 입학

시 학습이 지체된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는데, 최초

의 학습준비도 검사가 1968년 자체 개발된 이후 검사 개발 연구가 꾸준

히 수행되었다(윤명희, 1995). 일례로 윤명희(1995)는 언어, 수개념, 논리

적 조작, 시각변별, 청각변별, 기억력의 6개 요인 32문항의 학습준비도

검사를 개발하였다. 한편 해외의 검사를 번안한 사용된 검사도구도 다수

존재하였다(예: 한국아동패널, 2016).

이후 인지영역 중심의 학습준비도보다 사회·정서적 발달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학교준비도 척도 개발이 최근 일련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수행되

었다(박연정, 2008; 방소영, 2013). 해당 척도들은 단체생활태도와 정서교

류능력, 성향 등을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였다는 특징을 갖는

다. 이와 같은 개발연구들은 모두 신뢰도(reliability)와 구인타당도

(construct validity)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

학습준비도 및 학교준비도에 관한 다수 국내 연구는 연구자의 선택에 따

라 해외의 검사를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김진미, 홍세영, 2017; 최

지현, 김말경, 박혜원, 2008 등).

주요 학교준비도 척도 개발연구들을 중심으로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인

을 정리하면 아래 <표 2-5>와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개의 학

교준비도 척도는 유아의 인지적 발달과 사회·정서적 발달을 고루 고려하

여 포함하였다는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다(Winter & Kelle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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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구분 구성요소

Dockett, Perry,

Tracey(1997)

학교준비도

(school

readiness)

· 지식(knowledge)

· 적응력(adjustment)

· 기능(skill)

· 기질(disposition)

· 규칙(rules)

Murphey &

Burns (2002)

학교준비도

(school

readiness)

· 사회 정서적 발달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 학습에 대한 태도(approaches to learning)

· 의사소통(communication)

· 인지 발달 및 일반 지식(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 신체 건강 및 행복
(physical health and well-being)

윤명희(1995) 학습준비도

· 언어

· 수개념

· 논리적 조작

· 시각변별

· 청각변별

· 기억력

박연정(2008) 학교준비도
· 단체생활태도

· 정서교류능력

· 일상생활지식

· 학습활동능력

방소영(2013) 학교준비도 · 기능, 생활, 성향, 태도, 지식(언어, 수리)

출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함

<표 2-6>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소

2. 관련 선행연구 분석

학교준비도의 개념은 유아의 발달상황 및 교육성과에 대한 측정을 가

능하게 하여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였다. 학교준비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학교준비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와 학교준비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의 연구는 어떤 요인들이 유아의 학교준비

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 기여하는가를 다룬 것으로 국내와 해외 모두에

서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후자의 연구는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단기적 또

는 장기적으로 얼마나 추후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으

로 국내에서는 체계적 또는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가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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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준비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외의 학교준비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가정수준 및 기관수

준 요인의 영향을 밝혀왔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

(Lipscomb, Miao, Finders, Hatfield, Kothari, Pears, 2019)도 수행되었다.

국내외의 연구결과는 큰 차이 없이 공통되었는데, 이는 국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부모의 관심, 기관의 적합한 환경

과 교사의 충분한 돌봄 등이 생애 초기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을 알게 한다.

국내의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월령이 높고 여아일수록, 또한 부모의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습준비도 또는 학교준비도가

높다는 점이 오랜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이명란, 1998; 정계숙,

1986; 이완정, 2017; 조경진, 안선희, 2015; 최지현, 박혜원, 2010). 또한

유아가 첫째일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학교준비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가정의 교육투자와 유아가 가정 내 받게 되는 자극이 집중될수록 학교준

비도가 높아짐을 설명하였다(강현옥, 황혜원, 2013).

또한 유아시기 가정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높아, 양육자(대개 어머

니)의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낮고, 효능감이 높고, 유아와 상호작용정

도가 높고, 규칙적인 양육이 제공되는 등 양육의 질이 높을 경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윤정순, 이미현,

2017; 전은옥, 최나야, 2015). 또한 조경진, 안선희(2015)는 경기 지역 100

여명의 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

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기관의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은, 교사의 정서적지지, 유아와의

상호작용 정도, 교사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높아짐

을 확인하였다(김진미, 홍세영, 2017; 방은정, 정옥분, 2015). 특히 이완정

(2017)은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일반 유아에 비해 저소득층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를 더욱 높이며, 이는 학교준비도 향상을 완전매개하

였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의 유형에 관심을 가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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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에 주목하여, 유치원을 이용한 유아

가 학교적응 또는 초등학교 초기 학업성취가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나인영, 이영, 2011; 최옥희, 2007; 최지영, 양현주, 2012).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는 기관수준의 영향 또한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외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는 국내 연구의 결과들과 많은 부분 동일하

였다. 예컨대 남아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

을수록, 가정 내 언어자극이 적을수록 유아의 학습준비도가 낮아짐을 증

명하여 학령 진입 시 계층 간 격차 발생을 우려하였다(Boak, 1999;

Mistry, Benner, Biesanz, Clark, Howes, 2010; Janus & Duku, 2010).

또한 해외의 많은 연구는 인종에 따른 차별적 영향에 관심을 가졌다

(Brooks-Gunn & Markman, 2005; Connell, Prinz, 2002; Hill, 2001). 일

례로 Magnuson & Waldfogel(2005)은 흑인계, 백인계, 히스패닉계 유아

들이 상이한 유아교육을 경험하는지와 이로 인해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수인종 유아들은 교사 상호작용과

반응정도 등으로 측정된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교육을 받게 됨을 밝

혔으며, 이들이 탁아소(center care)보다 유아학교(preschool)를 다닐수록,

유아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학교준비도 격차를 20%에서 36%까지

소거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유아교육 확대를 제안하였

다(Magnuson et al, 2005).

소결하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는 가정의 영향력이 크지만, 기관수준

의 영향 또한 존재한다는 점이 꾸준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질이 유아의 발달 및 교육성과에 갖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나. 학교준비도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다음으로 학교준비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학령 진입 시 학생의

학교준비도가 추후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고 연

구하였다. 특히 장기추적 종단 데이터가 다수 구축된 해외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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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활발하였다(Duncan, Dowsett et al, 2007; Pagani et al, 2010;

Rouse, Brooks-Gunn, McLanahan, 2005 등).

예컨대 열세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저명한 한 연구(Duncan et al, 2007)

는, 미국 내 여섯 개의 대규모 종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학교준

비도 가운데 읽기능력, 수학능력, 주의집중력이 추후(초등 3학년, 5학년,

초기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를 예측함을 증명하였으며, 그 중 수학능력의

영향이 가장 크고, 사회정서영역 학교준비도는 추후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동일하게 모방하여 캐나다에 적용한

Pagani et al(2010)은, 캐나다에서도 읽기능력, 수학능력, 주의집중력이

초등학교 2학년의 성취를 예측하며, 앞선 결과와는 달리 사회성 발달과

신체능력 또한 추후 학업성취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보고하였다.

국내의 경우 학교준비도의 장기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우며 다만 소수의 연구가 유치원 교육의 장기효과를 분석하였다(김기헌,

신인철, 2012; 이은해, 이기숙, 1990). 그러나 학교준비도의 단기적 효과

를 추정한 연구들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박희숙(2015)은 유아의 입학 직

전 정서능력 가운데 타인에 대한 관심, 만족지연, 정서적 갈등해결이 초

등학교 1학년 시기 언어 및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한편 윤민종(2018)은 만 3세에 어휘력과 학습 태도가 가장 낮은 유아들

은 초등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에서 평균 이하 저성취를 경험할 확률이

53%와 39%로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내에서도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초등학교 초기 학업성취를 예측함을 알 수 있다.

소결하면, 국내외에 무관하게 유아의 학령 전후 교육적 발달은, 정도

와 구체적 요소의 차이는 있으나, 학생의 추후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

치게 됨을 결론내릴 수 있겠다.

다. 선행연구의 한계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관 교육의 질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학생의 추후 교육적 성취를 예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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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기관 교육의 질이 유아의 학교 출발선 및 추후의

교육적 성취에 중요성을 갖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준비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가운

데 기관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바는 현저히 부족했다. 이에 대해

구자연, 김현경(2018)은 학교준비도 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학교준비도에 대해 매 해 10편 이내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가정의 영

향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어 기관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하였다. 반드시 학교준비도가 아니더라도, 임혜성

(2016) 또한 유아의 발달 및 교육성과에 대한 기관의 영향을 다룬 연구

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일부 연구는 교사특성 등 기관의 특정 요인들이 유아의 학교

준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보여왔지만(김진미, 홍세영,

2017; 이수현, 2018 등), 기관의 유형 또는 특히 설립유형에 따라 유아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취지의 연구로는 강상진, 이영, 주은희, 남궁지

영(2004)의 연구(‘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효과 비교’)가 있다. 이 연구

는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교육효과가 높음을 검증하며 국·공립기관

과 사립기관의 교육성과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인다. 첫째, 데이터를 연구자

가 직접 표집하는 과정에서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을 비슷한 비율로 표

집하는 등 모집단을 반영하지 못하는 표본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하

였다. 둘째, 대도시 지역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기관 설립유형

별 분포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셋째, 유치원

의 효과 규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구로서 설립유형에 따른 교육성과

는 분산분석만으로 검증하여, 설립유형의 효과를 인과추론을 통해 규명

하지 못하였다. 넷째, 또래관계, 사회적 유능성, 언어사용능력을 별개의

종속변수로 분석하였으며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유아의 교육성과에 통합

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상술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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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국내에서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이용이 90%를 상회하는 정도로

보편화되었고(World Bank, 2018), 그 가운데 대다수가 사립 기관이며 이

들이 국·공립 기관들과 운영, 재정, 교육과정 등의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김양희, 2015; 양미선, 정주영, 임지희, 2013; 이진화,

박진아, 2017), 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는 연구의 부족은

보완될 필요성이 있겠다.

제 3 절 사립학교의 효과성 및 공공성

1. 사립학교 효과와 교육 민영화

가. 사립학교의 효과성

본 연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은 ‘어떠한 설립유형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종래의

학계는 ‘어떤 설립유형의 학교가 더 효과적인가’와 같은 중립적인 질문보

다는 ‘사립학교의 교육효과가 존재하는가’의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

하였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학교효과(schooling effects) 연구의 선

구자와도 같은 Coleman의 여러 연구 가운데 Hoffer, Greeley, Coleman

(1985)에서 설립유형 효과가 사립학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데

따른 것이지만, 나아가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로서 사립학교의 경

우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구체적으로는 사립학교가 운영 자율성이

높고 설립자가 이윤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향상 및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경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Lubienski & Lubienski, 2006).

또한 예외가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고, 이로 인해 상위계층의 학생들을 유치하여 다양한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Saporito & Sohoni, 2007; Whitty

& Halpin, 2000). 이로 인해 배출되는 학생들 또한 우수한 경향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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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들의 높은 학업성취가 사립학교의 교육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학생의 우수한 사전 특성을 제거할 경

우 사립학교의 실제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립학교 효과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반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변수용, 김경근,

2011), 또는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사립학교 취원 기회가 상위계층

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비판할 필요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Carnoy, 1998; Torche, 2005).

사립학교 효과 발생의 경로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사립학교 효과가

교육 운영의 자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Coleman et al,

1981; Corbonaro & Covay, 2010).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공립

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들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며 특히 학업성

취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교과목들을 운영함으로써 배출되는 학생들의

높은 성취를 달성한다는 것이다(Corbonaro & Covay, 2010). 또는 사립

학교는 교원을 직접 채용하며 교원의 재직년수가 높다는 점에서 교원의

헌신 정도(김경년, 2012), 학생에게 맞춘 다양한 교육 제공(Whitty &

Halpin, 2000) 등에서 사립학교 효과의 원인을 논의한 연구들도 있었다.

나. 교육 민영화(educational privatization)의 의미3)

공공 서비스인 학교교육에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민간에 의한 운영을

확대하는 경우 학교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교육 민영화란 하나의

정책흐름 또는 기조로서 위 질문에 대해 긍정적 변화를 예상하는 입장에

있다. 교육 민영화는 미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 해외를 중심으로 대두된

교육개혁의 흐름으로, 기존 공립학교(public schooling)를 중심으로 확립

된 공교육을 재편하는 방식의 하나이다(윤정일, 윤홍주, 2004; Whitty &

3) 김재웅(2005)은 교육이란 본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교육 민영화’

보다 ‘학교 민영화’라는 용어가 정확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

은 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치원만이 학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보다 적합한 ‘교육 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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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pin, 2000). 교육민영화 논의는 사립학교 효과 논의와 연관되는 경우

가 많은데, 교육 민영화 기조에서 선택권을 강화하고 경쟁을 도입하는

등은 공립학교 체제를 사립학교화하고, 사립학교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수단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Lubienski & Lubienski, 2006).

교육 민영화 기조의 출현 배경은 1980년대 미국에서 국가경쟁력 위기

에 대한 귀인으로 공교육의 낮은 질을 비판하는 관점이 대두되고, 정부

가 교육예산 축소를 시도하면서부터이다(Carnoy, 1998). 그 시초로서

Friedman & Friedman(1991)은, 정부에 의해 관리와 운영이 독점되어있

는 기존의 교육부문에 민간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

과 자유경쟁논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은 더 좋은

학교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고, 재정지원 감소로 인해 학생을 충당하기

위한 경쟁에 놓인 학교들은 자발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조직 효

율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논리이다(Friedman et al, 1991).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교육 민영화란, 그 양상은 다양하나 학교 교육에

대해 정부가 아닌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관련

하여 Belfield & Levin(2002)은 교육 민영화의 종류를 크게 제공

(privision), 재원 부담(funding), 규제와 의사결정 및 책무성(regulation,

decision-making and accountability) 측면의 민영화로 구분하였다. 민간

제공이란 민간에 의한 학교 유형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재원 부담

의 민영화는 정부가 아닌 수요자(즉, 학부모)가 학교의 재원을 부담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 규제와 의사결정 및 책무성은 학

교교육 운영에 대해 정부가 아닌 시장의 권한이 높아지는 것을 지칭한다

(Belfield & Levin, 2002).

국내에서 교육 민영화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 김재웅(2005)은

국내외의 선행 논의를 종합 토의한 결과, 학교 민영화란 학교의 설립주

체(ownership), 재원부담주체(funding), 운영주체(management)의 하나라

도 정부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때 설립주체란

학교의 설립유형을 의미하는 것이며, 운영주체는 교육서비스를 운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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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김재웅, 2005).

이와 같은 교육 민영화 개혁을 단행한 일례로서 스웨덴은 모든 중등

학교가 공립이었던 기존의 체제로부터 1992년 바우처를 도입하고, 학교

입학을 학생 배정 방식에서 선택 방식으로 변경하며, 사립 학교유형을

신설하는 등 교육 민영화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Bohlmark & Lindahl,

2008).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면, 무상교육화에 따른 정부 지원금 도

입 이전의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은 설립주체, 재원부담주체, 운영주체

의 민영화를 모두 충족시키며, 사립 고등교육기관과 자율형 또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이른바 자사고, 자율고 등)는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의 민영

화 및 일부 재원부담주체의 민영화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 교육 민영화와 교육성과 및 교육 불평등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부문은 높은 수준의 민영화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외국의 경우처럼 국가주도의 민영화 개혁이 시행되었기 때문이 아

니라 원래부터 낮은 국가개입 하에서 민간부문이 자생적 발전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맥락은 다르지만, 교육 민영화에 대한 선행 논의는 민영

화가 구축된 교육부문이 학생들의 교육성과 및 교육 불평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므로 본 연구에 유용한 틀이 된다.

