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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본 연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연속 기획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

사 현장 재조명 연구의 네 번째 결과물입니다.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연구는 

성평등도서관‘여기’에 소장된 사료의 해제와 현재적 함의의 재조명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2020년에는 특히 보육 정책 현장에 초점을 두고 한국보육교사

회에서 기증한 활동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보육정책의 종단적 변동 과정에서 간과되어 온 보육교사 당사자 조직의 활동이 

보편적 보육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舊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육아의 사회화”라는 보육철학의 

가치를 정립하여 보육의 문제가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

아보육법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

책의 변화를 이끌어 온 역사는 기록과 증언을 통해 보다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보육교사 당사자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줍니다.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시고, 연구과정에서 활동을 증언해 주신 자료기증자와 면

접조사 참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보육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와 한국보육교사회의 모든 활동가와 보육교사 분들께도 감사드립

니다. 끝으로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연구가 앞으로 서울시

의 보육 정책에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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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5년 7월 성평등도서관 개관 후 지속적으

로 진행해온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연구 중 하나로 기획되었으며, 한국

보육교사회가 2018년 3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임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보육교사회가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고 의미를 해제하여 20년에 걸친 역동적인 보육정책의 변동과정에서 한국보

육교사회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임. 이를 통해 현장 전문가로서의 보

육교사 조직의 영향력을 재발견하고 향후 보육교사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아울러 모색하고자 함 

□ 그간 보육정책의 종단적 변동 과정에서 한국보육교사회(舊 지역사회탁아소연

합회/’97 한국보육교사회로 명칭 변경, 이하 한국보육교사회)가 미친 영향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정책적으로 그 의미가 간과되어왔음

❍ 한국보육교사회는 전국 보육교사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설립목적을 “육아

의 사회화”에 두고 있음.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기는 크게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로 활동한 시기(1987년~1997년 상반기)와 한국보육교사회로 활동한 

시기(1997년 하반기~2006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들은 보육 현장의 활동가로서 여성단체연합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하여 

탁아 입법 요구, 구체적인 법안 제시, 육아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인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한 후에는 이 같은 정책 및 입법 활동과 더불어 보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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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는 보육정책 변동과정에서 한국보육교사회의 종단적 활동을 재조

명하여 그 역할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함. 이 같은 학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가 보육정책 형성 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의 적극적

인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문제 및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음 

❍ 연구문제 1 : 각 시기 별 한국보육교사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 

문제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목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각 시기 별 한국보육교사회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수행되었는가? 

❍ 연구문제 3: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 해당 성과는 

보육정책의 변동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는가?

□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한국보육교사회 운동을 정책 변동을 중심으로 시기를 분

류한 후 각 시기별로 한국보육교사회의 주요 활동과 활동이 정책 변동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는 것임  

❙표 1❙한국보육교사회(구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활동 시기 분류

시기 활동사 
LL

제 1기

(1987년 6월~1991년 7월)
빈민 탁아문제 해결, 탁아입법 제정 

제 2기

(1991년 하반기~1994년 말)
민간 보육의 영리화 저지,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보육제도 개선 

3기

(1995년-

2006년)

 3-1 기 

(1995년~1997년 

상반기)

한국보육교사회 준비기

민간보육운동 내용을 전국 

민간･가정 보육시설 연합회에 

이양, 보육교사 대중조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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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은 크게 선행연구, 한국보육교사회의 사료와 심층면

접자의 인터뷰를 참고하여▲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조직화 활동, ▲교육

개발 활동, ▲보육교사 전문성 및 권익향상 활동, ▲홍보 및 정보화 활동으

로 분류함 

❍ 한국보육교사회의 각 시기별 활동 분석 시 ▲사회경제적 배경, ▲보육정책 

관련 주요 쟁점, ▲한국보육교사회의 특성(구성, 정체성), ▲한국보육교사회

의 주요 목표 및 활동,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 결과 및 한계를 중심 항목

으로 하여 분석함 

3.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한국보육교사회가 생산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자료와 심층 

면접 자료의 내용을 교차 검증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

□ 가장 주된 자료는 성평등도서관 ｢여기｣에 소장된 한국보육교사회가 기증한 자

료(월보, 토론회 등 정책자료, 기타 자료집 총 146권)임. 여기에 더해 한국보육

교사회 홈페이지(hwww.kdta.or.kr)에 게시되어있는 자료와 기존 선행연구를 

함께 참고

□ 문헌 자료에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해 심층 면접(7명)을 아울러 실시함. 한국보

육교사회 내부에서 활동한 활동가와 외부에서 관찰해온 전문가를 접촉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눈덩이 표집을 통해 추가 면접자를 발굴

시기 활동사 
LL

 3-2 기 

(1997년 

하반기~2000년)

한국보육교사회 과도기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

 3-3 기

(2001년~2006년)
한국보육교사회 재모색기

출처 :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연혁(http://kdta.or.kr/intro/until.php) 및 한국보육교사회 10년 활동 참고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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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 한국보육교사회(구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각 시기별로 발생한 보육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표 2> 참조).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

과 제정 과정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등 보육정책의 변동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 

주요 시기 
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환경
주요 활동 

성과 및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 

제 1기 

(1987년 6월~ 

1991년 7월)

탁아운동의 시작, 
빈민·여성·노
동운동의 결합

∙저소득 계층의 기혼여

성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보육 문제 발생 

∙중산층 위주의 보육

(새마을 유아원, 새

마을 탁아소)정책 

∙유아진흥법→영유

아보육법

∙용철, 혜영이의 죽음

과 같은 미흡한 보육 

정책으로 인한 저소

득계층 아동의 방치 

문제 이슈화

∙주요 목표 

 - 빈민 탁아문제 해결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 탁아운동 이론의 정립

 - 탁아입법 제정 활동

∙조직화 활동 

 - 내부조직화 활동  

 - 외부 지역사회 운동단체 및 

빈민운동단체와 연대활동

∙ (성과)보육과 여성노동

의 문제를 아젠다화 하

는 데 성공

∙ (성과)탁아의 공공성과 

육아의 사회화에 대한 

탁아운동 이론적 가치 

마련 

∙ (성과) 영유아보육법 

제정

 

∙ (한계)신민당에 의한 날

치기 통과로 국가의 책

임화에는 실패  

제 2기 

(1991년 하반기~ 

1994년)

탁아운동에서 

민간 보육 

비영리화 

운동으로 전환

∙보육시설의 양적 

증대 

∙민간보육시설 연합

회 지역별로 조직화 

∙보육의 영리화 강화 

및 보육의 질 악화 

∙주요 목표 

 - 민간 보육의 비영리화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동 

 - 민간 보육의 비영리화 요구 

활동 

 - 탁아비용 지원 요구 투쟁

 - 영유아보육법 개정작업

 - 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 (성과) 민간보육의 비영

리화 운동 

 - 보육의 공공성 강화(국

공립보 육시설확대, 민

간보육시설 활성화 방

안 마련), 보육비 지원

요구 투쟁 

∙ (성과) 지탁연이 주축이 

되어 민간탁아소연합회 

연대 강화  

❙표 2❙한국보육교사회(구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활동 시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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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기 
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환경
주요 활동 

성과 및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 

∙조직화 활동 

 - 민간탁아소연합회 조직 

활동 

 - 내부조직 개편(지역회의 역

할 강조, 정책분과 및 교육

분과 별도 조직 및 조직의 

규율 정비

 

∙교사의 전문성 강화 활동 

 - 재교육, 연구 소모임,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정보화 및 교류 활동  

 - 교사들을 위한 소식지 발간 

 - 일본 보육연구소와 교류 

시작

∙ (성과)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틀 

마련

 - 영유아보육법개정특

별위원회 조직

 - 보육 실태조사 등을 통

한 제안서 제출 

 - 제안의 상당부분 시행

령 및 지침 반영 

∙ (성과) 아동교육관 수립 

및 보육교사 재교육 

실시 

∙ (한계) 영유아보육법 개

정은 실패

제 3-1기 

: 한국보육교사회 

준비기 

(1995년~1997년 

상반기)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대중운동 준비

∙보육시설 3개년 확

충 계획 실시 

∙민간보육시설의 폭

발적 증가와 경제위

기에 따른 민간보육

시설 도산 문제 발생 

∙전국 민간·가정 보

육시설 연합회 창립

∙주요목표 

 -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

육 교사 대중 운동 준비 

 

∙조직화 활동 

 - 계기로 민간보육운동 역할

을 해당 조직에 이양

 - 보육교사조직체 건설을 위

한 준비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동

 - 민간보육시설연합회와 연

대하여 보육지침 검토 및 

개선안 제안  

 -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조례 

및 예산확보 교육 및 조례

(안) 마련  

 - 5세 조기입학(안)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및 관철

∙정보화 활동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설립 

∙ (성과) 전국민간가정보

육시설연합회 창립 

∙ (성과) 한국보육교사 조

직화 준비 

∙ (성과)한국보육정보연

구소 신설 보육 정보의 

체계적 정리와 유통 

∙ (성과) 보육교사 재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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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기 
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환경
주요 활동 

성과 및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 

∙교육개발 활동 

 - 보육교사회 교육내용 생산

과 조직화 

 - 교육사업의 외화 

제 3-2기 

: 한국보육교사회 

과도기 

(1997년 

하반기~2000년)

보육교사 대중 

운동의 정체성 

확립 및 역량강화

∙보육의 양적 증가에 

따른 시장화 가속 

∙직업으로서의 보육

교사 비율 증가 

∙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른 유보통합 문제 

촉발 

∙주요 목표 

 - 보육교사회의 정체성 확립 

및 보육교사의 역량강화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동 

 - 영유아 정책 및 영유아보육

법 개정에 대한 여론 주도 

및 의견 제안(토론회 및 공

청회) 

 - 교사정책단 구성 및 현장 

정책 연구 활동 

 -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의

견 및 정책 제안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 현장연구공모전과 연구소

모임 활성화 

 - 중앙 및 지부교육 강좌 실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 보육교사 임금체계에 대한 

대정부 질의

 - 보육교사 상담 사업 

∙ (성과) 유보통합이 반영

된 유아교육법 제정 저지 

∙ (성과) 보육교사의 정책 

및 연구역량 강화

∙ (성과) 보육교사 상담 사

업을 통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정보 수집 및 제언 

제 3-3기 

: 한국보육교사회 

재모색기 

(2001년~2006년)

새로운 보육 토양 

조성을 위한 

한국보육교사회

의 산화(散花)

∙보육교사의 처우개

선 문제 증가

∙영유아보육법 재개

정 논의 시작  

∙주요 목표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건

강한 보육교사의 상 확립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동

 - 보육이념의 정리

 - 영유아 정책 및 영유아보육

법 개정 의견

∙보육조례 제정운동 

 

∙ (성과) 보육의 돌봄 철학 

정립 

∙ (성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 (성과) 보육조례 활성화 

 

∙ (성과) 보육노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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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육 정책 변동과정에서 한국보육교사회의 이 같은 역할은 한 마디로 요

약하자면 정책 혁신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음

❍ 정책 혁신가는 기존 정책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필

요한 개인 혹은 집단가라고 정의되어옴(Kingdon&Stano, 1984; Kingdon, 1995 

; Rawat&Morris, 2016).

❍ 정책 변동을 위한 정책혁신가로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킹, 문제의 (재)정의, 팀조직, 사례의 선제적 제시를 통

한 위기관리 등으로 요약됨(Mintrom&Norman, 2009)

❙표 3❙정책 혁신가로서의 한국보육교사회의 역할 

활동 구체적 내용 

문제의 재정의 

∙“육아의 사회화”라는 탁아운동 이론의 정립을 통해 육아의 문제를 기

존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재정의 

∙“돌봄의 보육철학”을 통해 보육이 단순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보육교사의 관계의 문제로 재구조화 

∙보육 정책 변화에 따른 보육의 문제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정책 개선과 운

동의 방향을 제시 

  - 1기 : 빈민탁아문제 해결→ 2기 : 민간 보육의 비영리화 → 3-1기 : 

    보유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대중운동 준비 → 3-2기 : 보육교 

    사의 정체성 확립 및 역량강화 → 3-3기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건 

    강한 보육교사상 확립 

∙다양한 공청회, 토론회를 주도하며 재정의된 문제의 속성을 전파

∙서명운동 및 길거리 캠페인 주도 

주요 시기 
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환경
주요 활동 

성과 및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 

∙보육교사의 권익향상 활동 

 -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 

대응

∙조직화 활동 

 - 보육노조 설립 작업 

*출처 :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http://kdta.or.kr) 참고 재정리 

**주 : 한국보육교사회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 연도는 2006년이나 한국보육교사회 백

      서에는 재모색기를 2004년으로 한정하여 기술한 바 해당 자료의 기술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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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개선 방안 

□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통해 보육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을 때 보육 

정책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음.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현장의 목

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추후 정책의 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함. 따라서 장

기적인 관점에서 보육교사의 정책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육 

현장의 당사자인 보육교사들과 함께 찾아가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20년간의 활동사에 기반을 두어 보육교사의 

정책적 역량, 정치적 역량을 신장시킬 있는 방안을 네 가지로 나눠서 제안

❍ 보육의 공공성과 성평등 관점을 아우를 수 있는 보육교사 조직 필요 

활동 구체적 내용 

사회적 네트워킹 

∙지역사회 운동을 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결합하여 지역사회탁아실무자연

합회 구성 

∙도시빈민연구소 등과 연대하여 탁아운동 이론의 정립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 및 연구자 그룹과 연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일본, 독일 등의 선진 보육 정책 그룹과 교류하여 선진 프로그램 소개 

∙당시 보육 당사자 그룹(양육자그룹 , 보육교사그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호 활동 유지 

팀조직

∙지역사회아동교사회, 지역사회탁아소실무자연합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

회, 자모회 조직 

∙민간보육연합회 조직에 중심 역할 수행 

∙한국보육교사회 조직, 보육노조 설립 

사례의 선제적 

제시를 통한 

위기관리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안)의 마련 및 국회 청원 

∙유아교육법 제정 의견 마련 및 제도 개선안 제시 

∙국회의원, 국회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선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 선제 제안 

∙보육지침 검토 및 제도 개선안 제시 

∙보육조례 제정 운동 실시 및 보육조례 제정안 제시 

출처 : Mintrom&Norman(2009)의 틀을 참고하여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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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같은 조직화 사업은 현재 수준에서 이를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이 부재한 상황이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유형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바 

쉽지 않을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조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여 다양한 

보육교사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을 지

원하는 방향을 고민할 것을 제안

 - 조직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양대 노총 보육노조 분과 뿐 아니라 영유아보

육교사협의회, 보육교사협의회, 공동육아 교사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의 간

담회를 통해 다양성과 민주성을 원칙으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주체를 조

직화 할 것을 제안함. 이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단

체에서 추천한 보육교사들과 보육 전문가(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종사자). 학

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보육교사위원회(가칭)을 구성

❍ 보육교사 청책 토론회 개최 : 보육교사와 정책 연구 전문가와의 협업 

 - 서울시보육교사회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일반 보육교사들의 발언권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청책 토론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

 - 청책 토론회 시 보육교사 노조, 보육교사협의회 등 다양한 보육교사 모임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있는 인원을 모집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육교사 스

스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조정자(facilitator)가 배석될 것을 제안

❍ 어린이집 교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실화 : 민주적 의사결정의 일상화

 - 보육교사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일상화되는 것

이 필요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내부의 교사회의 구성과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안

❍ 보육교사와 정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시 : 사료의 활용  

 - 한국보육교사회에 추진한 정책과 정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육

교사의 정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기존 프로그램 병행하여 함

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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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5년 7월 성평등전문도서관 개관 후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연구를 꾸준히 기획해왔다. 성평등도서관 ‘여기’는 서울시와 서울시여

성가족재단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내 최초의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이다. 그

간 많은 여성운동단체, 운동가 개인, 연구기관 등이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에 공감하여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해왔다. 서울시여성가족재

단은 그간 기증 받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미를 해제하는 작업을 통해 여

성가족정책사 측면에서 자료를 재조명하고자 노력해왔다. 

본 연구는 연속으로 기획되고 있는 시리즈의 네 번째 주제로 한국보육교사회가 

2018년 3월에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다.1) 연구 시리즈에서는 네 번

째이지만 기존 연구들은 여성단체에서 기증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 시리즈

물이 생산되었다면, 본 연구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교집합을 가진 보육정책 분

야에서는 처음으로 기획된 연구이다. 한국보육교사회가 기증한 자료는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내부 자료 및 외부 정부 유관 기관의 생산 자료를 제외하고는 보육정책 

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분석｣(2016), ｢직장 내 성희롱 근절운동과 여성노동

의 현실｣(2016년), ｢호주제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본 가족 이슈의 변화와 방향｣(2018)이 연구 시리즈

로 기획되어 출간되었다.

Ⅰ서론



4 ❚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분야 자료 중 가장 방대한 분량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보육교사회가 기증한 자료를 통해 보육정책의 종단적 변화 

과정에서 한국보육교사회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보육정책은 우리나

라의 경제 발전 상황과 여성 노동의 굴곡적인 역사와 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박

광숙, 1988;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여성분과, 1991; 남인순, 1999; 이윤진, 2003). 

1960~70년대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그간 가정 내 돌봄의 책임을 맡았던 여

성의 자발적․비자발적 경제적 활동이 증가했고 이러한 현상이 탁아소(어린이집) 운

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박광숙, 1988). 그러나 탁아소(어린이집) 운영 

확대는 돌봄의 책임을 여전히 사적 영역에 두는 사회적 시류와 국가 주도의 압축적

인 경제성장 기조에 따라 후순위로 밀렸고 여성의 노동권과 아동의 돌봄권의 확보

도 동시에 지연되어왔다. 이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보편적인 보육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사회적 돌봄의 제도화”는 여성 운동 차원에서 중심 의제화되었

고 이들의 끈질긴 요구와 노력으로 실질적인 제도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중심에 “한국보육교사회(舊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97 한국보육교

사회로 명칭 변경, 이하 한국보육교사회)”가 있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여성분과, 

1991; 남인순, 1999; 지은희, 2002). 한국보육교사회는 현장 교사이자 활동가들이 중

심이 되어 시민사회운동과 보육교사를 위한 활동을 동시에 진행해온 시민사회운동 

조직이자 보육교사 조직이었다. 이들은 육아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과 개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

다. 공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

을 향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온 단체이기도 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여성분과, 

1991; 남인순, 1999; 지은희, 2002). 

이처럼 보육 정책의 종단적 변동 과정에서 보육교사 조직인 한국보육교사회가 미

친 영향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술적･정책적으로 그 의미가 간과되어왔

다. 기존의 보육정책 변동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적･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행정부

나 입법부 등의 정책결정자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강영욱, 2002; 이진숙, 

2012; 나정･박창현, 2015; 이현미･박종구, 2015). 또한 이들이 참고한 자료들은 주로 

정부 기관에서 산출한 자료로 보육현장에서 촉발되고 확산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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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된 자료들이었다. 

이 같은 연구는 서울시 보육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는 그간 보육교

사들을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보육교사들을 중심으로 

정책개선 모임을 꾸려 어린이집 업무간소화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

울여왔다. 보육정책위원회․서울시 복지 거버넌스의 보육분과위원회 등 정책 논의의 

장에 보육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모색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소

통방’을 개설해 보육교사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도모해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서울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제 4차 중장기 보육계획(2021~2025) 수립 논의에서도 

이를 주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보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육교사

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서울시 보육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

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보육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개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보육교사회가 성평등도서관에 기증한 자료를 분

석하여 보육정책 변동 과정에서 한국보육교사회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

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소장 자료에 의미를 더욱 부여하는 한편 보육정책 변동 

과정에서 보육교사와 같은 현장 전문가 조직의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서울시 보육정책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20년에 걸친 역동적인 보육

정책의 변동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보육교사회의 역할과 의미를 재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현장 전문가로서의 보육교사 조

직의 영향력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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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 : 각 시기 별 한국보육교사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 문

제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목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각 시기 별 한국보육교사회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

해 수행되었는가? 

∙ 연구문제 3: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 해당 성과는 보

육정책의 변동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는가?

이 같은 학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가 보육정책 형

성 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 과정과 아동과 교사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재조명함으로써 현

재는 수동적인 서비스 종사자로 인식되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의 능동적인 정책 참

여자로서의 역할을 반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보육교사의 

현장 경험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4차 중장기보육계획과 관련

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보육교사들을 정책 입안 과

정에서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운영 방향에 대한 단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내용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될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한국보육교사회 운동을 정책 변동을 중심으로 시기를 분류한 후 

각 시기별로 활동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가 활동했던 시기

(1987년~2006년)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보육정책의 주요 전환기를 고려하

되 한국보육교사회가 제시하는 시기를 참고하여 크게 5단계로 구별하여 분류하고

자 한다. 

보육정책의 변동 시기는 보육 목적과 법적 기준 등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

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지고 있다(김영모, 1995; 강영욱, 2002; 이미정･윤숙현, 

2006; 오채선, 2011; 나정･박창현, 2015; 이현미･박종구, 2015)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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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변동을 보육 정책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을 중심으로 하여 유아진흥법 시기

(1987~1990), 영유아보육법제정기(1991),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기(1991~2004)로 분류

하고 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표 Ⅰ-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크게 

세 기수로 분류하고 한국보육교사회 준비기, 과도기, 재모색기로 명명하였다. 본 연

구는 한국보육교사회의 전신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중요 활동 시기와 한국보

육교사회의 활동 시기를 더하여 5단계로 구분하였다. 

둘째, 각 시기별 한국보육교사회의 주요 활동을 선행연구, 한국보육교사회의 사

료와 심층면접자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각 영역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보

육교사회의 활동은 크게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조직화 활동, ▲교육개발 활

동, ▲보육교사 전문성 및 권익향상 활동, ▲홍보 및 정보화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은 공보육 실현을 입법 활동과 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정책 

2) 한국보육교사회의 홈페이지에 소개 중 한국보육교사회가 있기까지 란에 한국보육교사회를 제 1기

(1987.6~1991.7), 2기(1991 하반기~1994년 말), 제 3기(1995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보육

교사회 10년 활동 자료집에서는 제 3기를 다시 3개의 기수로 추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시기 활동사 
LL

제 1기

(1987년 6월~1991년 7월)
빈민 탁아문제 해결, 탁아입법 제정 

제 2기

(1991년 하반기~1994년 말)

민간 보육의 영리화 저지,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보육제도 

개선 

3기

(1995년-2

006년)

 3-1 기 

(1995년~1997년 

상반기)

한국보육교사회 준비기

민간보육운동 내용을 전국 

민간･가정 보육시설 연합회에 

이양, 보육교사 대중조직 결의,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

 3-2 기 

(1997년 

하반기~2000년)

한국보육교사회 과도기

 3-3 기

(2001년~2006년)
한국보육교사회 재모색기

출처 :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연혁(http://kdta.or.kr/intro/until.php) 및 한국보육교사회 10년 활동 참고 

재정리2) 

❙표 Ⅰ-1❙본 연구의 활동 시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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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활동으로 세분류된다. 조직화 활동은 내부 조직 강화활동과 외부 연대 활동으

로 나누었다. 내부 조직 강화활동은 월례회, 총회 등 내부 회원들을 결속력을 강화

하는 활동과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활동들이다. 외부 연대 

활동은 타 단체와의 연합을 통해 연대 활동을 수행한 것을 말한다. 교육개발 활동은 

양성평등, 평화, 통일, 전통 교육 등 당시 한국보육교사회가 아동들을 교육하기 위

한 자체 교육콘텐츠를 개발 하는 활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 활동으

로 나누어진다.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권익향상 활동 중 전문성 강화 활동은 보

육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추진하고, 연구소모임과 보육교사 현장 연

구 등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이다. 권익향상 활동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상담 등의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홍보 및 정보화 활동은 월보 발간

과 같은 홍보활동, 보육교사 홈페이지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정보 공유 

활동, 일본 등과의 국제 교류 활동으로 세분류하였다. 

대분류 세분류 활동내용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   

공보육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 

∙ 1988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운동을 시작으로 정책제안, 

캠페인, 공청회 등의 다양한 활동 실시 

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정책 개발

활동  

∙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된 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

스 정책 개발 

-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 아동건강관리, 자원

봉사 프로그램 개발, 부모협력 강화, 보육시설의 다

양한 역할 등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활동

조직화 

활동

내부 조직 강화 활동 
∙ 월례회, 총회 등을 통한 회원 결속력 강화 

∙ 활동을 위한 내부 조직 구조 개편   

외부 연대활동 ∙ 타 단체와 연합을 통한 연대 활동 실시 

교육 개발

활동

아동 교육 콘텐츠 개발 

활동

∙ 양성평등, 평화, 통일교육, 전통을 새롭게 알아가는 교

육 내용의 개발 및 확산  

아동인권 보장 활동  
∙ 1997년 어린이인권선언문 채택

∙ 아이들의 놀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를 위한 활동 

보육교사 

전문성 및 

권익 향상

활동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활동

∙ 교육주제 발굴(발도르프 교육, 오이트뤼미 교육, 장애

아 통합교육 등), 보육교사 재교육

∙ 연구 소모임 활성화,  보육교사현장연구 공모전 실시 

등 

❙표 Ⅰ-2❙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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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보육교사회의 각 시기별 활동 분석 시 ▲사회경제적 배경, ▲보육정책 

관련 주요 쟁점, ▲한국보육교사회의 특성(구성, 정체성), ▲한국보육교사회의 주요 

목표 및 활동,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 결과 및 한계를 중심 항목으로 하여 분석하

였다. 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 환경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이들이 한국보육교사회

의 구성 및 활동과 서로 긴밀히 연동되어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보육교사회의 성립 및 해산에 대

한 이유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한국보육교사회 간의 정체성과 구성의 변화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의 결과가 영유아보육법 

제․개정 등 주요 정책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보육 정책 변

동 과정에서 주요 이슈사항이었던 아래의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

다. 마지막으로 한국보육교사회의 각 시기별 활동을 전반적으로 분석 후 귀납적으

로 도출되는 각 시기별 활동의 특성을 포착하여 활동 시기 별로 이름을 명명하였다.

∙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했지만 현재 보육시장의 민간 의존

도는 왜 높은가?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문제에서 한국보육교사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조직은 왜 해체되었는가?

∙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사 노조 등 조직 구성의 변화

는 보육 환경과 보육정책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대분류 세분류 활동내용 

보육교사의 권익향상 

활동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활동 

∙ 보육교사 상담활동 실시 

홍보 및 

정보화 

활동

홍보 활동 
∙ ｢함께 가는 길｣ 및 ｢우리네 아이들｣과 같은 월보를 격

월간으로 발간 및 신문기고 

정보 제공 활동  
∙ 보육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과 보육관련 정보 

제공 

국제교류 활동 ∙ 일본, 독일 등과 보육 정보 관련 교류 실시 

출처 :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http://kdta.or.kr),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및 한국보육교사회 10년 활동 

및 사료를 참고하여 필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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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

로 하여 향후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한 개선을 제언하였다. 정책방향 개선 시,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 자조 모임 개설 등 정책의 구체적인 추

진 방안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사들의 상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및 보육정책 제안 참여에 소극적인 정부 

미지원 시설 교사들의 참여 독려 방안 등도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제

도 설계를 통해 교사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교사의 창발성

(創發性)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보육정책이 제도화되

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육을 직접 수행하는 교사들의 업무가 매뉴얼화 되었다. 이 

같은 제도의 변화가 보육의 효율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교사들의 창발성을 상쇄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보육정책 입안 과정에

서 보육교사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서울시가 추구하는 돌봄의 가치를 반영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고양하면서도 교사의 창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방법은 한국보육교사회가 생산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자료와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주된 

자료는 성평등도서관 ‘여기’에 소장된 한국보육교사회가 기증한 자료(월보, 토론회 

등 정책자료, 기타 자료집 총 146권)이다. 먼저 ｢우리네 아이들｣은 격월보로서 77권

(1990.5월호~2006. 1/2월호)이 소장되어있다. 해당 월보는 조직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교사들

의 소식지이다. 여기에는 보육 정책 관련 최신동향과 토론회 등의 정책 자료와 교사

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수록되어있다. 전국 탁아소 소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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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여 회원들을 결속력을 다지는 데도 활용되었다. ｢함께 가는 길｣은 총 14권

(1992.5월호~1993. 12월호)이 소장되어있다. 이 월보는 보육 사업에 종사하는 보육시

설종사자 및 보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탁아활동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주요 수록 내용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

육이론 및 실제 프로그램, 보육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이다. 한국

보육교사회가 주도했던 토론회, 심포지엄 등 정책 자료집은 7권이 소장되어 있었고,  

총회 등의 행사 자료집도 16권이 소장되어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자료는 14권, 그 외 기타자료가 18권 소장되어있다. 

❙표 Ⅰ-3❙한국보육교사회 기증자료  

자료명 자료 특성 소장권수 

우리네아이들
∙ 월보/격월보 

∙ 발행연도 : ’90. 5~’06. 2
77권 

함께 가는 길 
∙ 월보/격월보

∙ 발행연도 : ’92. 5~’93. 12
14권 

토론회/심포지엄 

정책자료집

∙ 토론회/심포지엄 정책자료집

∙ 발행연도 : ’90~’03
7권

총회 등 행사자료집
∙ 총회 등 행사자료집

∙ 발행연도 : ’90~’01 

16권

(시기미상 제외 10권)

교육훈련 자료집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자료집

∙ 발행연도 : ’91~’00

14권

(시기미상 제외 9권)

기타 자료집
∙ 어린이집/지역지부 소식지, 보육활동 자료집 

∙ 발행연도 : ’91~’03

18권

(시기미상 제외 15권)

총 계 146권 (시기미상 제외 132권)

여기에 더해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hwww.kdta.or.kr)에 게시되어있는 자료도 

함께 참고하였다. 한국보육교사회는 게시 자료를 보육정책, 보육활동, 발간자료로 

나누어 게시하고 있다. 보육정책은 한국보육교사회 바람직한 보육정책 실현을 위해 

제안하기 위한 자료들이다. 보육정책 제안은 한국보육교사회가 정책과 관련된 토론

회 발제문 및 토론문, 의견서, 성명서 등이며 보육정책 의견은 보육 정책 대안을 제

시하는 자료집 등이다. 정책 발간 자료는 한국보육교사회의 정책 제안을 자료집 형

태로 묶어서 발간한 자료들이다. 보육활동 자료는 한국보육교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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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회원들 스스로가 연구하고 실천한 현장교육의 대안들을 정리한 자료집이다. 

발간자료는 교사들의 재교육 자료, 행사 비디오 자료들이다. 일부 자료의 경우는 

자료명만 게시되고 자료는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우리네 아이들｣과 ｢함께 가는 

길｣ 게 게재 자료와 중복된 자료도 있었다. 이중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통시적

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 활동｣과 ｢한국보육교사회 10년 

활동｣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더해 보육정책 관련 문헌자료(연구자료, 정책자료, 

법령자료 등)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표 Ⅰ-4❙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게시 자료 

구분 개수 

1. 정책관련 자료 58

1-1 보육정책 제안 20

1-2 보육정책 의견 5

1-3 정책 발간자료 33

2.보육활동 자료 13

2-1 현장교사 보육 프로그램 제안 6

2-2 영아/장애/방과후보육 프로그램 제안 7

3.발간 자료 68

3-1 교육 자료 42

3-2 비디오 자료 10

3-3 기타 자료 16

총계 139

문헌 자료에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해 심층 면접을 아울러 실시하였다. 한국보육교

사회 내부에서 활동한 활동가와 외부에서 관찰해온 전문가를 접촉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눈덩이 표집을 통해 추가 면접자를 발굴하였다. 내부 활동가 

섭외 시 당시에만 활동했던 그룹 뿐 아니라 과거 활동부터 현재 보육교사 노조까지 

활동을 지속한 그룹도 섭외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보육교사회가 

미친 영향력을 전체 맥락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보육교사

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들 외에도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활동을 구술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여 면접 대상자를 다양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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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은 한국보육교사회의 종단적인 활동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였다. 이를 위

해 먼저 전체 흐름을 총괄할 수 있는 면접 대상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한국보

육교사회 시기를 집중 회고할 수 있는 대상자, 한국보육교사회와 보육교사 노조를 

이을 수 있는 대상자 순으로 면접 대상자로 순차적으로 섭외하였다. 아울러 심층면

접 대상자를 통해 도출된 내용들의 교차 검증을 위해 면접 후반부에 지역사회탁아

소연합회부터 한국보육교사회의 총괄적인 자료를 진술해줄 수 있는 대상자를 한 번 

더 배치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 교사 

및 보육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면접 대상자를 섭외하여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인터뷰도 함께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첫 번째 대상자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부터 시작하여 한국보육교사회 

해산까지의 시기를 총괄한 인물이다. 두 번째 대상자는 한국보육교사회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로 조직화 활동을 주로 담당하였다. 세 번째 대상자는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주로 지역사회탁아소 시기에 대한 활동에 대해 집

중적으로 인터뷰하였다. 네 번째 대상자는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와 보육교사 노

조 사무처장을 역임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정책 개선 활동을 담당하였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대상자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부터 한국보육교사회까지 

10년 동안 활동을 한 인물로 정책연구와 교육을 담당하였다. 마지막 대상자는 보육

노조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성명 성별
보육교사 

활동경력

한국보육교사회 활동경력

혹은 현재 경력 
활동당시 역할

사례1 여 18년 11년(지탁연-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사례2 여 4년 2년(한국보육교사회) 조직부장 

사례3 여 3년 10년(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사무국장

사례4 여 14년 8년(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보육노조준비위원

보육노조 사무처장

❙표 Ⅰ-5❙심층면접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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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보육교사회 前회원, 보육노조 소속 보육교사, 학계 전문가, 보육

현장 전문가 등의 전문가에게 연구 설계 및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자문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착수자문을 통해 연구의 설계(연구의 분석틀, 자료 수

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연구내용, 연구 목차 등의 평가와 보완점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최종 자문을 통해서는 연구 내용 및 결과,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완점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결과를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각 자료들 간의 교차 검증을 통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현상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해당 문제의 맥락적 상황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임도빈, 2009).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변

동 과정에서 한국보육교사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

하였는지를 밝혀내고자 하기에 질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의 자의에 의해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에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교차하여 내용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임도빈, 2009; 김병섭, 2010). 이

에 본 연구는 기증 자료에 나온 내용이 심층면접･문헌(언론기사, 선행연구, 정책자

료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여 교차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

인 교차 검증을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으며 교차 검증을 통해 신뢰도 확보된 내용들

을 중심으로 자료를 발췌하고 기술하였다. 