Levin(2002)은 교육 민영화의 종래의 쟁점 및 평가준거를 종합하여

크게 선택의 자유, 효율성, 형평성, 사회통합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다투어진 바 있다(Bohlmark &

Lindahl, 2008; Thapa, 2013; Torche, 2005; 이호준, 2018 등). 네 쟁점들

중 교육민영화를 지지하는 입장은 앞의 두 가치인 선택의 자유 보장과

효율성 제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뒤의 두 가치인 형평성 저하와 교

육 다양화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김재웅, 2005).

이 가운데 교육성과에 대한 논의는 사립학교 효과와 연관이 높으며,

교육 불평등에 대한 논의 가운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진학 집단의 사회경제적 여건 격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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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이 또한 사립학교 효과와 연관이 높다.

우선 교육성과와 관련하여, 교육 민영화로 인한 교육성과 향상의 양상

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환하거나 사립학교

를 증설하는 방식, 학생의 선택권을 높임으로써 재정 충당을 위해 학생

을 유치해야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서비스 향상 유인을 높이는 방식의 교

육민영화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사립

학교 학생들의 교육성과 향상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부차적으로는, 교육

의 질이 향상되는 사립학교들의 외부효과가 발생함에 의해 경쟁시장에

포함되게 된 공립학교들 또한 교육 서비스 향상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공립학교들의 교육성과도 더불어 향상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Bohlmark & Lindahl, 2008).

이 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유경쟁 및 시장원리의 작동이라

는 조건이 필수적이다(Friedman & Friedman, 1991).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자유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상승이 도모되는 것이므로, 독점이

없고,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학교기관들이 존재하여야만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Belfield & Levin, 2002b).

다음으로 교육 민영화가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취약

계층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과 바우처 제도

(voucher system)와 같은 형태의 교육 민영화가 교육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한다(Boyd, 2007). 사회경제적 여건이 낮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교육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교육 민영화가 사회경제적 여건이 높고 낮은 집

단 간 학교 선택 시 정보 격차(information asymmetry)를 발생시키거나

(Carnoy, 1998; Bernal, 2005), 상대적으로 학교교육의 가격이 높은 사립

학교와 공립학교 간 서열화를 발생시켜 분리(segregation)와 계층화

(stratification)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Miron et al, 2010; Ravitch, 2019; Torche, 2005; 이호준, 2018).

전자의 경우, 똑같은 선택권이 주어지더라도 취약계층 학생 및 학부모

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질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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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발생함에 주목한다(오욱환, 2014). 이

러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실질적 선택권이

달라지며, 진학하게 되는 학교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Carnoy,

1998; Bernal, 2005).

후자의 경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사립학교들 내에 고품질 고비

용의 학교교육과 저품질 저비용이 학교교육 간 구별이 발생하고, 사회경

제적 여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선택이 저품질 저비용 교육서비스로 제약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비용과 질에 따라 학생들의

분리와 계층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교육 민영화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

키게 됨을 설명하였다(Miron et al, 2010; Ravitch, 2019; Torche, 2005).

다. 본 연구에의 적용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서는 앞선 Belfield & Levin(2002a)의 분류기준

가운데 제공 측면의 민영화와 김재웅(2005)의 기준 가운데 설립주체, 운

영주체 측면의 민영화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유

아교육에서 민간에 의한 유아교육 제공은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 평

균 33%와 EU 회원국 평균 26%와 비교하여 79%로 매우 높다(OECD,

2018). 한편 재원부담 측면 및 규제와 의사결정 측면의 경우, 누리과정과

무상교육의 도입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과 교육과정 운영 관여가 강화된

점을 들어, 민영화의 정도가 낮아졌으나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민간에 의

해 재정부담과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들은 사립학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학교 효과의 원인으로 설명되어온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존재하며(김양희, 2015; 손수민, 2014),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이 실현되는 상황에서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은 재정이 학

부모 부담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유아 유치를 위한 경쟁에 참여

하는 구조로서, 자발적으로 교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여지가 존

재하는 것이다(노승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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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공공성

가. 교육 공공성의 의미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유아교육에서 어떤 설립유형의 교육이 더 효과

가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국가와 민간 중 누가

교육을 공급할 때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의 질문과 같다.

민간이 교육을 공급할 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은 앞선 사립학교

효과와 교육 민영화를 통해 설명되지만, 국가가 교육을 공급하는 경우를

효과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론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전자의

논의는 해외를 중심으로 활발하였던 반면, 후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교육

공공성에 관한 담론은 교육이란 공적 주체(국가 또는 정부)의 책임 하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한다(소

영진, 2008; Wyckoff, 1984). 따라서 교육의 공급이 국가의 주도 하에 이

루어져야 하며,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동등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가가 마련할 책임이 있다는 당위성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동 논의를 본 연구에 참고할 수 있겠다.

공공성(公共性, publicness)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나병현(2004)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성은 국가와 관련되는 공공성

(official), 모든 사람과 관련되는 공공성(common),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개방성(open)의 세 차원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한편 백완기(2007)에

의하면 공공성은 정부와의 관련성, 정부 이외의 주체들을 포함하는 정치

성,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는 공익성, 공유성, 분배와 절차의 공정성, 개방

성, 인권의 일곱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공공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지만(백선희,

2011) 이러한 특성을 교육이 갖는 경우 공교육이라고 규정하는데, 공교

육이란 교육의 제공, 재원부담,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목표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나병현, 2004). 각각을 종합하는 경우, 국

가가 교육을 제공하고 재원을 부담하여 모두가 동일한 내용과 목표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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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나병현, 2004). 이에 비추어 김윤섭

(2003)은 공교육제도를 공공성에 더하여 무상성, 의무성을 갖춘 교육체

제로 정의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공공성을 동일한 교육 내용, 교육 기

관, 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신하영, 2016에서 재인용). 앞선

정의들을 종합하면, 교육은 공공성을 갖는 사안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에

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한편 경제적 관점에서 공공재(public goods)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의

가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가 공공재의 생산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

명한다. 공공재란 생산 또는 공급의 주체와는 무관하게, 소비에서 비경합

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을 갖는 재화로 정의된다

(이준구, 2011). 이 때 비경합성이란 재화의 혜택을 한 사람이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하며, 비배제성이란 대가

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국방 서비스의 예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이준구, 2011).

교육은 공공재적 성격을 일부 갖지만, 고등교육과 같은 높은 단계의

교육으로 갈수록 경합성과 배재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은 낮은 단계의 교육에서 더욱 높게 보장되어야 한다(백일우, 2007).

따라서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에 개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공공재는

모두가 혜택을 누리며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산의 유인이 적고, 이로 인해 과소생산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김현숙, 2005).

소결하면,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국가가 교육을 제공하고 재원 부담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며, 공공재에 대한 경제적 논의는 국가가 교육을

생산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설명한다.

나. 사립학교의 공공성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구분은 학교교육의 제공 또는 설립의 주체에

따른 구분이다. 교육 공공성의 개념은 교육의 제공이 공적으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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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이 민간에 의한 교육 제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나병현, 2004). 즉, 공교육화는 모든 학교가 공립학교여야 함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정의한 허종렬(2001)은 사립학교의 공공성

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공립학교와 동등한 설립기준과 졸

업자의 동등한 자격 보장, 동등한 교원의 자격, 교육의 과정적 및 물적

요소에서의 동등성,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 선발, 시설의 균등한 유지, 국

가의 동일한 통제 권한의 여섯 가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란 사립학교에 관리·감독과 지원 등을 제공

하여 교육의 투입과 과정이 공립학교에 준하게 균등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 국가가 개입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 또는 자

주성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였다(김병주, 김은아, 우석구, 2008; 박민, 이

시우, 2011; 박부권, 2008; 허종렬, 2001). 이러한 토의는 주로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을 명시한 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사립학교법 제 1조), 일례로 박부권(2008)은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설립

목적을 갖지만 이는 공공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공공성이 요청되

지만 건전한 운영을 지향하는 한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음으로써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한편 김병주 외(2008)는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한 결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

교육선택권, 운영의 자율성 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사립학

교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선택권의 부작용, 회계운용, 교

원의 신분 보장 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다. 본 연구에의 적용

유아교육에서 공교육화는 꾸준히 주장되어왔지만 주로 무상 보편화와

국가의 관리·지원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김재춘, 2017; 박



- 47 -

신영, 2015).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부문은 아직 공교육제도가 확립되어있

다고 보기 어렵다. 앞선 김윤섭(2003)의 정의를 적용하면 국내 유아교육

은 무상성만이 일정 수준 달성되고 있으며, 공공성 측면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한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박은혜, 신은수, 2012),

의무성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유아

교육이 공교육체제에 속하지 않음에도 국가가 교육과정과 시설기준 등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성을 달성하고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영유아

교육법 시행규칙 제 9조; 신하영, 2016).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들 중 유치원은 명시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적

용받고 있다. 전술한 허종렬(2001)의 정의를 적용하면 사립기관은 설립

기준, 교원의 자격, 학생 선발, 시설의 균등한 유지의 측면에서는 공공성

을 달성하고 있으나, 과정적 및 물적 요소에서의 동등성과 국가의 동일

한 통제 권한 측면에서는 충분한 공공성이 달성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재정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참고해볼 수 있다(교육부, 2019a).

3. 관련 선행연구 분석

가. 사립학교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사립학교 효과 또는 설립유형 효과(school type effects)에 대해서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수의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러

한 연구들은 사립학교 재학 효과(private-school attendance effects)라고

도 하여, 학생이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국·공립학교에 재학하는 경

우에 비해 학교 설립유형으로 인한 높은 교육성취를 달성할 것인가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Greene, Peterson, Du, 1999; 김경년, 2012 등).

해외의 경우,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험설계 방식을 사용하여

설립유형의 교육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하였는데, 일례로 Greene

et al(1999)은 바우처가 무작위로 배정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로 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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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공립학교로 배정된 학생들보다 이후 높은 읽기 및 수학교과 학

업성취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Peterson, Myers, Howell(1998)은 공립

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학생들 중 1,300명에게 무작위로 장학금을 지

급하여 사립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유의한 학업성취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 소수의 연구가 고등학교급에서 설립유형의 효과를 검증

하였으나(김경년, 2012; 김영화, 김재웅, 류한구, 2007; 김위정, 남궁지영,

2014; 김준엽, 시기자, 박인용, 2016), 학교효과를 분석하면서 설립유형을

포함하거나, 고등학교급에서 다양한 학교유형의 효과를 식별하고자 한

시도가 다수 이루어졌다(예: 박소영, 2009).

사립 고등학교의 교육성과를 분석한 연구의 일례로, 김경년(2012)의

연구는 고교 진학 시 배정방식으로 인해 일반고등학교에서 사립 및 공립

취원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증명한 후, 영어 교과에서 사립학교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은 사립학교가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의 열의, 학업상담 등의 요소에서 질이 더 높았기 때문임을 밝혔다.

유아교육에 주목한 연구들의 경우, 유아교육에서 사립기관의 교육효과

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교육의 질에서의 차이를 체

계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였다(김영태, 심익섭, 2014; 원영미,

2000; 유희정, 1998; 주혜영, 이대균, 2001). 일례로 유희정(1998)은 국·공

립, 민간, 직장 어린이집 간 교육의 질 차이를 분산분석으로 검증한 결

과, 사립기관은 국·공립기관에 비해 유의하게 체계적 업무 관리와 법규

준수 등 운영관리 항목과 교사의 자격과 경력 등 교직원 항목에서 낮은

수준이었음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각각 원영미(2000)는 울산광역시의,

주혜영, 이대균(2001)은 충청남도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소결하면, 사립학교 효과는 연구에 따라 그 존재 여부와 소재를 다양

하게 보고해왔으며, 따라서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명확한 경로에 비해 실

증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내 어린이집의 경우 2000년

대 전후 국·공립기관 교육의 질이 사립기관에 비해 우수하였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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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해 관리 및 지원된 국·공립기관에서 보다 높은 교육의 질을 유

지하였으며 사립기관의 낮은 공공성이 교육의 질을 낮춘 국내의 특수한

상황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나. 교육 민영화의 효과 또는 결과에 관한 연구

전술하였듯 교육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교육민영화가 교육성

과를 향상시키거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를

검토하기 위한 시도가 각국의 맥락을 토대로 다수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종합할 때 선행연구는 교육 민영화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다소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Hsieh & Urquiola, 2006; Torche, 2005; 이

호준, 2018 등), 그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교육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Bohlmark & Lindahl, 2008; Clark, 2007 등).

해외의 연구를 우선 살펴보면, 미국, 영국, 칠레, 뉴질랜드, 스웨덴, 이

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종래 정부의 운영, 관리, 독점 정도가 높았던 공립

학교(public schooling)에 대해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민영화를 추

진하였다(Whitty & Halpin, 2000). 이러한 국가들에서 교육 민영화 현상

은 자연스러운 연구 주제가 되었다.

교육성과를 분석한 연구 가운데 Bohlmark & Lindahl(2008)은 스웨덴

의 사례에서 교육 민영화 개혁 이후 학교들의 교육성과가 향상되었는가

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9학

년 학업성취 등 단기적인 효과만이 유의하였을 뿐 고등학교 평점, 교육

연한, 대학 졸업 등의 장기적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반면

Lubienski & Lubienski(2006)는 수학교과에서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사

립학교의 설립유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의

차이는 학생의 배경변인으로 대부분 설명되었으며 사립학교의 별다른 효

과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며, 경쟁과 선택권 강화 등으로 사립학교 효

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교육 불평등에 주목한 연구들은 교육 민영화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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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됨을 보고하였다. Torche(2005)와 Hsieh & Urquiola(2006)는 칠레의

사례에서 1980년대의 시장 지향적 교육개혁 이후로 중등교육에서 공립학

교와 바우처 기반 사립학교(private-voucher schools) 및 수익자부담 사

립학교(private-paid schools) 간 교육의 질 격차 및 서열화가 발생하였

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을 대상의 실증 연구로서

이호준(2018)은 PISA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 민영화 정책이 학교교육

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며 사회경제적 여건 상위 4분위 학

생집단과 하위 1분위 학생집단 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확대시키는 데 기

여하는 요인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국내에서는, 민영화가 이루어진 교육부문이 드물어 민영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적었다. 다만 고등학교급에서 최근의 고등학교

다양화, 자율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학교의 확대

등에 주목한 연구들이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학교교육이 서열

화되고, 학생의 선택권은 가정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 의해 제약을 받

음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김주아, 2009; 김학한, 2011; 오욱환, 2014).

한편 유아교육에서, 불평등으로까지 논의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사

립기관들 내 차이에 주목한 연구로서 김영태, 심익섭(2014)은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구)의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기관

이용비를 전수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월평균 기관 이용

비의 최솟값은 약 27만원, 최댓값은 약 99만원이었으며, 따라서 강남 3구

의 모든 사립기관의 이용비가 누리과정 국가 지원금인 월 22만원을 초과

할 뿐 아니라, 동일한 강남 3구 내에서도 사립기관들의 이용비가 3배 이

상 차이가 존재함을 보고하였다(김영태, 심익섭, 2014).

소결하면, 민영화된 교육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교육성과와 교육 불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또는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은, 교육성과

향상 효과는 일관되지 못하지만 학교교육의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이 심

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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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연구의 한계

이상의 연구 결과는 학교교육이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와 국가

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학생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사립학교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의 경우, 국내에서는 다수 연구

(김영화, 김재웅, 류한구, 2007; 김위정, 남궁지영, 2014; 박소영, 2009)가

사립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자기선택(self-selection)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효과(selection effects)를 학교효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했다. 즉, 연

구결과가 사립학교 교육의 효과인지, 사립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애초

부터 우수하였음에서 기인하는 효과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이는 학교효과

추정에서 중요성을 갖는 사안이므로(김경년, 2012; Peterson et al, 1998),

후속연구의 수행에서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교육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담론을 통해 진전되어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교육의 질과 교육성과는 어떠한가에 대해 증거

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질적, 양적연구가 모두 부족하였다. 관련하여 교육

공공성의 개념이 모호하고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정책적

논의에 반영되기 위한 실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백선

희, 2011; 장영인, 2015). 따라서 국가가 공적 재정지원을 확대하거나,

국·공립학교를 증설하거나, 국·공립학교를 운영하고, 공통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종합하여, 유아교육부문은 위의 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우 적합한

연구 영역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구체적으

로, 선택편의를 보정하는 등의 식별전략을 사용하여 사립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교육효과를 추정한 연구와, 국·공립기관의 효과성이 사립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떠한가를 확인한 연구 모두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술한 한계를 보완하여, 적절한 식별전략을 활용하여 유아교육

의 설립유형에 따른 교육효과를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육 공공

성의 측면에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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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다음의 여러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Ÿ 국·공립 유아교육·보육기관과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 가운데 어떤

기관이 유아의 교육성과에 더 효과적인가?