성명 성별
보육교사 

활동경력

한국보육교사회 활동경력

혹은 현재 경력 
활동당시 역할

사례5 여 10년 10년(지탁연-한국보육교사회) 정책소위원장

사례6 여 3년 11년(지탁연-한국보육교사회) 교육･정책 연구부

사례7 여 9년 9년(공공운수노조 보육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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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6❙연구 분석 내용 교차 검증 단계 

1 단계 

∙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의 통시적인 흐름 일차적으로 파악 

- 선행연구 검토 

- 한국보육교사회 사료 일차 개괄 

- 지역사회탁아소 10년 활동 한국보육교사회 10년 활동 분석

�

2단계

∙ 사전 인터뷰 실시 및 1단계 내용 교차 검증 

- 사례1(지탁연-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사례2(한국보육교사회 조직부장/우

리네아이들 발간 담당), 사례3(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사무국장), 사례4(한국

보육교사회 공동대표/정책위원장/보육노조준비위원/보육노조 사무처장)   

�

3단계

∙ 사료 내용 및 1단계와 2단계 내용 교차 검증 

- 약 100여권의 월보 및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게시 자료를 중심으로주

요 활동 및 성과 내용에 대한 교차 검증 

�

4단계 

∙ 사후 인터뷰 및 연구 동료와의 토론을 통한 교차 검증 

- 사례5(지탁연-한국보육교사회 정책 소위원장), 사례6(지탁연-한국보육교

사회 교육･정책연구부), 사례7(공공운수노조 보육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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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단  계 주요 내용

1

단

계

계 
획
설 
계 

 ‣ 과제시행계획서 작성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 등 계

획수립  

⇨

연구방향
설정 및 
주요 

연구내용 
도출

 ‣ 재단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착수자문회의 개최 

 - 학계 전문가, 현장 활동가, 서울

시 담당자, 재단 내부 전문가 등

의 의견 청취

 -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방

법 타당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등

2

단

계  

자 
료
분 
석

‣ 성평등도서관 ‘여기’ 소

장 자료 해제 및 분석 

- 발간시기․주체․유형 등 자료특성 

  정리

- 보육정책 변동과정의 쟁점과 한국

  보육교사회의 역할 분석 

⇨

보육정책 및 
한국보육교

사회 
자료검토 및 

분석‣ 선행연구 및 기존 정책 

 자료 검토 

- 보육정책 변동,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선행연구 및 기존 정책자료 검토 

  결과를 사료 분석 결과와 교차 

  검증

3

단

계  

조 
사
연 
구

‣ 심층면접 실시 

- 심층면접 설계 및 실시

- 조사결과 분석

‣ 심층면접 결과 분석 

- 심층면접 실시를 위한 설계

 1) 심층 면접 대상자 확정 

 2) 면접질문지 확정 

- 조사결과 녹취록 작성 및 분석

- 기증 자료, 문헌 분석결과와 교차 

검증 

⇨

심층면접 
실시를 통한 
한국보육교
사회의 

역할과 의미, 
정책적 
개선방향 
도출 

4

단

계 

정 
책
방 
안
도 
출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 방향성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지원방

향 및 정책추진체계ㆍ실행계획 

의견 수렴

⇨

 의제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 및 
정책 과제 

발굴 
 ‣정책방안 정리  -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발굴 

5

단

계 

결 
과
보 
고 

 ‣결과보고서 작성 - 연구보고서 작성 ⇨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II
선행연구 검토 

1. 한국보육교사회에 관한 논의

2. 보육정책과 보육정책 변동에 관한 논의

3.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

4. 소결





Ⅱ. 선행연구 검토 ❚ 19

1. 한국보육교사회에 관한 논의 

한국보육교사회는 전국 보육교사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설립목적을 “육아의 사회

화”에 두고 있다.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은 크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로 활동한 

시기(1987년~1997년 상반기)와 한국보육교사회로 활동한 시기(1997년 하반기~2006

년)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Ⅱ-1> 참조)(한국보육교사 홈페이지). 한국보육교사회

의 전신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수도권 빈민지역에서 활동하던 탁아소 활동가

들이 오랜 탁아활동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공동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

된 단체이다. 86년도 지역사회아동교사회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고 87년 2월 지역

사회탁아실무자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같은 해 6월 총회를 열어 지역사회탁

아소연합회로 명칭을 한 번 더 변경하였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여성분과, 1991; 한

국보육교사 홈페이지). 당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는 200여개의 탁아소가 가입

되어 있었고 이들은 아동, 여성, 지역사회 문제 전반에 관한 연대활동을 펼쳤다(민

족민주운동여성분과, 1991).3)   

3) 지역사회탁아소는 80년대 초부터 수도권 빈민지역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생적으로 생겨났다(지은희, 2002).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89년 8월 기준 전국에는 

약 210여개 지역사회탁아소가 있었고 빈민탁아, 노동탁아, 광산탁아, 농촌탁아 등 탁아소 유형은 다

양했다. 탁아소 운영 주체 또한 교회, 여성단체, 복지단체, 개인 등 다양한 상황이었다(민족민주운동

연구소여성분과, 1991). 

Ⅱ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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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초기 활동(1~2기 : 1987년~1994년 말)은 주로 빈민 탁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활동을 전개하며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제정된 법이 졸속 처

리됨에 따라 해당 법의 개정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갔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의 사보육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보육의 비영리화 요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1997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민

간보육운동의 역할을 해당 조직에 이양 후, 한국보육교사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들은 보육교사 대중조직으로 조직의 성격을 변경하며 모든 아동의 인권보장 및 

바람직한 보육권리 실현을 위한 제반활동을 펼쳐가고 보육교사들의 권익을 실현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보육교사회는 조직 변경 이후에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부터 지속되어왔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며 제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98년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99

년 차등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등을 주도하며 

보육의 질 향상과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을 지속하였다. 

조직명 주요시기 주요 활동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제 1기 

(1987년 6월~1991년 7월)

∙ 빈민 탁아문제 해결에 중점 활동 

∙ 탁아입법 제정 활동  

제 2기 

(1991년 하반기~1994년 말)

∙ 탁아비용 지원 요구 투쟁

∙ 민간 보육의 비영리화 요구 활동 

∙ 영유아보육법 개정작업

∙ 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제 3-1기 

: 한국보육교사회 준비기 

(1995년~1997년 상반기)

∙ 영유아 정책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의견(계속)

∙ 보육교사조직체 건설을 위한 준비기 

- 전국 민간･가정 보육시설 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민

간보육운동 역할을 해당 조직에 이양

- 보육교사 대중조직으로 전환을 결의하고 대중운동 

본격화를 위한 준비와 실천  

- 보육교사회 교육내용 생산과 조직화 

- 교육사업의 외화 

한국보육

교사회

제 3-2기 

: 한국보육교사회 과도기 

∙ 영유아 정책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의견(계속)

∙ 현장연구공모전과 연구소모임 활성화 

❙표 Ⅱ-1❙한국보육교사회 주요 시기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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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육 현장의 활동가로서 여성단체연합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하여 탁아 

입법 요구, 구체적인 법안 제시, 육아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보

편적인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표 Ⅱ-2> 참조). 

목표 활동 내용 

장단기적인 정책에 

저소득층 탁아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제정 촉구 

입법 

활동 

 ’89. 10 : 여성단체연합이 주체가 되어 「탁아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국회에 청원 

 ’89. 12 : 타 여성단체들과 연합하여 ‘탁아입법공동대

  위원회’ 결성 및 ‘올바른 탁아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90. 2 : 여성단체연합 ‘탁아문제특별위원회 결성’ 및 

공청회, 세미나 개최 

 ’90. 8 : 정부의 ‘탁아소 강제 신고조치’ 거부 결의 및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90. 11 : 민자당 탁아법(안)에 관한 ‘탁아입법 토론

회’ 개최 

탁아정책 입안과정에서 

탁아요구 집단인 양육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추동 

선전

사업

 ’90 : 지역사회 탁아소 자모회가 중심이 되어 ‘신고거

부 및 올바른 탁아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

동 실시, 지역사회탁아소 어머니 대회 개최 

민중적 탁아소를 대변하는 

지역탁아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탄압조치 저지

연대

활동 

 지역 내의 공부방, 의료 진료모임, 야학 및 지역발전

을 위한 단체와 공동사업 실시 

 감리교도 빈민여성실무자회, 가톨릭 지역 아동연합

과의 연대모임 결성 

출처 :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여성분과(1991) 참고 재정리 

❙표 Ⅱ-2❙한국보육교사회(舊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목표 및 활동내용

(1997년 하반기~2000년)
∙ 중앙교육 강좌 실시

∙ 지부교육 강좌 실시 

제 3-3기 

: 한국보육교사회 

재모색기 

(2001년~2004년)주

∙ 영유아 정책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의견(계속)

∙ 보육이념의 정리 

∙ 보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반 활동 실시

출처 :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http://kdta.or.kr) 참고 재정리 

주 : 한국보육교사회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 연도는 2006년이나 한국보육교사회 백서에는 재모색기를 

2004년으로 한정하여 기술한바 해당 자료의 기술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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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한 후에는 이 같은 정책 및 입법 활동과 더불어 보육교사

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보

육교사회의 활동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

지). 첫째, 연구하는 교사의 상을 확립하기 위해 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다양한 소모임 운영과 교육 강좌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천하는 교사로서 보육의 주

체인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해당 활동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의 권리를 확대하고 해외 유관단체와의 연

대활동을 펼쳐나갔다. 셋째, 보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보육교사회가 지향하는 

보육 철학과 가치가 담긴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보육 지평을 넓히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육 시설의 역할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양육자와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보육관련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보육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기존에 수행된 한국보육교사회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그 수가 많지 않고, 한국여

성단체연합의 종단적 활동을 짚고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 중 한 부분으로 다뤄져왔

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여성분과, 1991; 남인순, 1999; 지은희, 2002; 조현옥, 2008). 

이들 연구들은 영유아보육법 입법과 개정 과정에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보육교사회

의 초기 활동과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여성분과(1991)와 남인순(1999)의 연구에서는 한국보육교사

회가 돌봄의 사회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맞선 한국보육교

사회의 활동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기혼여성노동의 증가로 인해 돌봄의 사회화

가 요구되었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돌봄 문제의 해결이 여성운동의 주요 의

제가 되었다. 당시 노동 시장에 진출하였던 기혼여성은 저소득층이 상당수였기 때

문에 이들의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젠더 이슈일 뿐 아니라 생존과 맞물린 

계급 이슈이기도 하였다.4) 

4) 당시 소득 분포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하위그룹에 속했고 이 중 취업모가 전체 소득액에 차지

하는 비율은 33.6%였다. 또한 89년 한국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기혼여성 중에서 자녀의 양

육문제가 해결되면 취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66%에 달하였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여성분과,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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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문제는 절박했지만 제도의 수준은 낮았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여성분과, 

1991, 남인순, 1999). 1982년에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 하에서 설립된 새마을유아원 

등과 같은 국공립 시설과 일부 민간 탁아소에서 전일적으로 보육을 받는 아동은 1

만 5천명이었다. 이는 당시 보육 대상 아동이 151만 명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여성분과, 1991). 새마을 유아원은 보육시간도 짧아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동들은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했다(남인순, 1999).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보육교사회는 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보

육의 국가 책임화를 기치로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남인순, 1999).5) 

한국보육교사회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기 위해 2년 여간 입법, 선전, 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영유아보육법은 제정되었지만 정치권의 

날치기 처리로 인해 이들이 목적한 방향으로 입법 및 제도화되는 것은 실패했다(민

족민주운동연구소, 1991). 국가의 책임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정했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일정 조건에 갖춰 신고하라고 하는 규제법적인 성격

도 갖게 되었다(남인순, 1999). 

지은희(2002)는 여성단체연합의 연대기를 총회자료집(1987~2002), 정책토론회 자

료집, 민주여성 등 여성연합 발간자료를 통해 분석하면서 90년대 중점사업이었던 

탁아입법 관련 활동을 조명했다. 지은희(2002)는 한국보육교사회가 주축이 되어 적

극적으로 추진했던 탁아소 설치 및 탁아입법 쟁취 등의 활동성과를 보육 문제의 공

론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탁아입법 운동으로 인해 보육문제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된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 운동의 한계는 영유아입법이 졸속 처리된 결과 아동

이 아닌 시설에 비용이 지급된 점, 부모의 재정적 능력에 따른 차등보육제가 도입되

지 않아 저소득층 아동이나 영유아가 적절히 지원을 받지 못한 점을 꼽고 있다. 그

렇지만 법 제정 이후 댜앙한 보육시설들이 비약적으로 설치되었고 여성단체들의 지

속적인 활동 결과 95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적 지원도 이뤄졌다고 긍정적으로

5) 한국보육교사회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보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정책의 변화

를 요구하자 정부는 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탁아소 관련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88시립탁아소와 새마을 유아원을 탁아소로 전환하는 근거가 되는 것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

보육교사회는 독자적인 탁아입법을 요구하기에 나선다(남인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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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하였다. 

기존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다룬 이 같은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

다.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단독 조명하는 것이 아닌 여성단체 연합의 활동의 일

부분으로 기술하다보니 심도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다보

니 한국보육교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는 데는 미흡했다. 또한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이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개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종단적인 성과를 분

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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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정책과 보육정책 변동에 관한 논의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변동과정을 함

께 논할 수밖에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보육교사회의 태동은 아동복지법 및 

유아교육진흥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돌봄을 받을 권리와 여성의 노동권

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이 같은 기존 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별도의 탁아입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모든 아동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권리

를 쟁취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은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배경

을 반영한 보육 정책의 변동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보육정책의 시작이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는 만큼 정책 변동

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뤄져왔다(강영욱, 2002; 이진숙 2012; 나정․박창현, 2015; 이

현미․박종구, 2015). 이들 연구에서 보육정책은 각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여 

변동되며 사회복지정책 범주 안에 하나로 포함되며 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수준

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관련 연구자들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연구문제에 맞춰 정책의 시간적 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방

법은 공통적으로 주로 보육정책의 변동 과정을 법령 중심으로 나누고 각 법령의 변

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되고 변동되어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김영모(1995)와 강영욱(2002)의 연구는 보육정책의 태동기인 일제 강점기부터 시

작해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

아 보육정책 변천을 보육정책 태동기(일제시대~1960년대), 아동복지법 시기(1961

년~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년~1990년),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년~현재)

로 나누고 있다(<그림 Ⅱ- 1 참조>). 일제 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 아동복지사(史)에

서 아동을 보호하는 서비스로 탁아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1962년이라고 본다.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빈민아동 구제를 위한 보육 사업

을 실시한 이후 1960년대까지는 아동 보호를 위해 탁아소는 존재하였으나 전후(戰

後) 기･미아 아동들을 위한 임시구호적인 수용시설에 가까웠다고 평가하고 있다(강

영욱, 2002). 해당 법에는 탁아소의 설치기준, 직원, 탁아기간, 보호내용 등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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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하고 아동보호와 교육기관을 

새마을 유아원과 유치원으로 분리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 제정 이후 기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탁아사업이 중산층 자녀 위주로 운영되면서 저소득층 자녀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를 위해 자생적으로 민간 

탁아시설의 설립이 증가하자, 1980년대 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982년

에 삭제되었던 탁아시설 설치 근거 조항이 부활되었다.6) 그러나 높아지는 보육수요

와는 달리 유아교육진흥법으로 인한 보육 서비스 공급이 필요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자 1991년 유아진흥법이 폐지가 되고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그림 Ⅱ- 1❙보육정책 변동과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결과 

주 : 김영모(1995), 강영욱(2002), 이미정･윤숙현(2006) 참고하여 필자 작성

이미정･윤숙현(2006)과 오채선(2011)은 김영모(1995), 강영욱(2002)과 유사하게 보

육 관련 법적 변동 내에서 정책을 고찰하고 있으나 각 정책 변동이 일어난 각 기수 

별 특징을 포착해내고 있다. 이미정･윤숙현(2006)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하여 아동

복지법이 제정된 시기까지를(1921년~1981년) 보육정책 1기로 본다. 아동복리법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국가차원의 보육정책이 미약하나마 정비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6)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단체연합과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입법 투쟁한 결과 정부는 아동복지시행령을 개편하였다고 본다. 또한 아동복지시행령 

개편은 88시립탁아소와 새마을유아원을 탁아소화 하는 결과에 그쳤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여성분과,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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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보육정책은 보편적이기 보다는 

잔여적인 구호차원의 성격이 강하였다. 보육정책 2기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된 

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전 시기(1982년~1990년)까지로 본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층과 취업모 자녀를 위한 국가 정책이 약화된 시기라고 보고 있다. 

기존에 설립되었던 어린이집과 농번기 탁아소를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하였으나 

유아원에서 제공하는 탁아시간의 부족, 영아 탁아의 기피 등으로 장시간 노동에 기

인한 보육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보육정책 3

기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기 전이라고 본다(1991년~2003년). 이 시기의 

가장 특징은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보육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

을 꼽는다. 또한 보육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을 통해 보육 시설의 양적 확대가 

급속히 이뤄졌지만 민간 시장의 의존도가 높아 이후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시

설의 질적 고양이라는 과제를 던져준 시기라 간주하고 있다.7) 마지막으로 보육정책 

4기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라고 본다. 이 시기의 가장 특징은 보육

정책이 저출산 및 고령화 완화 정책으로 지목되며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 서비

스의 질적 고양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집행되었다. 오채선(2011)은 이미

정･윤숙현(2006)과 비슷하게 시기별 특징을 서술하고 있으나 유아교육진흥법이 제

정된 시기가 보육정책의 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라고 본다.8) 

❙표 Ⅱ-4❙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7) 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을 통해 보육시설의 수는 2.5배(6,088개→15,016개) 보육아동의 수는 약 2.6

배(192,000→493,000) 증가하였다(이미정･윤숙현, 2006). 

8) 오채선(2011)은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지정된 시기(1981년~1990년)를 

제 1기(시설확대기)로 보고 영유아보육육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기 이전까지(1991년~2003년)까지를 2

기(질적 고양기로)로 간주한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이후(2004년~현재)를 제 3기(내실화 및 공공

성 강화기라 명명하고 있다. 

시기 관련법 주요내용 주관부서 

제 1기

(1921~1981)

아동복리법

(1961. 12. 30 제정)

∙ 설치기준, 직원, 탁아기간, 

보호내용 규정

∙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탁아

사업 실시 

(1921~1981: 어린이집 691

∙ 보건사회부 부녀국 아

동과

    (57. 9. 9 신설)

↓

∙ 보건사회부 아동과(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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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관련법 주요내용 주관부서 

개소 설치･운영)
2. 13 신설)

↓

∙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

(81. 11. 2 명칭변경)

사회복지법시행규칙

(1972. 2 개정)
∙ 탁아시설의 법인화 권장

아동복지법

(1981. 4. 13 제정)

∙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

으로 법명 변경 

제 2기

(1982~1990)

유아교육진흥법

(82. 12. 31 개정)

∙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

을 유아원으로 흡수 

∙ 아동보호･교육기관을 새마

을 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 보육주무부서 : 내무부 

- 법제정･장학지도 

  : 교육부

- 시설운영･행정지도 

  : 내무부

- 보건의료 : 보건사회부

남녀고용평등법 

(1987. 12. 4)
∙ 직장탁아제 도입 ∙ 노동부 

아동복지법시행령

(1989. 9. 19 일부 

개정)

∙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아동복지법시행령 중 탁

아시설 설치 근거조항은 

1982년 삭제되었다가 다시 

부활함)
∙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1990. 1. 15) 

∙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근

거 마련 

제 3기

(1991~

2003)

1단계

(1991-

1994)

영유아보육법 

(1991. 1. 14 제정)

∙ 법 제정, 영유아보육 활성

화･체계화 기틀 마련

- 1991. 8.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정･공포 

- 1991. 8.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 1991. 8. 26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규정｣ 폐지  

∙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

(1994년 12. 23 보건사회

부를 보건복지부로 부명 

변경)

2단계

(1995-

1997)

∙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 

추진(1조 3천억원)

  -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

(97. 5. 22 명칭변경)

3단계

(1998-

2003)

∙ 보육사업의 목표를 보육사

업의 질 개선 및 보육서비

스 향상에 두고 보육의 질 

제고에 노력 

∙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

↓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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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박창현(2015)과 이현미･박종구(2015)는 유보 통합 정책과 무상보육정책이라

는 특정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보육 정책의 변동과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나정･박창현(2015)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되었던 유보통합정책의 변

동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유보통합정책은 당시 유

치원과 보육기관이 양분되어 있어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형평성에 

맞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시

설 제시된 유아학교(안)은 유아교육법을 제정(유아교육진흥법 개정)하여 만 3세~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

는 것이다. 바우처 지급을 통해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학교 취원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

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유아학교(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법은 참여정부까

지(1997년~2003년) 4차에 걸쳐 발표되었으나 정책의 핵심인 유아학교(안)을 삭제하

고 제정되었다. 여성단체연합과 보육학회 등을 중심으로 획일화된 교육중심으로 한 

시기 관련법 주요내용 주관부서 

∙ 보육발전기획단의 보육사

업 개선 안 마련(2001)

∙ 보육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보육과 신설, 

보육관련 부서의 명칭의 

잦은 변경

(99. 5. 24 명칭변경)

↓

보건복지부 보육과 

신설(2002. 5. 13)

↓

보건복지부 

보육･아동정책과

(2003. 12. 27 명칭변경)

제 4기 

(2004-현재)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

(2004. 1. 29)

∙ 보육의 공공성 확보/보육

의 질 고양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

규칙 전문개정(2005. 1. 29)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설

치(2005)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

문개정(2005. 1. 29)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전문개정(2005. 1. 29) 

∙ 여성부 보육정책국(보

육업무 여성부 이관)

   (2004. 6. 12)

∙ 여성가족부 보육정책

국(부서명 변경)

   (2005. 6. 23)

출처 : 이미정･윤숙현(2006:85) 



Ⅱ

Ⅱ. 선행연구 검토 ❚ 31

제도 하에서 영유아에게 필요한 보육 기능의 축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

문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저출산 정책 기조 하에 유아･보육 정책의 통합(안)이 꾸준

히 논의되다가 2011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구체화되었다. 유아와 보육으로 이분

화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만 3세~만5세 아동에 대한 동일한 누리과정(교육과

정) 도입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한 동일한 무상보육비 지급을 골자로 한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유･보통합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켜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여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는 것을 계획하

였다. 

이현미･박종구(2015)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친 무상보육정책을 Sabatier

의 정책연합옹호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MSF)모형을 결합한 융합모

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에 대

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6년 발표한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과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

마지 플랜, 2006-2010) 에서도 보육정책은 전 아동의 보편적 복지로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무상보육정책이 본격 시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선거라

는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Ⅱ-5>). 

❙표 Ⅱ-5❙기존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보육정책 변동 시기 

연구자

(연도)
분 류 시 기 

김영모

(1995)

∙ 1962 : 보호서비스로서 탁아사업이 처음 제정 

∙ 1960~1981: 보호 개념의 선별적 탁아사업 실시(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

∙ 1982~1990 : 탁아사업 성격 변동(유아교육진흥법 제정 및 아동복지시행령 

개정)

∙ 1991 : 유아교육진흥법 폐지/영유아보육법 제정  

강영욱

(2002)

∙ 일제 강점기~1960 : 보육정책 태동기 

∙ 1961~1982 : 아동복지법 시기 

∙ 1982~1990 :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 1991~ : 영유아보육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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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육정책의 변동 과정에서 노동권과 부모권, 공공성 등의 개념이 어떻게 변

화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이재인(2006)은 영유아보육법 제정부

터 개정 이후까지(1991~2006)의 보육정책을 성별구도를 해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

며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주의에서 여성

에게 사회성원으로 자격을 주는 시민권은 평등한 노동권을 부여하거나 돌봄 노동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는 모성권 입장이 충돌되었다. 최근에는 노동할 권리와 돌봄의 

권리를 인정하는 노동권과 부모권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지나치

게 노동권에만 초점을 맞춰 전개되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돌봄 노동

으로 인한 시장적 손실을 보완해주는 육아휴직이나 아동수당이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진숙(2012)은 보육의 공공성이 정치성과 결합되었을 때는 꼭 공

익이라는 결과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2010년~2012년간의 보육 아젠다의 변

연구자

(연도)
분 류 시 기 

이미정･윤현숙

(2006)

∙ 1921~1981 : 제 1기

- 아동복리법 제정(1961), 아동복지법 제정(1981) 

∙ 1982~1990 : 제 2기 

- 유아교육진흥법 제정(1982),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 아동복지법시행

령 일부 개정(1989), 탁아시설 설치 운영 규정(1990)

∙ 1991~2003 : 제 3기 

-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 추진(1995~1997)

∙ 2004~현재 : 제 4기 

오채선(2011)

∙ 1981~1990 : 제 1기 시설 확대기 

∙ 1991~2003 : 제 2기 질적 고양기 

∙ 2004~현재 :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기 

나정･박창현

(2015)

∙ 1997~2003 : 1차 유･보 통합정책 산출(유아교육법 제정/2004년)  

∙ 2005~2010 : 2차 유･보 통합정책 산출(누리과정통합안/2011년)

∙ 2011~2012 : 3차 유･보 통합정책 산출(영유아교육･보육 통합안/2013년)

이현미･박종구

(2015)

∙ 2003~2008 : 노무현 정부

- 영유아법 개정(2004), 새로마지 플랜(2006), 새싹플랜(2006~2010)

∙ 2008~2013 : 이명박 정부 

- 아이사랑 플랜(2009~2012), 무상보육예산 통과(2011), 무상보육 시행결정

(2012)

출처 : 각 연구를 참고하여 필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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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 탐색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정책 아젠다

(agenda)9)는 무상보육정책 시행을 통해 급격히 부상되었다.  그러나 선거 국면(2010

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 및 2011년 서울시장 선거)이 정책 아젠다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 무상보육정책이 급격히 시행이 되었으나 해당 정책이 보육의 질 고양

과는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민간과 시장 의존도가 높은 보육환경 하에서 

비용지불만 높이는 방식으로 무상보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성과 공익적 성과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그간 보육정책 변동에 대한 종단적 논의는 주로 법의 제정과 개정을 중심으로 하여 

시간적 범위를 나누어 논했다. 보육정책의 내용의 변동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최

종적인 산출물로 법의 변동 기준을 사용한 것이다. 둘째, 보육정책의 변동은 정책  

변동 이면에 놓여있는 국가가 보육정책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함께 맞물려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적 결과를 양산한다. 가령, 아동복지법이 결정되기 까지 보육정책의 

가치관은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에 가까웠다. 최초의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은 국가책임을 최소화했으며 그에 따른 보육시설은 민간 중심으로 양산되었다. 셋

째, 보육 정책의 변동은 보육이 가지는 공공성이나 보육 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권과 부모권 등과 같은 가치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  

9) 정책 아젠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나 이슈가 대중과 정책 결정자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

의 형성을 위한 논의 단계로 전환되었을 때를 일컫는다(이진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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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보육정책 변동 과정이라는 거시적 환경 안에서 한국보육교사회(舊 지

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활동을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장 전문가

로서의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여를 활성

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보육 정책의 변동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고찰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이며 이 같은 전문성의 형성에는 보육교사로서의 충분한 경험, 신념 

및 책임감이 영향을 미친다(Saracho & Spodeck, 1993; 홍금자･이혜영, 2008). 보육교

사의 직무나 활동은 보육정책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육정

책의 변동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오채선, 

2011). 그러나 아쉽게도 보육교사는 보육정책의 종단적 변화와 관련하여 보육교사

의 전문성을 다룬 연구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오채선, 2011; 손흥숙, 2015). 대부분

의 연구는 보육교사가 노출된 보육 환경과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들이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고찰한 연구들이 많다(<표 Ⅱ-7> 참조).10) 

먼저 오채선(2011)은 유아교육 보육정책의 변화 시기를 시설확대기, 질적 고양기,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기로 나누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바라보는 연구 경향을  통

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분석하고 있다.11)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10)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는 백혜리(1989)의 연구이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이 제정된 이후 제 3차 유치원 교육 과정 개정이 포함되었다. 이 시기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제 1기(시설확대기 : 1981~1990)에는 

백혜리(1989)와 박진희(1990)의 연구 두 편만이 생산되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다수의 연

구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2004년 이후 생산되었다(오채선, 2011)

<유아교육･보육 정책 변화 시기별 유아교사 전문성 연구 동향> 

 

시기 1981~1990 1991~2003 2004~2011 합계

논문(편) 2 25 70 97

빈도(%) 2.1 25.8 72.1 100

출처 : 오채선(2011:257)

11) 오채선(2011)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통합하여 유아교사라는 용어를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

다. 본 연구는 탁아소(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한정하여 논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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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므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들은 교수 학

습기법과 자발적 학습역량, 그리고 지식위주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본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전달자 뿐 아니라 보육교사 

스스로 돌봄의 윤리성, 도덕성, 소통과 협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일방적인 국가 주도의 교육 뿐 아니라 보육교사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채선, 2011). 

손흥숙(2015)은 보육관련 주요 법과 정책(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영유아보육법 

개정(2004), 새싹플랜(2006), 아이사랑플랜(2009))에 나타난 보육교사 전문성에 대한 

담론들을 분석하고 있다. 국가는 보육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

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보육 정책의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영향은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조망된 것 아니라 보육정책을 통한 여성의 사회진출

과 경제발전의 관계, 저출산 문제의 해결 등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또한 보육교사의 등급기준 강화, 보수 교육 및 평가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결과 통제와 규제라는 수단만으로 보

육교사의 전문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과 상대적으로 보육교사의 영향력이 줄

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Ⅱ-7❙유아교육･보육 정책 변화 시기별 유아교사 전문성 연구 내용의 동향

를 사용한다. 

유아교육 

보육정책 변화 

시기 

유아교사 

전문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연구 

유아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유아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방안 

및 

지원환경 

모색 연구

유아교사

전문성 

측정 도구 

개발 연구

유아교사 

전문성 

발달 연구

유아교사의 

양성체제와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합계 

제 1기 

시설확대기

(1981~1990)

- 2 - - - 2

제 2기

질적고양기

(1991~2003)

7 12 3 1 -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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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변동 과정에서 보육의 전문성을 다룬 두 연구자 모두 보육의 전문성이 

지나치게 지식과 기능적 요소로만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의 일방적 교육과 통제로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려고 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과의 연관성

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을까? 기존 연구에서

도 동일하게 보육교사는 전문가여야 한다는 명제를 기본 전제로 한다. 보육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성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갖고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기 위한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축적된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보육 정책의 

틀 안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은 지식이나 기술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자

격등급을 강화하거나 관주도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고도의 지식 및 기술 함양, 장기간의 교육, 자율성과 책임성, 자치

단체의 형성, 윤리강령 제정 등 전문가의 기준에 맞춰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육성하

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홍금자･이혜영, 2008; 이주하, 2011; 오채선･염지숙, 

2016).  요컨대, 보육교사의 전문성 함양에 대한 국가적 과제는 관주도의 지식위주

의 교육 형태를 통해 보육교사를 타자화(objectification)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그

에 따라 보육교사의 주체성이 약화되어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고 도구화되는 결과를 

양산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보육교사 주체성을 갖고 자발적

으로 조직화하며 정책 결정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아교육 

보육정책 변화 

시기 

유아교사 

전문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연구 

유아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유아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방안 

및 

지원환경 

모색 연구

유아교사

전문성 

측정 도구 

개발 연구

유아교사 

전문성 

발달 연구

유아교사의 

양성체제와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합계 

제 3기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기

(2004~현재)

7 33 18 3 8 1 70

합계 14 47 21 4 8 3 97

빈도(%) 14.4 48.5 21.6 4.1 8.2 3.1 100

출처 : 오채선(20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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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보육교사회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舊 지역사

회탁아소연합회)는 여성단체연합과 연합하여 여성 운동사 안에서 보육에 대한 정책

적 제안을 담당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정책의 변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의 변동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법의 제정과 개정을 중심으로 정

책 변동의 기준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유아교육진흥법 이전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까지를 첫 번째 기(1982년~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부

터 개정까지를 두 번째 기(1991년~200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까지 세 번째 기

로 분류하고 있다(2004년~현재). 기존 연구자들은 보육정책 변동 과정에서 각 기수

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명명하고 해당 관점을 중심으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보육 정책 변동과 관련된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식이나 기술 이

외의 가치와 철학이 포함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육

교사가 보육 정책 형성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선행연구의 학술적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

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그간 보육정책의 변동 과정을 논할 때, 한국보육교사

회와 같은 현장 실무자 조직이 정책의 산출과 변동에 미친 영향력은 정책적･학술적

으로 간과되어왔다. 기존의 보육정책 변동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적･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행정부나 입법부 등의 정책결정자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김영

모, 1995; 강영욱, 2002; 이미정･윤숙현, 2006; 이진숙, 2012; 나정･박창현, 2015; 이현

미･박종구, 2015). 또한 이들이 참고한 자료들은 주로 정부 기관에서 산출한 자료로 

보육현장에서 촉발되고 확산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소거된 자료들이다. 