Ÿ 동일한 유아가 국·공립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와 사립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준비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Ÿ 유아교육을 국가가 제공하는 방식과 민간이 제공하는 방식 가운데 어

떤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

위의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앞선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국내

유아교육의 맥락과 사립학교의 효과성 및 공공성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

[그림 3-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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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모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개인, 가정, 지역특성은 유

아의 설립유형별 기관 취원에 영향을 미치며, 상이한 국·공립 및 사립기

관의 교육효과가 학교준비도로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사립기관의 교육효

과가 국·공립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이를 사립기관의 높은

효과성을 통해 설명하고, 낮을 경우 앞선 설명을 반박하고 사립기관의

낮은 공공성을 통해 논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각 구체적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한 가설] 유아의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높을수록,

지역 내 사립기관 수가 충분할수록 유아가 사립기관에 취원할 확률이 높

을 것이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 사립학교 효과(private school effects)에

근거할 때, 기관의 설립유형이 사립일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높이는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 교육 민영화(educational privatization)의

순기능에 근거할 때, 기관의 수가 충분하여 기관들 간 경쟁이 촉진될수

록 사립기관의 자발적 교육의 질 향상 유인이 높아지므로, 기관 충분성

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립기관일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더욱 높이는

차별적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상기 가설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을 때 각 가설을 수용하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앞선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사립학교 효과 및 민영화의

순기능을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설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이를 국내 맥락 및 사립기관의 공공성과 결부하여 논의

하고, 추가적 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 원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후 이상을 모두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며,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

및 학술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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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및 분석 대상

위의 연구 모형을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개인단위 패널 데이터로서,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

에 출생한 아동을 출생 시 표집 및 추적을 통해 반복 측정하여 구축한

자료이다.4) 동 데이터는 2,000명 이상의 충분한 표본 사례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출생 의료기관의 소재지 권역을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추출법을

통해 추출하여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높였다(한국아동패널, 2016). 또

한 표본아동 및 부, 모, 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과 검사를 수행하여,

아동의 개인 및 가정특성과 기관의 교육환경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

므로 활용도가 높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아동패널은 학령 이전 아동을 표집하여 아동

의 교육적 발달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국내 유일의 데이터이다. 이를

활용해 특정 처치가 어떠한 교육성과로 이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 또한 기관수준의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표본아동의 6차(2013년) 및 7차(2014년)

만 4세 및 만 5세 자료를 활용한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만 6세이며,

한국아동패널의 매해 설문 및 검사 시기는 7월에서 11월이므로(한국아동

패널, 2016), 7차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진입 직전의 학교준비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5)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2014년 만 5세였던 유아 표본 가운데 본 연

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들에 응답 값이 존재하는 사례 총 893명이다.

4)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panel.kicce.re.kr/kor/index.jsp)
5) 유아에 따라 학교준비도 측정 시기가 7월까지 앞당겨져 만 5세시기 교육(처치)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음은 한계로 남긴다. 그러나 익년도(만 6세 초1

시기)의 종속변수를 활용할 경우 초등학교 교육의 효과가 개입되어 추정을 방해하는

단점이 더 크다고 보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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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변수

다음으로, 위의 자료(한국아동패널)를 활용한 분석 설계를 위해 고려

한 변수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변수들의 설정 근거, 원 데이터에서

의 측정 방식, 본 연구에서의 가공 방식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유아의 기관 설립유형별 취원 영향요인을 규명하

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만 5세를 기준으로 유아가 취원한 기관의

설립유형을 설정하였다.6) 유아의 설립유형별 취원을 예측하는 설명변수

일체는 유아의 취원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하므로, 모두 종속변수를

추출한 7차(2014년)보다 1년 앞선 6차(2013년) 데이터에서 추출해 사용

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인 기관 설립유형의 경우, 원 데이터는 이를 법인·개인·

직장·가정 어린이집 등 세부적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이를 사립과 국·공립만으로 이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법인, 개인 유치원과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사립

(1)으로, 국립,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립

아님(0; 국·공립)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유아의 이용기관

이 반일제 이상의 사교육기관이거나 아무 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결측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설명변수들은 사립 취원을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

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다만 국내외 선행연구 가운데 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설립유형별 취원 영향요인을 다룬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관 이용여부, 사교육기관 이용여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취

원여부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일례로 박선욱

(2011)은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모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수도권

에 거주할수록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 취원할 확률이 높음을 검증하였는

6) 유아의 기관 이용률은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 특수성이 있으며(김지경, 2004; 박선

욱, 2011; 백선희, 조성우, 2005; 이경선, 김주후, 2009), 데이터 표본이 만 5세일 때

(2014년)부터 현재와 같은 양상의 전면 무상교육을 적용받았음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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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유치원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많고, 유치원 이용비가 어린이

집 이용비보다 높은 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립유

형별 취원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논리와 동일하므로, 유사한 연구

들을 다수 참고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명변수를 설정하여 개인특성, 가정특성,

지역특성 변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아래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은

개인특성 변수(김진미, 2014; 임유경, 2008; 조인경, 이진화, 2017), 가정

특성 변수(김영미, 류연구, 2014; 김지경, 2004; 박선욱, 2011; 이경선, 김

주후, 2009; 이선애, 2009), 지역특성 변수(박근환, 심승규, 홍성완, 홍지

훈, 2019)를 투입하였다.

설명변수의 측정 및 가공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래 <표 3-1>로서

대체한다. 다만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

해 자연로그를 취하여 활용하였다(김기헌, 신인철, 2011).

구 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설립유형

(사립=1)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1),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0)

설명

변수

개

인

특

성

월령 유아의 월령(개월)
성별 남아(1), 여아(0)

출생순위 출생순위(째)

사전발달수준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 정도(24점 만점)

가

정

특

성

모학력 어머니의 교육연한(년)
모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세)
모취업 취업(1), 미취업(0)
자녀수 자녀 수(명)

로그월평균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단위 자유응답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가족형태(핵가족=1) 부모+자녀 형태의 핵가족(1), 대가족(0)

지

역

특

성

지역규모 더미(참조: 읍면지역)
대도시 더미 대도시(1), 그 외(0)
중소도시 더미 중소도시(1), 그 외(0)

사립기관 충분성
지역구 내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 충분성

5점 척도 응답값

<표 3-1> 첫 번째 연구문제를 위한 변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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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 번째 및 세 번째 연구문제는 기관의 설립유형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평균적 및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표 3-2>과 같이 변수를 구성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인 유아의 학교준비도7)의 경우, 만 5세 후반기에 유아

를 담당하는 교사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학교준비도 값8)을 활용

하였다(상세 문항은 [부록 1] 참고). 또한 전체, 사회·정서영역, 인지영역

학교준비도를 별도의 변수로 코딩하였다. 이 때 ‘학습에 대한 태도’ 항목

은 인지영역이 아닌 사회·정서영역으로 포함하였는데, 동 항목의 문항들

이 흥미, 호기심, 규칙 준수, 어른에게의 도움 요청 등 종래 인지 중심의

학습준비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Raver, 2003; 박연정, 2008; 윤명희,

1995), 선행연구에서 사회·정서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고려

하였다(Cartwright-Hatton et al, 2005; McClelland et al, 2000). 또한 영

역별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분석에서 회귀계수 값을 비교할 수 있

도록(강태중, 2007), 세 학교준비도 변수 모두 표준화하여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유아의 이용기관 설립유형은 만 5세 이용기관을 기준으로

앞의 연구문제와 동일하게 사립기관 여부(사립기관 1; 국·공립기관 0)로

더미 코딩하였다.

이어서, 설립유형의 효과를 추정할 때, 종속변수인 유아의 학교준비도

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설명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7)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하는 동 변수의 색인(index)은 ‘학습준비도’이다. 그러나 연

구자는 다음의 이유로 동일한 변수를 ‘학교준비도’로 명명하였다. 첫째, 해당 척도는

Murphey & Burns(2002)의 ‘school readiness’ 척도를 단순 번안한 것이므로(한국아

동패널, 2016), 본래 검사의 명칭 및 취지에 비추어 학교준비도가 적합하다. 둘째, 이

론적 배경에서 전술하였듯 학습준비도는 인지영역 중심의 개념인 반면 동 변수는

사회·정서영역까지 포괄하므로 학교준비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셋째, 선행연구

에서도 동 변수를 학교준비도로 활용하였다(박정미, 홍순옥, 2019; 이완정, 2017; 정

혜린, 2018; 홍예지 외, 2018).
8) 학교준비도 변수는 기관(교사)설문과 가정(보호자)설문값이 모두 존재한다. 한국

아동패널이 활용한 학교준비도 척도는 기관 교사에 의해 측정될 목적으로 고안되었

으며(Murphey & Burns, 2002), 일부 문항은 가정에서 관찰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 ‘수업 활동에 열정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 기관설문값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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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타당한 통제변수를 설정,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들은

개인특성, 가정특성, 기관특성, 지역특성의 변수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본 분석은 유아가 어떤 설립유형의 기관을 한 해동안 다녔는가

로 인해 학교준비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유아의

사전발달수준을 통제함으로써 유아의 사전발달수준이 동일할 때 설립유

형별 기관 이용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앞서 이 연구의 이론

적 배경(제 3절)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아래 <표 3-2>에

나열된 바와 같은 개인특성 변수(방은정, 정옥분, 2015; 이명란, 1998;

Janus & Duku, 2010), 가정특성 변수(Emig, 2000; 이수현, 황혜정, 2014;

최지현, 김말경, 박혜원, 2008; 최지현, 박혜원, 2010; Boak, 1999; Mistry,

Benner, Biesanz, Clark, Howes, 2010), 지역특성 변수(김영옥, 지성애,

홍혜경, 마송희, 1995; Hughes, 2011)를 설정하였다.

기관특성 변수로는 유치원 여부를 투입하였으며(나인영, 이영, 2011

등), 한편 기관 내 세부 특성으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만을 투입하였는

데,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이완정, 2017; May et al, 1994; Vandell, 2004), 교사

개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변인으로 간주하여(구은미, 2004), 이를 통

제한 상태에서 설립유형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교사

-유아 상호작용이 단순히 교사 개인차에 의해 좌우되는 변인이 아니라

설립유형에 따라 체계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립유형 효

과의 소재를 확인하는 추가 분석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등 기관특성

변수들을 제거 및 투입하는 확인 절차를 거치고자 한다.

덧붙여, 학교준비도 전체영역 및 사회·정서영역과 인지영역에 대해서

는 동일한 통제변수를 활용하였다. 이는 유아의 발달에서 인지, 사회, 정

서발달이 분리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김성현, 지성애,

2015; 박유영, 2010; Raver, 2003; Winter & Kelley, 2008), 또한 위의 변

수 모두 사회적 유능감 등 사회정서영역의 발달과 어휘력 등 인지영역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기 때문이다(길현주,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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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14; 윤정순, 이미현, 2017; Boak, 1999; Mistry et al, 2010).

변수들에 대한 상세 가공방식은 아래의 <표 3-2>에 제시하였다.

구 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학교준비도
(전체)

학교준비도 4점 척도 22문항 평균값의
표준화점수

학교준비도
(사회·정서영역)

‘사회 정서적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항목의 4점 척도 17문항

평균값의 표준화점수
학교준비도
(인지영역)

‘인지 발달 및 일반 지식’ 항목의
4점 척도 5문항 평균값의 표준화점수

독립변수
설립유형
(사립=1)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1),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0)

관심변수
지역구 내
기관 충분성

지역구 내 국·공립기관 충분성 및
사립기관 충분성 각각에 대한 학부모

응답값(5점 척도)의 평균값

통제
변수

개
인
특
성

월령 유아의 월령(개월)
성별 남아(1), 여아(0)

출생순위 출생순위(째)
사교육 참여여부 사교육 참여(1), 사교육 미참여(0)
사전발달수준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 정도(24점 만점)

가
정
특
성

모학력 어머니의 교육연한(년)
모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세)

형제·자매수 유아의 형제·자매수(명)

로그월평균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만원단위 자유응답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모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5점 척도 16문항 평균값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 정도
4점 척도 9문항 평균값

학습자료 충분성 가정 내 학습자료 충분성(11점 만점)
기
관
특
성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가 학급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정도 5점 척도 10문항 평균값

유치원여부 유치원(1), 어린이집(0)

지
역
특
성

수도권여부 수도권(1), 수도권 외 지역(0)

<표 3-2> 두 번째 및 세 번째 연구문제를 위한 변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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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이 절에서는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을

상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에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과 두 번째 및 세 번째 연구문제에 사용한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를 활용한 역확률가중치법(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 IPTW)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이하의 모든 분석은 STATA 1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1.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유아의 국·공립 또는 사립기관 취원에

어떠한 개인, 가정, 지역수준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 이 때 종속변수는 사립기관 여부를 의미하는 이분변수(사립기관이

아닌 경우 모두 국·공립기관인 더미변수)이므로, 이분변수의 승산을 예측

하는 다수 설명변수의 유의성과 영향력의 방향 및 크기를 확인하는 데

적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고자 한다.9) 이

를 나타내면 아래의 <식 1>과 같다.

<식 1>   ln






 


⋯

⋯⋯

위 식에서 는 번째 유아가 사립기관에 취원할 로그 승산(log-

odds)이다. 이를 예측하는 설명변수 부터 는 번째 유아

의 개인특성 가운데 모형에 투입되는 개 변수 각각을 의미하며, 같은

9)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출생 시 개인단위로 표집된 자료로서 다층자료

(multi-level data)가 아니므로 위계선형모형(HLM) 등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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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부터 는 모형에 투입되는 유아의 가정특

성 변수 개, 부터 는 모형에 투입되는 유아의 지

역특성 변수 개이다. 와 는 각각 상수와 오차항이다.

위 식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변수가 유아의 사립기관 취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들

을 다음 연구문제의 분석에서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사전 처치 공변인

(pre-treatment covariates)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 경향점수를 활용한 역확률가중치법10)

본 연구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연구문제는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설립유형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평균적 또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

하는 것이다. 즉, 사립기관 교육이라는 처치(treatment)가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를 활용한 역확률가중치법(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 IPTW)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분석방법의 채택

이유 및 구체적 사용에 대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가 사립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공립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교육성과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 유아가 사

립기관을 다닌 후 그 결과와 국·공립기관을 다닌 후 그 결과를 얻은 후,

두 값 간의 차이를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한 명의 유아가 두 처치를 동

시에 경험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립기관을 이용한 유아

집단(처치집단)과 국·공립기관을 이용한 유아 집단(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를 사립기관 교육의 평균적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ATE)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다음 회귀식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

10) 이 항목의 작성을 위해 Dupraz(2013), Guo & Fraser(2015), Rosenbaum &

Rubin(1983), 우석진(2018), 이준호, 박현정(2012a), 장은진 외(2013)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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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고려하였다.

<식 2>  

위 식에서 종속변수 는 번째 유아의 학교준비도이며, 는 유

아의 사립기관 이용여부, 는 모형에 투입되는 유아의 통제

변수 일체, 와 는 상수와 오차항이다. 이 때 관심계수 을 확인하면

사립기관 교육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식을 통해 추정된 은 처치의 효과만을 나타내는 효율적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실험

설계를 통해 유아들을 사립 또는 국·공립기관으로 무선할당(random

assignment)하여 얻은 자료를 활용하는 실험연구가 아니며, 국·공립 또는

사립기관을 스스로 선택하여 다닌 유아들에 대한 관찰자료를 활용하는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치 또는 통제에

대한 개체들의 자기선택(self-selection into the treatment)이 개입된 상

황이므로 선택의 효과가 개입되게 되어, 위 을 통해서는 처치의 효과

를 선택의 효과로부터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즉, 사립기관의 교육(처치)

으로 인해 학교준비도가 높아진 것인지, 또는 사립기관을 선택한 유아집

단의 특정한 성향이 존재하여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알 수

없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은 특정 요인들이 유아의 사립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특정한 성향이 존재할 것임을 가정하므로, 이에 따라

최소 하나 이상의 변인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체계적 차이를 발생시

키는 경우, 처치효과 추정을 방해하게 되는 표본의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선택편의를 보정한 상태로 본분석을 실시하

기 위해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를 활용한 역확률가중치법(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 IPTW)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학교

유형의 효과 추정은 경향점수를 적용하는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Guo &

Fraser, 2015; Murnane, Newstead, Olsen, 1985; Xiang & Wa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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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점수란 처치 이전에 관찰된 공변인들에 근거해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로 정의된다(Rosenbaum & Rubin, 1983). 예를 들어 유아의 가구소

득과 대도시 거주 여부가 사립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특

정 유아의 가구소득과 대도시 거주 여부 값을 토대로 사립 집단에 속할

확률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향점수는 처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의 공변인을 일차원의 점수(경향점수)로 요약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경향점수()는 확률이므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며, 아래 <식 3>

과 같이 주어진 공변인 에 근거해 처치를 받을( ) 확률로 정의된

다. 또한 경향점수는 <식 4>와 같은 에 대한 로짓 선형모형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이 때 두 식의 와 는 동일하다.

<식 3>  Pr    

<식 4> 

위의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동질성 높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

함으로써 선택편의를 제어한 상태로 처치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할 때 가

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경향점수가 비슷한 개체끼리 짝을 지어 표본을

구성하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유아의 과반수가 사립기관을 이용하여 처치집단의 사례

수가 통제집단의 사례수에 비해 확연히 많은 상황이므로, 매칭을 활용하

기에 적합하지 않다(Austin, 2011; Eeren et al, 2018; Stuart, 2010). 따라서

이 경우 본 연구는 경향점수의 역확률을 산출하여 표집 가중치(sampling

weight)로 활용하는 역확률가중치법을 적용해 선택편의를 보정하였다.

역확률가중치법의 핵심은, 처치에 속할 확률인 경향점수의 역확률을

활용함으로써, 처치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즉, 경향점수가 높은) 개체는

표본에서 과대 대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처치에 포함될 확률이 낮은(즉, 경향점수가 작은) 개체는 표본에서 과소

대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더 높은 가중치를 주어 더 많이 고려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하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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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 분포가 비슷한 목표 모집단과 유사한 형태로 표본을 구성하게 되

어, 선택편의를 제어한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여 다음의 두 식을 제시한다. 아래 <식 5>는 앞서 도출한

경향점수 를 활용한 처치 및 통제집단 개체의 역확률가중치( , )

산출식이며, <식 6>은 위의 <식 2>에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량

을 보정(′, ′, ′, ′; 관심 추정계수는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본 연

구의 최종 모형이다. <식 2>와 <식 6>의 두 모형에서 투입되는 변수는

동일하다.

<식 5>  


,  


(∈ , ∈ )

<식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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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유아교육·보육기관 설립유형별 취원 영향요인 분석

1. 기술통계

본 연구는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른 교육효과를 검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 설립유형의 효과 추정에 앞서 설립유형별

기관에 속하는 유아집단에 체계적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여 이로

인한 편의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설립유

형별 취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지역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앞서, 기술통계를 통해 전체 집단(‘전체’), 국·공립기관에 취원

하게 된 집단(‘국·공립’), 사립기관에 취원하게 된 집단(‘사립’)별로 주요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변수들은 취원 이전년

도의 값이며, 기술통계 결과를 다음 <표 4-1>와 같이 제시하였다.

변수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N

월령
(개월)

전체 62.565 1.308 60 66 890
국·공립 62.583 1.277 60 66 223
사립 62.559 1.319 60 66 667

성별
(남아=1)

전체 0.522 0.500 0 1 890
국·공립 0.489 0.501 0 1 223
사립 0.534 0.499 0 1 667

출생순위
전체 1.675 0.709 1 5 890
국·공립 1.830 0.758 1 5 223
사립 1.624 0.685 1 4 667

사전
발달수준
(24점 만점)

전체 19.849 4.131 0 24 890
국·공립 19.614 4.786 0 24 223
사립 19.928 3.889 5 24 667

<표 4-1>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변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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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학력
(교육연한)

전체 14.319 1.903 0 18 890

국·공립 14.336 2.172 0 18 223

사립 14.313 1.806 6 18 667

모연령
(만 나이)

전체 36.184 3.636 24 53 890

국·공립 36.453 3.721 26 50 223

사립 36.094 3.606 24 53 667

모취업
(취업=1)

전체 0.448 0.498 0 1 890

국·공립 0.422 0.495 0 1 223

사립 0.457 0.499 0 1 667

자녀수

전체 2.127 0.654 1 6 890

국·공립 2.283 0.714 1 5 223

사립 2.075 0.625 1 6 667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전체 425.344 205.318 0 3000 890

국·공립 405.067 179.709 0 1000 223

사립 432.123 212.889 100 3000 667

가족형태
(핵가족=1)

전체 0.900 0.300 0 1 890

국·공립 0.901 0.299 0 1 223

사립 0.900 0.301 0 1 667

대도시 여부
(대도시=1)

전체 0.442 0.497 0 1 890

국·공립 0.350 0.478 0 1 223

사립 0.472 0.500 0 1 667

중소도시
여부

(중소도시=1)

전체 0.521 0.500 0 1 890

국·공립 0.561 0.497 0 1 223

사립 0.508 0.500 0 1 667

읍면 여부
(읍면=1)

전체 0.037 0.189 0 1 890

국·공립 0.090 0.286 0 1 223

사립 0.019 0.138 0 1 667

사립기관
충분성
(5점 척도)

전체 3.147 0.952 1 5 890

국·공립 3.085 1.025 1 5 223
사립 3.168 0.926 1 5 667

위 <표 4-2>를 통해 전체, 국·공립, 사립 유아집단의 취원 이전 특성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분석에 활용된 표본에서 국·공립집단의 유

아 사례수는 223명, 사립집단의 사례수는 667명으로 각각 전체표본의

25.1%와 74.9%를 차지하였다. 이는 데이터의 활용년도인 2014년을 기준

으로 사립기관 유아집단이 전체 기관 이용자의 85.69%였음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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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11), 표본이 모집단에 비해 사립집단이 다소 과소표집되고, 국·공립집단

이 다소 과대표집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개인특성 중에서는 대부분의 변인에서 국·공립집단과 사립집단이 유

사하였으나, 다만 국·공립기관에 취원한 집단에 비해 사립기관에 취원

한 유아집단에서 남아의 비율이 높고, 출생순위가 낮은 편이며, 사전발달

수준은 사립집단이 19.93으로 국·공립집단의 19.61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또한 사전발달수준의 편차가 국·공립이 더 높았는데, 국·공립이

4.786, 사립집단이 3.889로 다소 큰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가정특성 중에서는, 사립기관의 유아일수록 어머니가 취업모

인 경우가 많았고, 자녀수가 더 적은 가정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이 더 높았음이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은 최솟값과 최댓

값에서도 차이를 보여, 국·공립집단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최소 0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분포를 보였으나, 사립집단의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분포를 보였다. 동일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 의하면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의 총 학부모부담 기관 이용비는 각각 약 3만 9

천원과 18만 4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참고할 때 사립기관의 상대적

으로 높은 이용비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립 취원을 선택하게 되는 상

황으로 이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 가운데는 대도시에는 사립기관에 취원하게 된

유아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는 국·공립기관에 취원하게 된 유아가 많

았다. 한편 사립기관 충분성의 경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국·공립에 취

원한 유아집단과 사립에 취원한 유아집단의 응답값이 각각 3.09과 3.17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만 평균값은 3점대 초반으로, 한국아

동패널의 설문 문항을 참고할 때 학부모들은 사립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이 지역구 내에 대체적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유치원 전체 이용자 652,546명 중 504,277명이 사립기관에, 어린이집 전체 이용

자 1,496,671명 중 1,337,430명이 사립기관에 속하여 전체 2,149,217명 중 1,841,707명

(85.69%)의 유아가 사립기관에 속하였음(교육통계서비스, 2019; 보건복지부, 2014)



- 68 -

2. 유아교육·보육기관 설립유형별 취원 영향요인 분석 결과

앞선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개인, 가정 및 지역

특성 변인들 가운데 설립유형별 취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

인지 확인하였다. 기술통계에서와 동일한 변수들을 투입하였으며, 로지스

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구 분
설립유형(사립=1)

회귀계수 표준오차

개인특성

월령 0.028 (0.062)

성별(남아=1) 0.208 (0.164)

출생순위 -0.269* (0.159)

사전발달수준 0.018 (0.019)

가정특성

모학력 -0.062 (0.042)

모연령 -0.008 (0.025)

모취업(취업=1) 0.064 (0.170)

자녀수 -0.270* (0.162)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454** (0.185)

가족형태(핵가족=1) 0.101 (0.271)

지역특성

대도시더미(참조:읍면) 1.818*** (0.389)

중소도시더미(참조:읍면) 1.397*** (0.382)

사립기관 충분성 0.136 (0.085)

상수 -3.600 (4.039)

N 890
주: *p<.1; **p<.05; ***p<.01

<표 4-2> 기관 설립유형별 취원 영향요인 분석 결과

위 <표 4-2>에 따르면 개인특성 가운데 출생순위가 첫째에 가까울수

록, 가정특성 가운데 자녀수가 적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특

성 가운데 지역규모가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이거나 중소도시일수록 유

아의 사립 취원 승산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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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술하여, 우선 개인특성 가운데는 다른 변인들은 유의하지 않았

으나, 출생순위가 후순위일수록 사립기관에 취원할 승산이 낮았다. 이 외

사전발달수준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에 취

원한 유아가 사전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상태로 두 서로 다른 교육

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가정특성 변수 가운데는 자녀수와 월평균가구소득만이 유의하였

는데, 자녀수가 적은 가정의 유아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일

수록 사립기관에 취원할 승산이 높았다. 로그월평균가구소득 변수의 회

귀계수에 한하여 로그와 승산 등을 변환하는 경우, 월평균가구소득이 10

만원 높아질수록(로그월평균가구소득이 2.303 높아질수록) 사립 취원 승

산은 약 3.6배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 변수 가운데는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 및 중소

도시에 거주할수록 사립 취원 승산이 높았는데, 이는 모집단의 지역규모

에 따른 사립기관의 비중을 표본이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지역구 수준의 사립기관 충분성은 유아의 사립 취원과 정적 관계를

보였지만, 해당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하여 해석할 때, 출생순위와 자녀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교육투자 및 자녀관심 정도와 부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백

일우, 2007; Booth & Kee, 2009; Leibowitz, 1974). 즉, 부모는 첫째 자녀

일수록 교육투자를 집중하므로 학생이 받게 되는 교육투자의 정도는 첫

째일수록 높고, 자녀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부모는 각 자녀에게 교육투자

와 자녀관심을 더 적게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 출생순

위가 선순위이고, 자녀수가 적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립기관에 취

원한다는 것은, 가정의 교육투자를 많이 받는 유아일수록 사립기관에 취

원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구 수준의 사립기관 충분성은

사립 취원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부모들은 지역구 내 사

립기관이 얼마나 많은가보다는 가정의 경제적 교육투자 여력을 고려하거

나, 지역구보다는 더 큰 전체 지역단위의 사립기관 충분성에 제약을 받

아 기관을 선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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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아교육·보육기관 설립유형이 유아의 학교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설립유형이

유아의 전체 및 영역별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평균적 영향이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에 투입될 변수들에 대하여 전체집단과

국·공립집단 및 사립집단별로 기술통계를 실시함으로써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평균과 표준편차만을 포함하였

으며, 표준화와 로그 등을 취하지 않은 원변수를 토대로 산출하여 제시

하였다.

구분 전체집단 국·공립집단 사립집단

종속변수

학교준비도

(전체)
3.498
(0.404)

3.479
(0.464)

3.505
(0.383)

학교준비도

(사회·정서영역)
3.451
(0.438)

3.432
(0.494)

3.457
(0.419)

학교준비도
(인지영역)

3.661
(0.385)

3.641
(0.447)

3.668
(0.363)

개인특성

월령
75.041
(1.428)

74.935
(1.483)

75.075
(1.410)

성별(남=1)
0.522
(0.500)

0.488
(0.501)

0.533
(0.499)

출생순위
1.672
(0.708)

1.839
(0.762)

1.618
(0.682)

사교육여부
0.717
(0.451)

0.677
(0.469)

0.729
(0.445)

사전발달수준

(24점 만점)
19.887
(4.120)

19.553
(4.971)

19.994
(3.804)

<표 4-3> 세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변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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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특성

모학력
14.390
(2.060)

14.486
(2.384)

14.359
(1.945)

모연령
36.884
(3.657)

37.240
(3.684)

36.769
(3.643)

형제자매수
1.167
(0.646)

1.332
(0.714)

1.114
(0.614)

월평균가구소득
(만원)

440.503
(198.558)

425.853
(181.499)

445.206
(203.634)

모양육효능감

(5점 척도)
3.412
(0.401)

3.422
(0.406)

3.409
0.399)

부모-자녀상호작용
(4점 척도)

2.265
(0.493)

2.213
(0.466)

2.282
(0.500)

학습자료 충분성

(11점 만점)
8.906
(0.983)

8.871
(1.222)

8.917
(0.894)

기관특성

유치원여부
(유치원=1)

0.646
(0.478)

0.728
(0.446)

0.620
(0.486)

교사-유아 상호작용

(5점 척도)
4.261
(0.498)

4.394
(0.472)

4.218
(0.498)

지역특성
수도권여부
(수도권=1)

0.400
(0.490)

0.479
(0.501)

0.374
(0.484)

N 893 217 676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위의 <표 4-3>는 개인, 가정, 기관, 지역특성 변수군별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학교준비도를 살펴볼 때, 전체 및 영역별

학교준비도 표준화점수는 모두 사립집단이 국·공립집단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영역의 학교준비도의 경우, 사립집단이 3.51,

국·공립집단이 3.48로, 0.03만큼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의미있

는 차이인지, 또한 국·공립 및 사립기관의 교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차이

인지를 이후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특성 중에서는, 사립집단일수록 출생순위가 낮고, 사교육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67.7%, 사립집단의 경우 72.9%로 사립집단에서 다소 높았다.

이어서 가정특성 가운데는 사립집단일수록 가구소득, 부모-자녀 상호

작용 정도, 가정 내 학습자료 충분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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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사립집단은 약 445만원, 국·공립집단은

약 425만원으로, 약 3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여 기술통계상

으로 볼 때 국·공립집단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사립집단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관특성을 살펴보면, 국·공립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72.8%

가, 사립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62.0%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모집

단에서는 전체 기관 이용자 중 어린이집 이용자가 과반수임을 고려한다

면, 어린이집 이용자가 다소 과소표집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국·

공립기관에 다니는 유아는 경험하는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정도가 평

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국·공립

집단에서 약 4.40과 사립집단에서 약 4.22의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으로는 수도권여부를 살펴볼 때, 국·공립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47.9%, 사립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37.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결하여, 기술통계상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차이는 앞선 첫 번째 연

구문제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립에 다닌 유아 집단

의 출생순위가 선순위이고, 형제자매수가 적으며, 가구소득이 높았다는

점이 동일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립 유아집단일수록 부모와의 상호작용

정도와 가정 내 학습자료 충분성이 평균적으로 높아, 국·공립집단의 가

정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유아교육·보육기관 설립유형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위의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변수들을 활용하여 유

아교육 및 보육기관 설립유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때 기본모형인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이하 OLS)과, 경향점수를

활용한 역확률가중치법(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을

적용한 최종모형의 두 모형을 활용하였다.