둘째, 보육정책에 대한 연구도 현재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 방향 제시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영모, 1995; 이미정･윤숙현, 2006; 이재인, 2006; 표

갑수, 2006). 이들 연구는 특정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예: 젠더레짐, 복지레짐, 노

동권･모성권･부모권 등의 사회권 등) 해당 시점의 제도적 문제를 분석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정책 산출물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적 관점의 선행 요인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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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 

셋째, 보육정책의 산출과 변동에 영향을 미친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에 대해서 

논한 일부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여성

단체 연합의 연대 체제에서 시행된 한 축으로 횡단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이 보육 제도에 미친 종단적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1; 남인순, 1999; 지은희, 2002). 

넷째, 보육 정책의 변동이라는 거시적 환경과 관련하여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들은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오채선, 2011; 손흥숙, 2015). 이들 연구를 포

함한 보육교사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보육 정책 변동 과정에서 보육교

사의 전문성을 지식과 기술 위주로 좁게 규정하고 국가가 주도하여 규제 방식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려고 했던 점을 비판하고 있다(홍금자･이혜영, 2008; 오

채선, 2011; 이주하, 2011; 손흥숙, 2015; 오채선･염지숙, 2016). 보육교사의 주체성을 

강화하여 보육교사 스스로 지식과 기술 이외의 돌봄 윤리나 철학 등의 전문성을 함

양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주체적인 조직 구성과 정책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은 당위성은 

지니지만 구체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며 어떻게 정책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실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제도라

는 틀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타자화 되어 온 보육교사들이 실제 그러한 역량을 갖

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보육교사회라는 과거 보육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

의 활동이 보육 정책의 산출과 변동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국보육교사회가 

생산한 사료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산출된 자료를 중심으

로 정책 입안자만을 보육정책 변동의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고 진행되어온 기존 연

구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의 20년이라는 기간 동안(1987~2006) 한국보육교사회의 종단적 활동을 분석함

으로써 보육교사회의 역할과 의미를 되짚어 볼 것이다. 





III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과 의미 분석 

1. 탁아운동의 시작, 빈민･여성･노동운동의 결합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기(1987년 6월~1991년 7월)

2. 탁아운동에서 민간 보육 비영리화 운동으로 전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기(1991년 하반기~1994년) 

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대중운동 준비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3-1기(1995년~1997년 상반기)

4. 보육교사 대중운동의 정체성 확립 및 역량강화 

: 한국보육교사회 3-2기(1997년 하반기~2000년)

5. 새로운 보육 토양 조성을 위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산화(散花)

: 지사회탁아소연합회 3-3기(2001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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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각 기수 별로 한국보육교사회의 주요 활동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

펴보았다. 한국보육교사회의 전신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창립되고 한국보육교

사회로 전환되기 전의 기간을 1기(1987년 6월~1991년 7월), 2기(1991년 8월~1994년), 

3-1기(1995년~1997년 6월)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라는 한국보

육교사회의 전신(前身) 명칭을 사용하였다.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된 후의 시기는 

3-2기(1997년 7월~2000년)와 3-3기(2001년~2006년)이다. 먼저 각 기수별로 먼저 사

회경제적 배경과 그에 따른 보육 정책의 이슈를 검토하였다. 한국보육교사회의 모

든 조직구성과 활동은 그 시대의 보육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보육교사회(舊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의 활동이 보육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 탁아운동의 시작, 빈민･여성･노동운동의 결합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기(1987년 6월~1991년 7월) 

1)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형성 배경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형성 배경은 크게 당시 노동 환경과 보육 환경이라는 두 

축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형성된 노동 환경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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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에 있었다. 1980년대의 산업구조와 

노동 시장의 개편이 이 같은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다. 1960~70년대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수출기조의 고도화된 사업 정책은 1980년대 이르러 

중화학사업을 육성하는 기조로 변화되었다(김도훈, 2014)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

었던 섬유, 신발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과 전자, 화학, 기계 등의 중화학 사업은 공통

적인 특성은 노동집약적이라는 것이다. 당시 노동 공급의 압도적인 비율을 미혼 여

성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김미숙, 2006).13)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장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환경에 맞선 노동 투쟁의 결과 기업들은 “저렴하면서도 양질

의 인력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버리고 기혼여성, 미진학 청소년층, 

대졸실업자 등의 유휴인력 활용에 눈을 돌리게 된다(김미숙, 2006). 이 같은 정부의 

여성 노동인력 활용에 대한 계획 변화는 미혼여성의 서비스업 군으로의 이동에 따

른 제조업군의 인력부족 현상, 고학력 여성 인구의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생

계비의 부족 등의 현상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강이수, 2007)14) 그 결과 정부의 

여성 노동 인력의 공급 정책은 기혼여성 공급 인력 확대 기조로 변화하게 된다. 

탁아수요는 무엇보다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에 그 요인이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요

인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전세값 폭등과 물가상승, 자녀의 교육문제 등이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생계곤란으로 인한 용인이 크다 하겠다. ...(중략)... 이렇게 

기혼여성 취업으로 인한 아동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통계에 의하면 엄마가 일을 나가고

자 할 때 ‘문을 잠그고 출근 또는 길거리에 방치가 37%, 집안 식구나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

가 35%가 되고 있어 취업으로 인한 아동의 방치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 월보 ｢우리네아이들｣ 제 7호(1990. 05.) 탁아정책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가정 내 여성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오던 돌봄의 문제

13) 60년대~80년대의 제조 산업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전체 여성 노동자의 압도적 다수는 29세 미만 

젊은 여성들로 그 비율이 93%에 이르렀다(김미숙, 2006)

14) 1985년 제조업의 여성노동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통계를 보면 기혼 54.9%, 미혼 35.5%,  사별 및 

이혼 9.6%로 기혼여성의 비율이 미혼 여성의 비율보다 더 높다. 이 같은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기

혼여성의 비율은 98년이 되면 더 증가하여 유배우 77.5%, 사별 및 이혼이 15.6%에 이르러 미혼 

여성의 비율을 압도하게 된다(강이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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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회적 문제로 촉발시켰다. 제조업과 중화학 산업의 공장 지역에서 일하며 생계

를 함께 부양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저소득 계층으로 이들의 돌봄의 문제는 곧 빈곤

의 문제이기도 하였다.15) 보육 정책에 대한 수요는 절실했지만 당시의 아동보육정

책은 내용 없는 미봉책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자녀에 대한 돌봄은 여전히 가정이라

는 사적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아동 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는 중산층 위주의 보육정책으로 저

소득 계층 아동은 여전히 방치되었다. 유아진흥법을 근거로 새마을 유아원과 유치

원이 대거 확대 되었으나 아동 보육시간은 양육자의 장기간 노동 시간에 비해 턱없

이 짧았고 비용도 양육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이에 정부는 탁아에 대한 수요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법도 지원대상이 협소한 등 

저소득 계층의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웠다. 이 시기에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열악한 돌봄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혜영이와 

용철이의 죽음이었다.16)  

...(전략)... 근처에 있는 유아원을 찾았으나 경제적 부담은 고사하고 시간이 맞지 않아 맡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유아원은 많습니다. 저 역시 직

장을 다니려고 소위 정부에서 운영한다는 새마을 유아원을 찾아 갔었습니다. 규모도 크고 

시설도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만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공무

원 자녀라면 가능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의 기분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

렸고 공무원들보다 우리가 살기가 더 팍팍한데 그들만 사람이요 우린 사람도 아닌가!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후략)... 

 - 월보 ｢우리네아이들｣ 제 7호(1990. 05.) ‘혜영, 용철이의 어린 넋을 기리며’ 중 일부 발췌 -

15) 노동자 계층의 여성은 결혼이후에도 경제적 필요에 의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향이 컸다. 또

한 해당 집단은 일-가정의 이중부담과 두 영역간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집단이었다. 기혼여성 노동

자들이 대부분 집근처의 소규모 영세 공장을 선택하는 이유도 자녀들의 식사 해결과 탁아소 종료 

후 아이들을 작업장에 데려와 일을 하기 때문이었다(강이수, 2007).  

16) 90년 3월 경비원인 아버지와 가사도우미(파출부) 어머니가 출근하며 아이들만 두고 일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서 남매(혜영, 용철)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

해 밥과 요강을 준비해두고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이 사건은 당시 보육 정책이 맞벌이로 생

계를 부양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포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추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이

끌어내기 위한 정책의 창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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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저소득계층의 아동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비영리 민간 탁아소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17) 민간 탁아소를 설립한 

주요 주체는 사회운동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로 나눠 볼 수 있다. 사회 운동단체

는 70~80년대 노동 운동 단체들이었으며 이들은 당시 공장으로 직접 취업하여 노동

운동 직접 시행하던 현장 활동가들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여성단체

들은 여성 운동의 일환으로 육아 문제의 해결이 여성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여러 

선결 과제 중 하나로 지목하고 탁아소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단체들은 탁아

소를 노동 운동의 지원 활동으로 여성 노동 활동가의 배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일부 탁아소의 경우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돌봄의 

목적이 강했으며 이 같은 탁아소는 주로 종교 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종교 단체

에 의해 설립 된 경우에도 탁아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회운동 및 여성단체와 연대하

여 공간을 내어주고 운영은 단체에 맡기는 경향이 컸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18).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형성된 배경에 대해서는 인터뷰와 월보에서 지역

사회탁아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지탁연은 운동권 단체였어요. 그리고 여성조직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곳도 부천에 마찡꼬 방이 많은(가내수공업 미싱 업체가 많은) 곳이 

있는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선배들 몇 명하고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고, 그 때는 

엄마 노동자가 아니면 (탁아소에)안 받는 규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탁연을 하면서 내적으

로 고민이 많았죠. 우리가 지금 하는게 여성운동이야? 노동운동이야? 교육운동이야? 이런 

17) 초기에 만들어진 탁아소는 다음과 같다. 희망선교원(1975년, 서울 사당동 소재, 희망교회), 해송유

아원(1979, 서울신림동 소재, 해송모임), 새싹들의 방(1979, 서울 신림동 소재, 개인), 한벗 아기 사

랑방(1980, 서울 회현동 소재, 개인), 민들레 유아원(1981년, 인천 화수동 소재, 인천산업선교회), 

똘베의 집(1981년, 서울 하월곡동 소재, 동월교회), 샘터교육원(1982년, 인천 십정동 소재, 샘터교

회), 난지도 배운선교원(1983년, 서울 난지도 소재, 난지도제일교회), 만남의 집 탁아소(1985년, 성

남 상대원동 소재, 베네딕트 수녀회), 하늘어린이집(1985, 성남 은행동 소재, 메리놀 수도회), 돌샘 

어린이집(1986년, 시흥군 군포면, 돌샘교회)(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1995:11).

18) 이 기록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사례3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전략)... 어디는 교회도 있었고 어디는 절도 있었고. 그냥 공간도 있었고. 지금으로 보면 그 

공간 이 보잘 것 없었어요. 방 한 칸에서 아이들을 돌봤고. 어떤 엄마들은 난로 들고 오고 어떤 

엄마는 솥단지를 들고 오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경우가 꽤 많죠. 

- 사례3(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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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들을 치열하게 계속 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정 과정도 함께 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어

떻든지 간에 저희가 달랑 200명이었거든요. 지탁연의 200명의 회원이 전국으로 퍼져서 지

부조직이 다 있었어요. 광주, 부산, 인천 뭐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이 그런 열렬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하셨고, 자발성을 가지고 일하던 탁아소들의 연합체였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같

이 고민하면서 점차적으로 교육운동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간 거예요.

- 사례1(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대상 부모의 계급계층별로 보면 전국추산은 빈민, 노동탁아가 37%로 가장 많고 다음이 

34.8%인 빈민탁아, 32.6%로 노동탁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은 빈민

탁아가 가장 많고 경인 지역은 노동탁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계층별로 보면 

탁아운동의 자모대중은 노동자, 빈민이 대다수였고 이것은 비영리 민탁의 운동 성격 및 주

체를 나타내주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후략)...

- ｢함께 가는 길｣ (1992. 11.) ‘지탁연 소속 실태조사 분석결과’(pp.9-23) 중 일부 발췌 -

2)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형성 과정과 구성원의 정체성 

(1) 형성과정 : 지역아동교사회에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까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1986년 2월 지역사회아동교사회라는 이름으로 먼저 모

임이 결성되었다. 빈민, 여성운동, 노동 운동과 결합되어 비영리 민간 탁아소가 자

생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자 탁아소 활동가들이 공동의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 

모임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 빈민지역에서 활동하던 탁아소 활동가들이

었다. 이들은 1985년 10월 연대체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처음 결성하였고 이후 

몇 차례의 모임을 통해 정관 초안을 만들어 지역사회아동교사회가 먼저 발족되었

다. 지역아동교사회는 매월 월례 모임을 개최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치열한 토

론을 통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의결해나갔다. 주요 토의 내용은 빈민 지역 안에서 

탁아소의 역할을 운동 차원에서 규명하고 탁아소를 통한 아동 교육에 대해서 공동

으로 협의하는 것이었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19) 

1987년 2월 21일 지역사회아동교사회의 2차 총회에서 지역사회탁아소실무자연합

19) 이후 특별히 각주를 달지 않은 본문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1995)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

년활동｣ 자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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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명칭을 한 번 더 변경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 탁아소를 운영하는 활동이 

지역사회 운동과 결합되면서 지역사회 운동이라는 큰 틀 내에서 공부방 등 타 분야 

활동가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모임의 명칭은 변

경되었지만 운영의 큰 틀이나 내용은 지역사회아동교사회와 유사하게 유지하였다. 

지역사회아동교사회는 지역사회 운동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탁아소 자체의 현

장 활동가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각 활동 주체들과 

모임을 분화시켰다.20) 이 같은 활동기조는 지역사회탁아소실무자연합까지 그대로 

이어졌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탁아소의 양적증대가 두드러지고 탁아소만의 고유한 전문적 활동이 더욱 필요하

게 되자 재차 조직 명칭을 변경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이

를 통해 지역사회아동교사회부터 꾸준히 전개되어왔던 탁아 운동을 본격적으로 체

계화하기 위해 탁아운동의 이론을 정립하고 지역별 모임을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갖

게 된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명칭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정관도 변경하였고 정

식사무실과 간사 운영 체계를 갖추면서 서울, 인천, 성남, 안양 등 지역에 위치한 

탁아소를 회원으로 갖춘 조직으로 정비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표 Ⅲ-1❙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형성 과정

20) 지역아동교사회 분야별 모임은 임원회, 편집부, 교육부, 주민부로 구성되었고 편집부에서 1987년 

5월 25일 내부 소식지로 ｢우리네아이들｣을 발간하였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구분 주요 내용 

지역사회아동교사회 

(86년 2월 15일 창립) 

∙ 활동 목표 

- 빈민아동의  보육, 개별 탁아소들의 활동교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활동,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  

∙ 주요 활동

- (형식)매월 월례회 모임 및 수련회 개최하여 토론과 의결, 지역사

회에 대한 이해, 친목 도모 등을 포괄적으로 진행

- (내용) 빈민운동으로서 빈민지역 안의 탁아소 역할, 탁아소 아동

교육에 대한 공동협의 

↓

지역사회탁아소실무자 ∙ 지역사회아동교사회 2차 총회(87년 2월 21일, 창신동 비둘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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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지역사회아동교사회라는 명칭으로 노동, 빈민, 

여성운동이 지역사회 운동과 결합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모임

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영유아를 돌보는 “탁아(託兒)”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

하고 지역까지 확대된 탁아소 활동을 아우르기 위해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로 명

칭을 개정하고 한국보육교사회로 개정하기 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저는 85년에는 지역사회아동교사회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공부방, 탁아소, 원장교사, 설립

자 등이 구분이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빈민지역이나 노동운동지역에 육아 문제를 어떻게 

풀거냐. 방치 되어 있는 아동의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발적

으로 만들어낸거에요...(중략)...지역아동교사회로 있다가 탁아소와 공부방으로 분리가 되

죠. 왜냐하면 자기 영역을 더 집중하려면 섞여있으면 어렵잖아요. 그 때 우리가 도전을 받

는 게 전문성이 있느냐 였거든요...(중략)....탁아소와 공부방이 분리되면서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라는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 사례3(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연합회

(87년 2월 21일 변경)

산)에서 임원개편, 구조변경, 본회 명칭변경 결정 

∙ 변경이유

- 탁아소 운동이 아동보육 뿐 아니라 지역사회 운동과 긴밀히 연결 필요 

- 특히 특정 단체 소속 탁아소들은 운영주체 및 타 프로그램 연결

자들이 교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 이들을 포괄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87년 6월 20일 변경) 

∙ 지역사회아동교사회 임시총회(87년 6월 20일, 새터어린이방)에서 

  조직 명칭 개칭 결의 

∙ 변경이유 

- 탁아소를 신규 신설하고자 하는 활동이 활성화되고 활동영역이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확대 

- 회원 탁아소들의 양적 확대와 지방소재 탁아소들의 가입을 계기

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로 명칭 변경

∙ 활동 목표  

- 연합회 차원의 연대별 조직을 통해 탁아운동의 이론을 정립하고 

실천해감   

- 지역별 모임의 활성화

출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1995:12~16) 참고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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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의 정체성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구성원은 주로 1970년대 노동조합운동을 경험한 사람이

나 빈민지역 활동가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활동의 기반

이 되는 운동의 형태가 빈민, 노동, 여성운동이 결합된 형태였던 만큼 구성원들의 

정체성도 다양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빈민지역이나 공

장 지역으로 들어가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구성원들 중 한 축은 노동 

운동을 하는 이들을 측면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다른 한 축은 빈민 운동

을 통해 빈민 지역에 있는 저소득 계층을 조직화 하고 임파워링(empowering)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또 다른 한 축은 여성 운동의 차원에서 여성 노동

자들의 활동가들을 위한 육아 문제 해결에 더 방점을 두기도 했다. 이들에게 탁아소

는 개인의 일터이기도 했지만 각자 개인들이 인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매개체이기도 했다. 그 외 일부 아동학과나 유아교육학과 출신으로 순수하

게 아동 돌봄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유입된 구성원들도 있었으며 신앙적인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마디로 지역사회사회탁아소연합회의 구성원들

의 정체성은 복합적인 운동의 정체성과 그 궤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지탁연에는 70년대 민주노조 출신들이 꽤 있었어요.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을 했던 사

람들이 들어가서 애를 낳기 시작한거에요. 그리고 나와서 애를 돌봐야 할 때가 되니 애 문

제에 굉장히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거죠. 학생운동에 눈을 떴던 친구들도 있

고, 신앙적 고백에 있어서 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람도 있고, 민주노조 운동

하면서 여성의 육아문제에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축도 있었고....(후략).. 

- 사례3(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아동학과나 유아교육과 나온 친구들은 극히 드물었어요....(중략)... 정말 그들은 대학교 때 

운동했던 친구들이에요. 운동했던 친구들이 애국적 사회진출이라 해서 공장으로 들어가거

나 빈민지역에 빈민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중략)... 빈민들과 

함께 들어가서 운동하겠다고 했고 어떻게 빈민을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탁아소가 딱 일도 

하면서 탁아운동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알고 봤더니 지역탁아소연합회라

는 것이 탁아운동 조직이고 여기서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라 해서 교사 양성 교육을 받고 

가게 된 거에요....(중략)...그래서 저는 애들을 본다는 측면보다는, 그 당시에 그런 용어를 

썼는데, 아동들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운동을 하러 들어갔다.. (중략)... 다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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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그들의 아동들을 봐주면서 노동운동을 측면

에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후략)... .

- 사례2(한국보육교사회 조직부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연유로 탁아운동에 몸담았지만 본질적

으로는 아동을 돌보는 교사라는 정체성도 함께 갖고 있었기에 올바른 아동 보육에 

대해서도 고심하였다. 이 같은 고심의 흔적은 교사들의 소식지 발간을 통해 지역사

회탁아소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도 드러난다. 탁아소를 운영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탁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질의하였을 때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대답이 16.9%에 불과하고 아동학이나 유아교육학과 전공자가 응답한 교사 중 19.3%

밖에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탁아 교사들은 아동 발달의 전문성에 대한 외부의 도

전을 받게 되면서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탁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탁아에 대한 어떤 관심)로 전체교사의 47.5%가 운동적 차원

이라 대답하여 탁아운동의 목표를 확실히 인식하고 시작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

고 탁아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껴서가 26.5%, 봉사차원에서가 18.5%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가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략)... 반면 전공과의 연관으로 관심을 갖고 출발

한 교사는 전체의 8.8%에 불과하고 이들 앞에서 전공자가 19.3%라는 응답의 반 정도 밖에 

안 되어 현 유아교육전공자들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즉, 유아교육 전공자

들은 탁아소의 전문성 확보와 발전을 위해 탁아소 활동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이뤄져야 하

며 탁아교사 인력의 재생산 통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측의 조직적 대안과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 「함께 가는 길」 (1992. 11.) ‘지탁연 소속 실태조사 분석결과’(pp.9-23) 중 일부 발췌 -

한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의도에서 탁아 운동에 뛰어들었

지만 탁아소를 설치하고 교사 겸 운영자가 되면서 탁아제도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함께 펼쳐나갔다. 이들의 탁아소를 운영하는 방식은 원장과 교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보육교사이자 활동가로서의 두 개의 정체성을 갖고 수평적인 관

계에서 탁아소를 운영했다. 탁아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면에서 좀 더 책임을 

지는 책임교사 제도는 있었지만 탁아소 운영과 운동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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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주적으로 토론을 하며 의사결정을 했다. 이 같은 운영 구조는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탁아교사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회고하고 있다.   

우리 세 명에서 돌아서 가면서 그냥 알아서 일하는 구조였어요. 책임교사도 없고 우리 세 

명에서 이번에는 식단은 누가 짜고 아동교육에 있어 오전 교육은 누가 맡고 이렇게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저는 아동교육 측면에서는 이 친구들보다는 좀 무지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제 

역할은 둘은 좀 아동에게 포커싱이 된다면, 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활동가들의 모임, 

뭐 공부방하시는 분들, 야학 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거기에 투입이 되는 역할로 되었죠. 

- 사례2(한국보육교사회 조직부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3)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주요 목표 및 활동 

(1) 주요 활동 목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최우선적으로 내세운 활동 목표는 빈민 탁아 문제의 해

결이었다. 해당 목표 뒤에 숨은 배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 운동의 측면지

원, 여성운동으로서 여성 노동자의 독립과 양성, 지역사회 빈민 운동 등 복합적이었

다. 빈민 탁아 문제의 해결은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는 가난한 노동자와 그 노동 현

장에 뛰어든 가난한 활동가에 대한 지원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또한 탁아소는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맞벌이 여성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담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 여성 운동가를 배양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었다. 또 탁

아소는 저소득 계층이 밀집된 지역사회에 뛰어들어 직접 그들을 대면하고 조직화하

고 지지하며(empowering)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즉 각 운동

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는 달랐지만 탁아소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운동

의 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당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 속한 탁아소 운영 원칙은 이 같은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의 주요 활동 목표를 잘 드러낸다. 탁아소 입소 원칙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로 제한을 두고 있다. 보육료는 월 15,000원~30,000원이며 이는 순수하게 급･간식비

와 교육재료비에 해당하는 최소의 금액으로 책정하였다.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는 

양육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단체나 개인들의 수원이나 수익사업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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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소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해당 탁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 조건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자모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화하였다. 교사들은 탁아소 운

영과 활동을 할 때 자모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추후 조직화된 자모회는 독립적인 탁아법 제정 요구 즉,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큰 힘을 보태게 된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탁아소의 설립목적은 가장 많은 것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도움이었다. 다음으

로 아동의 보호와 교육이고 세 번째가 지역운동의 활성화이다. 설립주체에 따라 설립목적

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탁운의 목표, 주체 등을 정립하는데 

논란의 여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설립목적이 곧 운동의 

목적으로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설립목적이 각 탁아소의 고유한 운동

의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과학적 탁운론의 정

립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확실한 탁운의 방향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 「함께 가는 길」 (1992. 11.) ‘지탁연 소속 실태조사 분석결과’(pp.9-23) 중 일부 발췌 -

(2) 주요 활동 

①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 탁아운동론 정립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탁아 운동이 포괄하고 있는 운동의 다양성은 운동의 역동

성도 부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목표와 주체를 정립하는데 난점이 되기도 

했다. 지역탁아소연합회는 이 같은 난점을 타개하고 탁아운동의 명확한 방향을 정립

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진행되어왔던 탁아 운동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탁아운동에 대한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 일차적

으로 정리한 결과물을 1988년 하계수련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탁아 운동에 대한 이론적 수준은 명확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운동, 지역사회 운동, 아동 교육적 측면이 병렬적으로 수행된다

고 하는 탁아 운동의 다목적성에 대한 인정과 정리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탁아활동가들의 개인적 동기 혹은 탁아소 설치 주체들의 동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1988년 하계수련회를 통해 발표된 탁아운동론이다. 여기서는 당시 탁아활동의 

목적성이 수렴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탁아운동은 단일한 목적성을 갖는 운동이 아니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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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성, 즉 여성 운동적 측면과 지역 운동적 측면, 아동 교육적 측면이 병렬적으로 나열

되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결집 과정은 결과적으로 각 동기 및 목적성을 꿰뚫는 탁아

운동론의 정립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 활동」(1995, p.18) 내용 중 일부 내용 발췌-

이 같은 탁아운동론에 대한 정립 과정은 별도의 탁아입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

외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21) 먼저 외부적 동기는 서울

시와 중앙정부가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8시립탁아소 설립을 통해 저소득

계층 거주 밀집 지역에 탁아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는 88시립 탁아소는 기존의 탁아수요에 대한 면밀한 수요 파악 없이 시행된 졸속 

행정이며 기존 민간 탁아소의 운영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82

년 새마을유아원 설립을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상 삭제해버린 탁아소 근거를 다

시 부활시키는 것은 단지 새마을 유아원을 탁아소화 하는 형식적 변경에 불과한 졸

속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87년부터 진행되어왔던 탁

아 운동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낸 별도의 탁아 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

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탁아

입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힘을 규합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활

동 방침의 수립과 의미를 부여하는 선제 작업들이 필요하였다. 

이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내부적으로는 지역아동교사회부터 꾸준히 진행하

였던 월례회를 통해 탁아 운동론에 대한 개념 규정과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

다. 또한 도시빈민연구소와 협력하여 “탁아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집필

하여 내부적인 토론의 결과를 집대성하게 된다. 치열한 토론 끝에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는 탁아 운동을 “육아의 사회화”를 대중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운동이라고 최

종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탁아운동은 육아의 사회화를 대중 운동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운동이며 탁아소의 설치와 운영은 주체의 동기에 따라 목적을 달리하는 것

이 아니라 육아의 사회화를 대중운동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운동이라 정립된 것이

다. 향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정립된 운동 방향의 큰 틀에서 탁아의 공공성확

21) 탁아입법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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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위해 탁아소의 양적 확대와 재원마련을 우선순위에 두고 입법 및 정책 개선 

활동을 벌이게 된다. 추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방안마련, 지원요구 투쟁으로 구체화된다(지역사회탁아

소연합회, 1995). 

탁아운동은 뭐냐 했을 때, 탁아운동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운동이다. 탁아운동

은 여성의 문제에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운동이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

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육운동이다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탁아운동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논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도시빈민연구소쪽 사람들과 논의 

했을 때 탁아운동은 한 줄로 정리돼요. “육아의 문제를 사회화 시켜내는 것”. 근데 변혁운동

과 궤를 같이 하는 이유는 완벽한 육아의 사회화는 변혁이 달성되었을 때 가능한 거라고 

본거에요. 그래서 탁아운동은 육아의 문제를 사회화 시켜 내는 걸로 본거죠.

- 사례3(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이 같은 탁아운동론에 대한 논의는 추후 영유아보육법 제정 후 객관적인 상황이 

달라지며 보다 세부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내부 요구에 의해 다시 토론과 보완을 거

쳐 92년 마무리 되었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이를 통해, 탁아운동론은 단

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닌 지역사회탁아소가 직면한 보육 문제와 끊임없이 호흡하며 

보완되고 완성된 이론이며 활동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 영유아보육법 제정 활동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탁아운동론의 정립과 함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은 추후 영유아보육법이라 이름 붙여진 별도의 탁아법 제정

이었다.22)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별도의 탁아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활동

하게 된 계기는 지방 및 중앙정부가 88시립 탁아소 설립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에 따른 탁아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88시립 탁아소 설치를 통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돌봄을 지원하겠다

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이 같은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탁

22) 영유아보육법은 추후 해당 법을 통과시킨 민자당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는 탁아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활동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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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탁아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내무

부가 담당부서인 점을 들어 계획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의 탁아 계획 발표로 

인해 탁아 사업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

거 규정을 마련하여 계획을 강행하고자 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탁아소 설치 규정도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는 탁아사업

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23) 1982년 새마을 

유아원의 건립을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탁아시설 근거를 삭제했다가 다시 88시

립 탁아소 설치를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통해 근거를 부활하고자 한 것은 기존 

새마을 유아원을 탁아소화 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1995).  

23)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월보 ｢우리네아이들｣ 5월호 ‘탁아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기고

문을 통해 아동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지역사회탁아

소연합회, 1990:5-6).

구분 내용 
ㅣ

법형식의 문제 

∙ 국민의 생존권 문제를  정부가 편의적으로 제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시행령

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회입법주의에 반함

∙ 탁아문제는 포괄적 복지 개념으로 요보호 아동의 문제와는 차별

지원대상의 협소성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 입소 및 교육료 감면 지원대상은 월소득 7

만원 이하로서 비현실적인 기준임 

운용의 자의성
∙ 우선입소 순위 및 보육료 감면 대상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라는 기

준이 매우 애매모호하여 객관적 타당성 결여

주무부서의 이원화 

∙ 현재 새마을유아원 중 탁아시설은 보사부, 88시립탁아소는 서울시, 직장탁

아소는 노동부, 농번기 탁아소는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탁아행정의 일관성에 

기초한 효율적 추진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예산 확보 미비 
∙ 정부의 기조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탁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법상에 명시되어야 함  

비영리 민간탁아소 

운영에 대한 근거 

부재 

∙ 30명 이상의 탁아소와 20명 이하의 가정탁아만을 구별하고 있어 20~25명을 

보육하고 있는 중소 탁아 규모의 현 민간 탁아소에 대한 근거 부재 

민간 탁아소에 대한 

재정 지원 미비 

∙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비영리 민간 탁

아소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여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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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서울시 88시립 탁아소 설립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과 비판

서울시 88시립 탁아소 설립과정 및 비판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과정 및 비판  

∙ 서울시의 88시립 탁아소 설립 계획 

- 저소득층을 위한 탁아소 31개 설치 

- 인건비 및 건물 유지비를 시에서 부담 

∙ 88시립 탁아소에 대한 비판 

- 법적근거와 전담부서(내무부)의 전문성 부재

- 양육자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부재 

∙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 과정 

-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86년 12월) 여성인

력 극대화를 위한 유아교육 기관 확대 방안 

발표 : 새마을유아원 운영개선, 가정탁아원 

제도화, 직장탁아원 설치 등 

- 대통령 경제 비서실(88년 6월) 탁아사업 개

선방안 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회의 개최 

(89년 2월)

- 저소득층 밀집지역 정부지원 탁아소 운영, 

사업주 및 공단주 부담 직장탁아시설 운영, 

일반지역 수혜자 부담 민간탁아시설 운영 

계획 발표(89년 2월)

- 관계 부처 의견 조율 후 아동복지 시행령 개

정 입법예고  

∙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 비판 

- 법형식의 문제, 지원 대상의 협소성, 운용의 

자의성, 주무부서의 이원화, 예산 확보 미비, 

비영리 민간 탁아소 운영에 대한 지원 부재, 

민간 탁아소에 대한 재정 지원 미비 

출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1995) 참고 재정리 

이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탁아소 운영이 당

초 계획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별도의 탁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정책기조 및 의지에 따라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 차원의 법이 아닌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탁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활

동을 전개해나간다. 

먼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공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주도하여 올바른 탁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별도 법 제정을 위한 여론을 형성해갔다.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는 “왜 탁아소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 1회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87년 

11월 29일). 해당 세미나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교육부, 주

민부, 편집부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어왔던 월례회의 내용을 연구부가 집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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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들은 지역사회탁아소 운동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라는 기조 발제를 통

해 탁아소 운동의 필요성과 현 실태를 분석하고 이 같은 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듬해에는 올바른 탁아제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비영

리 민간 탁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탁아입법 대

비한 탁아 정책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88년 12월 11일). 해당 공청

회를 통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입법 내용에 포함시켜 한다고 요구한 사항은 방

치 아동의 보호 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지역사회탁아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 지역특성에 따른 탁아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부모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의 해결과 노동 시간에 맞춘 탁아소 운영, 사업장의 직장 탁아소 설치 의무화 등이

었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전략)...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위해)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발의하게 만들고 

그게 한 두 번 엎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있었

고, 한쪽에서 전국에서 어머니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씩 어머니 대회라는 것을 

했고, (헝식적으로는) 어머니들이 와서 탁아법에 대해서 문화제 같이 재미있게 노는 거였지

만 그런것들을 이슈화하고 그런 활동이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힘 내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서명 받기, 탁아활동 필요하다 이런걸 부천역 같은 데서 했었어요. 지역에서도 조

그만 토론회 같은 것 만들고 서명도 받고 그랬어요.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님

이 우리 때문에 몸이 꿰었다고 하셨는데(웃음) 그렇게 토론회 함께 해 주시고 여론 그런 것

도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토론회도 하고. 그 때 방식은 다 토론회, 기자회견이

었고 현장에서 서명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후략).... 