우선 OLS 분석은 기술통계에 제시된 변수들을 동일하게 투입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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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설립유형의 유의성과 효과크기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다만 OLS 분석만으로 결과를 해석할 경우, 이것이 사립기관

의 교육에 의한 효과인지, 사립기관 취원 집단의 특정 경향성(예컨대 애

초에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여 학교준비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지)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앞선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는 국·공립기관 취원 집단과 사립

기관 취원 집단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 간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제거하고 설립유

형별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에서 밝혀진 설립유형별 취원 영향요인을

활용하여 경향점수와 역확률가중치를 차례로 산출한 결과 통제집단과 처

치집단의 경향점수 분포가 다음 [그림 4-1]은 같이 유사하게 보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4-1] 역확률가중치 적용 전후의 경향점수 분포

위 [그림 4-1]은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경향점수 분포가 완전한 일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사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OLS 분석과,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한 최종모형 분석을 순

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아래 <표 4-4>에서 왼편의 OLS 결과와, 오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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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OLS에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한 최종모형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비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1) OLS (2) OLS+IPTW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설립유형(사립=1) 0.131* (0.071) 0.122 (0.081)

개인특성

월령 -0.007 (0.021) -0.014 (0.026)

성별(남=1) -0.183*** (0.059) -0.262*** (0.081)

출생순위 0.009 (0.058) 0.049 (0.072)

사교육여부 -0.019 (0.067) -0.091 (0.087)

사전발달수준 0.081*** (0.007) 0.081*** (0.013)

가정특성

모학력 -0.014 (0.015) -0.007 (0.018)

모연령 -0.003 (0.009) -0.003 (0.010)

형제자매수 0.051 (0.058) -0.020 (0.076)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081 (0.063) 0.081 (0.068)

모양육효능감 0.079 (0.065) 0.042 (0.076)

부모-자녀상호작용 0.094 (0.080) 0.200** (0.101)

학습자료 충분성 0.006 (0.030) 0.043 (0.034)

기관특성
교사-유아상호작용 0.613*** (0.060) 0.611*** (0.079)

유치원여부 -0.022 (0.062) -0.044 (0.076)

지역특성 수도권여부 -0.085 (0.062) -0.197*** (0.081)

상수 -4.410*** (1.674) -4.409** (2.087)

R2 0.232 0.250

N 893 889

주: *p<.1; **p<.05; ***p<.01

<표 4-4> 기관 설립유형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위 <표 4-4>는 왼편의 OLS 분석결과와, 오른편의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때 본 연구의 관심변수를 먼저 살펴볼 때,

OLS 분석에서는 유아의 사립기관 재학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하였으나, 최종모형에서 이러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우선 OLS 분석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사립기관일수록 유아의 학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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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를 표준점수 기준 0.13점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사립기관에 재학하였을수록 다른 통제변수가 동일할 때 유아의 학교준비

도가 표준점수 0.13점만큼 높았던 것으로,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

하였다. 그 외 통제변수들의 경우, 남아일수록 학교준비도가 유의하게 낮

았으며, 사전발달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준비도가 높았다. 그 밖에는 유일

하게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5점 척도인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1단위 높아질 때 유아

의 학교준비도는 0.61 향상되어 그 효과크기 또한 크게 나타났다. 이 때

가정특성 변수군에 속한 변수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전발

달수준을 투입하면서 유아의 사전발달수준이 가정특성 변수들의 효과를

대부분 설명하였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12)

다음으로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한 오른편의 최종 모형 결과에서, 사립

유아집단과 국·공립 유아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하는

경우, 사립기관의 교육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즉, 앞선 OLS에서 설립유형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던 것은 사립기관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준비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립에

다닌 유아집단의 특정 경향성으로 인해 높게 나타나게 된 것임을 풀이할

수 있다. 또한 회귀계수의 값 또한 감소하여 OLS에서의 설립유형의 효

과가 다소 과대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OLS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여아일수록,

사전발달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준

비도가 유의하게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덧붙여 OLS 분석에서는 유의하

지 않았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수도권여부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유의수준 1%

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는데, 5점 척도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1단위

높아질 때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표준점수 기준 2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효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박정

12) 사전발달수준 변수를 제외하였을 때는 모 양육효능감이 유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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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홍순옥, 2019; 이수현, 2018; Janus & Duku, 2010 등).

소결하여, 사립집단 유아와 국·공립집단 유아가 통제변수들에서 동일

하고, 서로 다른 설립유형의 기관을 이용한 것 이외에 다른 사전특성이

모두 동일하다면, 사립기관일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높이는 효과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앞선 분석에 추가하여, 사립기관 교육의 효과가 학교준비도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음의 <표 4-5>는 사

회·정서영역 학교준비도에 대한 설립유형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구분
(1) OLS (2) OLS+IPTW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설립유형(사립=1) 0.127* (0.072) 0.118 (0.081)

개인특성

월령 -0.005 (0.021) -0.010 (0.026)
성별(남=1) -0.158*** (0.061) -0.243*** (0.081)
출생순위 0.042 (0.060) 0.089 (0.073)
사교육여부 -0.020 (0.068) -0.110 (0.086)
사전발달수준 0.080*** (0.007) 0.078*** (0.012)

가정특성

모학력 -0.017 (0.016) -0.009 (0.019)
모연령 -0.004 (0.009) -0.004 (0.010)

형제자매수 0.045 (0.060) -0.043 (0.076)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073 (0.064) 0.081 (0.074)
모양육효능감 0.082 (0.066) 0.047 (0.078)

부모-자녀상호작용 0.099 (0.081) 0.198* (0.101)
학습자료 충분성 0.008 (0.031) 0.048 (0.035)

기관특성
교사-유아상호작용 0.598*** (0.061) 0.605*** (0.079)
유치원여부 -0.037 (0.063) -0.064 (0.076)

지역특성 수도권여부 -0.078 (0.064) -0.178** (0.080)
상수 -4.459*** (1.709) -4.663** (2.083)
R2 0.217 0.236
N 893 889

주: *p<.1; **p<.05; ***p<.01

<표 4-5> 기관 설립유형이 유아의 사회·정서영역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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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에서, 앞의 학교준비도 전체영역에 대한 결과에서와 마찬가

지로 설립유형의 효과는 OLS 분석에서는 유의하나, 집단 간 선택편의를

보정한 역확률가중치 적용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들의 영향력 또한 앞선 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사회·정서영역 문항의 수가 전체 학교준비도 문항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았음을 감안한다면, 이로 인해 통제변수의 영향력이 두 종속변수에

대해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아일수록, 사전발달수

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상호작용정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상호작용 정도

가 높을수록, 비수도권일수록 유아의 사회정서영역 학교준비도가 높았다.

이어서, 다음 <표 4-6>은 인지영역 학교준비도에 대한 결과이다.

구분
(1) OLS (2) OLS+IPTW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설립유형(사립=1) 0.115* (0.070) 0.107 (0.081)

개인특성

월령 -0.014 (0.021) -0.028 (0.031)
성별(남=1) -0.232*** (0.059) -0.268*** (0.081)
출생순위 -0.115** (0.058) -0.110 (0.070)
사교육여부 -0.008 (0.066) 0.001 (0.097)
사전발달수준 0.065*** (0.007) 0.074*** (0.018)

가정특성

모학력 0.001 (0.015) 0.001 (0.018)
모연령 0.003 (0.009) 0.003 (0.012)

형제자매수 0.061 (0.058) 0.069 (0.078)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093 (0.062) 0.064 (0.080)
모양육효능감 0.049 (0.064) 0.011 (0.073)

부모-자녀상호작용 0.055 (0.079) 0.160 (0.101)
학습자료 충분성 -0.005 (0.030) 0.017 (0.031)

기관특성
교사-유아상호작용 0.521*** (0.059) 0.485*** (0.082)
유치원여부 0.036 (0.061) 0.042 (0.076)

지역특성 수도권여부 -0.091 (0.062) -0.218** (0.087)
상수 -3.162* (1.654) -2.410 (2.209)
R2 0.188 0.208
N 893 889

주: *p<.1; **p<.05; ***p<.01

<표 4-6> 기관 설립유형이 유아의 인지영역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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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4-7>은 앞선 분석들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인지영역

의 학교준비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위의 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설립유형

은 앞선 학교준비도 전체영역 및 사회·정서영역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OLS 분석에서는 유아의 인지영역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

나 사립집단과 국·공립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할 경우 그렇지 못하였다.

다만 OLS를 기준으로 설립유형 변수의 회귀계수가 사회·정서영역에서는

0.127이었으나, 인지영역에서는 0.115로, 사회정서영역 학교준비도에서 설

립유형과의 연관이 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가운데, 다른 통제변수들은 앞선 분석에서와 동일하였지만,

유일하게 출생순위가 OLS 분석에서 유아의 인지영역 학교준비도에 유

의하게 작용하였다. 즉, 출생순위가 한 단위 후순위일수록 인지영역 학교

준비도가 표준점수 기준 0.115만큼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

가운데 출생순위가 학교준비도 또는 유아의 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동일한 가정 내에서도 출생순위가 낮은 자녀에게 교육투자가 더 적

기 때문으로 설명하는 연구(전은옥, 최나야, 2015; Zajonc, Markus, 1975)

들은 본 분석의 결과를 지지한다.

앞선 결과를 종합하여, 기관 설립유형이 유아의 사회정서영역, 인지영

역 및 전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본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정

하지 않은 OLS 분석에서만 유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인, 동일

한 유아가 서로 다른 설립유형의 기관을 이용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하여 사립집단과 국·공

립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경우 설립유형에 따라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동일한 유아가 국·

공립기관을 이용하거나, 사립기관을 이용하거나 학교준비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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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역구 내 기관 충분성에 따른 사립 유아교육

·보육기관의 차별적 효과 분석

앞선 분석 결과는 사립학교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선행연구의 설명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은 평균적으로 교육효과가 존

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만 경쟁은 사립기관들의 교육서비스 향상을

촉진하는 핵심요인으로, 국내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들은 국·공립기관과

는 달리 유아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아 유치

를 위해 경쟁하는 구조이다(노승부, 2014; 미래한국, 2019.3.18.). 따라서

경쟁의 촉진 정도에 따라 사립기관이 유아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공·사립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선택권을 가진

학부모가 선택 가능한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가를 측정한 값으로 경쟁의 정도를 대리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 충분성

상위 및 하위 50% 지역을 부표본으로 구분하여 사립기관의 차별적 효과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7>과 같다.

구분

기관 충분성

하위 50% 지역

기관 충분성

상위 50% 지역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설립유형(사립=1) 0.019 (0.094) 0.389*** (0.146)

개인특성

월령 -0.043 (0.034) 0.032 (0.041)
성별(남=1) -0.217** (0.095) -0.375*** (0.130)
출생순위 0.033 (0.087) 0.146 (0.124)
사교육여부 -0.050 (0.103) -0.290* (0.169)
사전발달수준 0.085*** (0.017) 0.082*** (0.017)

가정특성
모학력 -0.015 (0.023) 0.004 (0.036)
모연령 0.001 (0.013) -0.012 (0.018)

형제자매수 0.011 (0.089) -0.121 (0.125)

<표 4-7> 지역구 내 기관 충분성에 따른 사립기관의 차별적 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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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특성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052 (0.085) 0.251 (0.190)
모양육효능감 0.252** (0.123) 0.106 (0.167)

부모-자녀상호작용 0.053 (0.100) 0.119 (0.105)
학습자료 충분성 0.023 (0.038) 0.126** (0.056)

기관특성
교사-유아상호작용 0.635*** (0.092) 0.540*** (0.143)
유치원여부 0.071 (0.095) -0.219* (0.129)

지역특성 수도권여부 -0.281*** (0.101) -0.109 (0.151)

상수 -2.315 (2.610) -9.075*** (3.082)
R2 0.273 0.332
N 595 294

주1: 역확률가중치 적용 결과만을 보고하였음. 각 부표본 내에서 재산출한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함. *p<.1; **p<.05; ***p<.01

주2: 중간값을 갖는 사례수가 345개로 많았으나, 이들을 하위 50%군으로 포함하

였을 때와 상위 50%군으로 포함하였을 때 모두 동일한 분석결과를 얻었음.

위 <표 4-7>은 경쟁의 촉진이 평균수준 이상인 지역과 이하인 지역

에서 사립기관의 효과성이 달라지는가를 확인한 결과이다. 각 부표본 내

에서 선택편의를 보정한 분석 결과, 기관 충분성 하위 지역에서는 사립

기관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회귀계수의 값도 작았으나, 기관 충분성

상위 지역에서는 사립기관일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유의하게 0.389만

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 외에, 기관 충분성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에서 통제변수들의 영향

력은 일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성별과 사전발달수준, 교사 상호작용은

두 지역에서 모두 유의한 요인이었지만, 기관 충분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에 더하여 모양육효능감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

였고, 기관 충분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학습자료가 충분할수록, 어린이집

을 이용했을수록 학교준비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종합하여, 위 분석결과는 사립기관의 효과가 경쟁이 촉진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쟁으로 인한 교육효과

향상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Clark, 2007; Lavy, 2008).



- 81 -

4. 분석 결과의 강건성 점검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사립기관의

효과가 평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경쟁이 촉진되는 지역에서

사립기관의 효과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위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건성 점검(robustness check)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분석 결과가

분석방법이 변하더라도 강건한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강건성 점검을 위해 활용한 방법은 경향점수 층화법

(propensity score stratification 또는 subclassification)이다. 경향점수 층

화법은 앞선 본분석에 활용된 역확률가중치법과 동일하게 경향점수를 활

용하는 방식으로,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많아 매칭 활용이 곤란한 경

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사례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가중치를 산출하는 앞선 방식과는 달리 층화법은 층(strata)을 추출

한다. 즉, 경향점수를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경

향점수 분포가 비슷한 층끼리 구분함으로써, 각 층에서 선택편의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장은진 외, 2013). 이후 층 더미변수(stratum

indicator)를 모형에 투입하고 한계평균가중치(marginal mean weighting)

를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이준호, 박현정, 2012b; 정혜경, 서은

희, 2017; Hong, 2010).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층화를 실시한 후 각 층별 사례수와 경향점수

평균을 아래 [그림 4-2]와 같이 제시하였다. STATA 프로그램의 pstrata

명령어를 활용하여 대상 자료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개수의 층을 자동

추출한 결과를 활용하였다.13) [그림 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향점수

가 높은 층으로 갈수록 각 층 내 통제집단 사례수는 감소하고 처치집단

사례수는 증가한다는 점, 모든 층에서 층 내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경

13) 본 연구의 데이터는 전체 표본수가 900명 내외로 작은 편이므로, 층을 10개

(Jeong, 2009) 또는 20개(이준호, 박현정, 2012b) 활용한 연구들보다 적은 5개의 층

을 활용하였다. 다만 5∼6개의 층화로도 선택편의의 90%를 제거할 수 있음이 증명

된 바 있다(Rosenbaum & Rubin, 2009; 정혜경, 서은희, 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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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점수 평균이 일치에 가까운 점이 확인되므로, 이로써 경향점수의 층화

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이준호, 박현정, 2012b; 장은진 외,

2013).