- 사례1(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올바른 탁아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어지자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이 별도

의 탁아입법(안)을 마련하였다(89년 11월).2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도 “탁아시설 시

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작성하여 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국회에 청원하

였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탁아소 설치와 운영의 국가책임화를 강조하며 탁아

소를 도시빈민 및 공단지역,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시 2백 명 이상의 고용사업장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 탁아소를 설치할 것을 

24) 평화민주당은 “탁아복지법률(안)”통일민주당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각각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였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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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요구하였다. 특히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작성하여 청원한 법률에는 탁아소 

운영은 비영리법인, 종교, 사회단체가 위탁운영이 가능하지만 운영이 미비할 경우 

위탁 취소 조항을 삽입할 것, 보육시간은 그 지역의 양육자 노동 시간에 맞출 것, 

공동주택 단지에 탁아소 설립 의무화 등 현재의 보육 환경에 비추어 봐도 손색없을 

만큼 선진적인 요구들이 포함되었었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육아문제를 사회화 한다는게 뭐냐. 가정의 여성에게 있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거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노동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

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지는데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영유아보육

법 제정한 배경은 그 때 (탁아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어요. 유치원이나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법은 있었는데 탁아소에 대한 법이 없었어요. 뭐가 제일 큰 문제였냐면 여성의 노동시

간과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유치원이나 새마을 유아원에서 돌볼 시간이 너

무 짧은거에요. 그때는 여성의 노동시간은 굉장히 장시간이었거든요....(중략)...  88년도 올

림픽이 열려서 31개소 88시립탁아소를 만들게 되죠. 법적근거는 없었어요. 88시립 탁아소

의 졸속성을 제기하면서 민정당의 보사위 소속 신영순 의원(의사 출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탁아법을 제정하라고 하니까 그쪽도 고민을 했고, 우리 쪽에는 바른미래당의 박주현 변호

사, 평민당의 박영숙 부총재, 저 이렇게 셋이서 탁아소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요. 

- 사례3(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그러나 법안들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계류 중 3당 합당으로 인해 다른 사안에 밀

려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다. 민자당은 아동 보육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

으로 부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독립 입법 상정을 반대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강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여성단체연합과 연대하여 탁아

문제특별대책위원회(이하 탁특위)를 만들고 90년대 중점사업으로 탁아입법운동을 

설정하였다. 그 사이 혜영･용철 사건이 터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민자당은 영유아보

육법(안)을 6월에 마련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탁특위는 8월부터 각 지역 자모회

와 함께 “어머니에게 일할 권리를, 아이들에게 보호･교육받을 권리”라는 구호 아래 

“아동복지법 시행령 거부 및 올바른 탁아법 제정을 위한 가두서명대회”를 벌이고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이 같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은 같은 해 10월 이전 

발표한 영유아보육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국무회의에 확정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를 비롯한 여성단체연합, 유아교육단체, 노총 등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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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법을 먼저 제정 후 1년 간의 수정 기간을 거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민자

당은 12월 보건사회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졸속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 

영유아보육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략)... 이렇게 해서 탁아법이 제정되게 되죠. 민자당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담고자 

하는 정신이나 내용이 사실은 많이 담아지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생겨났다는 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는거잖아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나중에 만드는데도 

되게 적극적으로 했구요...(후략)....

 - 사례3(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표 Ⅲ-3❙ 영유아보육법 제정 과정 

1988년 11월
- 정부가 아동시행령을 개정, 88탁아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탁아소의 

난립 방지 발표 

�

1988년 12월

- 지탁연 주최 탁아입법 공청회  실시

- 지탁연 평민당 박영숙 의원과 교섭 

- 지탁연안 마련 

- 보사부 개정시행령 공포 

�

1989년 11월

- 평민당 여성국안과 지탁연을 통합 수정하여 평민당 국회 제출

- 지탁연안은 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국회에 청원 

- 제 2차 탁아입법 공청회(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장 참석)

- 민주당안 제출 및 평민･민주 단일안 마련 

- 보사부 시행규칙 공포 

- 보사위에 계류 중 3당 합당으로 인해 민주당안 철회 

�

1990년

- 여성단체연합 산하 탁아문제특별대책위원회 조직 90년 중점사업으로 탁

아입법운동 설정 

- 민자당 영유아보육법(안)마련 및 토론회 개최 (6월 11일)

- 아동복지법 시행령 거부 및 올바른 탁아법 제정을 위한 가두서명대회 

실시(8월)

- 영유아보육법(안)을 1차 수정하여 국무회의에서 확정 및 설명회(10월)

- 여성계, 유아교육계, 노총, 탁아관련 단체 등 반대성명 발표  

- 민자당 보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졸속심사를 거쳐 날치기 통과(12월)

-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영유아보육법 통과(12월)

�

1991년 -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공포  

출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1995) 참조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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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당의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만든 법안을 제정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영유아보육

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뜻 깊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최소한 해당 법은 향후 보육 정책을 시행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되며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편의적으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

이다. 또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장기간에 걸쳐 해당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물론 영유아보육법 개정 작업에 당초 원안의 정신과 내용을 담기 위해 

박차를 가하게 된다.

입법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독립

된 형태의 법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전환은 이후의 싸움에 있어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편의에 의해 정책 실시를 결정하였던 정부의 태도에 제동을 

걸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제기한 요구의 내용은 (1)민간보육시

설에 법적근거의 마련과 지원 (2) 국공립탁아소의 저소득층지역에 우선 설치 (3) 직장탁아

소 설치 규정 강화 (4) 탁아지원선의 현실화 (5) 처벌, 징벌 규정의 철폐와 다양성과 자율성

의 보장 (6) 사설학원 병설조항 삭제를 통한 영리화 배제 (7) 현재 민간 비영리탁아소의 무

자격교사에 대한 자격취득의 대안 마련 (8)미인가 탁아소에 대한 대안마련이었다. 이러한 

요구의 일부는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 중에 관철되어져 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pp.42-43) 내용 중 일부 발췌 - 

③ 조직화 활동 : 내부조직 강화 및 연대활동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탁아운동의 이론화와 입법 투쟁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내․외부의 조직을 재구성하는 활동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내부적

으로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 가입하는 시설 수가 지역을 망라하여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소통 구조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가 결성된 1987년 6월 임시 총회에서 명칭과 정관을 변경하면서 

간사체계를 갖추었고 정식 사무실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지역사회탁아

소연합회는 지역사회아동교사회 및 지역사회탁아소실무자연합회에서 운영하던 교

육부, 편집부, 주민부, 연구부 등의 기존의 분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중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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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은 서울, 인천, 성남, 안양, 대구 등의 지역 회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의 문제를 토론을 통해 의제화 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심해갔다(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1995). 

88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기존의 분과체계를 지역위원회로 개편하게 된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지역사회운동 차원에서 탁아운동을 진행해갔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 

가입하는 전국 단위의 시설들이 증가한 것도 이 같은 체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지

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지역위원회들이 중심이 된 실행위원을 발족하였다. 

한편 이 시기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아이를 돌보는 탁아교사로서의 전문성

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된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보육교사들이 아동 발달이나 

아동 교육에 대해서 자격증이나 공부를 한 사람들의 비율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는 활동가 조직으로서의 한계였다. 이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보육교사들의 교

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교육조직 간사를 별도로 두고 월례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된 교육 강좌들을 개설해나간다. 교육부

는 신진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기존 교사 재교육 등을 진행하며 아동 교육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이 같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내부적인 조직 강화 작업은 향후 88시립탁아소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입법 국면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조직정비는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가 탁아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대응하여 중앙 사무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지역 

분과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내부 역량을 집중하여 자모회 조직화

를 위한 어머니 큰잔치, 우리네아이들과 같은 소식지의 발간, 교육강좌 개설, 토론

회 및 공청회 등의 활동에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완비는 곧이어 서울시 88탁아소 설치를 시발로 하여 탁아입법 국면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다 할 있었던 토대가 되었으며 사안별로 특별위원회 설치 등 탄력 있게 

대응하였고 제 1회 어머니 큰잔치, 지속적으로 우리네 아이들을 발간, 교육 강좌 개설 등 

여러 면에서 활기찬 활동을 벌여나가게 된다.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활동」(1995, p.16) 내용 중 일부 발췌 -



Ⅲ

Ⅲ.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과 의미 분석 ❚ 65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내부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조직과의 연대활동도 

활발히 벌여나갔다. 특히 이 당시 지역사회탁아소 운동은 빈민 운동의 성격을 띠었

고 조직의 활동 목표 또한 빈민 탁아문제 해결에 있었으므로 중앙과 지역의 빈민운

동 단체들과 활발한 연대활동을 벌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 빈민연구소와 공동

연구 활동 수행하여 탁아운동이론을 정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의 연대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팎에서 보육 고유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면서 연대의 고리가 약해지게 된다. 

지탁연은 초기 각 탁아회원소들의 생성과정이 빈민지역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에 다른 빈민운동단체들과 활발한 연대 활동을 꾀하게 된다. 이는 지역별로는 지역소재 빈

민운동단체들과 그리고 중앙에서는 도시빈민연구소와 공동연구활동을 하였으며 전국빈민

운동단체협의회에 지탁연 도시빈민분과로 참여하는 등 다각적인 연대 활동을 꾀하나 탁아

관련 고유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점차로 이들과의 연대 고리가 약해져서 현재는 일부지역에

서 지역별 연대활동으로 결합되어있다.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p.16) 내용 중 일부 발췌 -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활동성과 및 정책적 영향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1기의 활동은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저소득층 아

동의 탁아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당시 산업구조

의 변화에 따라 기혼 여성의 노동진출은 활발해졌으나 기존의 이들 여성 계층이 담

당했던 돌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재하던 시기였다.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는 중산층 위주로 짜여 있던 보육 구조의 틀을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보육 구조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운동을 전개해나갔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육아의 사회화”라는 명확한 탁아 운동 이론을 정립하

고 보육의 국가 책임화를 위한 별도의 입법 투쟁을 벌여나갔다. 이들은 단지 구호에

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치열한 학습과 토론을 거치고 외부 전문가와 연대

를 하여 탁아법의 기틀을 만들었다.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등을 주도적으

로 추진하여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자모회 조직과 길거리 서명을 받아내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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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운동은 단지 조직의 문제가 아닌 그 시기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공존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노력 결과, 영유아보육법이라는 지금까지도 보

육정책 추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틀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정된 보육법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요구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었

다. 보육의 일차적 책임을 여전히 사적 가정에게 돌리고 있으며 보육료의 지원도 

미비했다. 기존에 운영해왔던 민간 비영리 탁아소가 추구했던 보육의 철학이나 가

치를 담아내기에도 부족했고 지원 근거도 약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내에서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을 성과로 볼 것이냐 실패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분분했

다. 그러나 당시 보육의 불모지에서 법적 기틀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절반의 성과로 

보고 추후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성

에 힘을 쏟고 개정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갔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투쟁 운동을 하면서 조금 더 보육에 대해서 명확해 졌던 것 같아요. 그

러면서 신도림 사무실에 있을 때 영유아보육법 통과가 되었을텐데, 저희 어린이집 엄마들

도 부천에서 싸인 받고 그러면서 했는데, 민자당에서 날치기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 다들 좌절해 있었을 때 다시 고민을 한거죠. 이것을 우리의 성과로 볼 것인가, 우리의 

패배로 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어쨌든 민자당에서 날치기 통과 후 영유아보육법

을 운동의 성과로 볼까 패배로 볼까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된 게, 어쨌든 우리가 

불모지에서 만들었으니까 성과로 보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 법개정 특위를 만들

었어요. 그 때부터 우리가 했던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을 고치는 작업들을 했던거죠.

 - 사례1(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표 Ⅲ-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기 주요 활동 및 성과(1987년~1991년 상반기)

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환경 주요 목표 및 활동 성과 및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 
ㅣㅣ

∙ 저소득 계층의 기혼여성 노

동자의 증가로 인한 보육 문

제 발생 

∙ 중산층 위주의 보육(새마을 

유아원, 새마을 탁아소)정책

 

∙ 보육정책이 되는 기반법의 

∙ 주요 목표 

- 빈민 탁아문제 해결

∙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 탁아운동 이론의 정립

- 탁아입법 제정 활동

∙ 조직화 활동 

∙ (성과)보육과 여성노동의 문

제를 아젠다화 하는 데 성공

∙ (성과)탁아의 공공성과 육아

의 사회화에 대한 탁아운동 

이론적 가치 마련 

∙ (성과) 영유아보육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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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유아진흥법→영유아보

육법) 

∙ 용철, 혜영이의 죽음과 같은 

미흡한 보육 정책으로 인한 

저소득계층 아동의 방치 문

제 이슈화   

- 내부조직화 활동  

- 외부 지역사회 운동단체 및 

빈민운동단체와 연대활동

 

∙ (한계)신민당에 의한 날치기 

통과로 국가의 책임화에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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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탁아운동에서 민간 보육 비영리화 운동으로 전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기(1991년 하반기~1994년) 

1) 민간 보육 비영리화 운동으로 전환 배경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기는 민간 보육 비영리화 운동을 위해 활동 역량을 결집

한 시기였다.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의 1기의 성과로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보육시설이 확대되었고 보육을 받는 아동의 수도 증가하

였다.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로 인해 보육교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여 보육교사의 

양산도 가속화되던 시기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 보육아동의 수는 4만 

8천명이었으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2기의 마지막 시점인 1994년에는 약 21만 

명까지 보육아동 수가 약 357%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5❙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1990년~1995년)

어린이집 유형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ㅣ

합계 48,000 89,441 123,297 153,270 219,308 293,747

국･공립 25,000 37,017 49,529 55,133 70,937 78,831

사회복지법인 - - 31,243 44,026 63,466 77,187

법인･단체 등 1,500 36,099 26,554 854 759 591

민간 20,000 15,613 15,203 35,520 55,743 92,643

가정 - - - 17,012 27,427 42,116

협동 1,500 712 768 - - -

직장 - - - 725 976 2,388

출처 : 통계청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

002, 2020. 9. 18. 인출)

그러나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는 달리 당시 보육 환경은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첫째, 보육시설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의 책임은 대부

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었다. 전체 시설 중 민간이 96%를 차지하고 국공립 시설은 

전체 4%에 불과했다.25) 둘째, 보육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

고는 비용 여전히 개별 가정에서 부가하고 있었다.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제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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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에서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보육비용의 지원 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

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있

었다(보건복지부, 1991)26). 셋째, 보육시설의 증가와 함께 급하게 양산된 보육교사

의 증가는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했다. 더욱이 새로 양산된 교사들은 보육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소명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활동가로서의 정체

성을 가지고 보육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보육 활동을 담당했던 교사

들의 결과는 다른 교사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표 Ⅲ-6❙ 보육시설 확충계획(1990년~1996년)

구분 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정부지원시설 1,290 300 105 300 135 50 50 50

민간

시설

민간
31,346

12,926 - - 12,926 13,052 13,192 13,319 13,445

가정 18,420 - - 18,420 18,600 18,800 18,980 19,160

출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1995:118)
  

 

왜 도대체 이렇게 주체적이었던 사람들이 피동적이 되었나 하면 실제로 전환기에 그 부분

이 어려웠어요.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은 절대로 적은데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에서도 원장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들 위주로 풀어질 수밖에 없는데, 좋게 말하면 육영사업이지만 그들이 일정 

정도 자기 자본을 대고 일을 할 때는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원한거죠. 우리는 돈을 원한게 

아니고 정말 육아문제를 사회화시켜내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성을 변화시키고 아이를 변

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활동이었다면, 이 활동은 아이를 돌본다는 부분에서 원장이 보다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구조로 되어버린거죠.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구조가 질

적으로 달라져 버린 거에요. 

   - 사례3(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25) 어린이집 수(주체별 포함)는 통계청에서 1995년부터 자료를 집계하고 있어 시설수의 현황의 추세

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당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6년도 까지 일반보

육 대상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26)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1991. 1. 14 제정/1991. 1. 14. 시행).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7543&ancYd=19910114&ancNo=04328&efYd=19910114&n

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20. 9. 1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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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여 이를 타개할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전개해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민간 보육의 비영리화 운동을 전개해나간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보육 전반의 시장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 신설된 민

간 보육 시설의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였다. 이 같은 우려는 아동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이나 보육교사의 전문성이나 질에 대한 부분이었다. 지역사회탁아

소연합회는 또한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기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추구해온 보

육철학과 가치가 보육 시설 전반에 구현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민간보

육시설연합회를 조직하고 이들과 함께 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후 한국의 보육상황은 80년대에 비해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

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보육시설이 200여개소에 500여명의 아이들이 보육되었다면 94년 

현재 한국의 보육시설은 6,000여개소에 20만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그

러나 여전히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아울러 오랜 기간을 두고 풀어나가야 할 제반 문제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 「우리네아이들」(1994. 08/09. 합본호) ‘기획 1 : 보육사업의 현황과 과제’(최현숙/pp.13-22) 

중 발췌- 

2) 지역사회탁아소연합 구성과 정체성의 변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2기의 내부적인 구성은 1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해갔다. 다만, 이 시기는 지역사회탁아아소연합회에 속한 보육 시설들이 민간보육

시설연합회와 이중으로 소속되면서 활동을 하던 시기였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민간 보육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신설된 보육시

설들은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각 지역 단위로 연합

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탁아입법 제정 과정에서 조직화를 

통한 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민간탁아시설연합회를 조직하

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다. 보육의 비영리화 운동을 주력으로 해가기 위해서

는 조직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추

후(3-1기) 지역 단위로 만들어진 민간탁아소시설연합회를 전국 단위로 묶어 전국민

간보육시설연합회로 조직화하는데도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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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빈민탁아운동의 성과로 보육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이에 따라 자발적인 민간보육시설이 확대되면서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

구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

가라는 고민 속에서 지탁연은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 「한국보육교사회 10년 활동」(2006, p.14) 내용 중 일부 발췌 -

그 때 탁아법 만들어지고 법도 개정이 되고 어린이집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났죠. 저희가 줄

기차게 주창했던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라, 늘상 얘기했던 것은 아동은 국가가 

함께 키워야되는거다, 엄마에게 사적인 영역에 맡기지 말라고 한건데, 법이 생기고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집이 쉽게 만들어지게 된 거에요. 대량으로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되었고, 필요

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만들어지게 된 거니까 구별로 연합회도 생기고 전국단위로 연합회가 

생기고 이랬었죠....(중략).. 지방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엄청 생겨나면서 어린이집, 학원, 유

치원인지 모르는 모호한 데가 다 어린이집으로 묶어지면서 엄청나게 생겼어요. (모든 어린

이집이) 우리 소속도 한 두 곳  어느 소속도 한 두 곳 이렇게 되는 거에요.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고 밑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지탁연으로 들어오면 다시 지탁연으

로 묶이게 되는거잖아요. 이중 멤버십을 갖게 되는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린이집을 많이 만

들게 하고 공공재로 넘어가게끔 하는게 우리의 역할이었다 하고 우리가 (민간연합회로) 들

어갔는데, 저희가 민간연합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긴 하는데 보육의 질

을 암담했어요. 그때 정말 암담했어요.

    -사례2(한국보육교사회 조직부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3) 주요 목표 및 활동 

(1) 주요 목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민간 보육의 비영리화를 위해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간다. 첫째,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영유아보육법 개

정을 진행하고 보유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다. 정부차원에

서 “공공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2005

년 보육사업 안내에서였다(백선희, 2012; 이진숙, 2012).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정

부보다 한 발 더 앞서 민간 보육이 팽배한 보육 환경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통해 보

육시설의 비영리화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고민해 나간 것이다. 둘째, 외부 조직

과의 연대 활동으로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조직과 연대를 통해서 민간 비영리화 운동



72 ❚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을 더욱 확장해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기에서는 외부 연대 활동을 

조직과 조직 간의 연대 체계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기에

서는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조직의 탄생과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간다. 셋째, 

내부 조직의 규율을 정립하고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더

욱 강화해나갔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진

행되면서 보육의 비영리성 확보에 대한 요구와 활동은 중앙 정부에 그쳐서는 안된

다고 판단하였다. 지역에 따라 보육 환경이 천차만별이고 양육자의 노동 환경도 다

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활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들은 

또한 지방 정부가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재정적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비영리화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판단하였다. 넷째, 

보육의 전문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사의 

재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연구 소모임 활동을 만들어 추진해간다. 다섯 번째, 일본과

의 교류 등의 정보화 활동을 통해 보육에 대한 선진화된 인식을 내부적으로 확대하

고 이를 정책에 환류하고자 하였다. 

지탁연은 공공제도 확보, 질적담보 라는 두 목표중 우선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도의 공공

성」을 확보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을 ‘공동부

담’(국가, 지방정부, 기업, 부모)으로 바꾸고자 법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도 하였

다. 또 한편으로는 예산책정이 전혀 되지 않은 민간, 가정보육시설(그곳을 이용하는 아동

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지원요구사업을 주요 실천내용으로 세웠다. 재정지원

요구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 축으

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 「우리네아이들」(1994. 08/09.) 기획 1 : 보육사업의 현황과 과제’(최현숙/pp.13-22) 중 일부 발췌 -

❙표 Ⅲ-7❙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기 연도별 목표(1991년 하반기~1994년)

구분 내  용 
ㅣ

92년

∙ 지탁연 내 연합체적 결합도를 높여내기 위해서 조직개편의 수행 및 민주집

중 원칙을 실현하고 규율준수를 통해 조직의 새로운 기틀을 세운다 

∙ 지원요구투쟁을 중심으로 객관적 정세활동 속에서 개정 활동의 기반을 넓

혀낸다 

∙ 탁아운동 주체 역량 강화 및 세력 확대를 꾀한다

∙ 정책생산의 기능강화 및 선전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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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① 입법 및 정책개선 활동 : 영유아보육법 개정 활동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기존의 주장한 내용들 중 영유아보육법에 부분적으로 

관철된 내용을 재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활동을 펼쳐나간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

정 이후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도 확인하여 이를 법 개정 활동을 통해 보완

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는 이 시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고 있

는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준비기(1991년~1992년)와 법 개정 

토론회, 청원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 일상 활동의 내용적 축적과 개정활동 간의 결합을 높인다 

93년

∙ 개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법개정을 실현한다 

- 중앙 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별 

사안별 일상투쟁과 연구부/전문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법개정 작업을 실현

해 나간다

∙ 분과활동, 연구부 등 각 구조들의 일상적 활동을 유지 강화 한다. 이는 92년

도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유지 강화한다

∙ 지역위원회 활동의 안정화를 이룬다 

∙ 재정사업 기반을 확립한다

- 본회의 유지, 지속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재정자립을 꾀하기 위해 토대를 구

축한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위원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사업에 결합

되어야 한다  

94년 

∙ 당면한 내부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해나간다 

- 운영재정, 교사, 자모 등 개별탁아소 혹은 지역위원회가 안고 있는 기본적

인 현안에 대해 조직의 중지를 모아 새롭게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일정 기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 실행을 담당할 수 있는 구조로 조

직발전특별위원회를 둔다

∙ 지역사회 활성화를 꾀하고 중앙사업은 이를 위한 지원체계로 돌입한다. 93

년 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가능성과 민탁지원의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민탁

연대를 통해 일정정도 지역사업을 벌릴 기반이 조성되었기에 지자체 국면

과 결부되어 9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역사업 강화를 꾀한다 

∙ 아동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체계적 활동을 담보

해나간다. 보육의 객관적 상황이 질 논쟁을 수반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현단계 교육전망을 진단하는 가운데 그간 우리 활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드

러내놓고 일정정도 아동 교육사업을 가시화 시켜낸다 

∙ 법개정 및 제도개선 사업을 일상사업으로 전환 실시한다

∙ 기존의 중심사업이었던 법개정 및 지원 투쟁을 일상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 활동의 축을 지역으로 이관해내간다

출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19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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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썼던 전면화 시기(1993년)이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영유아보육법 제정의 방향으로 잡은 주요 의제는 보육 

제도가 영리성을 배제하고 공공의 기능을 담보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올바른 보육관과 환경을 마련하고 이 안에서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을 위해 가장 먼저 영유

아보육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과정에서 법과 정책 전

문가의 연대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을 절

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한편 개정에 대

한 청원 절차를 주도하며 개정 사업을 전담하여 이끌어나갔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92년 

6월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를 벌였다. 이 대회에는 영등포 성문밖 

교회에서 연합회 소속 교사, 양육자, 자원활동가, 후원인 등 600명이 모였다. 이들은 

92년 정부의 아동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기조 발제를 하였고 공

동자모회장은 정부에 대한 보육 요구서를 낭독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개정 사업을 93년 중점 사업으로 정하

면서 관련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이때 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 지방정부의 재량권 강화, 보육위원회의 실질

적 심의 기능 보장, 대통령령에 위임된 많은 조항을 모법에 명시, 지도감독과 관련

한 규제의 완화와 질적 규제의 강화였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46).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는 개정안 마련을 위한 내부 토론을 거쳐 93년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였다. 공청회에는 정부 관계자, 학계, 국공립보육시설 관계

자 및 민간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지역탁아소연합회는 내부적으로 마련된 개정안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직접 정

부에 제안하고 법안을 청원할 계획을 세운다. 지탁연은 93년 5월 지역사회탁아소연

합회 회장은 대통령 초청 오청 간담회에 초대를 받게 되고 올바른 보육 사업에 제안

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각 관계 기관에 발송하였다. 같은 해 9월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소개로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보사부로부터 영유아보육법(모법) 개정은 

시기상 이르나 요구 사항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하위령 및 시행령에 상당 부분 반영

되는 성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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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기 영유아보육법 개정 활동(1991년 하반기~1994년)

구분

(시기)
내  용 

영유아보육개정 

특별위원회 결성

(91년)

∙ 개정사업을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을 조직화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구성 

∙ 각 지역의 청원 절차와 청원 내용을 논의하고 활동전반을 총괄하

는 역할 담당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 

실시

(92년 6월)

∙ 영등포 성문밖 교회에서 지탁연 소속 교사, 양육자, 자원활동가, 

후원인 600명 참가 

∙ 92년 정부의 아동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기조 발제 및 

공동자모회장의 요구서 낭독 

법개정 공청회

(93년 4월)

∙ 정부관계자, 학계, 국공립보육시설 관계자 및 민간보육시설 관계

자 의견수렴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 참석 및 

올바른 보육 사업을 

수행을 위한 제안서 

관계기관 발송

(93년 5월)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대통령 초청으로 오찬간담회에 참석

하여 보육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 제안 

∙ 올바른 보육 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청와대 방문 시 제 2장관실에 

전달 및 보사부장관, 국회 보사위원 앞으로 발송 

- 보육사업 예산의 확대와 정부의 책임있는 보육시설 확충계획 수

립, 국공립 보육시설 등 지원시설에 대한 국고 확대 및 아동지원 

대상을 확대,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방안 마련 등 

개정청원서 제출 

(93년 9월)

∙ 민주당 이해찬 의원 소개로 개정 청원서 제출  

- 보사부로부터 모법 개정은 시기상 빠르나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인

정하여 하위법령 및 시행령 반영 답변 얻음 

- 제안내용의 상당부분이 시행령 포함 

출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 활동｣, ｢한국보육교사회 10년 활동｣, ｢교사들의 소식지｣(1992. 07.), 

｢함께 가는 길｣(1993. 06.) 내용을 참조하여 연대기별로 재구성 

② 입법 및 정책개선 활동 : 보육비 지원 요구 투쟁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보육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비영리

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을 국가, 지방정부, 기업, 양육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법

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예산 책정이 전혀 되지 않은 민간 및 가정 보육 

시설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하도록 아울러 요구하였다. 

이 같은 대 정부 활동은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 정부 단위에서도 이루어졌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하 지탁연)는 6월 21일,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올바른 탁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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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를 가졌다...(중략)...  북부, 구로지역 자모의 사례발표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탁아문제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뒤이어 마련된 인

천시 민간 탁아소 지원예산 확보의 과정을 담은 성공사례극에 대한 열띤 호응은 정부의 올

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요구하는 인천지역 공동자모회장의 요구서 낭독에서 더욱 고조되었

다...(후략)

- 「탁아활동의 길잡이 – 교사들의 소식지」(1992. 07) ‘활동총괄 :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 -“우리들이 낸 세금을 아이들에게!’(p.22) 내용 중 일부 발췌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보육 지원비 투쟁을 위해 벌인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사회탁아소연합회는 92년 9월 발족된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

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대선과 관련한 후보자 면담 보고 대회 및 사회복지 정책 

예산 요구안 등을 마련하는 작업들에 연대했다. 해당 활동은 각 단체의 사정이 어려

워져서 중단 되었지만 함께 참여한 단체들과 정부 인사에게 사회복지 내에서 보육

의 영역을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정확한 실태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 투쟁을 벌이

고 민간 보육 시설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국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다. 영유아보육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실시한 실태조사에

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 정책연구부, 교사,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전국 총 

시설의 10% 수준인 386개소(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 258개소, 직장 보육시설 

: 28개소)가 참여하였다. 같은 해 9월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27)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토론회를 통해 현재의 민간 탁

아소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발표하고 민간 탁아소 운영의 영리성을 막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

다.

보건사회부는 이 같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활발한 활동과 제안에 많은 관심

을 표명하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간담회에 초청하여 의

견을 수렴해갔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첫째, 현재 다수의 민간 보육시설이 재

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시설확충, 인건비, 아동 보육 프로그램 질 개선 순으로 

27) 1993년 9월 24일 종로 2가 YMCA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약 300명이 참여하였고 관련 교수 

및 탁아소연합회 회원 시설 원장 뿐 아니라 보사부 아동복지부 계장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

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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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요구하였다. 둘째, 보육 표준단가가 국공립 대형시

설 위주로 짜여있어 중소규모의 민간 보육 시설에는 불합리함을 지적하였다. 표준 

보육단가의 기준을 국공립, 민간시설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시설당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

나 당장 어렵다면 아동에게 직접 투입되는 교재 교구비 및 간식비를 우선적으로 지

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넷째, 건물의 안정화를 위해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장기 

융자나 공공시설 이용권 마련이 필요하며  30인 이내의 시설인 경우에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건사회부는 면담 결과 정확

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요구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지역사회탁아소연합이 요구한 항

목들을 대부분 수용할 뜻을 밝혔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표 Ⅲ-9❙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기 보육비 지원 투쟁 과정(1991년 하반기~1994년)

구분

(시기)
내  용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92년 10월)

∙ 사회복지예산확대라는 통일적 범주 속에서 연대구조 결성(92년 

9월 발족)

∙ 대선과 관련하여 후보자 면담 및 보고대회, 사회복지정책 요구

안 마련, 예산안 요구 등 활동 참여

∙ 각 단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잠정 폐회

- 구체적 성과 미흡했지만 사회복지 공동의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사회복지 내에서의 보육영역 확인 

전국보육실태조사 실시

(93년 6월)

∙ 구체적인 보육현실을 이해하고 및 보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

해 전국보육실태 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를 9월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및 발표

- 현재의 민간탁아소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추가적인 양적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
- 복지사업으로 민간탁아의 영리를 막고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

서도 국가의 지원확대 필요 

보사부 면담 요청(93년 

7월) 및 비공식 

간담회(93년 9월) 참석

∙ 보사부 민간보육시설 상황과 제안에 대해 많은 관심 표명

∙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들과 함께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방안 제안 

- 표준단가 유지,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 지원요구  

- 우선 교재 교구비 및 간식비 등의 지원 

- 용도변경에 대한 대응 마련

- 공공기관 유휴시설 민간탁아소 제공 등 13가지 항목 

∙ 보사부는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

출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 활동｣, ｢한국보육교사회 10년 활동｣, ｢함께가는 길｣(1993. 08/09., 
pp.48-49) 내용을 참조하여 연대기별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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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지원 투쟁의 결과는 보육 사업이 영리 사업이 되

지 않고 공공보육으로 완전히 자리매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정부의 관심을 돌

리는 데는 유효했다. 보건사회부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과 국민연기금

을 장기 융자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포함시켰다.  

93년 연말 국가에서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처음으로 교재교구비를 일괄 지급하였

고, 94년도에는 보사부 지침에 처음으로 민간 보육 지원에 대한 방침이 수립되었다. 

95년에는 마침내 극히 적은예산이지만 정식 보육 예산에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 교

구비 지원항목을 본예산으로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지원요구를 위한 활동을 살펴보면 6월부터 보다 구체적인 보육현실 이해와 민간보육의 요

구를 수렴하기 위해서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9월 ‘보육사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현재 민간탁아소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한 

양적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사업으로서 

민간탁아의 영리를 막고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것과 경과조치를 남겨두고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용도변경에 관한 지적 등이었다. 지탁연은 

93년 7월의 면담과 9월의 비공식 간담회에 지역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임원들과 함

께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 「우리네아이들」(1994. 08/09.) ‘기획 1 : 보육사업의 현황과 과제’(최현숙/ p.13-22) 내용 일부 발췌 - 

③ 조직화 활동 : 내부조직 강화 및 연대 활동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민간 보육의 비영리화를 위해 민간탁아소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급속하게 확대된 민간 시설이 

영리화로 흐를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

라 우려하였다. 민간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구별 민간보육시설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이 같은 민간 보육시설의 

연대는 지역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보육 조례 제정 운동 등을 

같이 펼쳐나갈 우호적 연대 세력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힘썼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민간보육시설연합회와 연대를 꾀하는 동시에 전국지방자

치관련연구소협의회와 지방자치시대의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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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조례제정모범안을 작성하는 활동도 병행했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현대 영유아보건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탁아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즉 국공립탁

아소, 민간가정탁아소, 직장탁아소가 그것이다. 이는 그간 10년간 지탁연 소속 탁아소를 비

롯한 비영리 탁아소만 있었던 반면 이제 다양한 기반의 탁아소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각 탁아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들과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관계를 가질 것인가가 

비중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중략)...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르지만 일정한 조건

에 다다르면 이들의 활동이 제기될 것이라 여겨진다. 민간탁아소의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 

정부의 계획으로는 우리나라 탁아사업의 90% 이상을 민간탁아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

획이므로 이들을 민간탁아소 지원 확보 등 다양한 복지요구투쟁의 대열에 합류시키지 않으

면, 설사 탁아소의 양적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영리화되

어 우리나라 탁아사업의 공공성이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를 중요하게 인식하

고 운동의 대열로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중략)...따라서 전체 탁

아소, 탁아교사의 조직화가 필요하며 탁아교사의 경우, 아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지는 않

았지만 그러한 전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직화에서는 중앙

차원의 연대보다도 지역별 차원의 만남과 연대 조성이 더 크게 요청된다. 

- 「함께 가는 길」(1992. 12.) ‘기획 1/ ‘93년 동계수련회 논의 자료 :탁아운동론’(정책소위원회

/pp.19-40) 내용 중 일부 발췌 - 

한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연합회 내부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전 회원들

의 활동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위해서 내부 구조를 개편하였다. 먼저 민간 비영리

화 운동을 지역사회에 고착시키기 위해서 지역대표자 회의의 논의력을 강화하였다. 

다양한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보육교사들과 제안된 정책 내용과 현장 소식을 신속

하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교사용소식지를 별도로 발간하였다. 또한 

현장 전문성에 기반을 둔 정책 제안하기 위해서 정책소위원회를 운영하며 각종 연

구부서도 신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조직이 신설되고 내부적인 

논의가 지역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가운데서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원칙을 재검토 

하고 조직규율의 풍토를 마련하여 중앙과 지역이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

기 위한 다양한 결합 경로도 마련하였다. 이 같은 모든 내부조직의 개편은 모두 탁

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확대,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지

원요구 투쟁을 진행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정책제도 개선 문제를 다각도로 진행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졌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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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직(혹은 위원회) 활동 내용과 방식>

∙ 아동교육분과: 각 지역에 아동교육분과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지역의 아동교육분과장들이 

모여서 연합의 아동교육분과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개별 탁아소, 지역, 연합 등이 그 내용

에 있어서 일관성을 기하면서 활동을 전개한다(횟수: 서울, 경인지역 2주 1회, 지방 월 1회)

∙ 자모조직 분과: 각 지역에 자모조직분과를 구성하고 지역의 자모조직분과장들이 모여서 

연합의 자모조직분과를 구성한다. 내용은 개별 탁아소와 자모회와 기타 조직활동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을 통해서 모아진 내용은 다시 지역위원회에서 교육과 실천

으로 이어진다(횟수: 서울, 경인지역 2주 1회)

∙ 교사조직분과: 주로 교사들의 사상학습을 중심으로 내용이 채워지며 구성 역시 다른 분과

조직과 같다(횟수: 서울, 경인지역 2주 1회)

∙ 영유아보육법 개정 특별위원회 : 각 지역위원회 1인씩 참여하여 법개정내용과 보사부의 

탁아정책을 수립, 분석을 통하여 문제제기와 그 대안을 모색하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활

동방침과 내용은 지역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횟수: 서울, 경인지역 주 1회)

∙ 회보 편집부(횟수: 회보편집에 필요할 때 수시로)

∙ 아동교육연구부: 올바른 아동교육을 위하여 연구하는 모임으로 구성은 유아교육 전문인

력과 아동교육간사, 현장교사 등으로서 깊이 있는 내용을 위해 보다 장기적인 전망 속에

서 연구하고 있다

∙ 탁아정책 연구부: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가 당면 탁아정책 과제를 풀어나가는 모

임인 반면, 정책연구부는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가지

고 전문역량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후 성과물에 대해서는 년 1-2회 세미나나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월 2회의 모임)

<각 조직활동과 사무국과의 결합방식>

∙ 각 분과나 위원회에 부회장이 분과장을 맡고 있던 관련간사의 참여로 각 분과활동의 결과

들이 일상적인 연합사업에 반영되고 있다. 

∙ 정책 결정단위와 집행단위에 각 조직의 활동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방식은 각 분과의 

분과장, 위원회장이 의결과 사업기획의 주체인 지대의에 참여하고 있다.

- 「탁아활동의 길잡이 – 교사들의 소식지」(1992. 05. 준비호) ‘조직체계: 지역사회 탁아소 연

합회 조직체제’(pp.3-4) 내용 중 일부 발췌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1기부터 시작되었던 자모모임을 활성화시켜 보육의 비영리 

운동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탄탄한 세력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소속 보육시설은 자모모임을 운영하며 탁아소 운영 전반에 관한 토의를 

함께 했고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 교육도 병행하였다. 자모모임을 활성화시키

고 일상적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소모임 운영도 제안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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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실시되는 자모회의는 자모들이 모두 모이는 탁아소내의 가장 중요한 자모모임이다. 

그러나 자모회의는 탁아소운영 전반에 관한 토의나 교육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제

한된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달에 한번꼴로 실시되기 때문에 자모회의만을 가지고 자

모조직사업을 충분히 이루어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많은 탁아소에서는 자모회의 외에 자모

조직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소모임이 될 수 있다.우선 소모

임은 탁아소의 자모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

나 이를 통해 자모회를 강화한다는 목적성을 지녀야 한다. 

- 「함께 가는 길」(1992. 08.) ‘자모조직 : 소모임 사례분석(자모조직분과)’(pp.21-28) 내용 중 

일부 발췌 - 

④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활동 : 보육교사 재교육 및 정치적 역량 강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교사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들의 재교육도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그간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제도 개

선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운동에 집중한 나머지 아동교육사업이 부족하다는 반

성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92년 하반기부터 보육제도의 개

선과 함께 아동교육사업을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큰 흐름으로 가져가게 

된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교육 연구에 주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연구부

와 정책연구부 독립 부서로 빠르게 성장하고 양질의 연구결과물을 생산해냄으로써 

가능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이들의 활동 덕에 정책 내용이 질적 보강이 

이뤄짐은 물론 교사 재교육 강화의 성과도 동시에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보육교사의 재교육을 위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우선 교사들의 활동 상황과 

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부대회, 평교사 재교육, 아동관 토론회 등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

기까지 대상별, 내용별로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은 아동 인권, 아동의 놀 권리, 전통놀이 및 통일 교육 등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만의 대안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또한 보육

교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 학습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소모

임을 제안하고 꾸리기도 하였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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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탁아소에서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 많은 시간동안 ‘놀이’를 하며 보낸

다. 아이를 온종일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의 놀이가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를 알고 어떻게 놀이를 바르게 지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좋은 놀이는 좋은 노동의 준비이다’라는 철학에 기초하여 아이의 놀이전반에 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함께 가는 길」(1992. 10.) ‘아동교육/<제3회 아동관 토론회 자료> -좋은 놀이는 노동의 준

비이다’(교육연구부/pp.8-11) 내용 중 일부 발췌 -

필자와 자주 대하는 교사들이나, 또 건너건너 들리는 이야기나, 때로는 각종 조사를 통해 나

오는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교사 재교육이라고들 한

다. 바쁜 일상활동 속에서 스스로를 훈련하고 추스르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교사들

은 대부분 집단적인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하는 일괄 교육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

할진대 조금이라도 이를 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매월 2~3쪽

씩 나가는 기획물이나 특집물을 소화해도 활동가로서 남부럽지 않은 소양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혼자가 힘들다면 ‘함께 가는 길’ 교사 토론팀을 조직화해보는건 어떨까

- 「함께 가는 길」(1992. 10.) ‘함께 가는 길’은 묻고 싶다.’(정희연 부회장, 편집부장/pp.2-3) 

내용 중 일부 발췌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보육교사들의 아동교육과 관련된 역량 뿐 아니라 정치

적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함께 힘썼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는 30~40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고 지역대표자회

의와 지역아동교육분과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보육교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지향하

는 대선투쟁에 대한 방향과 후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후보 별로 각 사안에 대한 

공약을 함께 토론하고 검토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정치토론회에 30-40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참여하여 이번 대선의 중요성과 

교사들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토론회날에 지방지역대표자회의와 지방아동교육분과

회의를 서울에서 갖는 등 지방교사들의 참여를 도왔다. 1차 교사정치토론회는 전국연합의 

기본적인 대선투쟁방침과 후보전술, 각 당의 선거전략과 각 사안에 관한 후보들의 시각, 민

주대개혁안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검토하는 발제와 전국연합 정책실장의 최근상황과 후보

전술채택과정에 관한 도움말로 진행되었다...(후략)....

- 「함께 가는 길」(1992.11.) ‘활동총괄: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교사정치토론회 열

려’(pp.24-39) 내용 중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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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직홍보 및 정보화 활동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지역 단위가 강화되고 각 지역 단위 별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유입된 신규 교사들의 참여도 증가함에 따라 연합회의 활동과 목표를 공

유할 매체가 필요하였다. 이에, 기존에 발행하였던 ｢우리네아이들｣ 이외 교사들을 

위한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을 추가로 발간하였다. 소식지는 편집부가 책임을 맡

아 발간을 하였다. 소식지의 역할은 활동 상황을 공유하는 것 이외에도 중앙의 기획

단위에서 활동 계획을 수립하거나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있었다. 또한 소식지는 민간보육연합회, 영유아보육법특별개정위

원회 등 조직의 외부 연대활동도 증가하면서 성명성, 리플렛 등의 선전물과 공청회

나 토론회의 발제 자료를 유통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한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한일 보육운동단체와 교류도 시작하게 된다(92년 

8월). 오사카에 있는 일본의 「유유아(乳幼兒) 발달연구소」보육 관련 실무자들이 

한국의 보육 상황과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지역사회 공동체와 결합된 보육운동

의 실상을 공유하고자 방문하였다. 방문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유유아(乳幼兒) 발달연구소」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연구소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활

발하게 활동을 교류하였다. 

오오사카에 있는 「유유아(乳幼兒) 발달연구소」 15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해여 

9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일본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8월 오오사카에 있는 탁아

관련 실무자들이 한국의 보육상황과 공동체적 삶을 살펴보고자 한국을 방문하여 소속 탁아

소들을 방문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당시 일행이었던 연구소 간사인 다나카여사의 주선

으로 초청된 것이다... (중략)... 짧은 방문이었으나 우리가 느낀 점은 앞서 나간 일본에 대

한 동경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와 우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확인한 것이다...(중략)...다만 

탁아사업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함께 가는 길」(1992. 10.) ‘일본 탁아소 방문기: 새로운 연대감을 느끼는 만남, 그리고 

   우리 활동의 긍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최현숙/pp.24-29) 내용 중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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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 및 정책적 영향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2기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급속도로 변화된 보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동과 조직의 개편 등이 이뤄진 시기이다. 보육 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민간 보육 시설 위주로 신설되어 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강했다. 연합회는 국공립 비율이 매우 낮고 지원 대상 아동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민간 보육시설이 어린이집 운영을 사업적인 시각에서 접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한 것이다. 이 시기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과는 별도로 각 

지역 별로 산발적으로 민간 보육시설들의 연합회가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민간 보육 영리화를 저지하고자 보육의 공공성을 우선 

가치로 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제도적 개선 활동을 활발히 펴나갔다. 영유아보

육법특별개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정책 활동에 힘을 싣기 위해서 정책소위원회와 

연구부도 신설하였다.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와 연대하여 민간 보육시설 비영리화 운

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을 확장하고 지역 단위에서 비영리화 운동을 함께 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위원회 간의 의사소통 경로도 만들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주도한 운동의 특별함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현장의 상황에 근거

하기 위해 별도의 실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는 기존의 법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청와대, 보건사회부 등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이 같은 노력은 아쉽게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이라

는 결과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개정특위가 중앙위원회 

성격을 띠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지역의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대표자회의나 집행부의 중간역할이 필요했는데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보육실태조사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조사하느라 사업의 내용

이 중앙에서 논의하는 차원에서 그쳤기 때문이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그러

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제시한 정책적 대안은 보건사회부와의 두 차례의 간담

회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 마련 이후 법개정에 관한 대책활동이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및 공유작업을 

도출해내지 못했고 4월 공청회 이후 조직적으로 개정의 내용을 선전하거나 개정을 관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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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후속활동 없이 지나갔다. 이러한 까닭은 개특위가 중앙위원적 성격으로 전환되

면서 지역확산의 역할을 사실상 집행부나 지대위가 해야 하는데..(중략).... 민간보육시설 

실태조사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법개정 자체 대한 사업이 회장단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치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4월 공청회 및 국회 청원 그리고 토론회 등 법

개정에 대한 선전활동 등은 민자당 민주단 내 법개정 활동을 촉발시켰고 당시 외부 토론회

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결과적으로 지탁연 내의 개정 활동은 모법 개정이라는 구체

적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이후 복지부의 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일정 영향을 끼치

게 된다.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 활동｣(1995, p.47) 내용 중 일부 발췌 -

❙표 Ⅲ-10❙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기 주요 활동 및 성과(1991년 하반기~1994년)

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환경
주요 목표 및 활동 성과 및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 

ㅣ

∙ 보육시설의 양적 

증대 

∙ 민간보육시설 연

합회 지역별로 조

직화

 

∙ 보육의 영리화 강

화 및 보육의 질 

악화 

∙ 주요 목표 

- 민간 보육의 비영리화 

∙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동 

- 민간 보육의 비영리화 요구 활동 

- 탁아비용 지원 요구 투쟁

- 영유아보육법 개정작업

- 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제도 개선

을 위한 활동

∙ 조직화 활동 

- 민간탁아소연합회 조직 활동 

- 내부조직 개편(지역회의 역할 강

조, 정책분과 및 교육분과 별도 

조직  및 조직의 규율 정비

 

∙ 교사의 전문성 강화 활동 

- 재교육, 연구 소모임, 정치역량 강

화를 위한 토론회 

∙ 정보화 및 교류 활동  

- 교사들을 위한 소식지 발간 

- 일본 보육연구소와 교류 시작 

 

∙ (성과) 민간보육의 비영리화 운동 

- 보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보육시

설확대,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방

안 마련), 보육비 지원요구 투쟁 

∙ (성과) 지탁연이 주축이 되어 민

간탁아소연합회 연대 강화  

∙ (성과)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틀 마련

- 영유아보육법개정특별위원회 조직

- 보육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제안서 

  제출 

- 제안의 상당부분 시행령 및 지침 

반영 

∙ (성과) 아동교육관 수립 및 보육

교사 재교육 실시 

∙ (한계)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실패 



86 ❚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대중운동 준비 : 지역사회탁

아소연합회 3-1기(1995년~1997년 상반기)

1) 보육교사 대중운동 준비 배경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86년 결성이후 육아의 사회화라는 목표를 별도의 탁아

입법 제정,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비용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서 달성

해왔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이 같은 활동이 10년째 접어들면서 활동의 방향성

을 다시 잡게 된다. 조직의 방향타를 다시 잡게 된 계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데,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민간 보육시설의 폭발적 증가와 그에 따른 95년 전국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창립이다.

먼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3기(1995년~1997년)에는 정부가 ｢보육시설 확충 3

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이 이전에 비해 더욱 급속도로 확

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94년 보육수요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고 보

육 수요에 비해 실제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19%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1조 3천억 원(국고, 지방비, 국민연금)을 투입

하여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28) <표 Ⅲ-1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3개년 확충계획은 보육 영역의 시장화가 더욱 가속된 것을 시장화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는 3개년 사업 종료 후 실적은 127% 초과달성하였으나 주로 민간 보육시설

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루진 결과였다. 특히 국공립지원시설의 경우는 당초 계획 

대비 54%를 달성하였으며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는 8%를 달성하였다.29) 정부가 보

육시설의 급격한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저금리 융자를 이용하여 민간에서 보육

28) 1994년 6월 기준 추정 보육수요 아동은 약 백만명 정도였으나 이 중 19만명 정도가 보육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3개년간 국고지원시설 3,150개소, 직장보육시설 

1,440개소, 민간보육기설 3,000개소를 증설하여 7,590개소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42만 7천명 아동을 

추가 보육하는 계획을 세웠다(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1999).

29)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지역 인근지역에 먼저 설치하고 운영비는 국고

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고 직장보육시설은 공공기관의 경우 시설비는 공공기관의 예산에서 부

담하고 운영비는 이용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는 형식으로 계획하였다. 민간직장보육시설의 경

우 국민연금기금에서 우선융자지원하고 운영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50% 부담하였다. 민간보육시

설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시설건축비, 설치비, 기능보강비를 융자지원하고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참

여를 유도하였다(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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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짓도록 유도하는 과정 중 97년 말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재정적 문제가 발

생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분을 내지 못해 보육시설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시설주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30) 시설주가 융자금 신청 시 정부는 대상 지역 보육수요에 대한  면

밀한 파악 없이 융자를 내어 줬고 이는 시설 간 경쟁으로 인해서 운영이 더욱 악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1999).

❙표 Ⅲ-11❙ 국가 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1995년~1997년)

이처럼 국가 주도에 의해 민간 보육시설이 급격히 증가되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

이 발생하게 되자 그간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조직되었던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30) 민간 보육시설의 융자 한도액이 매우 높으며(시설건축비 : 9억원, 시설설치비 : 6억원) 금리도 시중

금리에 비해 8%로 매우 낮아 3개년 동안 융자 받은 시설수는 3,497개이며 총 융자액은 6,510억원이

었다. 99년 3월 기준 이중 융자금을 상환한 시설은 147개소에 불과했다(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

위원실, 1999).

구    분

국고지원시설

(국공립․법인)

민간보육시설

(민간․가정)
직장보육시설 합    계

시설수 추가량 시설수 추가량 시설수 시설수 시설수 추가량

‘94년

(계획실시전)
1,651 - 4,405 - 32 - 6,088 -

계  획 2,651 1,000 5,205 800 478 446 8,334 2,246

확 ‘95년 실  적 2,173 522 6,293 1,888 82 50 8,548 2,460

충 실적률 52%달성 236%달성 11%달성 110%달성

계 계  획 3,701 1,050 6,405 1,200 924 446 11,030 2,696

획 ‘96년 실  적 2,728 555 8,721 2,428 112 30 11,561 3,119

기 실적률 53%달성 211%달성 7%달성 116%달성

간 계  획 4,801 1,100 7,405 1,000 1,472 548 13,678 2,648

‘97년 실  적 3,324 596 11,433 2,712 153 41 14,910 3,349

실적률 54%달성 271%달성 8%달성 127%달성

‘98년(계획실시후) 3,016 - 13,403 - 165 - 16,584

출처 :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1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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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대규모 조직단위로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출범의 중심역할을 맡게 되

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아동이 돌봄 받을 권리와 양육자가 안심하고 노동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민간 보육시설의 비영리화 운영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전국 단위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민간/가정보육시설 원장들이 가득 메운 자리에서 전국민간/가정보

육시설연합회(이하 ‘전국 민보련’)는 출범하였다...(중략)...준비위원장으로 이날 전체사회를 

맡은 최현숙 지탁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하나되는 일체감을 맛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중략)...전국 민보련은 지난 94년 9월 10일 부산과 경

남지역의 민보련 임원들이 모여 보육인의 자질 향상 및 권익보호, 민간보육의 발전을 위해 

전국적 결집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동인식을 하면서 전국 민간/가정보육설연합회에 대한 결

성 발의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분산되어 있는 지역 민보련과의 연결을 시도하면서 명실상

부한 전국 결집체의 모습을 띄게 되었고 이제 그 결성식을 치루게 된 것이다. 

- 「우리네 아이들」(1995. 03.) ‘전국 민간/가정 보육시설 연합회 창립총회’(편집부/pp.33-35) 

내용 중 일부 발췌 -

❙표 Ⅲ-12❙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조직 (1995년 2월)

구분

(시기)
내  용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조직 

(95년 2월)

∙ (지탁연 주체) 인천시 민간보육시설 연합회를 필두로 안산시, 서

울시 구로구/성동구, 군산시, 대전시 등지에서 연합회를 결성 

∙ (지탁연 주체)부천시 등지에서 준비모임단계로 진행되어 가다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역 민보련과 결합하여 전국 민보련 창설

(95년 2월) 

∙ 시구별 민간보육시설 연합회들이 이후 지방자치와 공공보육 확립

이라는 맥락 속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 

출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 활동(1995) 참조하여 재구성 

전국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창립되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그동안 추진해왔

던 민간 보육을 시설단위 조직으로 대변하는 활동을 민간보육운동연합회에 위임하

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왔던 운동을 민간보육연합회에 이양하게 되자 향후 방향성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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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내부토론과 총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기존에 

조직화되지 않았던 보육교사들이 중심이 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중화된 보

육운동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내부적 목소리가 모아졌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지난 1월 총회에서 우리는 향후 지탁연의 조직 및 활동 방향을 대폭적으로 수정, 전환하였

다. 그것은 전국 민보련이 출범하므로 그동안 민간보육을 대변해 온 활동을 이전시키고 새

로운 보육운동 영역을 개척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민은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보육

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단순 전달자가 아닌, 프로그

램의 창조자이며 이론가가 되려는 노력에서 가능하다. 제도요구에 있어서도 질적과제에 촛

점을 맞추어 민보련과 역할 중복을 피하고 공보육을 향한 상호보완적 조직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었다...(후략)...

- ｢우리네 아이들｣(1995. 01/02.) ‘일하며 생각하며: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에 서서’ (최현숙

/pp.2-3) 내용 중 일부 발췌 -

2) 지역사회탁아소연합 구성과 정체성의 변화

과거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데 비해 보육시설의 급

격한 확장을 통해 아동학과나 유아교육을 전공한 보육교사들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

게 된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보육교사 재교육 현장에서 이들과 접촉하게 되고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공유하게 되었다. 현장에 진입한 아동학과 유

아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함을 목격하고 문제를 함

께 해결 할 조직을 찾게 되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도 시설단위의 조직적 대응 

운동은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게 넘기고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대중화 운

동을 함께 할 구성원을 찾았다. 두 집단의 공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보육교

사들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내의 연대체로 처음에는 활동하게 된다. 

90년대 중순 넘어가서부터는 아동학과나 유아교육학과, 가족학과 나온 사람들이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탁아소 어린이집 영역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거기의 어린이집 교사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된 거죠. 자발적으로 거기 안에서 어 이건 아닌데, 아동

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게 필요한데 이런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90 ❚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건너 건너 듣게 된거죠. ...(중략)...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났고 이 친구들은 부모 조직화 이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아동에게 관심이 있었죠. 한국보육교사회 조직부장으로

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던거죠. 아무리 저희가 지탁연에서 한국보육교사회로 바뀌었다고 하

더라도 운동마인드가 남아 있었는데 바뀌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 친구들이 국공립보육교

사 보수교육 같은 연수회에 가서 천안에 있는 생각이 비슷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 

분들에게 천안에 있는 선생님에게 다른 교사들을 만나고 해서 만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보육교사회가 더 커졌어요. 

   - 사례2(한국보육교사회 조직부장 역임)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당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시설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시설은 지

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보육교사 개인 단위로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와 함께 활동하는 일들이 많아지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본격적으로 조

직의 틀을 바꾸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기존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시설들이 

국공립 시설로 전환되거나 운영악화로 인해 폐업하는 상황도 잦아지자 조직의 단위

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한층 더 표면화되었다. 그 결과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는 개인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조직으로 변경을 준비하게 되었다. 

교사들이 앞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이야기할 때 아 이건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불쌍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하고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려면 자신들의 발언이 실제로 사회에 의미 있

는 목소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보육교사회는 그 역할을 해 줬던 

것 같아요. ...(중략)... 지탁연에서 보사회로 넘어오는 중요한 과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정

으로 인해 일반 기관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직업으로서 보육교사를 선택한 사람

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육노동자로 일하면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에 대해 지탁연과는 다른 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 사례4(공동대표/정책위원/보육노조준비위원/보육노조 사무처장)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3) 주요 목표 및 활동

(1) 주요 목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3기의 목표는 보육의 질 개선으로, 다양한 보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것이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보육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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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벌이기에 앞서 보육의 질의 범주가 무엇이고 각 범주에 맞춘 요구 주체를 어

떻게 설정한 것인가를 먼저 설정하였다. 이들은 보육의 질은 보육 철학의 정립과 현

장연구,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보육행정과 관련된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은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주요

한 주체는 보육교사가 되어야 하며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 시기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교사들을 위한 조직

체를 건설하는데 기반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요컨대 과거의 지역사회탁사

소연합회의 운동이 육아의 사회화를 위해 빈민, 노동, 여성 운동의 결합된 운동 형태

였다면 이 시기는 보육 그 자체로 관심의 영역을 좀 더 집중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운동 원년부터 관심을 갖고 끌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활동과 

보육운동을 각 지역 사회의 상황에 맞게 전개되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게 된다.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지탁연을 중심으로 하여 6년간의 법, 제도요구활동, 그리고 3년간 

초기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누락된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양적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주요 활동이라면, 정부 보육정책의 골간 완성, 지방자치시대의 원년, 서울시 민

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결성,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출범하여 민간보육운동의 

대중조직화가 이루어진 점 등은 보육운동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

치 원년 속에 보육실천 원년을 올바르게 만들어 내는 것, 지역실정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육

공급 실현, 질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 활동 개시, 다양한 보육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의 

바람직한 연대 등이 곧바로 실천으로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 ｢우리네 아이들｣(1995. 01/02.) ‘일하며 생각하며: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에 서서’ (최현숙

/pp.2-3) 내용 중 일부 발췌 -

(2) 주요 활동 

① 조직화 활동 : 한국보육교사회 전환준비 

이 시기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94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탁아

소연합회는 전국민간보육시설연합회 창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의 방

향을 설정하고 개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연속적인 치열한 토론을 시작한다. 조직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를 개최 후 이 결과를 다시 확대정책소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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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조직발전확대특별발전위원회에서 한번 더 토론을 했다. 토론 결과를 정리하

여 지역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 후 총회에 제안할 안을 구성하였다(지

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95년 1월 총회에서 전국 회원들이 모여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다양한 안

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전국민간시설연합회와 결합 후 연구소 전환, 지역 공동체 

운동을 위한 협동조합 형식으로 전환, 보육교사 조직체 건설, 지역사회탁아소연합

회 유지 등 다양한 안을 놓고 토론 결과 이들은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

사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데 합의를 하게 된다.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라는 당사자 조직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이들과 함께 활동하지 않고서는 

활동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였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또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전국민간보육시설연합회는 운영자 중심의 조직이

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활동할 장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민간 보육시설의 경

우는 시설장이 시설에 대한 융자 책임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어 보육교사와의 

이해관계가 달랐다. 더군다나 연구자 중심의 보육학회, 국공립 운영자를 중심으로 

한 협회, 공동체운동의 공동육아학회 등 다양한 조직이 존재하며 보육에 대한 목소

리를 냈으나 정작 보육 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를 위한 조직은 없었

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긴 호흡을 갖고 조직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개선안

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보육교사 조직으로 전환을 준비하게 된다. 실천적인 교사 운

동에 관한 상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발전 특위와 소모임을 꾸려 월례교육을 병행해

간다. 95년 상반기에 기존에 있던 지역대표자회의에 평교사 분과와 책임교사 분과

로 조직을 개편한다. 책임교사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추구하는 보육가치를 지

역에 실현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고 평교사는 올바른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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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보육교사 조직 결성 논의 과정 (1995년 2월)

구분 내  용 
ㅣ

94년 10월~12월

∙ 조직사업의 방향변화 논의 시작 

-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토론회 개최(2차)

- 확대정책소위원회 개최 및 토론

- 조직발전확대특별위원회 구성 및 토론회(3차)

- 정리된 안을 지역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 토론(2차) 

  및 의견 수렴 

95년 1월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최종적인 결의 

- 전국민간보육시설연합회와 결합 및 연구소 전환,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

운동, 협동조합식 공동체 운동, 기존 지탁연 활동 유지 등 안을 놓고 토론

- 보육운동의 가장 중요한 세력인 보육교사의 당사자 모임이 부재함을 주목 

- 보육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집단은 보육교사임을 주목 

- 보육운동의 질적 담보를 위한 교육운동으로 나갈 것을 결의하며 보육교사 

대중조직체 결성 결정 

95년 상반기
∙ 내부 조직 개편 

- 지역대표자회의, 평교사 분과, 책임교사 분과로 개편 

출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1995:31-32) 참고 재구성

② 입법 및 정책개선 활동 

이 시기의 한구보육교사회의 입법 및 정책개선 활동은 민간보육시설연합회와 연

대하여 크게 세 축으로 전개가 되었다. 첫째, 현재 존재하는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둘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시설장들과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함께 보육조례제정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셋째, 정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아학교 개설(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먼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전국민간보육시설연합회와 연대하여 보육시설 지

침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들이 제시한 대안은 그간 지

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견지해왔던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의 질 개선이라는 방

향에서 이뤄졌다. 국민연금을 이용한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지역의 재

정 상황에 따른 지역별 차등 지원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소득지표를 

만들고 아동 별 차등보육료제도를 실시할 것과 교구교재비 지원을 가정보육시설까

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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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우개선, 교사 관리체계를 마련, 민간 시설 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 시설장 자격 

세분화 및 교육 실시, 영아 및 장애아･방과 후 탁아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욕구 충족

을 위한 제반사업 현실화 등의 사항들을 제안하였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6). 

본회와 전국민보련에서는 지난 2월말에 발표된 96년 보육지침 내용을 분석하는 모임을 여

러 차례 갖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지난 4월 15일 보건복지부에 제안서로 제출하였다. 

제안서에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아직까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양적확충계획은 현실을 진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질의 문제 역시 정책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우리네아이들｣(1996. 05.) ‘보육정책 :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지탁연, 전국민보련

/pp.25-29) 내용 중 일부 발췌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민간보육시설연합회를 대상으

로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례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강연을 시작하였다.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가 민간보육시설연합회 회원들에게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한 이유는 보

건복지부가 보육지침에 보육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 단위 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

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31)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는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도 주도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는 서울민간보육시설연합회와 서울시 의원과 협력이 되어 서울시 보육조례

(안)을 만들었다. 해당 조례안은 국공립 뿐 아니라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보

육비 지원 투쟁의 요구안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자체부담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의 확대가능성이 보다 넓

어졌다. 94년 지침에 의하면 간식비, 차량유지비, 자원봉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시설운

영비와, 시설중.개축비, 개.보수비 등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저소득층 지원대상 범위의 경우 

지역설정에 따른 확대 등이다. 일례로 작년 관악구와 도봉구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 90

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으로 저소득층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특히나 올해부

터는 지원, 종사자 경력의 인정 등 인건비 추가지원,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기타 종사자 

31) ｢우리네아이들｣(1995. 06.) ‘소식과 소식’(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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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모교육 지원,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확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할 수 있는 지역별 조례 제정의 작

업이 필히 요구된다...(후략)...

- ｢우리네 아이들｣ (1995. 03.) ‘긴급분석: ‘95년 보육사업지침 분석’(정리 박금희/오손도손 어린

이집, 안산 민보련 총무/pp.38-43) 내용 중 일부 발췌 -

서울시 보육관련 조례(안)이 나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민보련(회장 박정혜)과 홍승채 

서울시의원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것으로, 이후 공청회등을 통해 검토를 거쳐 의원입법안

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서는 국공립 뿐 아니라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담고 있다. 본지에서는 발의를 앞둔 「서울시 보육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개한다.