[그림 4-2] 처치 및 통제집단의 경향점수 층별 사례수 및 경향점수

층화를 바탕으로 앞선 분석들과 동일한 변수를 활용하는 분석을 실시

하였다. 다음 <표 4-8>은 앞서 기관 설립유형이 유아의 전체 영역 학교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역확률가중치법으로 분석하였던 것을 경향점수

층화법으로 재분석한 결과이다.

다음 <표 4-8>의 강건성 점검 결과에서, 우선 관심변수를 확인할 때

설립유형의 효과는 경향점수 층화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한 결과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선 분석 결과가

강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외 통제변수들 또한 변수의 유의성 및 효과의 방향 측면에서 역확

률가중치법으로 분석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가 여아일수록, 사전발달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준비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교사 상호

작용 정도의 유의확률이 0.01 이하로 낮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효과크기는 0.608로 앞선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높았다. 또한 수도권

여부의 효과가 앞선 분석과 달리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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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설립유형(사립=1) 0.126 (0.081)

개인특성

월령 0.001 (0.025)
성별(남=1) -0.176*** (0.063)
출생순위 -0.007 (0.066)
사교육여부 -0.006 (0.068)
사전발달수준 0.083*** (0.010)

가정특성

모학력 -0.013 (0.016)
모연령 -0.000 (0.009)

형제자매수 0.047 (0.064)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095 (0.065)
모양육효능감 0.101 (0.082)

부모-자녀상호작용 0.079 (0.066)
학습자료 충분성 0.017 (0.029)

기관특성
교사-유아상호작용 0.608*** (0.064)
유치원여부 -0.002 (0.064)

지역특성 수도권여부 -0.090 (0.079)
상수 -5.347*** (2.023)
R2 0.240
N 889

주: 층 더미가 투입된 결과이며 표에서는 생략함, *p<.1; **p<.05; ***p<.01

<표 4-8> 기관 설립유형의 효과 강건성 점검 결과

<표 4-8>에 이어 그 밖의 앞선 모든 분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강건

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앞선 모든 결과가 관심변수를 중심으

로 강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부록 2], [부록 3], [부록 4]에 수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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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보다 상세히 해석 및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공통되거나 상이한가를 토의하고, 분석 결과가 위와 같이 도출된

이유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

구결과를 보충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제시한 순서와 동일하게, 설립유형별 취원 유아집단 간

차이, 설립유형에 따른 평균적 및 차별적 효과 유무와 소재 순으로 논의

하였다.

제 1 절 국·공립 및 사립기관 취원 집단 간 차이

우리나라에서 80% 이상의 유아는 사립 유치원 또는 사립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 연구 분석 대상의 모집단인 2014년의 유아와,

최근 2018년의 유아에게 동일하다(교육부, 2018; 교육통계서비스, 2019;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부, 2019). 이 사실을 고려하면, 설립유형별

취원 영향요인을 분석한 앞선 결과는 사립기관의 취원의 영향요인보다는

국·공립기관 취원의 영향요인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

럽다. 즉, 대다수의 유아가 사립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유

아가 국·공립기관에 취원하는 소수의 유아인가를 나타내는 결과로 이해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출생순위가 후순위이고, 가정의 가구소득이

낮으며, 자녀수가 많은 가정의 유아일수록 국·공립기관에 취원하게 됨을

보여준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지역 전체 규모는 유아의

취원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구(설문 문항에서 ‘거주하는 동네’) 수준의

사립 또는 국·공립기관 충분성은 유아의 설립유형별 취원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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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먼저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현실에서의 정책 등

맥락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가. 결과 논의와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우선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유아의 출생순위(birth order)와 자녀수

(number of kids)가 부모의 교육투자 및 자녀 관심 정도와 강한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였다(Booth et al, 2009; Leibowitz, 1974; Zajonc, Markus,

1975; 구인회，김순규, 2003; 임현주, 2013).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자

녀수를 통제하고도 출생순위가, 가구소득을 통제하고도 자녀수가 유의했

다는 것은, 동일한 가정이더라도 출생순위가 낮은 자녀가, 가구소득이 동

일하더라도 자녀수가 많은 경우 유아가 국·공립기관에 취원함을 의미한

다. 이는 결국 국·공립기관 취원 집단은 유의미하게 부모의 교육투자 및

자녀관심이 덜 집중되는 집단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월평균가구소득 또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는데, 기술통계에서 사립집

단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445만원, 국·공립집단의 경우 약 425만원으

로, 약 30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데이터에서 국·공립 및 사립기관

의 학부모부담 월평균 기관 이용비는 각 약 3만 9천원과 18만 4천원으로

약 15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므로, 기관 이용비 지불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이용비가 낮은 국·공립기관에 취원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국·공립기관 취원 유아가 가구소득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이해할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유아의

취원여부 또는 유형별 취원 영향요인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박선욱, 2011; 백선희, 조성우, 2005; Magnuson & Waldfogel, 2005 등).

선행연구 가운데 설립유형별 취원 요인을 제시한 연구는 드물었지만, 다

수 국내 연구는 유아의 기관 이용여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선택, 사교

14) 앞선 결과표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사립기관 충분성을 국·공립기관 충분

성으로 대체하였을 때도 동일한 결과(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지 않음)를 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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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이용여부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특성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

고한 바 있다. 예컨대 박선욱(2011)은 모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

린이집보다 이용비가 높은 유치원에 취원할 확률이 높았다고 하였으며,

백선희, 조성우(2005)는 당시 기관 이용률이 약 50% 수준일 때 가구소득

이 높을수록 유아의 기관 이용 확률이 높았다고 하였다. Magnuson &

Waldfogel(2005)은 소수인종 유아일수록 백인계 유아들보다 질이 낮은

기관에 취원하게 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역구 내 사립기관 또는 국·공립기관 충분성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는데, 이는 최은영, 황성온(2014)의 연구에서 학부모가 기관 선택 시

고려하는 최우선 요인이 가정과의 근접성으로 나타난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동 연구는 유치원 선택 시 최우선 고려 요인은 근접성, 시설·

환경, 교육비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최은영, 황성온, 2014). 그러나

보다 대규모의 표본을 활용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른 기관

선택 시 학부모가 인식하는 근접 기관 충분성보다 가정의 여건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설립유형별 기관 선택에서는 교육비용에 대

한 고려가 다소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덧붙여, 사전발달수준은 국·공립 및 사립 취원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기술통계 상에서 국·공립 유아집단의 표준편차가 사립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다는 점을 앞서 특기한 바 있다. 이를 간단히 검토하고자

사전발달수준 변수에 대해 상자그림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그림 5-1] 사전발달수준 변수에 대한 설립유형 집단별 상자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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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5-1]의 사전발달수준 분포는, 기관 취원 이전의 국·공립집단

과 사립집단이 중앙값(2사분위수) 이상의 분포와 범위, 최댓값에서는 거

의 동일하지만, 국·공립집단에서 사전발달수준의 최솟값이 낮고, 낮은 값

의 극단치가 다소 더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전발달수준이

극단적으로 낮은 유아가 국·공립기관에 더 많이 포함되었음을 알게 한

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국가를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사립학교가 수익

창출의 유인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를 요구할 뿐 아니라,

교육운영의 자율성을 토대로 수월성 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공립

학교에 비해,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함을 보고해왔다(Saporito

& Sohoni, 2007; Whitty & Halpin, 2000). 위 상자그림의 결과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나. 결과의 원인과 정책적 배경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국·공립기관에 취원하는 유아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국내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더 낮기 때문에서 찾을 수 있겠다.

무상교육이 도입된 이래로 국·공립기관의 이용비는 0원에 가까운 수준이

지만, 사립기관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의 월평균이용비는 2017년 기준

15.8만원이었고(교육부, 2017), 2012년 기준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

초구)의 사립기관 이용비의 최솟값은 약 27만원, 최댓값은 약 99만원이

었다. 유아의 낮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적은 교육비 지출로 유의하게 귀

결됨은 전술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박선욱, 2011; 백선희,

조성우, 2005; 조인경, 이진화, 2017 등).

다음으로 정책적 배경으로는, 국가에서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확충해온 취지는 저소득층 유아도 기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을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교육부, 2017; 박신영, 2015). 이러한 취지

는 국·공립기관에 취약계층 유아가 더 많이 취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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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로 연결되어,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소득

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 등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

였고(동법 제 12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장애아,

차상위계층 유아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였다(신재흡, 2013; 한국

일보, 2015.9.22.).

위와 같은 사실들은 연구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이해하는 데 맥락을

제공한다.

제 2 절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의 효과성

1.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의 평균적 효과

다음으로, 본 연구는 사립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효과를 검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유아의 취원 이전 사전특성이 동

일할 때, 기관의 설립유형으로 인해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가이다. 따라서 앞선 결과에서 밝혀진 국·공립집단과 사립집단 간 차이

가 설립유형의 효과 추정에서 편의(bias)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택편의를

제거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선택편의를 제어하지 않은 OLS 분석에서는 사립기관의 효

과가 유의하였지만, 이를 제어한 역확률가중치법 적용 모형에서는 그렇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논의하고, 사립학교 효과

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가. 결과 논의와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앞선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하였듯 다수 선행연구는 국·공립 학교교육

기관에 비해 사립 학교교육기관이 갖는 상대적인 효과성을 설립유형 효

과 또는 사립학교 효과로 논의해왔다(Hoffer, Greeley, Coleman, 1985;

김경년, 2012). 국내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은 선행연구들에서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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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원인으로 지목한 교육과정 운영의 상대적 자율성 및 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이 적용 가능한 부문임에도, 분석 결과는 사립 유아

교육·보육기관의 효과 없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논

의할 수 있다.

첫째, 사립기관의 평균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

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특정 요인들에서 사립학교

들의 교육의 질이 낮아 사립기관의 효과성이 발생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

이다. 이는 후술하는 추가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사립기관이 표준화되어있지 않으며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뿐 아니

라 국내에서는 그 수 또한 많으므로, 사립기관들 내에 차이가 존재하여

평균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다. 특히 선행연구와 정책

에서는 사립기관들의 높은 교육비 차이(교육부, 2017; 김영태, 심익섭,

2014; 노승부, 2014), 교육과정 다양성(김양희, 2015; 박사빈, 2014), 교육

환경의 차이(원영미, 2000; 유희정, 1998)에 주목해왔다. 따라서 사립기관

들의 교육의 질은 큰 편차가 나타날 수 있으며, 본 분석 결과를 통해서

는 다만 그 평균적 효과가 국·공립기관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둘째, 선택편의를 보정하지 않은 OLS 분석에서는 사립기관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선택편의를 보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기관의 유아가 국·공립기관의 유아보다 유의하게 학교준비도가 높았

다는 결과는, 이것은 사립기관의 교육으로 인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립기

관에 취원한 유아의 체계적 경향으로 인해 사립기관의 유아가 졸업 시

국·공립기관 유아보다 학교준비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즉, 우수한 학생

들이 사립학교에 진학하여 졸업시에도 우수한 것 같은 환상이 나타나는

현상(Lubienski & Lubienski, 2006; 변수용, 김경근, 2011)이 본 결과에서

도 확인됨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고 한다면, 사립기관

의 교육이 우수하기 때문은 아니더라도, 사립기관을 이용한 유아집단과

국·공립기관을 이용한 유아집단 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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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격차는 학년에 따라 누적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초기에 방지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Duncan & Sojourner, 2013; Waldfogel & Zhai,

2008; 김인희, 2006; 이호준, 2018), 위 결과는 주지의 필요성이 있다.

나. 결과의 원인 탐색을 위한 추가 분석

선행연구 가운데 사립학교 효과가 존재하였다고 보고한 연구들은 이

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다. 일례로 국내 연구 가운데

김경년(2012)은 사립 고등학교가 영어 교과에서 공립학교에 비해 효과가

있으며, 이는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의 열의, 학업상담 등의 요소

에서 사립학교들의 질이 더 높았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사립기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에 대해 데이터

의 제약 내에서 가능한 확인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즉, 특정 요인들에

서 사립기관들의 교육의 질이 낮고, 특정 다른 요인들에서는 국·공립기

관들의 교육의 질이 낮아 설립유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유아교육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탐색하

였다. 유아교육 또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은 구조적(structural) 질과

과정적(procedural) 질로 구분되는데(구은미, 2004; 김안나, 2014; 심숙영,

김점연, 2005; 이경선, 2000; Burchinal. 2018; Slot, Leseman, Verhagen,

Mulder, 2015). 구조적 요소에는 교사 1인당 유아의 비율, 학급 크기, 교

사 경력 및 학력 등이 포함된다(김안나, 2014). 한편 과정적 질은 유아교

육의 과정적 요소의 질을 의미하며,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

통, 유아에 대한 교사의 반응성과 민감성, 적합한 교육활동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다(김혜금, 2010).

이 가운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기관 특성들을 추리는 과정을 거쳤다. 교실 환경 등 구조적 요소

에 해당하는 변수와, 교사 상호작용 등 과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변수 중

유아교육의 질적 요소이면서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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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였다(구은미, 2004; 김진미 외, 2017; 방은정, 정옥분, 2015; 이

완정, 2017; Magnuson & Waldfogel, 2005).

다음으로 해당 변수들을 앞서 본분석에서 사용되었던 분석모형에 단

계적으로 추가 투입함을 통해 설립유형 효과 없음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1>과 같다.

구분 (1) (2) (3) (4)

설립유형(사립=1)
0.043
(0.083)

0.161*

(0.088)
0.163*

(0.085)
0.081
(0.087)

유치원여부
0.027
(0.083)

0.080
(0.091)

0.007
(0.085)

-0.022
(0.085)

구조적 요소

교실 환경
0.338***

(0.080)
0.137*

(0.079)
0.106
(0.083)

학급당 유아수
-0.009
(0.008)

-0.007
(0.007)

-0.006
(0.007)

과정적 요소

교사 상호작용
0.456***

(0.112)
0.341***

(0.113)

교사 효능감
0.130
(0.117)

0.130
(0.116)

교사 스트레스
-0.000
(0.059)

0.026
(0.057)

기타

교사 선호도
0.315***

(0.065)

상수
-2.867
(2.177)

-3.952*

(2.126)
-4.757**

(2.061)
-5.938***

(1.999)
R2 0.168 0.203 0.259 0.286
N 889 889 889 889

주: 본분석과 동일하게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으며 표에서 생략하였음. 본분석과 동

일한 역확률가중치 적용 최종모형으로 분석하였음. *p<.1; **p<.05; ***p<.01

<표 5-1> 사립기관의 평균적 효과 미발생 원인 분석 결과

위 <표 5-2>는 기관특성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모형에 투입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때 아무런 추가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모형(1)과, 구조적 요

소만을 투입한 모형(2), 과정적 요소까지 모두 투입한 모형(3)으로 갈수

록 추가된 변수들 가운데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수들이 존재하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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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R2)이 10%가량 증가하므로, 유아교육의 질적 요소가 유아의 학교준비

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실 환경과 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 때 모형(2)과 모형(3)에서 교실 환경과 교사 상호작용이 통제되었

을 때, 사립기관의 효과는 유의하게 변화하였으며 효과크기 또한 네 배

가량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즉 교실 환경과 교사 상호작용의 두

요인이 사립기관의 효과 없음을 설명하는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통해 여러 변수의 투입을 시도한

가운데, 유아의 교사 선호도를 투입하는 경우 사립기관의 효과는 또다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모형(2)와 모형(3)에서 나타난 사립기관의 효과가

유아의 교사 선호도 요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

실 환경과 교사 상호작용의 요인이 사립기관의 효과를 낮추고 있는 것만

큼이나 유아의 교사 선호도 요인이 사립기관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요인

일 개연성이 있음을 알게 한다. 다만 유아의 교사 선호도를 높게 만드는

구체적 기관수준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은 분석의

한계로 남긴다.

앞선 개연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 요인들이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설립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다음의 t검증 결과를 통해 확인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2>에 제시하였다.

구분
국·공립기관

(n=217)

사립기관

(n=676) t
M SD M SD

구조적

요소
교실 환경 4.567 0.599 4.259 0.578 0.308***

학급당 유아수 21.908 6.018 22.658 5.966 -0.75

과정적

요소

교사 상호작용 4.394 0.472 4.218 0.498 0.175***

교사 효능감 3.950 0.534 3.859 0.471 0.091**

교사 스트레스 2.885 0.601 2.982 0.623 -0.097**

기타 교사 선호도 4.055 0.606 4.191 0.628 -0.136***

주1: **p<.05; ***p<.01

주2: 교사 상호작용은 교사가 학급의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냄

<표 5-2> 기관특성에 대한 설립유형 간 t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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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5-2>의 결과, 학급당 유아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국·공립

기관과 사립기관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환경

과 교사 상호작용, 교사 효능감이 국·공립기관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교사 스트레스와 교사 선호도는 사립기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학급당

유아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국·공립기관의 학급규모가 다소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결하여, 사립기관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은 원인은 사립기관에서

유의하게 교실환경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낮고, 다만 유아의 교

사 선호도가 높아, 두 효과가 상쇄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2000년대 전후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사립 어린이집의

교구 종류와 수, 시설 등의 기관 환경 수준이 낮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원영미, 2000; 유희정, 1998; 주혜영, 이대균, 2001). 또한 구은미(2004)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 직무만족도, 소진, 전문성 인식 등이 사립 어린

이집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분석 결과는

사립기관이 교원 및 시설 측면에서 국·공립기관에 준하는 수준을 갖추지

못하여 위 측면에서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가 최근까지도 나타

나고 있음을 시사한다.15)

2.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차별적 효과

다음으로, 사립기관의 평균적 효과를 확인한 후, 이에 더하여 차별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교육 민영화의 취지에서는 경쟁이 활성

화되는 경우 사립학교가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게 되므로 교육

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Belfield & Levin, 2010; Clark,

15) [부록 5]에 제시한 강건성 점검 결과에서는, 교실 환경과 교사 상호작용 변수에

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됨과 동시에 학급당 유아수와 교사 효능감 또한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하여 사립기관의 효과 미발생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사립기관에서 국·공

립기관에 준하는 수준을 갖추지 못하는 교육 제반 요소들이 사립기관의 교육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동일한 결론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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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Howell & Peterson, 2006). 따라서 경쟁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사

립기관의 효과가 달라지는가를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립기관의 효과가, 기관이

충분하여 경쟁이 활성화되는 지역에서는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논의 및 추가분석을 통한 확인을 진행하였다.

가. 결과 논의와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학부모가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수가 충분하다

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가운데 높은 지역에 한하여

사립기관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학부모가 인식하는 기관

의 충분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은, 선택권을 가진 학부모에게 선택지가

많고 따라서 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 결

과는 경쟁이 높은 지역에서 사립기관들이 국·공립기관들에 비해 유아의

높은 교육성과를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민영화의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이며(Belfield &

Levin, 2010; Clark, 2007; Howell & Peterson, 2006), 선행연구에서 교육

민영화를 단행한 국가들에서 경쟁으로 인한 사립학교 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Bohlmark & Lindahl(2008).

다만 특기할만한 사항은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을 포괄하는 전체 기

관의 수가 많아 경쟁이 활성화되는 지역에서 교육성과가 향상되는 효과

는 사립기관에서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선행연구 가운데는 교육 민영화

가 국·공립기관들의 교육성과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 연구들

이 존재하였는데, 일례로 Hoxby(2000)는 경쟁이 사립기관들의 효과성만

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시장에 노출된 국·공립기관들의 효과성도 함

께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추론한다면, 첫째, 국내 국·공립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경우 정부에

의해 시설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는 등 재정의 안정성이 높아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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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입이 줄어드는 정도가 작다(노승부, 2014;

미래한국, 2019.3.18.). 둘째, 학부모가 저비용의 국·공립기관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국·공립기관은 그 수가 사립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어 초과수요

가 존재하고 있다(교육부, 2017; 조선일보, 2019.5.25.). 따라서 경쟁이 활

성화되더라도 유아를 유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은 국·공립기관은 경쟁

의 참여자로 기능하지 않는다. 셋째, 국·공립기관은 표준화 정도가 높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변화시

킬 수 있는 여지가 적다(김양희, 2015).

나. 결과의 원인 탐색을 위한 추가 분석

다음으로, 기관 충분성이 높은 지역에서 사립기관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재를 확인하고자, 앞선 추가 분석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 <표 5-3>과 같이 제시하였다.

앞선 추가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제변수를 전혀 투입하지 않은

모형(1)과, 구조적 요소만을 투입한 모형(2), 과정적 요소까지 모두 투입

한 모형(3)으로 갈수록 설명량(R2)이 8%가량 증가하며 투입된 변수들 중

유의한 변수들이 추가되어, 유아교육의 질적 요소가 유아의 학교준비도

를 설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실환경, 학급규모, 교사 상호작용이 각

각 정적, 부적, 정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모형(2)와 모형(3)에서 학교준비도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국·공립기관의 우수한 요소(교실환경, 학급당 유아수, 교사

상호작용)가 투입되었을 때 사립기관의 효과는 효과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해당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설립유형

의 효과가 과소추정되었던 것임을 설명한다.

한편 모형(5)에서 앞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얻은 유아의 교사 선호

도를 투입하는 경우에도 사립기관의 효과는 효과크기가 0.1가량 감소하

는 데 그쳐 온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사립기관의 효과는 선행연구에 근

거하여 선정한 모형(2), 모형(3)의 유아교육의 질적 요소를 통해서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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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데이터 내 여러 가용 변수를 활용해 데이터

마이닝을 시도한 경우에도 사립기관의 차별적 효과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유아의 교사 선호도가 사립기관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p=0.005) 동 변수는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변인이므로,

어떠한 객관적인 요소(교사의 특정 특성 등)로 인해 이를 추가적으로 설

명할 수 있다면 구체적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

구의 추가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점까지는 밝히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구분 (1) (2) (3) (4)

설립유형(사립=1)
0.295**

(0.146)
0.426***

(0.151)
0.430***

(0.151)
0.323**

(0.147)

유치원여부
-0.165
(0.132)

-0.092
(0.145)

-0.139
(0.136)

-0.116
(0.132)

구조적 요소

교실 환경
0.349***

(0.120)
0.099
(0.134)

0.138
(0.130)

학급당 유아수
-0.015
(0.012)

-0.018*

(0.010)
-0.020**

(0.010)
과정적 요소

교사 상호작용
0.557***

(0.192)
0.340*

(0.191)

교사 효능감
-0.003
(0.217)

-0.079
(0.211)

교사 스트레스
0.006
(0.107)

0.028
(0.096)

기타

교사 선호도
0.481***

(0.103)

상수
-7.165**

(3.052)
-8.452***

(2.967)
-8.437***

(3.126)
-10.827***

(3.021)
R2 0.241 0.273 0.321 0.381
N 294 294 294 294

주: 본분석과 동일하게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으며 표에서 생략하였음. 본분석과 동
일한 역확률가중치 적용 최종모형으로 분석하였음. *p<.1; **p<.05; ***p<.01

<표 5-3> 사립기관의 차별적 효과 미발생 원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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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이 연구는 교육 결손과 교육격차의 발생이 시작되는 시기로서의 유아

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유아기는 학교 전이(school transition)를

앞둔 시기로서, 유아교육의 성과는 학생의 학교 출발선을 좌우하는 중요

성을 갖는다. 학년의 진급에 따라 교육 결손과 교육격차는 누적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학교 출발선에서부터 유아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진입

하며 이 때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은 중요한 사안이다(Duncan, Dowsett et al, 2007; 오욱환, 2017).

이러한 중요성은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률이 90%를 상회하

여 대다수의 유아가 일평균 7시간 이상을 기관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에

서 더욱 높다(World Bank, 2018; 서울경제, 2019.1.7.). 따라서 기관들이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은 주로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형성 및 발전하

였으며, 국가는 사립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지원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직접 국·공립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을 제공해왔다(박신영,

2015). 이러한 맥락에 따라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 간 재정, 시설, 교육

과정, 교원 등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실정이다(김낙흥, 2009; 김양희,

2015; 노승부, 2014; 원영미, 2000; 유희정, 이연승, 강민정, 2012). 이와

같은 차이는 유아의 교육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른 교육효과를 실증

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6차 및 7차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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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관 설립유형별 취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지역특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유아교육의 성과를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로 대리하고,

앞선 결과를 토대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보정하여 기관 설립유형

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OLS)에 경향점수를 활용한 역확률가중치법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 IPTW)을 적용하였다.

셋째, 경쟁 참여의 유인이 존재하는 사립기관의 효과가 기관 간 경쟁

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그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쟁

의 정도는 수요자(학부모)가 인식하는 지역 내 기관 충분성 정도로 대리

하였으며, 기관 충분성 상위 및 하위지역으로 부표본(subsample)을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가구소득이 낮고, 출생순위가 후순위이며, 자녀수가 많은 가정의

유아일수록 국·공립기관에 취원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설립유형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평균적 효과는 설립유

형별 유아집단의 선택편의를 보정하는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학부모가 인식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수가 충분하여 기관

들 간 경쟁이 촉진되는 지역에서는, 사립기관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넷째, 이상의 모든 결과는 분석 방법의 변화에도 강건(robust)하였다.

위 분석 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석 결과의 원인 및 타당성을 확

인하고자 필요한 추가적 분석을 진행하여 다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취원 이전의 사전발달수준이 극단적으로 낮은 유아들은 사립기

관보다 국·공립기관에 더 많이 속하였다.

둘째, 평균적으로 사립기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은 국·공립기

관에 비해 사립기관의 교실 환경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수준이 유의하게

낮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셋째, 사립기관의 차별적 효과가 나타난 원인은 사립기관에서 유의하

게 유아의 교사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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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구소득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낮고, 가정 내 교육

투자가 덜 집중되는 유아일수록 국·공립기관에 취원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국가의 대다수 학교급에서 수익자 부담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높다는 선행연구(Saporito et al, 2007; Whitty & Halpin, 2000)와

일치한다. 또한 국내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서 취약계층 유아

우선선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교육부, 2017;

한국일보, 2015.9.22.).

둘째, 설립유형의 효과는 평균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동일한 유아가 국·공립기관 또는 사립기관에 취원하는 경우, 기관 설립

유형으로 인한 유아의 학교준비도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

들의 사립학교 효과(private school effects)의 이론적 경로(Hoffer, Greeley,

Coleman, 1985; Corbonaro & Covay, 2010)가 국내 유아교육부문에는 적

용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수요자(학부모)가 인식하는 지역 내 기관 수가 많아 기관들 간

경쟁이 촉진되는 지역에서는 사립기관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교육

민영화의 순기능을 통해 설명할 때, 학교들의 경쟁 유인을 높여 자율적

으로 노력하도록 할 때 학교효과가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Belfield & Lenin, 2010).

넷째, 사립기관은 국·공립기관보다 유의하게 교실 환경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낮았으며,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 맥락에서 국가에 의해 관리, 지원되는 국·공립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함을 나타내며(원영미, 2000; 유희정, 1998), 사립기관이 위 측면의

교육 요소에서 공립기관에 준하는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공공

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허종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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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언

1. 정책적 제언

앞선 결론을 토대로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첫째,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낮은 유아

들을 고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연구는 가구소득으로

대표되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낮고, 가정의 교육투자와 자녀관심이 덜

집중되는 유아일수록 국·공립기관에 취원할 확률이 높음을 밝혔다. 또한

분포 상에서 사전발달수준이 극단적으로 낮은 유아들이 사립기관보다

국·공립기관에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

국·공립기관은 기관 이용비 부담이 낮고,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

가 높아 학부모가 선호하며 따라서 국·공립기관에 대해 초과수요가 존재

하고 있다(교육부, 2017; 조선일보, 2019.5.25.). 또한 국·공립기관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높지 않으므로, 두 이유에서 자발적인 교육의 질 향상

에 대한 유인이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공립기관 교육

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의 정책 중 하나는 초등 저학년에서 기초학력부진을 방지하

는 것으로, 초등학교 입학 초기 및 1학년에서 한글과 셈하기 교육을 강

화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2019c). 이는 결손 발생을 초기에 방

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함에 따른 것이므로, 보다

이른 유아교육단계부터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한 결손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국·공립기관

에서 이러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겠다.

둘째, 기관들 간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기관을 증

설함으로써 사립기관의 효과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앞서 검증하였듯

유아는 어느 설립유형의 기관을 다니더라도 설립유형으로 인한 학교준비

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관 간 경쟁이 평균수준 이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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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지역에서는 유아가 사립기관을 다닐수록 교육성과가 향상되었다.

이는 기관의 수를 늘려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사립기관의 교육효과 향

상효과를 발생시킬 것임을 시사한다.

이 때 사립기관을 증설하는 방안보다 국·공립기관을 증설하는 방안이

경쟁의 촉진에 더욱 효과적이다. 전술하였듯 국·공립기관에는 소비자의

선호 및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공립기관의 증설은 경쟁을 촉

진시키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즉, 국·공립기관은 경쟁에 참여할 유

인이 적으므로 경쟁의 참여자는 될 수 없지만, 사립기관에게 더 효과적

인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관련하여 국·공립기관 증설 정책이 유치원

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지속 및 최근 강화되고 있는 취지는, 운영이 투명

하고 비용이 낮아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국·공립기관을

증설하기 위함으로 제시되고 있다(교육부, 2018a; 교육부, 2018b; 보건복

지부, 2017).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동 정책이 사립기관의 교육효과

향상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방안임을 시사한다.

셋째, 사립기관에 관리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낮은 교실환경과 교사

상호작용의 수준을 국·공립기관에 준하게 상향화함으로써 사립기관의 공

공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앞선 분석에서 사립기관은 평균적으로 교실환

경 수준과 교사 상호작용 정도가 낮아 상대적인 교육효과를 나타내지 못

하고 있었다. 허종렬(2001)에 따르면 사립기관의 공공성이란 공립기관에

준하게 교육 제반의 요소가 동등한 수준을 갖춤을 의미하므로, 앞선 결

과는 교실환경과 교원의 측면에서 사립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공공성

정도가 낮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아동패널의 문항을 참고하면, 교실환경은 공간의 적절성 및 자료

의 적합성, 다양성, 충분성을 측정한 것이며, 교사 상호작용은 교사가 학

급의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질에 주요한 요인이자(김안나, 2014; 김혜금, 2010 등), 유아의 학교준비

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구은미, 2004; 이완정, 2017;

Magnuson & Waldfogel, 2005) 교실환경과 교사 상호작용 수준을 사립

기관에서 상향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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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관리뿐 아니라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교실환경의 경우, 2000년대 전후 사립기관에서 교구의 수와 종류, 적

합한 공간 등 시설·환경의 질이 국·공립기관에 비해 낮다는 점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원영미, 2000; 유희정, 1998; 주혜영, 이대균, 2001).