- ｢우리네 아이들｣(1996. 09.) ‘보육조례안 : 서울시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pp.31-34) 내용 중 일부 발췌 -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95년 만 5세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조기 입학안을 내어놓

자 해당 안에 반대하는 연대체(만5세아 국민 학교 입학반대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

화 추진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관철시킨 바 있다.32)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초등

학교 환경과 유아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용이라

는 명분 하에 조기입학이 허용되었을 경우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았다. 이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며 유치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관찰과 검사를 통해서 발굴된 특수재능아에 대해서만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인지적･비인지적 요인에 대한 타당한 선발방법이나 

선발기준 없이 우선선발을 할 경우 자칫 교육과열에 따라 아동이 희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히려 농어촌지역과 도서 벽지에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방침을 더욱 화대

하여 아동에 대한 공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5세아 조기입학에 대한 교육부와 관련 단체들 간의 첨예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며칠전 만5세아 조기입학 허용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중략)....교육

부는 10월 18일 ‘5세아 국민 학교 입학 허용 확정안’을 마련해, 서울, 5대 광역시의 경우 

급당 학생 수 40명 이내에서 아동수가 남아있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안을 발표했다. 이에 

32) ｢우리네 아이들｣(1995. 12.) ‘긴급소식 : 만5세아 조기입학 유보방침 철회하기로’(위양자/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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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10월 19일 교육부의 만5세아 연령순 국민 학교 입학 허용방침에 대한 성명발표

의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는 이번 교육부의 만5세아 생년월일순 입학 

허용은 교육부 스스로가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의 본래 취지라고 주장한 ‘특수 영재아의 

조기교육’이라는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국민 학교의 빈자리 채우기에 지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는 다시 한 번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였다.(이하생략)

- ｢우리네 아이들」 (1995. 11.) ‘긴급소식 : 만 5세아 조기입학, 어디로 가고 있나’(편집부) 내용 

중 일부 발췌 -

③ 정보화 활동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개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경험적으로 해왔던 보

육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 판

단하였다.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와 조직의 전문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진행되고 생산되었던 보육 관련 정보를 모

으고 유통시키는 활동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활동이 필요했

기 때문이다. 94년 5월부터 추진된 보육 정보화 활동은 95년 통신 서비스 개설과 

함께 연구소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3인의 상근 직원과 반상근 직원 1명을 두는 체제

로 운영이 시작되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보육에 대한 교육적 정보 이외에도 

전국 보육시설, 교육훈련원, 관련 학과를 상시적으로 연결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는 장으로도 활용되었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5). 

본 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소장 장미경)’가 보육사업 관련 제반자료와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기본 취지로 하여 문을 열었다. 그간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본 회는 보육사

업 활성화 정책을 견인함으로, 보육시설 및 이용자, 관련 연구자들의 증가, 관련자료의 증가, 

신속한 정보 제공 요구의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한 것에 따른 것이다.

6개월간의 준비를 해 지난 1월에 운영을 시작한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주요 사업을 살펴

보면, ‘전국보육시설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보육시설 및 보육사업 정보”를 4월중 주요 

PC통신망에 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 및 관련학과와

의 상시적인 연결을 통해 보육시설에 종사자를 알선하는 사업을 개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본 연구소의 자료 및 정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직접 이용하거나 PC통신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우리네 아이들｣(1995. 01/02.) ‘탁아계 풍향’(p.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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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활동 : 현장 교사연구 모임 운영, 대안교육 프로그램 생산 및 외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그동안 탁아운동의 이론 정립부터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 과정, 정책 개선 활동,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창립 등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치르느라 정작 아동 교육 사업이 집중하지 못했다고 반성하였다. 이에 교육 전달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교사 소모임을 주

선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부터 시작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 활동은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주로 보육교사들은 이론과 실기 중심으로 수동

적인 학습 참여자가 되는 형태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3기에는 현장에 있는 보

육교사들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함께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교사들이 발굴해내 주요 주제는 아동들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식사지도, 체벌, 낮

잠, 부모협력작업, 부모오리엔테이션 등 교사들이 어린이집 일과 속에서 일상적이

고 반복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갑갑함을 반영하는 주제가 많았다. 모임은 96년 11월

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5월에 이르기까지 14차까지 진행되었으며 모임의 후반부로 

갈수록 교사들의 참여 호응도는 더욱 높아졌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연구 소모

임을 통해 교사들이 자기관찰과 아동관찰을 바탕으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자기 훈련 과정을 밟았다고 평가했다. 참여한 교사

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재교육 방식 모델 방안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연구 소모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하도록 하였다.(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1997)33)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을 보육교사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프로그램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일본보육대회에 작성한 인권보육

커리큘럼에 대한 서문과 내용을 소식지에 여라 차례 걸쳐 상세히 공유하였다.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는 아동인권선언문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소식지에 매달 싣기도 

하였다. 이 같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노력은 향후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 후 

아동 인권에 근거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생산되는 프로그램을 다시 

33) ｢우리네 아이들｣(1997. 06.) ‘현장교육2: 교사재교육 소모임을 마치고’(교육부/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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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에게 재교육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7). 

이 자료는 국제연합 인권교육 10년을 맞이하여 일본인권보육의 과제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96일본보육대회 분과토론회 자료[인권보육커리큘럼에 대한 제언]의 서문입니다. ‘우

리네 아이들’에서는 [인권보육커리큘럼에 대한 제언] 본문을 3월부터 2회에 걸쳐 소개할 계

획입니다.  아이들의 생활 터인 보육현장은 곧 아이들의 삶의 터입니다. 이 삶터에서 아이

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삶터가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곳이 되도록 오늘도 고민

하고 있는 보육교사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머리속에 들어 있는 자신의 생각을 끄

집어내 보고, 아이들의 생활과 공간, 아이들의 삶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들

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료가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우리네 아이들｣(1997. 01/02.) ‘기획특집 : 인권보육 커리큘럼을 위한 제언’(일본보육정보센

타 부소장/pp.6-9) 내용 중 일부 발췌 -

3) 성과 및 정책적 영향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3기는 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에 따른 민간보육시설의 

폭발적 증가와 전국민간보육시설연합회 창립에 따라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시기였다. 그동안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보육

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되 보육교사가 주체가 되는 대중 운동

을 결의한 시기였던 것이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았고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주체는 보육교사가 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 그동안 보육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었지만 정작 

보육교사 조직은 결성되지 않아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는 반성도 있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2기 시절에 주력해왔던 민간보육시설 비영리

화 운동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신설된 전국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 

이양하고 보육교사 조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발전특별위원회

를 꾸리고 보육교사의 상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창설된 민간보육시설연합회와 연대하여 보육지침을 검토하고 이

에 대한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시키는 활동도 병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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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학과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보육교사들이 합류하고 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

이 내부적으로 증가되면서 현장에 기반을 둔 보육교사들의 연구 소모임을 활성화시

키고 아동 인권에 기반을 둔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다양한 활동이 탄력을 받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

기 위한 한국보육정보연구소도 개설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3기의 이 같은 활동은 영유아보육법 제정이나 시행령이

나 지침 제정과 같은 이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기와 2기의 굵직굵직한 정책적 

활동과는 다소 차별화된다. 그러나 당시 민간보육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보육환경

을 개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민간보육시설연합회를 조직하고 

보육교사들의 조직체를 구성하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은 향후 당시 우리나라 보육

정책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실제로 전국민간보육시설연

합과 연대하여 조례를 만들고 입법화를 시도한 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확보 투

쟁을 한 점 등은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보육

정보연구소를 신설하여 그간 흩어져 있던 보육 정보를 체계화하고 보육교사들의 취

업까지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표 Ⅲ-1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3-1기 주요 활동 및 성과(1995년~1997년 상반기)

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환경
목표 및 주요 활동 성과 및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 

ㅣ

∙ 보육시설 3개년 확

충 계획 실시 

∙ 민간보육시설의 폭

발적 증가와 경제

위기에 따른 민간

보육시설 도산 문

제 발생

 

∙ 전국 민간･가정 보

육시설 연합회 창립

∙ 목표 

-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대중 운동 준비 

 

∙ 조직화 활동 

- 계기로 민간보육운동 역할을 해

당 조직에 이양

- 보육교사조직체 건설을 위한 준비

∙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동

- 민간보육시설연합회와 연대하여 

보육지침 검토 및 개선안 제안  

-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조례 및 예

산확보 교육 및 조례(안) 마련  

∙ (성과)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

합회 창립 

∙ (성과) 한국보육교사 조직화 준비 

∙ (성과)한국보육정보연구소 신설 

보육 정보의 체계적 정리와 유통 

∙ (성과) 보육교사 재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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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환경
목표 및 주요 활동 성과 및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 

ㅣ

- 5세 조기입학(안)에 대한 반대 의

견 표명 및 관철

∙ 정보화 활동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설립 

∙ 교육개발 활동 

- 보육교사회 교육내용 생산과 조

직화 

- 교육사업의 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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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교사 대중운동의 정체성 확립 및 역량강화 

: 한국보육교사회 3-2기(1997년 하반기~2000년)

1) 보육교사 대중운동 정체성 확립 및 역량강화 배경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보육교사가 주체가 된 대중 운동을 준비한 2여 년 후 97

년 7월 드디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한국보육교사회로 거듭나게 된다. 지역사

탁아소연합회가 한국보육교사회 전환을 준비하면서 구상한 보육의 질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보육의 철학이 반영된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육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들

의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교사들이 현장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보육시설의 수가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아졌고 또 늘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육

시설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우리가 항상 고민해왔던 것이 보육의 질 문제입니다. 이제 

교사회로 거듭나는 지탁연은 보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하여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보육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하며 보육 환경 개선하는 일에 몰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 항상 숙제처럼 짊어지고도 다양한 일들에 밀려 그 장을 한껏 펼쳐오지 못한 감이 있었

지요. 지탁연 모든 가족의 소망이 포개져 새출발을 하게 된 새 마당에서 보육교사들의 결집

체로 힘차게 열어갈 새 날을 기대합니다

- ｢우리네아이들｣(1997. 07/08.) ‘땀으로 빚은 새출발’(장미경/pp.3-4) 내용 중 일부 발췌-

그러나 한국보육교사회가 발족한 이후 한국보육교사회는 신규 가입한 보육교사

와 기존의 회원들 간의 눈높이와 니즈가 다른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보육 환경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활

동하던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단기간 안에 보육시설이 확

충된 탓에 보육교사의 급작스런 공급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 보육교사로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졌고 보육교사의 역량과 이해관계도 더욱 다양해졌다.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의 활동 시기에 보육교사의 든든한 지원 세력이자 동반자였던 자모회나 부모

회의 분위기도 보육 욕구와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계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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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육교사들은 달라진 자모회와 부모회와의 관계에 대해 이질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에 반해 보육교사의 노동 환경이나 처우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

회 시기와 동일하게 열악했다(한국보육사회, 2006).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시기는 

조직 내부의 회원이 활동가 겸 보육교사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보육의 공

공성이라는 목표의식을 가진 조직이었다. 반면 한국보육교사회는 기존 회원들이나 

현장에서의 문제의식을 공유한 일부 교사들 간 유사한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회원들의 수도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한국보육교사회는 보

육운동에서 보육교사가 주체로 서야 한다는 목적의식은 분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의 보육교사들의 욕구는 다름을 절감하게 된다. 

오랜 고민과 준비의 과정을 거쳐 보육교사회를 출범시켰으나 막상 전환을 하고 보니 부족

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 보육교사의 눈으로 보육정책을 보고 보육교사의 목소리로 보육

교사의 문제를 제기하여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회의 방향은 옳았지만 그에 따

른 철저한 경로와 명확한 상이 부족했고 회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미흡했다. 지부의 회원들은 회원 확대라는 목표에 따라 소모임을 

진행하고 대중강좌를 준비할 수 있는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새로 유입된 

신입회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차순위인지 정리가 되

지 않은 것이다. 

- ｢한국보육교사회 10년 활동｣ (2006, p.23) 내용 중 일부 발췌-

이에 한국보육교사회는 조직이 지향하는 방향과 신규 유입된 교사들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육교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이들의 교육을 통해 보육 철학

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지역사회탁아소연

합회부터 추구해왔던 신념과 순수한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이들은 

현장에 있는 직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보육교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

은 보육교사들이 그러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적인 신념을 강조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본 것이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방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과의 간격을 줄일 방법이 교육이

라고 보고 이를 통한 역량 강화에 힘쓰게 된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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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조직 활동가였던 것 같아요. 조직활

동가로서 일반 보육교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보육교사로 만들기 위한 과정. 근

데 우리는 노력했지만 보육교사회에 많이 안 들어와서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

도 좀 활동하셨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턱이 너무 높았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

면 순정주의 같은 게 있었던거죠. 모름지기 교사는 이정도면 되어야지 하는게 있어서, 일반

적인 교사들이 좀 따라가기 벅차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게 아니었나 하고 반성을 하면

서.. 보육교사회 때가 지부조직이 제일 많이 활성화됐을 때에요. 인천, 그 다음에 경기, 광

주, 부산, 서울 이렇게 다섯 조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쯤에 울산지부가 생겼는데 

거의 활동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보육교사

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할려고 교육 활동 같은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든게 

교육강좌(였어요). 그 때 제가 교육 부장이었을 때 교육 강좌를 되게 많이 했는데,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보육교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할려고 

교육활동 같은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후략)...

  - 사례1(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발췌 - 

2) 한국보육교사회 구성과 정체성의 변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3-1기에서부터 고민해오던 조직의 틀을 한국보육교사회

로 변경을 결의하면서 한국보육교사회의 가입단위를 개인 단위로 바꾸게 되었다. 

과거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시설단위로 가입을 하여 시설단위에 있는 모든 교사

(책임교사, 평교사)들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원이었다. 한국보육교사회가 되면

서 보육교사 각 개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되었다. 기존 지역사회탁아소

연합 시설이었던 곳의 교사가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가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많은 수의 지역탁

아소연합회 내 탁아소가 주변의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경쟁과 재정난 등으로 인해 폐

쇄되거나 활동이 정리되기도 하였다. 시설 운영을 지속하고 한국보육교사회 전환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한국보육교사회 준비위로 전환하고 회

원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한국보육교사회, 2006).34)  

34) 1995년 기준 지역사회탁아소연합 소속 보육시설은 총 22지역 54곳이었다. 1996년에 들어서면서 

12개 지역으로 통폐합되었고 시설 수도 39개로 축소되었다. 1997년 한국보육교사회 조직논의가 

시작되면서 조직개편 논의에 합류한 어린이집은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시 권역별로 재구성되었고 

합류하지 못한 어린이집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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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보육교사회는 회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보육교사회로 넘어온 회

원들이 교육을 함께 받은 보육교사들에게 한국보육교사회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회

원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활동을 중단하였던 서울북부지역, 성남

지역, 천안지역 교사들을 재조직하여 보육교사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특히 한국보육교사회는 창립 이후 서울지부(소규모 지역단위의 지

회를 결합한 형태) 결성에 주력하였다. 97년부터 남부보육교사회, 봉천교육교사회

준비위, 서울국공립보육교사회는 서울 지부 건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추후 

북부지역 교사들이 결합하면서 1998년 11월 서울지부가 결성하게 된다. 부산 지역 

보육교사회, 광주･목포 등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 보육교사회, 수원･안산･부천을 중

심으로 한 경기보육교사회 지부가 만들어지면서 한국보육교사회는 전국단위 조직

으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된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지탁연에서 한국보육교사회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넘어갔지만 추가로 한 반 정도는 외부영

입으로 늘었죠. 특히 광주, 부산 지역은 자기들끼리 민간에서 교육에서 만나거나 소개 받은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영입도 하고 그랬죠. 그 때 조직사업이 힘들다

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지탁연 소속의(지역연 소속이었던) 보육교사들은 행보가 좀 자

유롭죠. 당연히 지지를 받는거죠. (그렇다고) 지탁연 소속(이었던) 어린이집 교사라고 해서 

100프로 다 소속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보육교사회는 철

저히 개인회원제거든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기 때문에 시설이 회원이었는데 보육교사회

는 사람이 회원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 사례2(한국보육교사회 조직부장)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발췌 - 

❙표 Ⅲ-15❙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원 현황(1995년~1997년 상반기)

시기 1995년 1996년 1997년 상반기 

권역 지역(시설수) 지역변화 비고 조직전환

서울

북부(4) 활동중지

구로→

남부보육교사회로 

전환(95.12)

서울보육교사회 

준비위 결성

동부(2) 시설폐원

중부(2) 활동중지

봉천(3) 시설1곳 폐원

구로(6) 시설1곳 폐원

인천 인천(6) 시설 3곳 확대 - 인천보육교사회 결성

경기 안산(2) 시설1곳 폐원 안산→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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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목표 및 활동

(1) 주요 목표 

한국보육교사회가 창립된 이후 첫 총회에서 한국보육교사회의 방향을 놓고 오랜 

토론을 했고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한국보육교사회’로 논

의가 모아졌다. 이 같은 한국보육교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는 보육철학이 반영이 된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의 보급이 곧 보육의 질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의 주요 배경과 맞닿아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창립 이후 첫 총회에서 향후 보

육교사의 모든 활동은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다. 

시기 1995년 1996년 1997년 상반기 

권역 지역(시설수) 지역변화 비고 조직전환

안양(1) 활동 정리

안산보육교사회

준비결성

수원보육교사회

준비결성

부천(3) 활동 중지

성남(3) 시설1곳 폐원

수원(2) 변화없음

충청

대전(1) 변화없음

- -천안(1) 시설폐원

당진(1) 활동중지

경상 

대구(3) 변화없음
부산→

부산보육교사회

준비결성

대구보육교사회

준비결성

부산(4) 변화없음

진주(1) 활동중지

마산지역신설(1)

전라

부안(1) 활동정리

전주, 이리→

전주아이사랑교사회

로 전환 

광주보육교사회

준비결성

전주(1)
이리와 통폐합

시설1곳 확대

이리(2) 전주에 흡수

군산(1) 변화없음 

광주(2) 변화없음 

출처 : 한국보육교사회(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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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의 출범을 대외적으로 알린지 이제 6개월이 지났다. 창립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총회를 앞두고 새삼 우리의 화두가 되었던 몇 개의 단어가 머리 속에 떠오른다. 

｢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전문인으로서의 보육교사｣,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교사 조직

의 건설을 준비하던 보육교사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동료교사들과 함께 이 화두를 놓고 많

은 고민과 토론을 하였다. 우리 단체의 목적이 담긴 정관을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짓고 우

리의 지향성을 뚜렷이 나타내줄 구호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합의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

던가! 막바지에 이르러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한국보육교사회’로 

정해지기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름에 모든 것을 담아내고 싶은 마음에, 보육

운동의 궁극적 지향성과 이념을 담아내자, 바람직한 교육철학을 담아내자, 이 땅의 모든 

어린이의 인권실현에 초점을 맞추자 등등 보육교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을 참으로 건강하

게 제시하고자 했다. 

- ｢우리네아이들｣(1998. 01/02.) ‘연구, 실천하는 교사상을 정립하자-나로부터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동료 보육교사들과 함께’(최순옥/pp.8-9) 내용 중 일부 발췌-

한국보육교사회가 내어놓은 각 연도별 활동목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 비전

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각 연도 별 활동목표의 가장 우선순위로 보육

교사의 재교육과 연구 작업 활동을 내세우고 있다. 99년도에는 영아, 장애아, 방과 

후 보육 등에 관련된 특수보육을, 2000년에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실태를 조사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은 중앙 

사무국에서 뿐 아니라 지회, 지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에서도 함께 이뤄졌다.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부, 지회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조직 운영체계를 점검하

고 지역에서 일궈낸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2000년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현장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상담 사업

도 실시하였다. 

이 같은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 목표는 기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내세운 목

표와는 다소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경우 빈민 탁아문

제 해결,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투쟁, 민간보육 비영리화 운동 등 보육 

정책 전반에 관련된 목표를 우선으로 내세웠다. 반면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 

문제를 중심축에 두고 연도별로 목표를 정립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육교

사회(2006)가 조직의 패러다임과 목표의 이 같은 변화를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일



Ⅲ

Ⅲ.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과 의미 분석 ❚ 107

순간에 변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가능한 혁명과 마찬가지”라고 기

록하고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였다.    

❙표 Ⅲ-16❙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3-2기 연도별 목표(1999년~2000년)

(2) 주요 활동 

① 입법 및 정책개선 활동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된 이후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유아교육법 추진에 대

35) ｢우리네아이들」(1999. 03/04.)‘‘99년 한국보육교사회 사업방향 및 계획을 소개합니다’(pp.28-31), ｢우리

네아이들｣(2000. 03/04.) ‘2000년 한국보육교사회 사업방향 및 계획’(pp.19-22) 

구분 내  용 
ㅣ

1999년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등 특수보육에 대한 교사재교육과 현장연구

를 실시하고 특수보육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

한 활동을 한다

∙ 지부/지회간 상호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및 개

별 지부/지회의 모범적인 사업을 공유 확산시킨다. 또한 각 지부/지

회의 조건에 맞는 회원관계 및 조직운영체계를 마련,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회원확대에 힘쓴다 

2000년

∙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의 내용을 보육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및 연구

작업을 통해 보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

∙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요구에 대한 조사/연구작업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보육교사관련 정책 및 제

도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부/지회별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보육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제안한

다

∙ 지부지회의 일상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부/지회

의 조직체계 및 조직운영에 대한 점검과 교류, 중간간부의 지도력훈

련으로 지부/지회의 활동력을 높인다

∙ 특별사업-상담사업

-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적극 대응하여 보

육교사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위한 토대로서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부모 및 시설이용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자녀양육 문제 해

결에 도움을 준다

출처 : 한국보육교사회(1999, 2000) 참조 재구성)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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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발한 의견 개진 등 대외적인 활동은 지속되었다. 다만 한국보육교사회라는 보

육교사가 중심이 된 조직의 정체성과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

육”이라는 조직의 슬로건에 맞춰 활동의 방법이나 방법이 조금씩 변화되었다.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 시기에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중심으로 법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

을 주장하고 이슈화 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한국보육교사회 전환이 되면서는 

기존 활동을 유지하는 한편 현장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법 규정과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활동도 병행하였다. 현장 연구가 중심이 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사정책단을 꾸리기도 하였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영유아보육법 개정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보건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이전 해 연구 사업에 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 

작업을 전면적으로 시작하였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하여 보

육교사의 자격, 교육, 처우개선 등 보육교사의 활동과 관련된 개정 작업에 직접 참

여하게 된다. 해당 작업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다른 법령의 개정 작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한국보육교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선제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차등보육료 도

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1999. 7.),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과한 

긴급 공청회’(1999. 10.), ‘보육의 질 향상방안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00)를 연

달아 개최하였다. 한국보육교사회는 과거의 경험을 기반을 삼아 법 개정을 통해 아

주 구체적인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교사 정책단을 꾸려서 현

장 실태에 근거한 상세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정책 대안이 시설이 아닌 

개별 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차등 보육료의 도입, 보육교사의 자격증 제도 도

입 등이다. 이에 자극을 받은 정부가 논의를 재개하게 된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전략)...공공성의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용지원의 방식을 개선해야 함을 지

적하고 있다. 즉 설립 주체에 따른 시설에 대한 비용지원을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시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설립주체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아동별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의 확대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보

육의 공공성을 주장해온 관련단체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현재 보육사업이 사적시장에 맡겨

질 개연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차등보육료제도 확대 도입이 될 것이다. 다음은 보육교

사를 포함한 시설 종사자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9년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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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금도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고 자격인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처우가 

비슷한 직종인 유치원 교사와 비교할 때 매우 낮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되어온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이는 또한 보육의 질과 밀

접한 연계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가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격증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시험을 치룰 것인가 현재의 보육교사 급수체계를 더욱 세

분화활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어떠한 뱡항으로 정책 및 제도가 수립되

어도 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모든 제도를 실시할 때 법적 근거가 반드

시 필요하기 때문이다...(후략)...

- ｢우리네아이들｣(1999. 07/08.) ‘영유아보육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활동’(편집부/ pp.6-17) 내

용 중 일부 발췌 -

또한 이 시기는 이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함께 유아교육 개혁을 둘러싼 유아

교육법 개정 및 유보통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정부는 

당시 우리나라 유치원 취원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1994년)시켰다. 이들은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

한 유아교육체제개혁(안)’을 발표하였고 만 3세 이상 유아교육을 기본 학제에 편입 

시켜 돌봄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 만 5세 아동의 유아교육기관 100% 취원, 저소

득층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만 3세 미만의 아동

의 돌봄에 대해서는 현행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지고 만 3세 이상의 아동은 유치원

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이 같은 정부의 안에 대해서 영유아보육학회, 어린이집 연합회 등은 영유아 아동의 

발달의 차이, 현행 유치원 체제가 양육자의 노동시간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 등을 

내세워 반대를 하고 해당 안에 찬성하는 집단과의 갈등이 촉발되었다. 여기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1998년 현 이원체제를 ‘유아학교’로 일원화하는 조항이 담긴 유아

교육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관련된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한국보육교사회는 먼저 교육개혁위원회의 안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부처(보건복

지부, 교육), 관련 기관 및 종사자, 관련 학계가 양분되어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동의 돌봄과 보육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가 

자칫 이해 관계자 간의 논쟁에 묻혀 상실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1997. 10.)를 주최하여 보편주의적 관

점에서 전 연령 아동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보 통합을 위해서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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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숙려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통합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즉 

현재의 유치원의 물리적 환경과 구조에서는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을 책임지지 못하

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사의 격차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유보일원화 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제안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아교육법안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 종사자 및 관련학과 간은 이

해적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 진전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 

단체들은 유아교육법안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가 ‘아동을 위해 바람직한 영유아보육과 교육

제도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의를 생략한 채 단지 찬성과 반대라는 대립적 구도로 진

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입장을 

잠시 접어두고 ‘바람직한 영유아보육,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수 있도

록 지난 7월 15일 ’바람직한 영유아보육, 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

니다.

- ｢우리네아이들｣(1998. 09.) ‘바림직한 유아교육/보육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김종해 가톨릭대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p.18-23) 내용 중 일부 발췌 - 

취학 전 연령 아동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있어야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단순히 유아교육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니

라고 한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같이 해낼 수 있다

면 유보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격관리와 

경력관리, 처우의 문제를 어떻게 통일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준비가 되었을 때 유보통합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어요)....(중략)... 저희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러

한 준비가 된 다음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후략)...

- 사례4(공동대표/정책위원/보육노조준비위원/보육노조 사무처장) 인터뷰 내용 중 발췌 -

한국보육교사회는 이후 만 3세 이상 아동에 대한 유보통합 논쟁의 주요 논의 주

체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후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법적근거라 마련되었고 현행체제는 그대로 유지

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지난 5월에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유아교육법(안)관련 정책기획단을 꾸려 5차의 회의를 진

행한 바 있다. 이 정책기획단에는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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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유아교육공교육체제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등 관련단체들과 관련부처 공무원 전

문가들로 구성되어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각기 찬성,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여 5차의 회의

가 마감될 때까지 단일한 의견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각 단체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마감하였다. 이후 지난 9월 2일 임시국회에서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현행체제는 그대

로 유지되는 것으로 유아교육법(안) 관련 움직임은 일단락지어지게 되었다....(후략)...

- ｢우리네아이들｣(1998. 10.) ‘보육행정 유아교육개혁 일단락!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편집부/pp.11-21) 내용 중 일부 발췌 -

②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한국보육교사회는 조직이 추구하는 보육의 가치를 프로그램에 담아내고 이를 보

육교사에게 교육을 시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과 지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보육교사회가 이 시기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한 주제는 아동의 인권 문제에 바탕을 둔 대안적 보육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부설로 교육센터

를 두고 독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도르프, 오이트뤼미,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 

선진 교육 프로그램들을 입수하여 강연을 개최하였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이 글은 지난 4월 13일에 있었던 한국보육교사회 부설 교육센터 주관의 ‘슈타이너의 교육철

학과 발도르프유아원의 교육’ 강좌 중 두 번째 날 있었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

다. 슈타이너교육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중략)... 새로운 교육법을 접하게 될 

때마다의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현장에 접목시켜 우리의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

는 것이다. 이번 연수를 준비하면서 내내 갖게 되는 생각은 연수에 참가하게 될 많은 보육

교사들이 하나의 새로운 유행으로 경향으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

는 생각이었다. 이 교육방법을 계기로 우리의 보육현장에 정말 알맞은 예술교육의 내용들

이 우리 보육교사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우리네아이들｣(1998. 06.) ‘체벌의 주제를 통한 발도르프 유아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이

해’(pp.22-27)’ 내용 중 일부 발췌 -

이 같은 한국보육교사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교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기도 하였다. 영아, 특수보육, 장애아 등의 다양한 보육 형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 혼자 이 수요를 감당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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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선진 보육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교육 프로

그램을 한국에 있는 보육교사에게 소개함으로써 현장에서 교사 개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일방적으로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소

개하기 보다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특수보육의 활성화는 본회의 중점사업의 하나이다. 특수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이 늘어가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라 제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충분한 밑받침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중략)...특히 특수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라 교사들

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혼자 해결해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중략),,,

우리 회가 이번에 특수보육 프로그램 운영교육을 실시한 이유는 바로 고립된 상황에 있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주려는데 있었다

- ｢우리네아이들｣(1999. 05.) ‘특집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새로운 보육의 지평을 넓히다’

(편집부 엮음/pp.15-46) 내용 중 일부 발췌 - 

한국보육교사회는 연구하는 교사와 실천하는 교사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연구 

소모임도 활발히 구성하고 현장 연구 공모전을 실시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확산하는 활동도 실시하였다. 연구소모임은 1998년 2차 보육교사 정기총회에서 연

구일기를 통한 현장워크숍에서 발전된 형태였다. 이 소모임은 현장에 있는 교사가 

주제를 발굴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해결 방식을 찾아가

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는 옛이야기 소모임, 미술 소모임, 영아교사를 중심으

로 한 연구소모임, 건강교사 소모임, 발도르프교육학습 소모임 등 보육과 관련된 다

양한 주제들로 이뤄져있었다. 이 같은 소모임은 중앙단위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각 

지부 단위에서 조성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추후 이 같은 연구 소모임이 활성화되

자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들의 연구 성과를 고취시키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연구공모전도 실시하였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③ 보육교사의 권익향상 활동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진행해갔다.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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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998년 말까지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상향조

정한다고 했다가 ’9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국고보조 지원기준이 각 시설

로 통보되면서 연봉제로 도입이 되며 현장에서의 혼란이 커졌다.36) 이에 한국보육

교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 연봉제가 도입된 경로와 절차 등을 질의하고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연봉제 

도입 전 보육교사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

하였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불명확한 연봉제 도입으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보육교

사의 연봉이 오히려 기존 연봉보다 더 삭감되는 것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올 초 보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교사임금체계

(연봉제)에 관해 본회에서는 3월 초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로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보육아동과로부터 왔기에 질의서와 답변서 전문을 싣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길 바라며 아울러 본회에서는 교사임금체계에 대해 고민하

고 있고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우리네아이들｣(1999. 05.) ‘교사임금체계(연봉제)에 관한 질의와 답신’(한국보육교사회

/pp.6-9) 내용 중 일부 발췌 -

3) 성과 및 정책적 영향 

한국보육교사회 3-2기는 보육교사가 주체가 된 대중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공식

적으로 한국보육교사회가 발족되고 활동한 시기이다. 당시 보육 상황은 보육확충 

36)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한국보육교사회, 1999). 

1. ’99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내용도 과거처럼 중앙

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기준만을 정하여 보조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각 

시설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각기 부담토록하

고 각 시설에서는 보육교사의 호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기준을 정하여 지금토

록 안내한 바 있으며 이는 연봉제 개념과는 다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 세부방침 및 재량권 범위에 관하여 

o 인건비 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는 ’99년 보육사업안내 및 유권해석을 통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바 

있고 시설은 제반 운영여건에 따라 종사자의 협의 보수를 추가 또는 감액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는 시설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인건비 책정 기준과 관련하여 시도에 지시한 업무연락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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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육 시설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후였고 수요에 의해 보육교사

도 급속도로 양산된 시기였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기

존 시설 중심의 회원 가입 구조에서 개인 자격으로 회원을 가입하는 것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신입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충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규 유입된 보

육교사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시절부터 있었던 기존 회원들 간의 니즈에 대한 격

차가 발생하였다. 기존 회원들은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육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활동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면 신규 유입된 회원들은 직업

으로서의 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많이 갖고 있었다. 이들은 보육교사라는 조

직의 정체성에 걸맞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더욱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보육교사회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이라는 슬

로건을 정하고 조직의 정체성의 혼란을 정립하는 한편 신규 유입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간다. 영유아보육법 개정활동과 유아교육법 제정

에 대한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자격, 처우, 교육 등에서 현장과 밀착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

청회 등을 통해 피력하는 한편 교사정책단을 꾸려 현장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하게 된다. 만 3세 이상 아동에 대한 유보일원화 안에 대해서도 주요 토론 

주체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 아동에 대한 무

상보육과 점진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한국보육교사회는 별도

의 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바탕이 된 선진 보육프

로그램을 도입하고 확산시키는데도 역량을 집중하였다. 보육교사의 현장 연구 활동

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연구 소모임과 현장연구 공모전을 활성화시키기도 하였다. 

이 같은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 결과 급진적인 유보통합이 반영된 유아교육법 제정

이 저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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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3-2기 주요 활동 및 성과(1997년 하반기~2000년)

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환경
목표 및 주요 활동 성과 및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 

∙ 보육의 양적 증가에 

따른 시장화 가속 

∙ 직업으로서의 보육

교사 비율 증가 

∙ 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른 유보통합 문

제 촉발 

∙ 목표 

- 보육교사회의 정체성 확립 및 보육

교사의 역량강화 

∙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동 

- 영유아 정책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에 대한 여론 주도 및 의견 제안(토

론회 및 공청회) 

- 교사정책단 구성 및 현장 정책 연

구 활동 

-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의견 및 

  정책 제안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 현장연구공모전과 연구소모임 활

성화 

- 중앙 및 지부교육 강좌 실시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 보육교사 임금체계에 대한 대정부 

질의

- 보육교사 상담 사업  

∙ (성과) 유보통합이 반영된 유아

교육법 제정 저지 

∙ (성과) 보육교사의 정책 및 연구

역량 강화

∙ (성과) 보육교사 상담 사업을 통

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정보 수

집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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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보육 토양 조성을 위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산화(散花):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3-3기(2001년~2006년)

1) 보육교사회에서 보육노조로의 전환 배경 

한국보육교사회는 2001년 들어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조직의 변화에 대

한 결단을 요구받게 된다. 한국보육교사회가 보육교사들로 구성된 조직이니 만큼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반영한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회원들이 원하게 된 것이다. 그

간 한국보육교사회가 보육교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노동 환경 개선이

나 처우 개선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보육 정책의 개선에  무게

를 더 두었다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회원으로 가입한 보육교사나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한국보육교사회를 접한 비회원 보육교사들도 한국보육교사

회가 보육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에 좀 더 집중해주기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

었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그러나 한국보육교사회가 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외부적

으로는 한국보육교사회로 조직을 전환한 이후에도 현장에 기반을 두고 영유아보육

법이나 유아교육법 제정 등에 정책 전반 개선에 대해 연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룹이 한국보육교사회가 유일했다. 내부적으로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시절부터 “육아의 사회화”를 기치로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의 질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신념도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부터 활동을 했던 회원 개인들도 

정체성과 역할도 변화되는 경우도 많았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시기에는 회원 개

인이 활동가, 운영가,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모두 갖고 보육과 어린이집의  문제를 

공동으로 이를 해결해갔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원장과 평교사의 기능이 분화

되었고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는 어린이집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전의 활동

가 정체성을 갖는 많은 교사들이 일상에서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로 취업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시

간과 역량을 더 할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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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회원들이 증가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한국보육교사회 3-2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한국보육교사회가 추구하는 보

육의 철학에 기반을 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나 개발에 대해서도 일반 

보육교사의 수요에 맞지 않는다는 반성도 있었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한국보육

교사회는 이전 민간보육 비영리화 운동을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 이양하고 새로운 

운동에 눈을 돌리게 된 것처럼 조직이 한 번 더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

고 보육교사 노조 창립을 준비하게 된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이들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에 맞는 새로운 틀이 다시금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보육교사를 대상을 하는 교육이나 소모임의 주제는 질적으로는 높은 내용이라 우리 회원들

에게 만족스러운 것이었으나 일반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결과적으로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한 대중조직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일반 보육교사

에게 보육교사 중심의 조직이 필요함을 설득하지 못했고 보육교사의 권익 등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못하여 회원들만의 자족적인 조직으로 변모된 것이다. 

- 한국보육교사사회(2006) ‘한국보육교사회 10년 활동’(p.30) 내용 중 일부 발췌 -

 

 해산을 하게 된 과정에서 저희는 더 이상 할 것 없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한국보육교사회로 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 뭐라 그

럴까 사람회가 되면(단위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임) 이익집단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저희한테 신입회원들이 들어오는데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과 교육의 고민에 대한 한다기 

보다는, 원장님한테 이런 부당한 일을 겼었어요 이런 게 어려워요 하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에요....(중략)... 한편으로는 노조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가 되었어요. 얘기 나왔

던게 정말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노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전개되는 거에요....(중략)...저희 모든 

자산은 다 공공노조로 다 넘기고 딱 해산을 한 거에요. 남는 거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

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인 측면은 민보련으로 들어가서 수행해내고, 교사의 처우개선

은 정말 노조가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노조를 만들기에는 힘이 없고 깨지는 것도 많이 

봐서 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안으로 파견 들어가서 일하고. 한국보육교사회에서 파견도 하

고 그랬어요. 저희는 해산하는 날 박수치고 잘했다고 파티하고 그랬죠. 

- 사례2(한국보육교사회 조직부장) 인터뷰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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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목표 및 활동

(1) 주요 목표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의 권익 향상’과 ‘건강한 보육교사의 상’을 확립한다

는 목표를 갖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의 내실화와 보육교

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과제를 개발하고 실천하며, 보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정리 

보급하는 한편 교사조직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상을 정립하고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목표는 1997년 한국보육교사회가 창립한 이후 유지되었던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이라는 가치와 맞물려 있었다.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아동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보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의 처우 개선과 몸과 마음이 건강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한국보육교사회는 중장기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개년에 걸쳐 교육, 조직의 

재생산구조 마련, 정책, 기타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과제를 발굴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 이전의 지역사회탁아소연합에서는 정책 부분이 우선 목표와 과제로 올라왔다

면,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 이후에는 보육교사 교육과 조직의 안정화를 우선적인 

분야로 내세운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조는 3-2기부터 시작된 것이었으나 3-3

기 들어서 개선방향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한국보육교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 및 조직 내부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신입회원들과 보육교사의 교육을 통해 보육 철학이 담긴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한편 

이 같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회원들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육교

사에 대한 상담 부분도 주요 정책분야에 포함되었다.  

한국보육교사회의 중장기 계획은 지역에서의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된 계획들을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9년 지역 활동으로부터 시작된 논의들을 확대하여 간부회의와 총회 등을 통해 

토론하고 의결한 것으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초기부터 지켜왔던 의사결정의 가

치가 반영되었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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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한국보육교사회의 중장기 발전계획(2002년~2004년)

분야 목표 2002년 2003년 2004년

교육

보육이념 

정리 및 책 

발간

∙ 교육위원회 구성

∙ 지부를 통한 자료수집

∙ 중앙의 자료수집

∙ 회원 보육활동 기록화

∙ 수집자료 정리 및 

지부에서 검토 

∙ 책발간

∙ 책을 통한 대외홍보

∙ 교육강좌 개설

∙ 신입회원 교육 

교육센터의 

기능 강화

∙ 우리의 교육철학을 선전하는 기관, 상시강좌 실시와 주제별 교육 과

정 개설 

∙ 전통교육 강좌

∙ 보육교사 의식개선을 

위한 훈련 강과

∙ 우리의 철학을 알릴 

수 있는 강사확보

∙ 보육교사의 의식개선

을 위한 훈련강좌 

∙ 안정적인 센터 기능 

조직의 

재생산

구조 

마련 

중간간부

∙ 중간간부 훈련 및 신

입회원 교육용 매뉴

얼 개발 및 자료집 

제작 

∙ 중앙-중간간부 훈련

∙ 지부-중간간부 훈련

∙ 훈련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으로 중간간

부 훈련 체제 및 재

생산구조 마련 

회원 

∙ 여름 수련회를 통한 

소속감 강화 

∙ 회원간의 결속력 강화

∙ 회원이 날을 이용한 

1주제 1토론 
∙ 회원수련회 

운영위

∙ 지부별 중장기 계획 세우기 다른 유사조직체 연구

∙ 운영위 회의시 토론주제 마련 연 1회 운영위 지도력 강화 훈련

∙ 총회 형식 바꾸기 검토(2003년)

정책

정책과제 

개발

∙ 정책위 보강 

∙ 해결과제 이슈 만들기 

∙ 연구진 구성

∙ 보육의 기능 정리

∙ 과제 해결방안 마련 

및 선전활동

∙ 보육교사에 대한사

회인식 바꾸기 활동 

∙ 보육교사대회 준비

상담사업

∙ 사업담당자 준비 및 

자문위원 구성 

∙ 상담실 제목 바꾸기

∙ 방문상담 준비

∙ 상담 사례정리
∙ 상담 전용라인 마련

기타

보육정보 

연구소

∙ 느슨한 형태로 유지하여 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섭외

∙ 자체적인 사업내용 마련 등의 과제 발굴 

∙ 현재의 한계를 딛고 보다 발전적인 계획에 대한 고민필요

∙ 우리 회 연구사업에 결합 독자적인 연구 사업 모색

재정사업 및 

사무국 구성
∙ 사무국 인원보충, 후원의 밥, 회비 수납의 효율성 높이기 

출처 : 한국보육교사회(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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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① 입법 및 정책개선 활동 

한국보육교사회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기에서 “육아의 사회화”라는 탁아운동 

이론을 정립한 것처럼 3-3기에는 “돌봄의 보육철학”을 정립하였다. 그동안 한국보

육교사회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재교육, 이론 및 실기 강습 

등을 실시하고 각 주제별로 소모임을 꾸려왔다. 하지만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 프

로그램 단순이 아동의 교육 위주로 기능적으로 편재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궁

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보육 철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보육철학을 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시절부터 교육부를 담당했던 

전･현직 회원들이 모였고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교육위원회는 1990년대 초반

부터 진행되어왔던 아동관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보육 상황에서 추가되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2002년 여름 수련회에서 ‘21세기 

우리가 담아야할 보육철학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회원 토론을 시작했고 

보육은 교사와 아동 간의 관계 맺기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국보육교사회

가 지향해온 통일, 성평등, 전통, 공동체, 노동이라는 주제별로 접근된 프로그램 시

행 전 우선적으로 지향해야할 것은 아동과의 따뜻한 관계 맺기를 통해 아동의 발달

과정에 맞는 개별적 필요를 알아차리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육교사회, 2006). 

한국보육교사회는 돌봄의 보육철학을 정립 후 6개 지부 순회토론과 돌봄현장연

구를 통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돌봄의 상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

다. 이 모든 결과를 집대성하여 2004년 ｢돌봄의 보육철학-관계중심교육 그 시작을 

위하여｣를 발간하게 된다. 자료 발간 후 서울, 대구, 부산, 울산에서 보육 교사를 대

상으로 한 강의를 실시하고 돌봄현장연구모임도 지속하였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제일 큰 게, 돌봄이라는 용어를 찾아 낸 게 저희거든요. 그게 다 찾아봐도 우리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 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교육연구부 라는걸 마련을 했어요. 돌봄의 교육철

학이라는 책을 찾아보면 있어요 ...(중략)... 그 책을 제기 기획했는데 선배들 중에 우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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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 대학원 다니는 선배들이랑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교육을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나 이런걸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한 2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가 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 뭐 여성학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할 수 없는 이 교육관을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care라는 단어를 찾았

는데, 그 때 돌봄은 뭐였냐면, 그냥 애 보는 거. 그런 단어였던거에요. ...(중략).,..돌봄이라

는 것은 상호간의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여

성학에서 이론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나딩스의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생각해봐, 우리가 

이런거 얘기하려던거 아니야?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고 와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

던게 아니었잖아 (했죠)...(후략)...

- 사례1(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인터뷰 녹취록 중 일부 발췌 - 

한국보육교사회는 16대 국회(2000년 5월~2004년 5월)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청원하였다.37) 청원과 함께 ‘보육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00), ‘보

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2001), ‘2002 대선, 각 

정당 초청 보육공약 전문가 토론회’(2002)를 개최하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한

국보육교사회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정치권 내의 의견과 공약을 확인

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이와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정 시기와 같이 법 개정

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개별 국회의원들과 보좌관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면담도 실시하였다. 2002년에는 보건복지위 김홍신 의원과 개

정안에 대한 조율 작업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며 법 개정 촉구를 위해 받

은 성명서를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는 활동도 이어갔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이 같

은 한국보육교사회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한 결과 2004년 11월 보육의 

공공성 확보, 보육교사의 처우 및 권익향상, 보육의 질 개선 항목이 전면 적으로 반

영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한국보육교사회, 2006)

37) 15대 국회(1996.5~2000.5)에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청원하

였지만 유아교육법 제정(안)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페기되었다(한국보육

교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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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영사항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호자 비용부담 원칙 삭제 

(제 3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보육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 등을 고려

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무상보육 원칙 포함 

(제 35조)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실시된다 

∙ 비용지원 원칙 포함

(제 36조)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영아, 장애아보육)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취약지역의 국공립 시설 우선 확대 

(제 26조) 국공립 시설은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 지방자치단

체장은 취약 보육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처우 및 권익향상 

∙ 보육당사자 참여를 위한 보육위원회 운영 

(제 6조) 중앙 및 지방에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시민 등으로 구성하

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 25조)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가 참여할 수 있다. 

∙ 보육교사의 자격강화 및 자격증제도 도입 

(제 21조, 제 22조)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1,2,3급으로 세분화 하여 강화하고 자격증 제도를 도입

∙ 보육교사의 임면보고 및 경력관리 시군구청 담당 

(제 19조) 보육교사 임면보고, 경력관리를 시군구청에서 담당하여 시설 휴폐원에 상관없이 

경력관리가 이뤄질수 있다 

∙ 종사자의 건강진단 

(제 31조) 시설장은 영유아와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의 질 개선 

∙ 보육시설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제 13조) 보육시설 신규설치 시 신고제에서 시군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

∙ 보육서비스 평가인증제 실시

(제 30조)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 표준보육과정을 개발 보급 및 보육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전문 기관 설립 

(제 29조) 정부는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

의 표준보육과정을 개발, 보급한다

(제 8조) 보육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관련 연구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보육교사회(2006:40-41) 참고 재정리 



Ⅲ

Ⅲ.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과 의미 분석 ❚ 123

한국보육교사회가 주장해온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내용은 한 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또한 한국보육교사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마련하고 과정을 진행하면

서 여기에 한국보육교사회 일선 교사들을 참여시켜 함께 진행해나갔다. 향후 보육

교사가 제도의 주체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이 활동 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정책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활동은 오랫동안 보육정책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보육정책과 법 개정의 문제는 몇몇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장의 실질

적인 어려움을 담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라는 이념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하나이며 모든 보육교사와 함께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

성과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연구해온 성과를 받아 올해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위해 일선 보육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개발하고 운

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보육교사들에게 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보육교사의 힘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후략)...

- ｢우리네아이들｣(2001. 03/04.) ‘2001년 한국보육교사회 사업방향과 계획’(pp.19-21) 내용 중 

일부 발췌-

한국보육교사회는 중앙정부 단위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한편 보육조례 제정 운동도 함께 병행해나갔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시

작된 지역사회 운동과 결합된 운동의 전통이 한국보육교사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다. 2002년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가 보육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하면서 2003년에

는 광주, 부산, 수원 지부까지 운동이 확산되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조례 제 

개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서 운동의 내용을 더욱 체계화하였다(한국보육

교사회, 2003).38)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보육조례는 아

동보육을 둘러싼 성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셋째, 보육조례는 아동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넷째, 보육조례는 종사자 권

익 보장과 증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보육조례는 보육위원회 

38) ｢우리네아이들｣ (2003. 11/12) ‘보육조례 제/개정에 대한 정책적 제안’(서정은/p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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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활성화를 위해 구성과 기능, 직무에 대한 명시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보육조례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지역적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보육조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세부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여덟째, 보육조례는 보육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보조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

다(한국보육교사회, 2003).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부터 시작된 운동의 구체성은 이 

같이 한국보육교사회의 법제도 개선 활동으로도 계속 이어져왔다.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이 지방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살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특히 보육은 지역사회의 영유아를 주 대상으로 하는 지역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

근 10여 년간의 급속한 양적 성장에 맞서 이를 담아내기 위한 조례제정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2년에는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가 지역단체들과 함께 인천시 보육조

례제정운동을 진행하여 제정하였고 금년에는 광주, 부산, 수원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 지부

들이 지역보육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많은 지역에서 보육조례제정운동에 관심

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보육조례제정운동의 의의와 조례제정운동을 통한 지역보육의 

발전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후략)... 

- ｢우리네아이들｣(2003. 07/08.) ‘지역보육조례제정 운동’(이윤경/pp.4-9) 내용 중 일부 발췌-

②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권익향상 : 교육 활동 

이 시기의 한국보육교사회의 전문성 향상은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편 어린이집 내에서 교사의 역할을 찾는 활동이 시행되었다.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들이 참여하고 전문가와 함께 협력하여 어린이집 내의 보육교사를 둘러

싼 환경과 활동들에 대한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내에서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해야하는 지를 찾는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가 동료들과 토론을 하

는 보육교사 스스로 답을 찾고 그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역량을 지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임파워링(empowering)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구체적인 질문은 어

린이집 내의 보육교사의 역할, 보육교사를 둘러싼 어린이집의 환경, 보육교사의 활

동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요인, 어린이집의 의사결정 구조와 참여 등이었다

(한국보육교사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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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자신의 전부를 보육활동에 투여하지만 힘든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이

들의 천진한 웃음 밖에 없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1987년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보육현장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

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자리를 

찾기 위해 본 회 교육부에서는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진단해보

고 보육교사들 스스로가 보육현장에서 주인으로 자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를 제안합니다. 이 모임은 격월 1회 

대담형식으로 진행되며 2003년 동안 5회 진행될 예정입니다...(후략)...  

- ｢우리네아이들｣ (2003. 01/02.)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 찾기 그 제안을 시작하며’

(본회 교육부/pp.11-12) 내용 중 일부 발췌 -

한편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지속하는 한편 보육교사

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지속하였다. 보육교

사의 처우 개선은 보육교사의 지속가능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돌봄의 

질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추기, 

8시간 근무제 보장 및 초과근로 수당 지급, 보육교사 인건비 현실화, 대체인력 제도 

도입 및 인건비 지급, 승급체계 세분화 및 체계화 등이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을 흔히 한다. 이것은 즉, 보육교사가 전문

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동의 보육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뜻한

다. ...(중략)...질 향상에 관련한 제안들이 더욱 진지하고 중요하게 검토되고 시행되기를 바

란다. 제안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어야 한다.  8시

간 근무제를 보장하고 초과근무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근무연수와 경력에 따른 휴가일수를 보장하고 행정지도 해야한다 보육교사 인건비를 현실

화해야 한다 보육교사 보수, 승급교육, 출산휴가, 병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을 제도화해

야 한다. 승급체계를 세분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 시설 내 교사의 연구공간 확보 등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우리네아이들｣(2001. 01/02.) ‘보육교사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제안‘(이윤경/pp. 3-9) 내

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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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는 지난 우리네아이들 3/4월호를 통해 2001년도 보육사업지침에 명시된 보

육교사 임면보고와 경력관리의 한보련 이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부에 종전대로 

구청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업무와 보육교사 임면보고 관련 업무를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임면보고 관련 

업무를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종사자 임면보고 사항을 법적근거 마련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시설(어린이집)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개별 시설에

서 경력관리를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위에서 열거한 문제

이외에 휴, 폐지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후략)...

- ｢우리네아이들｣ (2001. 05/06.) ‘보육교사 임면보호 폐지에 관하여’(pp.13-14) 내용 중 일부 

발췌 -

③ 조직화 활동 : 보육노조 결성 및 전환 준비 

한국보육교사회는 2006년 1월 제 10차 정기총회에서 한국보육교사회의 해산과 

보육노조의 창립을 결의하였다.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

해서는 보육노조와 같은 또 다른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왔다. 한국보육교사회의 

전 공동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2004년 전국보육노조가 창립되었다.39) 이를 기점으로 

2005년 한국보육교사회 운영위원회는 전망팀을 구성하여 향후 조직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왔다. 전망팀은 보육교사회 자산은 정리 후 전국보육노조에 전액 후

원을 할 것을 결정했으며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는 이후 1년 동안 유지하도록 하

였다. 이 모든 해산의 정리과정은 현재 운영위에 위임하였으며 모든 해산의 정리과

정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의결하였다. 한국보육교사회는 같은 해 2월 한국보육

교사회와 연대했던 분들과 함께 마지막 공식적인 맺음 자리를 만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한국보육교사회, 2006).40) 

제 10차 정기총회의 안건논의에서 전망팀 제안서를 안건에 붙였으며 오랜 토론 끝에 기권 

2표 반대 1표 이외 전원찬성으로 한국보육교사회의 해산을 의결하였습니다....(중략)... 한국

보육교사회 전 공동대표인 김명선 전국보육노조위원장은 교사회 운동의 발전에 대한 치열

한 논의 끝에 노조를 탄생시켰고 실제 노조라는 조직은 우리의 꿈을 스스로 만들어 쟁취해

39) 한국보육교사회 전 공동대표 2명이 보육노조위원장과 보육노조 사무처장이 되었다. 

40) ｢우리네아이들｣(2006. 01/02.) ‘한국보육교사회 마지막 정기총회 보고’(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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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활동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획득하고 첨가해 나가는 과정이 노조

활동의 과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지향한 보육운동의 한 맥을 잇는 것이라 말했습

니다....(후략)...

- ｢우리네아이들｣ (2006. 01/02.) ‘한국보육교사회 마지막 정기총회 보고’(pp.27-28) 내용 중 

일부 발췌 -

이 같은 한국보육교사회의 결정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시절부터 견지해왔던 

조직의 운영방식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시절부

터 한국보육교사회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각 시기마다 조직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가장 잘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 틀을 변화시켜왔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기에는 

빈민 탁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고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라

는 시설단위의 활동가 조직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

회 2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정된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민간 시설의 영리화를 저지

하고자 민간보육시설연합회를 만들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운동을 지속해왔다. 한국

보육교사회로 전환된 이후에는 보육철학을 새로이 정립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려

는 운동을 펼쳐왔고 이 같은 노력들이 반영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보육교사회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으

니, 보육교사의 처우와 권익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를 해결해줄 새로운 틀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노조를 설립하고 해산을 하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 만들면서 같이 논의를 시작한거구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에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목표들이 달성

되고 그 기관이 그 목표를 위해서 충분히 애를 썼고 사회적 임무를 다 했다면 건강하게 정

리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지탁연에서 한국보육교사회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탁연에서는) 법 제정하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법

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제들이 생겼는데 이건 지탁연의 틀로는 어려워서 보육교

사회라는 틀을 가지고 전환을 한 거잖아요. 한국보육교사회라는 틀로 주욱 활동을 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운동을 하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인권보육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기 시작

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7년 가까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단어들이 법개정도 실제로 다는 아니지만 좀 반영을 했고...(중략)... 그

래서 보육교사회가 가져 왔던 사회적 목표나 과제들을 나누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한 가지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거죠. 현장에서 일 하는 교사들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 사례4(공동대표/정책위원장/보육노조준비위원/보육노조 사무처장) 인터뷰 녹취록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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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 및 정책적 영향 

한국보육교사회 3-3기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건강한 보육교사의 상을 확립

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기였다. 보육교사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아 

보육교사의 이직이 잦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아동에 대한 돌봄이 보장되지 못했

다. 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 시기이이

기도 하였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보육교사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조항들을 개정(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다. 개정 과정에 보육교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보육교사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보육조례 제정 운동도 

병행하여 지역 단위에서 보육의 예산확보 등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이

고 아동의 인권이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 같은 한국보육교사회의 노력 결과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전면적으로 개

정되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한국보육교사회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부터 

지향해온 보육의 공공성, 보육의 질 개선, 보육교사의 권익향상 및 처우 개선에 대

한 조항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보육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였고 차

등보육료 제도의 도입 및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도 실시되었다. 취약 지역의 

국공립 시설 확대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표준 보육 프로그

램이 도입되었고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기관도 설립되었다. 보육교사의 

자격증 제도 도입, 승급제도 세분화, 보육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한 

조항도 삽입되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의 권익과 처우 개선 향상에 더 힘

찬 목소리를 내고자 보육노조를 설립하고 해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보

육교사회의 활동은 추후 보육노조 활동, 아동 인권 운동 등의 밑거름이 된다. 

보육노동조합이 건설된 지금 한국보육교사회의 방향과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한 일일지도 모른다. 보육노도 건설이 최대 목표였다면 완전한 해소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

러나 어린이와 교사, 그리고 부모와 지역사회의 완벽한 소통과 조화를 꿈꾸었다면 이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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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확장된 운동 영역 속에서 풍부한 의성이 요구되는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를 이룬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후략).. 

- ｢우리네아이들｣ (2005. 11/12) ‘아직 남은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소통과 조화를 위한 또다른 

선택이 필요하다’ (최선희/pp.2-3) 내용 중 일부 발췌 -

❙표 Ⅲ-20❙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3-3기 주요 활동 및 성과(2001년~2006년)

사회경제적 배경 및 

보육환경
목표 및 주요 활동 성과 및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 증가

∙ 영유아보육법 재

개정 논의 시작  

∙ 주요 목표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건강한 보

육교사의 상 확립

∙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동

- 보육이념의 정리

- 영유아 정책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의견 보육조례 제정운동 

 

∙ 보육교사의 권익향상 활동 

-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 대응
 

∙ 조직화 활동 

- 보육노조 설립 작업 

∙ (성과) 보육의 돌봄 철학 정립 

∙ (성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 (성과) 보육조례 활성화  

∙ (성과) 보육노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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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정책입안 과정 참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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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및 연구의 의의 

1) 결론 : 보육정책 변동과정에서 한국보육교사회의 역할

한국의 보육 정책 변동 과정에서 한국보육교사회(舊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역

할은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Kingdon은 정책의 변동 과정을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을 통해 설명하며 정책 변동을 이끌어내는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강조했다(Kingdon&Stano, 1984; Kingdon, 1995 ; Rawat & Morris, 2016).41) 정책혁신

가는 기존 정책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개인 혹은 

집단가라고 정의되어왔다. 정책 변동을 위한 정책혁신가로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의 (재)정의, 사회적 네트워킹, 팀조직, 사례의 

선제적 제시를 통한 위기관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Mintrom & Norman, 2009). 

41) 다중흐름 모형의 핵심은 정책 변동은 정책 문제, 정치, 정책 대안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공존하다

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정책이 산출되거나 변동된다는 것이다. 이 때 정책혁신

가는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렸을 때의 상황을 재빨리 포착하고 독립적으로 흐르던 세 흐름

을 융합시켜 정책의 변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Robinson & Eller, 2010; Rawat & Morri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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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구체적 내용 

문제의 재정의 
∙ 문제의 (재)정의 

∙ 정책 토론에서 문제의 특정 속성을 조명하고 분석 

사회적 네트워킹 
∙ 활발한 네트워킹 운영

∙ 정책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동기, 고려(걱정)들에 대한 이해 

팀조직 ∙ 느슨한 네트워킹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을 조직 

사례의 선제적 

제시를 통한 

위기관리 

∙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출처 : Mintrom & Norman(2009)

❙표 Ⅳ-1❙ 정책 변동을 위한 정책혁신가의 역할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은 정책 변동 과정에서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성실히 그리

고 훌륭하게 해냈다고 볼 수 있다. 정책혁신가로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정의 영역이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지역사회탁아소연

합회 시기부터 육아의 사회화라는 탁아운동 이론의 정립을 통해 보육의 문제가 개

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임을 강조해왔다.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된 이후에는 

돌봄의 보육 철학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동안 보육의 문제가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

하는 영역에서 머물러왔다면,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계기로 아동과 보육교사와

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아동의 필요를 서로 알아차리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

는 것으로 확장시켰다. 이들의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확고히 구축된 보육의 

철학과 가치는 각 시기별로 정책의 산출과 변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

다. 또한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 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인 목표

로 전환하고 제시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갔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킹의 영역이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시절부터 한국보육교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설정된 각 시기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탁월한 네트워

킹의 역량을 보였다. 지역사회탁아소 시기에는 기존 지역사회 운동을 지속하던 단

체와 결합하여 지역사회탁아소실무자연합회를 만들어냈다. 도시빈민연구소와 연대

하여 탁아운동 이론을 함께 정립하고 출판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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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와 연구자 그룹(교수, 학회 

등) 등과 연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개정 방향을 정립하고 초안을 작성하였다. 일

본, 독일 등 선진 보육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킹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셋째, 각 시기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팀을 조직해나갔다. 활동 초

기에는 지역사회아동교사회, 지역사회탁아소실무자연합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를 차례로 조직했다. 민간 비영리화 운동을 전국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 이양 후 보

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사가 가장 중요한 주체적 요인이라 생각하고 한국보

육교사회를 조직하였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내부조직은 물론이고 외부 조직도 만들

어갔다. 보육확충 3개년 계획 추진 이후 민간 보육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민

간 보육시설과 연대하여 비영리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민간보육시설연합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활동을 위한 보육노조도 

조직하였다. 

넷째, 한국보육교사회의 정책혁신가로서의 미덕은 보육운동을 추진 시 막연한 구

호나 선전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연구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다는 데 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등 법안에 대 제･개정에 대한 초안을 작성

하였고 보육 지침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반영시켰다. 

❙표 Ⅳ-2❙ 정책혁신가로서의 한국보육교사회의 역할 

활동 구체적 내용 

문제의 재정의 

∙ “육아의 사회화”라는 탁아운동 이론의 정립을 통해 육아의 문제를 기존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재정의 

∙ “돌봄의 보육철학”을 통해 보육이 단순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보육교사의 관계의 문제로 재구조화 

∙ 보육 정책 변화에 따른 보육의 문제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정책 개선과 

운동의 방향을 제시 

- 1기 : 빈민탁아문제 해결→ 2기 : 민간 보육의 비영리화 → 3-1기 : 보유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대중운동 준비 → 3-2기 :  보육교사의 정체성 

확립 및 역량강화 → 3-3기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건강한 보육교사 상 

확립 

∙ 다양한 공청회, 토론회를 주도하며 재정의된 문제의 속성을 전파

∙ 서명운동 및 길거리 캠페인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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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보육교사회가 보육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한국보육교사회와 정부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음에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육교사회가 직면한 정책적 환경 안에서 한국보육교사회의 

역할이 변화되면서 정부와의 관계도 함께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할의 변

화는 Gidron, Kramer&Salamon(1992)이 제시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제 3섹터와 

정부와의 관계의 유형화 방식을 그 틀로 하여 분석해볼 수 있다. 

Gidron et al.(1992)은 사회 서비스 공급 시 정부와 제 3섹터의 재정 부담과 공급주

체에 대한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정부와 제 3섹터와의 관계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정경희 외 2006, 최은영, 2007 재인용). 이 중 첫 번째 유형과 여섯 번째 

유형인 재정 부담과 공급주체를 정부 혹은 비영리부문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관계 유형은 이중혼합 유형과 

상호공존 유형인데 전자는 정부와 비영리 부문이 재정분담과 공급주체에 모두 관여

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정부는 재정만을 부담하고 비영리 부문이 공급을 맡아 정부

활동 구체적 내용 

사회적 네트워킹 

∙ 지역사회 운동을 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결합하여 지역사회탁아실무자연

합회 구성 

∙ 도시빈민연구소 등과 연대하여 탁아운동 이론의 정립 

∙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 및 연구자 그룹과 연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 일본, 독일 등의 선진 보육 정책 그룹과 교류하여 선진 프로그램 소개 

∙ 당시 보육 당사자 그룹(양육자 그룹 , 보육교사 그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호 활동 유지 

팀조직

∙ 지역사회아동교사회, 지역사회탁아소실무자연합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

회, 자모회 조직 

∙ 민간보육연합회 조직에 중심 역할 수행 

∙ 한국보육교사회 조직, 보육노조 설립 

사례의 선제적 

제시를 통한 

위기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안)의 마련 및 국회 청원 

∙ 유아교육법 제정 의견 마련 및 제도 개선안 제시 

∙ 국회의원, 국회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선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 선제 제안 

∙ 보육지침 검토 및 제도 개선안 제시 

∙ 보육조례 제정 운동 실시 및 보육조례 제정안 제시 

출처 : Mintrom & Norman(2009)의 틀을 참고하여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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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영리 부문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유형이다. 상호공존 유형은 다시 보충형

(supplement type)과 보완형(complement tyoe)으로 세분류된다. 보충형은 정부와 비

영리 부문이 담당하는 영역이 철저히 분리된 경우이고 보완형은 빈곤층은 정부가 

전담하고 그 외 대상은 제 3섹터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형이다. 싱호공조형의 경

우도 대행자와 동반자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대행자 유형(vendor type)은 비

영리 부문의 자율성이 낮고 재량과 협상력이 낮은 경우이다. 동반자(partnership)형

은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지만 비영리 부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영리 부

문의 자율성이 일정정도 유지되는 유형이다(정경희 외 2006, 최은영, 2007 재인용).