이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사립기관의 낮은 기관 환경 수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지속된 문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사립기관 교원의 처우가 보수, 근무시간, 잡무 동원 등의

측면에서 국·공립기관 교원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안이다(길효정, 이영주, 2018; 김낙흥, 2009; 김양희, 2015; 고현, 최연,

2016; 이미영, 2013). 본 연구의 앞선 분석에서 사립기관의 교원은 국·공

립기관 교원에 비해 평균적인 효능감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동 요소들이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교원이 교육의 질에 주요한

요인임을 고려하여 이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두 요인에서 사립기관의 수준이 낮게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사립기관

의 시설·환경 조성과 교원의 인건비 수준이 학부모 부담비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재정구조의 문제와,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조직규모가 작고

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높아 교사들이 긴 근무시간과 잡무에서 벗어

나기 힘든 조직문화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길효정, 이영주, 2018; 김낙

흥, 2009; 노승부, 2014; 엄문영 외, 2017). 이러한 진단에 기초한다면, 사

립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보충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정부 정

책이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다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 유아교육에서 연구기반(research-

based) 및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정책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박은혜, 신은수, 2012; 윤민종, 2018). 일례로 국·공립 유치원 증설 정책

이 학부모의 수요에 기초하고 있거나 사립유치원 재정비리 사태로 가속

화되고 있는 등 정책의 교육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 점(교육부, 2018a; 교육부, 2018b), 유아교육 정책의 추진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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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고 있어, 국내 상황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

토가 부족한 점(교육부, 2017; 교육부, 2018b) 등은 모두 유아교육에서

국내 연구와 증거에 기반한 논의가 부족한 정황을 보여준다.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학술연구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

2. 학술적 제언

다음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이론 및 후속연구의 발전을 아래의 다섯

가지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립기관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사립기관들은 표준화되어있지 않으며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그 수 또한 많으므로, 사립기관들 내에 많은 차이

가 존재함을 주지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와 정책은 특히 사립기관들

내 높은 교육비 차이(교육부, 2017; 김영태, 심익섭, 2014; 노승부, 2014),

교육과정 다양성(김양희, 2015; 박사빈, 2012; 손수민, 2014), 교육환경 차

이(원영미, 2000; 유희정, 1998)에 주목해왔다. 따라서 사립기관을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그 효과성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수행

될 수 있겠다.

덧붙여 이 연구에서는 사립기관의 효과가 사립기관 유아의 높은 교사

선호도에 의해 일부 설명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지만, 유아의 교사 선호

도가 사립기관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를 추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 또한 수행될 수

있겠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하는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정책

대상에 대해 제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연구의 기여이면서 동시에 한계이

기도 하다.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

한다는 점에 착안하였지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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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소관 및 관할부처가 상이하여 정책의 통일성이 결여되어있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논의할 때 유치원과 어

린이집에 해당하는 설명을 따로 제시하거나 한 쪽의 설명만 가능한 한계

가 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별개의 정책 대상임을 감안하여, 연구

대상에서도 이를 구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확대하여, 유아교육이 보편화되고 기관의 역할이 증

대된 상황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교육의 질 및 교육성과를 다각도

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공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유치원과 어린

이집의 교육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사립기관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도 되는지 타당성의 확보가 필요한 영

역이기도 하다. 유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적 선택을 할 수 없으며

부모의 경제력, 교육투자 의사, 자녀 관심 등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

므로, 유아교육은 높은 공적 특성을 갖는다(오욱환, 2017). 따라서 유아의

비자의적 선택이 생애기회를 결정하지 않도록 유아에게 양질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구체적

근거와 방안을 제공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적연

구 및 질적연구 모두가 활발히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선행 이론들로 설명되기 어려운, 국·공립기관의 높은 교육효과

에 대해 연구의 축적 및 이론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사립학교의

효과성은 해외 국가들의 맥락에 기초한 것으로, 특히 민영화란 이미 공

립학교(public schooling)를 중심으로 기확립된 공교육을 재편하는 방식

에서 사립학교 효과를 촉진하는 것이므로, 공교육이 채 확립되지 않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부문에서 자생해온 사립기관이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

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국가의 여력이 부족하

여 민간의 교육 제공을 진흥해오던 중 점차 국가가 개입을 강화하고 국·

공립기관의 질을 확보해온 맥락이 존재하지만, 높은 공공성을 넘어서

국·공립기관의 교육효과가 더 높을 수 있음에 체계적 설명을 제공하는

학술적 논의 또는 연구의 축적 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로써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 결과를 설명하려는 본 연구의 시도에도 한계가 있었다.



- 105 -

우리나라에서 초·중등부문은 학교 설립유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 초·중등부문에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준하게

표준화된 정도가 높고, 외국에서와 같은 주목할 만한 사립학교 효과가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변수용, 김경근, 2011; 김경년, 2012), 민영화의

필요성 또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애초에 민영화 정도가 높은 유아

교육 및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교육 공공성에 대해 논의가 발전해왔다(나

병현, 2004; 성병창, 2007). 그 중에서도 교육효과가 중요한 유아교육에서

국내 맥락과 정합성이 높은 국·공립기관의 효과성 및 공교육화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지만 그 수가 적었으므로, 연구의 축적 및 이론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학술적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유아교육 분야에서 후속 실증연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를 표집하는 대규모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방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후속연구와 정책의 발

전을 위해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아의 교육 관련 정보를 포

함하는 대규모 데이터(large-scale data)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유아의

교육에 대한 절대다수의 실증 연구(김경빈, 2017; 김진미, 홍세영, 2017;

김충일, 2018; 김현옥, 박해선, 2017; 박근환 외, 2019; 박정미, 홍순옥,

2019; 윤민종, 2018; 이수향 외, 2018; 이완정, 2017; 정혜린, 2018; 홍예지

외, 2018 등 다수)가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동일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국내

데이터에는 여성가족패널과 한국복지패널도 있지만, 두 데이터는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유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뿐이어서, 교육적 시사점을 도

출하려는 연구에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가 이처럼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다수 연구결과가 동일한 표

본에 기초하므로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후속연구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아동패널의 표본

아동은 2015년 초등학생이 되었고 유아에 해당했던 시기가 점차 오래되

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시의성이 낮아져 활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간과

할 수 없다. 한국아동패널 활용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임혜성(201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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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패널이 제공하는 풍부한 기관 변수들에 비해 이를 활용한 연구

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밝혔는데, 유아의 기관 이용 보편화, 누리과

정의 도입 및 유보통합 노력, 공공성 강화 기조 등이 모두 일련의 최신

흐름임을 고려한다면, 데이터의 추가 구축을 통해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 유아교육에 대한 논의는 높은 평등성의 실현을 강조하며, 모

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강조한다(Ansalone, 2001; 오욱환, 2017). 본 연구는

공교육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한 유아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기관을 이용한 유아와, 어떤 기관도 이용하지 않은

미취원 유아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육적

고려의 중요성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은 2016년 기준 전체 유아의 약 5.2%에 해당하였다(World Bank,

2018). 이는 약 2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셈으로, 각 초등학교 학급에서

한 명 정도는 사교육기관을 이용했거나 아무 교육기관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일 것임을 알게 한다. 영어유치원 등 공교육기관을 대체하는 사교육

기관만을 이용한 학생은 학교 출발선을 앞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김희

삼, 2010; 박상욱, 2017; 변수용, 정희진, 안지빈, 2018), 아무 교육기관도

이용하지 않은 유아는 가정에서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

건복지부에 의해 위기아동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국민일보, 2018.1.10.),

이들에 대한 고려는 초기 교육 불평등 방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교육기관 이용자에 국한되었으나, 사교육 이용

및 미취원 유아를 포함하여 더 풍부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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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한국아동패널의 학교준비도 측정 문항

구분 번호 문항

사회·정서발달

1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2

또래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 기술을 사용한다.

예)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서로 먼저 타려고 하는 상황

에서 먼저 온 사람부터 줄을 서서 타자고 이야기한다.
3 양육자와 쉽게 떨어진다.

4
감정의 변화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예) 화가 났지만 크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
5 하루일과 변화에 잘 적응한다.
6 교사 등 어른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학습에 대한

태도

7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8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15분 정도 지속한다.
9 수업 활동에 열정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
10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11 교사가 주도하는 집단 활동에 집중한다.
12 언제/어떻게 어른을 자원으로 활용할지를 안다.
13 교실 등의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먼저 시작한다.

14
호기심이 많다.

예) 질문하고,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의사소통
15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16 간단한 지시, 요청, 정보를 이해한다.
17 대화에 참여한다(완전한 문장으로, 자신이 말하는 순서에).

인지발달 및

일반 지식

18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
19 활동을 기억하고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20 인쇄된 자신의 이름을 알아본다

21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연필, 크레파스, 붓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2 상상놀이를 한다.

출처: 한국아동패널 도구프로파일(한국아동패널, n.d.)에서 수정 없이 인용

주1: Murphey & Burns(2002)를 번안한 문항이며(한국아동패널, 2016), 모든 문항

은 각 유아의 담당 교사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응답하여 측정되었음

주2: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을 사회·정서적 영역

으로, 인지발달 및 일반지식을 인지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제 3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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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유아의 사회·정서영역 학교준비도에 대한 기관 설립유형의

효과 강건성 점검 결과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설립유형(사립=1) 0.116 (0.082)

개인특성

월령 0.001 (0.022)
성별(남=1) -0.158** (0.064)
출생순위 0.033 (0.059)
사교육여부 -0.011 (0.069)
사전발달수준 0.082*** (0.010)

가정특성

모학력 -0.015 (0.016)
모연령 -0.001 (0.009)

형제자매수 0.041 (0.062)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077 (0.069)
모양육효능감 0.099 (0.083)

부모-자녀상호작용 0.083 (0.067)
학습자료 충분성 0.018 (0.031)

기관특성
교사-유아상호작용 0.593*** (0.063)
유치원여부 -0.023 (0.064)

지역특성 수도권여부 -0.077 (0.064)
상수 -5.213*** (1.731)
R2 0.226
N 889

주: 층 더미가 투입된 결과이며 표에서는 생략함,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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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유아의 인지영역 학교준비도에 대한 기관 설립유형의 효과

강건성 점검 결과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설립유형(사립=1) 0.123 (0.083)

개인특성

월령 -0.013 (0.025)
성별(남=1) -0.214*** (0.063)
출생순위 -0.147*** (0.057)
사교육여부 0.009 (0.074)
사전발달수준 0.068*** (0.014)

가정특성

모학력 -0.002 (0.015)
모연령 0.005 (0.009)

형제자매수 0.081 (0.063)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110 (0.074)
모양육효능감 0.069 (0.083)

부모-자녀상호작용 0.050 (0.063)
학습자료 충분성 0.009 (0.029)

기관특성
교사-유아상호작용 0.507*** (0.066)
유치원여부 0.057 (0.066)

지역특성 수도권여부 -0.103 (0.069)
상수 -3.555** (1.799)
R2 0.190
N 889

주: 층 더미가 투입된 결과이며 표에서는 생략함,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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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지역구 내 기관 충분성에 따른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설립

유형의 차별적 효과 강건성 점검 결과

구분

기관 충분성

하위 50% 지역

기관 충분성

상위 50% 지역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설립유형(사립=1) 0.045 (0.094) 0.380** (0.150)

개인특성

월령 -0.024 (0.030) 0.027 (0.038)
성별(남=1) -0.176** (0.076) -0.224* (0.129)
출생순위 0.034 (0.089) 0.002 (0.097)
사교육여부 -0.027 (0.083) -0.103 (0.136)
사전발달수준 0.081*** (0.013) 0.089*** (0.014)

가정특성
모학력 -0.031 (0.021) 0.003 (0.026)
모연령 0.001 (0.011) -0.003 (0.015)

형제자매수 0.071 (0.075) -0.004 (0.100)

가정특성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115 (0.082) 0.111 (0.142)
모양육효능감 0.163 (0.104) -0.004 (0.135)

부모-자녀상호작용 0.102 (0.088) 0.079 (0.100)
학습자료 충분성 -0.015 (0.034) 0.083* (0.050)

기관특성
교사-유아상호작용 0.638*** (0.078) 0.541*** (0.109)
유치원여부 0.115 (0.081) -0.196* (0.103)

지역특성 수도권여부 -0.105 (0.090) -0.067 (0.144)

상수 -3.513 (2.248) -7.633** (2.974)
R2 0.260 0.286
N 595 294

주: 층 더미가 투입된 결과이며 표에서는 생략함,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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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사립기관의 평균적 효과 미발생 원인 강건성 점검 결과

구분 (1) (2) (3) (4)

설립유형(사립=1)
0.038
(0.085)

0.163*

(0.087)
0.168**

(0.085)
0.101
(0.085)

유치원여부
0.040
(0.068)

0.122
(0.076)

0.068
(0.073)

0.045
(0.073)

구조적 요소

교실 환경
0.345***

(0.064)
0.141**

(0.064)
0.116*

(0.066)

학급당 유아수
-0.013*

(0.007)
-0.011*

(0.006)
-0.010
(0.006)

과정적 요소

교사 상호작용
0.433***

(0.092)
0.336***

(0.094)

교사 효능감
0.158*

(0.093)
0.151*

(0.091)

교사 스트레스
0.019
(0.051)

0.031
(0.050)

기타

교사 선호도
0.264***

(0.054)

상수
-3.527*

(2.027)
-4.998**

(1.950)
-5.689***

(1.925)
-6.484***

(1.885)

R2 0.151 0.194 0.253 0.275
N 889 889 889 889

주: 본분석과 동일하게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으며 표에서 생략하였음. 층 더미가

투입된 결과이며 표에서는 생략함.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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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사립기관의 차별적 효과 발생 원인 강건성 점검 결과

구분 (1) (2) (3) (4)

설립유형(사립=1)
0.292*

(0.152)
0.449***

(0.153)
0.434***

(0.151)
0.336**

(0.146)

유치원여부
-0.180
(0.110)

-0.039
(0.123)

-0.105
(0.120)

-0.119
(0.118)

구조적 요소

교실 환경
0.388***

(0.098)
0.151
(0.115)

0.171
(0.114)

학급당 유아수
-0.023**

(0.010)
-0.021**

(0.009)
-0.022**

(0.009)

과정적 요소

교사 상호작용
0.426**

(0.167)
0.264
(0.161)

교사 효능감
0.095
(0.182)

-0.013
(0.175)

교사 스트레스
-0.068
(0.090)

-0.069
(0.084)

기타

교사 선호도
0.421***

(0.092)

상수
-5.076
(3.227)

-7.461**

(3.029)
-7.147**

(3.303)
-8.941***

(3.111)

R2 0.192 0.243 0.290 0.347
N 294 294 294 294

주: 본분석과 동일하게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으며 표에서 생략하였음. 본분석과 동
일한 역확률가중치 적용 최종모형으로 분석하였음.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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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institu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in

Korea.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lies in that it leads to

students’ school transition where students are placed at the starting

line of school. With pre-primary (ISCED 02) enrollment rates of

Korean children having reached above 90% in recent years,

institutions of ECEC―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are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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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roviding equal, high-quality education and care more than ever.

Pre-primary sector, however, is highly privatized in Korea with

nearly 80% of children attending private institutions, which provide

the same national curriculum as public ones but are founded and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differ in

terms of finance, facilities and learning materials, curriculum details

and teaching staffs, which may yield differences or gaps in the

educational outcomes of children from either type of institu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sed which of the

two types of institutions is more effective on children’s educational

outcomes as measured by school readiness. This study adjusted for

selection bias through identify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childrens’

selection into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s at the first place. Further

analyses on differential effects, causes of the results and robustness

checks were also carried out. Using the collected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of 2013 and 2014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logistic

regression,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and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 (IPTW) using propensity scores

were used for the above analyse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entering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s:

children from families with lower socio-economic backgrounds, larger

number of kids and higher birth orders were more likely to enter

public institutions.

Second, attending either type of institutions did not affect

children’s school readiness significantly after adjusting for selection

bias. Only in regions where institutions were more competitive to

attract students due to the higher-than-average supply of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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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private institutions significantly more effective. These results

were robust over changing the methods of adjusting for selection bias

to propensity score stratification.

Third, the insignificant effects of private institutions in average

could be explained by the factors of class environment and

teacher-children interaction, which positively affected children’s school

readiness yet were lower in private institutions than in public on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Considering that children attending public

institutions are from families with relatively lower socio-economic

backgrounds, public institutions need to provide programs to meet the

demands from those children. Also, establishing additional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highly demanded can be an effective way to

promote competition among institutions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institutions.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due supervision and funding for private institutions to improve

and standardize their levels of facilities, learning materials and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children.

keywords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school

readiness, private school effects, publicness of

education,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

Student Number : 2017-2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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