❙표 Ⅳ-3❙ 기드론 등(Gidron et al)의 정부-비영리부문 관계 유형 

분석지표

관계유형 

정부주도
이중혼합 상호공조

비영리부문 주도 
보충형 보완형 대행자 동반자

재정부담 정부 정부, 비영리부문 정부 비영리부문

공급주체 정부 정부, 비영리부문 비영리부문 비영리부문

출처 : Gidron et al.(1991:18), 최은영(2007:30)

한국보육교사회의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의 노동자를 지원하고 빈민 

아동 탁아를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시기에 정부와 한국보육교사회의 관계는 이

중혼합 유형에 가까웠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정부의 지원 없이 시민사회와 노동계와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탁아소를 운영하였다.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주로 보육 

정책을 운영했지만 운영의 폐해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이 소외되고 새마을 유아원  

등을 통해 중산층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였다. 이후 한국보육교사회가 

보육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

서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의 영역에서는 정부와의 관계가 대행자형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국보육교사회는 정책혁신가로서의 활동은 대행자형에 그치지 않고 정부

와 동반자 관계로 위치하며 적극적인 정책혁신가로서의 활동을 펼쳐갔다. 그 결과 

한국보육교사회가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했던 상당 내용

이 영유아보육법의 시해령과 시행 지침에 반영되었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과정에

서도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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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첫 번째 의의는 보육정책 변동 과정에서 간과되어왔던 한국보육교사회

라는 조직의 활동과 역할을 재조명하였다는 데 있다. 기존의 보육정책 변동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적･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행정부나 입법부 등의 정책결정자들의 활

동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나의 정책이 산출되기 까지 선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다른 행위자 집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구는 한 쪽 주체에만 한정

하여 논의를 해왔던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 산출과 변동에 미치는 또 다른 

행위자의 축을 더 확장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같은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조명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존 논의에

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 보육정책을 다룬 다수의 연구

들은 주 행위자를 행정부나 입법부 등과 같은 정책 결정자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온 

바, 주로 정부 측에서 산출된 자료나 법을 위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성평등도서관 ‘여기’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보육교사회라는 시민단체이자 보육

교사 조직이 20년에 걸쳐 생산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에 대해서 횡단적으로만 다룬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한국보육교사회의 20년간의 활동을 종단적으로 분석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을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조직화 활동, 보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향상 활동, 홍보 및 정보화 활동으로 세분류하고 입체적

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적으로 살펴봤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존 보육교사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보육교사를 정책 

산출이나 변동 과정에서 주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자격증 강화나 재교육

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수동적인 주체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육

교사 조직이 한국 보육 정책의 산출과 변동에 미친 의미와 정책혁신가로서의 역할

을 발굴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정책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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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개선 방향 : 보육교사 정책입안 과정 참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1)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이 주는 시사점 

한국보육교사회의 교사들이 현재 보육교사의 가장 다른 점은 활동가로서의 정체

성과 보육 주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한국보육교사회는 구성원 스스

로 보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정부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그룹이

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의 초기 활동은 빈민･여성･노동 운동이 결합된 형태로 빈

민 탁아 문제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다.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 시절부터 어린이집(탁아소)은 그들이 인식한 사회 문제를 현장에 

직접 들어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장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은 모두 어린이집

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영주체라는 의식도 함께 갖고 있었다. 활동가로서의 능동

성과 어린이집에 대한 주인의식이 보육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뛰어들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한국보육교사회의 전환 과정 후 직면하였던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 보육

교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육교사의 그룹은 다양해졌고 그룹 별로 

지향하는 바도 달라졌다. 더군다나 현재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협동

조합 등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처한 노동 환경이나 처우도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문제의 우선순위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하나의 방향

을 찾아내기도 어렵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직업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진 보육교사들은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시기부터 활동가의 정체성을 먼저 갖고 시작한 그룹과는 출발선이 다

르다. 보육교사 개인이 갖춘 정책적･정치적 역량이 높더라도 이 같은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자성할 부분이다. 예전에 비

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낮은 처우로 

인해 보육교사가 정책적･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전에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그들에게는 보육 정책의 개선보다는 지금 당장 시급한 교사의 불합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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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더 급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보육교사회가 10년 활동사를 통해 당초부터 

지향했던 보육의 공공성이나 보육의 질 개선과 같은 보육 정책을 아우르는 문제의

식과 대안적 교육 가치가 일반 보육교사들의 수요와는 다르다고 자성적으로 비판한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추후 정책의 효

과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 기반을 두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낸 구체적

인 정책은 문제를 푸는 힘이 세다. 보육교사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이 만들

어지고 그 결과 현장이 변화된 모습을 목도했을 때의 발현될 수 있는 정책적 효능감

도 무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육교사의 정책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구체적인 방안

을 보육 현장의 당사자인 보육교사들과 함께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보육교사회의 20년간의 활동사에 기반을 두어 보육교사의 정책적 역량, 정

치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집

행하는 조직화 방향과 역량 강화 방향으로 나눠서 제안한다.

2) 향후 정책에 주는 함의 

(1) 보육의 공공성과 성평등 관점을 아우를 수 있는 보육교사 조직 필요 

① 조직화의 필요성 

한국보육교사회가 육아의 사회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삼았

던 원칙은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 서비스의 질 확보였다. 이를 통해 양육자들이 안심

하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아동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국보육교사회가 이 같은 원칙을 지키며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도의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화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책

의 변화를 요구할 때 보육교사 개개인보다는 조직적으로 대응했을 때 영향력이 더

욱 증대되고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렇기에 한국보

육교사회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한 순간부터 흩어져있는 개인들을 결집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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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아동교사회에서부터 보육노조 결성에 이르기

까지 내부적인 조직화 사업은 물론이고 자모회 조직이나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의 창립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한국 보육교사회의 조직화 사업은 정치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도 주요한 전

략이었다. 정책적 과정과 정치적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이 사

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한다면 정책 의제설정 과정부터 정책 평

가 과정까지 정책의 전 과정은 정치적인 역량도 필요로 한다. 한국보육교사회가 보

육의 문제를 육아의 사회화로 정의하고 보육의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공론화한 것은 정치적인 과정이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개정 과

정에서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연대를 하고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을 접촉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모든 과정도 정치적 과정이었다. 결국, 이

러한 정치적 과정 속에서 배양되는 정치적 역량은 활동가 마인드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보육교사회의 출발이 여성 운동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도 재음미할 대목이

다. 한국보육교사회가 지향한 육아의 사회화라는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 이들이 양

질의 보육 서비스를 강조한 것은 보육이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육이 제도화된 이후 이 같은 성평등적 관점이 많이 

사라지고 보육 서비스 그자체로만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보육 서비스를 통

한 돌봄의 사회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성평등적 관점에서의 가치와 철학이 소실

된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된 역량이 실제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보육교사들을 모으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한국보육교사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이 같은 보육교사 조직은 보육교사의 권

리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보육의 공공성과 성

평등적 관점에서 보육 정책 전반을 아울러 고민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 보육의 공공성과 양육자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보육철학에 기반을 두어 보육정책과 보육교사의 권익 향상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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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과거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에 

민간보육시설의 비영리화 운동을 이양하였으나 현재 해당 연합회는 해소된 상황이

다. 한국보육교사회가 보육노조를 설립하였으나 노조의 특성 상 보육교사 조직으로

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책적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양대 노총 보육노조 분과 뿐 아니라 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보육교사협의

회, 공동육아 교사회 등 다양한 보육교사 조직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조직들은 

현 시점에서는 지향하는 목표와 주력하는 활동들이 각각 다르다. 또한 국공립, 민

간, 가정, 협동조합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유형도 다양해졌고 보육교사의 수가 절대

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보육 조직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

다. 그러나 다양한 조직에 속한 보육교사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함

께 협력하고 연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해주는 과

정은 필요하다. 

② 서울시보육위원회(안) 단계적 구성 : 다양한 배경의 보육교사의 정책의견 수렴

이 같은 조직화 사업은 현재 수준에서 이를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유형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바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조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여 다양한 보육교사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할 것

을 제안한다. 

현재 보육교사의 정책 의견수렴 및 네트워킹을 위해 구축된 플랫폼은 보육교사 

소통방이다. 이 소통방은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기본으로 보육교사에 보육정책 의

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보육교사를 위한 온오프라인(on-off line)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은 노무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지원, 전문성 

증진에 필요한 정보제공, 보육교사 네트워크 활성화, 보육교사의 역량강화, 보육교

사의 고충해결을 위한 1:1 상담 등이다. 보육교사 소통방은 상담사와 노무사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고충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적절한 채널

이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 2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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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보육교사의 고충 처리를 넘어서 정책 전반에 대한 보육교사들이 현

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대표성을 가진 정형

화된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정책의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 분석과정에서는 정책

의 대안들을 정책 수요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

다. 그런 점에서 보육교사 소통방은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

는 데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정책 대안을 제시 후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서는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통해 고충을 듣고 정책 제안을 받는 

과정은 정책을 의제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제

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제도를 먼저 보육교사들에게 제시 후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교사 소통방을 이용하는 

보육교사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협동조합 어린이집이나 미지원 시설의 경우는 접

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상시적인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한 보육교사 소통방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조직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양대 노총 보육노조 분과 뿐 아니라 영유아보육교

사협의회, 보육교사협의회, 공동육아 교사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성과 민주성을 원칙으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주체를 조직화 할 것을 제안한

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충분히 설명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각 

조직들과의 개별적인 간담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

하는 모든 주체들을 모은 종합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조직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

과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단체에서 추천한 보육교사들

과 보육 전문가(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종사자).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보육

교사위원회(가칭)을 구성할 수 있다. 보육교사들 이외에 보육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가 함께 활동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보육교사들의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

4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 보육교사소통방(https://child.seoulwomen.or.kr/child_car

e/child_care.do. 2020. 10. 1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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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함께 제도화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주체가 되는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보육교사의 비율을 높이도록 

한다. 보육교사 구성 시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을 고려하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

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보육교사가 중심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한다. 

본 위원회의 역할은 정기적･비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보육교직원 정책 수립 시 

검토의견을 제안하며 ▲보육교직원 대상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한

다. 또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교직원 업무 경감 등의 계획 수립 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위원회가 조직화가 되면 그 동안 각기 개별적으로 

활동해왔던 다양한 보육교사 조직 간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직면한 공동의 문제에 함께 협력할하여 대응할 수 있는 연대의 

효과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보육교사의 정책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① 보육교사 청책 토론회 개최 : 보육교사와 정책 연구 전문가와의 협업 

서울시보육교사회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일반 보육교사들의 발언권도 함께 보장

할 수 있도록 청책 토론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청책토론회는 보육교사들의 개

별적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유용하지만 보육교사 소통방이나 일상적인 간담회와는 

차별화된 세 가지 효과를 기대 수 있다. 첫째, 보육교사가 보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

해서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보육교사가 하루하루 치러야 할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자신의 처한 환경

과 문제를 의식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흘려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청

책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발언 기회를 얻으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

하고 발언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셋째, 조정자와 동료 교사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현재 보육 현장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청책토론회의 형식은 한국보육교사회가 지방선거나 대선이 임박하여 추진했던 

정치 토론회의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먼저 발굴된 보육주제 역량 강화 사업 주체

가 현재의 정책적 이슈나 보육의 문제를 소개하고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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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책적 대안을 소개 한다. 이후 토론회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이 그룹 별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청책토론회 시 보육교사 노조, 보육교사협의회 등 다양한 보육교사 모임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있는 인원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교사 스스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조정자(facilitator)가 배석될 것을 제안한다. 조정자는 정책 연구자가 

보육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고 이들은 보육교사들이 이슈에 관해 자유롭게 쏟아내는 

현장의 언어들을 제도화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어린이집 교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실화 : 민주적 의사결정의 일상화

보육교사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

제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일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의 문제가 의제화 되면 정책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 시절부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지

역사회탁아소연합회부터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자격을 유지했던 회원들의 경우는 조

직 내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어린이집 내부적으로도 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며 숙의

와 토론과 같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익숙해진 자들이었다. 영유아보육법 제

정 이후에도 책임교사와 평교사로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지만 동등한 구성원으

로서 문제의 해결책을 공동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따라서 현재 보육교

사들도 현장 내부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정책적 개선방안과 연결하는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정책적 역량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내부의 교사회의 구성과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거하여 2019년 6월부터 어린

이집 평가제를 실시해왔다. 이 중 원장 리더십의 평가 지표 항목에 교사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보건복

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9). 교사회의가 월 1회 이상 이뤄지고 회의 내용 관련 기

록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이 “실시 여부”와 “기록”과 같은 결과만으로 

교사회의가 운영될 때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전반을 담보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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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사회의에 대한 운영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어린

이집 내 부에서 교사회의를 구성할 때 책임 교사와 평교사로 구성하되 의제 발굴부

터 해결방안 제안은 수평적 토론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둘째, 교사회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의제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의제 뿐 아니라 교사의 처우 개

선과 같은 의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운영위원회 참여 전 모든 

교사들이 참여하여 운영위원에서 나온 안건들을 함께 검토하는 역할을 하며 어린이

집 내부의 노동자 대표기구 역할 등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서울시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셋째, 책임 교사는 추후 교사회의에서 나온 회의 과정

을 모두 기록하고 원장과 논의하여 교사회의에서 의제들이 추후 어린이집 개선 방

안과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넷째, 책임 교사의 임기

는 제한을 두고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이 순환하여 책임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③ 보육교사와 정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시 : 사료의 활용  

중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정책역량과 정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

램을 마련하고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강의 

형식과 워크샵 형식을 혼합하여 설계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이론과 실습 강좌 프로그램 

이외에도 사회복지 및 지역 복지적 관점에서 보육 정책을 조망하거나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의 및 워크샵을 병행하여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4❙ 한국보육교사회 추진 교육 프로그램 

구  분  구체적 내용 

2001년 

∙ 가족복지 지원자로서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 왜 어린이집에서 가족복지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 어린이집에서 실천하는 가족복지 지원사례

2002년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흐름 

∙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 성인지적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하여 

∙ 가족의 변화와 가족복지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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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육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보육의 공공성 관점이 반영된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다. 가령 인력풀 기본교육에는 보육의 공공성 분야에 ‘보육공공성 및 

보육정책의 이해’, ‘보육사업 및 영유아보육법 이해’,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이해’이 

6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인력풀 초임교사 교육에도 4시간이 배정되어있다. 인권감수

성 영역에 보육교사의 젠더감수성이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서울시여성가

족재단 보육서비스 지원센터, 2020)43) 그러나 해당 교육이 보육교사의 정책적 역량 

강화에 지원하기에는 회차나 시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일회성의 이론과 실습

으로는 보육교사가 기대하는 정책적･정치적 역량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4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 지원센터 교사 교육과정 안내 (https://child.seoulwomen.or.kr/edu

CareerInfo.do?curriculumCd=A1. 2020. 10. 8 인출)

구  분  구체적 내용 

2003년

∙ 보육시설의 복지적 기능 강화 왜 필요한가?

∙ 보육시설의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역자원 정보 

∙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보육시설의 역할과 관계형성 방안

- (사례발표) 지역사회와 보육시설-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연계 서비스 

- (그룹워크숍) 우리 지역 복지망 만들기

- (그룹워크숍) 보육시설의 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한 모의훈련 

2004년

∙ 보육현장과 보육정책 

∙ 보육교사아동인권감수성 키우기 워크샵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아동인권”

- (강의) 아동의 사생활 보호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워크샵1) 아동의 눈으로 되돌아보기 

- (현장사례 공유) 보육교사 인권보육 현장체험 보고 

- (워크샵2) 보육현장에서 아동인권과 나 

- (토론) 우리의 현재 점검과 이후 방향 

∙ 보육운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힘키우기 워크샵 Ⅰ

- (주제강연) 보육운동의 역사를 통해 본 여성노동운동과 보육운동

- (워크샵) 지역보육운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교육) 보육상담의 기초-바람직한 부모상담/바람직한 보육교사 상담

- (토론) 보육운동 현실 진단/보육활동가의 자세

∙ 보육운동 활성화를 위한 힘키우기 워크샵 Ⅱ

- (실무교육) 회의진행/정보통신 활용/대중강좌기획/회원관리

- (자기성찰) 내면에서 시작하는 평화적 갈등 해결/여성활동가의 삶과 고민

- (강의) 보육의 사회적 역할과 보육교사의 역할

출처 : 한국보육교사회(2006: pp.72-83, pp.130-132) 참고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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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보육교사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이 같은 강의에 더해 보육교사가 주체

가 된 워크샵 형식을 병행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워크샵의 구체적인 형식은 한

국보육교사회 3-3기의 보육교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보육교사의 어린이

집에서의 역할 찾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명의 전문가와 다양한 영역

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서 5회에 걸쳐 보육교사를 둘러싼 

어린이집의 환경과 보육교사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역할을 그룹별 집

중 토론을 통해 함께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는 스스로 문제

와 그 해법을 찾아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보육교사 스스로 현장

의 문제를 찾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주체적인 정책적인 역량이 신장되는 것은 물론 보육교사의 전문성도 함께 정교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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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보육교사회 소장 자료 현황 

1. 발간시기별 현황 및 자료 해제 

<부록표1> 발간시기 별 자료 현황

구분

1기 2기 3-1기 3-2기 3-3기
시기 

미상
소계 (87.6~

91.7.)

(91.하~

94.12.)

(95~

97.상)

(97.하~

00.)

(01.~

06.)

함께 가는 길 - 14 - - - - 14

우리네아이들 3 5 22 19 28 - 77

월보/격월보 소계 3 19 22 19 28 0 91

토론회/심포지엄 

정책 자료집
1 2 -　 1 3 - 7

총회 등 

행사 자료집 
- 8 - 1 1 6 16

교육훈련 자료집 - 3 1 5 -　 5 14

기타 자료집 1 3 5 1 5 3 18

기타 자료 소계 2 16 6 8 9 14 55

총계 5 35 28 27 37 14 146

주: 한국보육교사회는 3-3기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분류하였으나, 기증자료들은 2006년까지 생산됨 

<부록그림1> 발간시기별 자료유형 비율

주: 시기미상 자료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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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특성별 현황 및 자료 해제 

1) 우리네아이들 

번호 사진(표지) 제목 핵심 주제어  주요내용 형태

1

우리네아이들 

(1990.05. 

제7호)

∙ 혜영･용철 사망

사건 추모

∙ 탁아정책의 문제

점과 사망사건

∙ 가사노동 문제 등

∙ 저소득층 아동의 사망사

건을 기리며 탁아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과제

를 제시함

∙ 여성의 가사 노동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의식을 표

출함

월보

2

우리네아이들 

(1990.12. 

제8호)

∙ 탁아입법활동

∙ 민자당 영유아보육

(안) 문제 제기 등  

∙ 그간의 탁아입법활동을 

사진을 통해 회고

∙ 민자당에서 제안한 영유

아보육법(안)의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조망함

월보

3

우리네아이들 

(1991.07. 

제10호)

∙ 지방자치와 탁아

정책

∙ 통일교육

∙ 성폭력 문제

∙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주

민에 맞는 탁아정책 실시

의 장･단점 분석함

∙ 올바른 통일교육의 중요

성과 방법을 소개함

∙ 여성문제로서 가정외 성

폭력을 중심으로 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살펴봄

월보

4
우리네아이들 

(1994.07.)

∙ 사회복지사업과 

보육사업

∙ 여성의 새로운 

역할 등 

∙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으

로서 아동보육사업을 바

라볼 필요성을 강조

∙ 여성 노동력이 대거 진출

하였지만 여전히 복지국

가에서도 여성에게 전통

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모순

을 지적함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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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표지) 제목 핵심 주제어  주요내용 형태

5

우리네아이들 

(1994.08/09.

합본호)

∙ 보육행정 현황

∙ 보육사업과 지방

자치

∙ 지방자치제 시대의 개막

과 함께 보육사업의 현황 

및 향후과제를 제시함

합본호

6
우리네아이들 

(1994.10.)

∙ 영유아보육법 현

황 및 개선방향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

해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

월보

7
우리네아이들 

(1994.11.)

∙ 가사노동논쟁

∙ 부모교육

∙ 영유아보육법 개

정안

∙ 보육관련하여 가사노동

논쟁의 의의와 부모교육

의 방향을 제시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소

개함 

월보

8
우리네아이들 

(1994.12.)
∙ 여성 지위 ∙ 여성의 새로운 지위 모색 월보

9
우리네아이들 

(1995.1/2.)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업현황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활

동 10주년을 맞이하여 지

난 활동을 되돌아봄

∙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

합회(이하 민보련)가 출

범하면서 민간보육을 대

변해 온 활동을 이전시

키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개

선시키려는 새로운 보육

운동 영역을 개척하자고 

주장함

∙ 개별조직으로서 지탁연

의 역량이 부족했던 당

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개별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연대하

여 해결하는 데 도움을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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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표지) 제목 핵심 주제어  주요내용 형태

주었다면, 앞으로는 민

보련이 자체적으로 활동

할 계획에 앞서 한국여

성단체연합의 사업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소

개함

10
우리네아이들 

(1995.03.)

∙ 전국 민간/가정 

보육시설 연합회 

창립

∙ 보육사업지침

∙ 전국 민간/가정 보육시설 

연합회 창립총회를 보고함

∙ 당시 보육사업 지침에 대

한 내용을 분석함

월보

11
우리네아이들 

(1995.04.)

∙ 미국 탁아재정

∙ 서울시 보육시설

계획

∙ 미국의 탁아재정 부담방

식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탁아재정상황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함

∙ 서울시 보육시설 운영개

선 계획안을 소개함

월보

12
우리네아이들 

(1995.06.)

∙ 한국보육정보연구

소 개소

∙ 지탁연 사업과 교육의 질

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보

센터의 필요성이 부각되

어 한국보육정보연구소

를 개소하고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PC통신 서비스 

‘Go Baby’ 개시를 알림

월보

13
우리네아이들 

(1995.07/08.)

∙ 6.27 지방자치선거

∙ 한국여성단체연합

∙ 민간보육시설연

합회

∙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주

축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사업 진행을 알리고 

진작시킴

∙ 지방보육시대를 위한 방

향을 제시함

격월보

14
우리네아이들 

(1995.09.)

∙ 구립 어린이집 운

영방안

∙ 지방자치보육

∙ 서울시 보육사업

∙ 어린이/청소년 

권리

∙ 구립 어린이집 운영의 개

선방안과 함께, 지방자치

시대에서의 보육사업과 

서울시 보육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소개함

∙ 어린이/청소년 권리진작

을 주장함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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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표지) 제목 핵심 주제어  주요내용 형태

15
우리네아이들 

(1995.10.)

∙ 여성권리문제

∙ 만5세 조기입학

∙ 여성권리 관련하여 출산

과 생리 등에 대한 이슈

를 논함

∙ 교육부의 만5세 조기입학 

입법예고 내용과 이를 반

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교

육화를 주장하는 연대회

의 제출 의견서를 소개함

월보

16
우리네아이들 

(1995.11.)

∙ 지탁연 10주년

∙ 만5세 조기입학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 지탁연 10주년을 기념함

∙ 유아교육관련하여 만5세 

조기입학 문제의 방향성

을 제시하며, 가정폭력방

지법 제정을 주장함

월보

17
우리네아이들 

(1995.12.)

∙ 지탁연 10주년

∙ 만5세 조기입학

∙ 기획논단으로 지탁연 10

주년을 기념하며 향후 방

향을 살펴봄

∙ 만5세 조기입학을 유보방

침을 철회하는 입장을 제

시함

월보

18
우리네아이들 

(1996.01/02.)

∙ 지탁연 겨울수련

회 및 정기총회

∙ 96년도 보육사업

방향

∙ 보육정책과 보육의 질 개

선을 위한 지탁연의 역할

과 결의를 보임 

∙ 96년도 지탁연 겨울수련

회 및 정기총회 활동을 

보고하며 지역대표자를 

소개함

∙ 96년도 보육사업의 사업

시책과 방향을 공유함

격월보

19
우리네아이들 

(1996.04.)

∙ 총선과 여성/보육

정책

∙ 학령 전후 아동

보육

∙ 방과후 아동지도 

∙ 총선을 앞두고 여성 및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를 소개함

∙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도

입의 필요성을 주장함

월보

20
우리네아이들 

(1996.05.)

∙ 보육사업 활성화

∙ 어린이인권

∙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도모하고

∙ 어린이 인권을 주장함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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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표지) 제목 핵심 주제어  주요내용 형태

21
우리네아이들 

(1996.06.)

∙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 보육사업 활성화 

제안 답변 

∙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세

미나 참석 후기로서, 보

육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

해 정부의 성급한 시설확

충 위주의 정책을 견제하

고,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임금체제 개선 등에 대한 

요구를 지지함

∙ ‘96년 보육사업지침에 대

해 지탁연과 전국민보련

의 공동입장을 발표한 

제안서에 대한 보건복지

부의 답변을 소개함. 보

육비용의 정부 지원 확

대나 일부 보육시설의 

질 개선 문제(민간시설

과 국공립시설 보육교사 

경력을 동일하게 처리) 

등에 대해서는 재정형편

상 추후 검토가 필요하

다고 응답함

월보

22
우리네아이들 

(1996.09.)

∙ 보육정보센터 설치

∙ 서울시 보육시설

∙ 제2회 전국 보육

교사 여름연수

∙ 여성복지예산

∙ 보육정보센터와 서울시 

보육시설 설치를 주장함

∙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 

활동을 보고함

∙ 여성복지예산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월보

23
우리네아이들 

(1996.10.)

∙ 유치원 무상교육

∙ 중앙보육위원회

∙ 유치원 1년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함

∙ 중앙보육위원회에서 진

행된 보육행정 관련 논

의를 소개함

월보

24
우리네아이들 

(1996.11.)

∙ 사회복지

∙ 영유아보육사업

∙ 사회복지예산 GDP 

5%확보 운동

∙ 사회복지와 영유아보육

사업의 관련성을 돌아봄

∙ 사회복지예산 확장을 위

한 논의로서 GDP 5%확

보 운동의 의의와 과제를 

제시함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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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표지) 제목 핵심 주제어  주요내용 형태

25
우리네아이들 

(1996.12.)

∙ 유아교육 체제 개혁

∙ 교육개혁위원회

∙ 보육사업 활성화

계획

∙ ‘5세아 무상교육에 관한 

교육개혁위원회의 공청

회’에서 발표된 교육개혁

위원회 안을 소개함

∙ 보육사업 활성화 시행계

획을 공유함

월보

26
우리네아이들 

(1997.01/02.)

∙ 인권보육 커리큘럼

∙ 여성운동 10대뉴스

∙ ‘97년도 보육사

업지침

∙ 보육비용 사회화

∙ 기획특집에서 인권보육 

커리큘럼 구성의 필요성

을 다룸

∙ 여성운동의 10대 뉴스 및 

97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의

견을 소개함

∙ 보육비용의 사회화를 주

장함 

격월보

27
우리네아이들 

(1997.03.)

∙ 조세진원제도

∙ ‘97년 보육사업

지침

∙ ‘97년 보육사업지침에 대

한 입장을 밝힘
월보

28
우리네아이들 

(1997.04.)

∙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 보육사업 활성화

∙ 교육개혁위원회 

개혁안

∙ 기획특집에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개혁방안 공청회 및 지정

토론 요약내용을 소개함

∙ 보육사업이 정책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과 

교육개혁위원회 개혁안

에 대한 시각을 제시함 

월보

29
우리네아이들 

(1997.05.)

∙ 유아교육개혁

∙ 인권보육 커리큘럼

∙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 기획특집에서 아동의 보

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한 유아교육개혁 방향
을 제시함

∙ 인권보육 커리큘럼에 대

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함

∙ 제안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보육시설 확충계획, 보

육 질전 개선,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제도 개선 의

지)소개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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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우리네아이들 

(1997.06.)

∙ 유아교육개혁

∙ 보육교사 재교육

∙ 승급교육

∙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개

선을 위해 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탐구함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를 위한 승급교육 및 재

교육 등의 교육제도에 관

심을 둠

월보

31
우리네아이들 

(1997.07/08.)

∙ 여성정책 30대 주

요과제

∙ 6월항쟁 10주년

∙ 새출발을 위한 여성정책 

30대 주요과제를 소개하고

∙ 유아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보일원화에 대해 

일본에서 일어난 논쟁에 

대해 다룸

∙ 보육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독

려함

격월보

32
우리네아이들 

(1997.10.)

∙ 한국보육교사회 

창립

∙ 서울시 시민복지 

5주년 종합계획

∙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을 

축하함

∙ 서울시 시민복지 5주년 

종합계획 내용을 소개함

월보

33
우리네아이들 

(1997.11.)

∙ 15대 대통령 보

육정책 과제

∙ 유아교육체제 마련

∙ 서울시 민간가정

보육시설 유아보

육프로그램

∙ 15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육정책 과제를 제시함

∙ 한국의 유아교육체제 마

련을 위한 방향을 다룸

∙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

설 유아보육프로그램의 

질을 분석함

월보

34
우리네아이들 

(1997.12.)

∙ 97년 정기국회 

보육법 개정

∙ 대통령후보 여성

정책

∙ 유아교육체제 개혁

∙ 5세아 무상보육

∙ 기획특집에서 97년 정기

국회에서 보육관련 법 개

정내용으로서 보육시설 

이용자 세제 감면과 5세

아 무상보육을 알림

∙ 대통령후보의 여성정책 

토론회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며, 유아교육체제 

개혁과 5세아 무상보육 

관련 건의문을 게재함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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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우리네아이들 

(1998.01/02.)

∙ 연구/실천하는 보

육교사상

∙ 98년도 보육사업

지침

∙ 신년 특집으로 보육교사

의 전문성과 단결력을 장

려하고, ‘98년도 보육사

업 지침을 요약제시함

격월보

36
우리네아이들 

(1998.06.)

∙ 유아교육법안

∙ 무상교육

∙ 발도르프유아원 

교육

∙ 당정이 추진중인 유아교

육법안(만5세아 무상교

육 실시, 유치원과 보육

시설 통합일원화, 영아보

육법 제정 후 유아와 영

아 이원화 관할 등)을 반

대함

∙ 유아학교가 아닌 취학연

령1세 하향조정 후 유아

학년 도입을 제안함

월보

37
우리네아이들 

(1998.07/08.)

∙ 유아교육법안

∙ 유치원과 학교 일

원화

∙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논쟁 가운데, 부모의 입

장에서 종일 보육의 역사

가 적은 유치원이 학교와 

종일 보육과 교육을 일원

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유

아교육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다룸

격월보

38
우리네아이들 

(1998.09.)

∙ 유아교육법

∙ 시설별/연령별 이

원화 체제

∙ 공교육화 확대

∙ 유아교육법 시효성이 없
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함

∙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요약내용을 공유함

∙ 공공성 확보를 통해 학부

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유

아교육법안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운

영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함

월보

39
우리네아이들 

(1998.10.)

∙ 유아교육개혁

∙ 유아교육진흥법 수

정안

∙ 영유아보육법 부

분개정

∙ 유아교육개혁 논의 끝에 

유아교육진흥법 수정안

이 통과되어 사립유치원

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

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을 알림

∙ 영유아보육법 부분 개정 

내용을 공유함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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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우리네아이들 

(1998.12.)

∙ 어린이집 교사 전

문성

∙ 보육의 질적 제고

∙ 서울보육교사회

∙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서울보육교사회 창립을 

알리며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함

월보

41
우리네아이들 

(1999.03/04.)

∙ 보육인력 수급 적

절성

∙ 보육인력 전문성

∙ 99년 한국보육교

사회 사업방향

∙ 보육인력을 어느 정도 수

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들의 전문성을 고취시

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룸

∙ 99년도 한국보육교사회

의 사업방향과 계획을 

소개함

격월보

42
우리네아이들 

(1999.05/06.)

∙ 교사임금체계

∙ 연봉제

∙ 서울특별시보육조

례안

∙ 교사임금체계를 연봉제로 

개편하는 것에 대하여 한

국보육교사회에서 보건

복지부에 보낸 질의와 답

신 내용을 공유함

∙ 서울특별시보육조례안 제

정을 알림

격월보

43
우리네아이들 

(1999.07/08.)

∙ 차등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 서울시 보육조례

제정

∙ 차등보육료를 도입하기 위

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방

안을 제시하는 공청회 내

용을 공유함

∙ 서울시 보육조례제정의 의

미를 알림

격월보

44
우리네아이들 

(1999.09/10.)

∙ 방과후 아동지도

∙ 영유아보육법 개

정안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시설 종

사자 자격관리

∙ 방과후 아동지도와 보육

의 관련성 및 전망을 알림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보육법에 대한 내용

을 소개함

∙ 정부의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관리

의 일환으로 경력 증명서

를 기존의 시군구청장 발

급에서 시설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됨을 알림

격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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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리네아이들 

(1999.11/12.)

∙ 차등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개정

∙ 보육법 개정 방향으로서 

차등보육료에 대해 다룸

∙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을 주장함

격월보

46
우리네아이들 

(2000.03/04.)

∙ 보육사업정책 현황

∙ 2000년도 보육사업

∙ 한국보육교사회 사

업방향

∙ 보육사업정책 현황 및 개

선방향을 제시함

∙ 2000년도 보육사업 및 한

국보육교사회의 사업방

향을 소개함

격월보

47
우리네아이들 

(2000.05/06.)

∙ 2000년 보육사업

∙ 국공립시설 민영화

∙ 2000년 보육사업에 관한 

관련자들의 제안내용과, 

국공립시설의 민영화 요

구에 대한 논의를 소개함

격월보

48
우리네아이들 

(2000.09/10.)

∙ 영유아보육사업

∙ 보육예산

∙ 보육의 질

∙ 영유아보육법 개정

∙ 보육예산이 부족함을 강

조함

∙ 보육의 질 담보를 위해서

는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교사 처우 문제 개선이 

시급하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촉구함

격월보

49
우리네아이들 

(2000.11/12.)

∙ 보육인력 자격제도

∙ 유아교육법 제정

∙ 보육인력 자격제도 도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유아학교를 골자로 한 유

아교육법 제정에 대해 반

대입장을 표명함

격월보

50
우리네아이들 

(2001.01/02.)

∙ 보육교사 처우

∙ 2001년도 보육사

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육

발전위원회

∙ 보건복지부 보육발전위원

회 발족을 축하함

∙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보육교사 처우와 근무환

경 개선을 주장함

격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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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우리네아이들 

(2001.03/04.)

∙ 가족문화

∙ 유아보육법

∙ 보육교사 경력관리

∙ 2001년 보육지침

∙ 2001년 한국보육

교사회 사업방향

∙ 서비스 전달자로서 유아

보육법과 임면보고 및 보

육교사 경력관리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입장

을 발표함

∙ 2001년 한국보육교사회

의 사업방향 및 계획과 

보육지침을 안내함

격월보

52
우리네아이들 

(2001.05/06.)

∙ 보육 공공성

∙ 영유아보육법 개정

∙ 보육교사 임면보

고 폐지

∙ 유아보육법 제정

∙ 유아교육법 제정 뿐 아니

라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어

떻게 개정해야 하는지를 

표명함

∙ 보육교사 임면보고 폐지

에 대하여 다룸

격월보

53
우리네아이들 

(2001.09/10.)

∙ 보육사업종합발전

계획안

∙ 보육시설 지역사

회서비스

∙ 방과 후 보육활

성화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보육사업종합발전계획안

의 내용을 요약제시함

∙ 보육시설의 지역사회서비

스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

부모의 요구를 조사하여 

소개함

∙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방과 후 보육 활성화와 

보육교사 처우 향상을 

주장함

격월보

54
우리네아이들 

(2001.11/12.)

∙ 보육교사 자격제

도 개선

∙ 가정과 직장 양

립지원

∙ 안심할 수 있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는 

보육제도 만들기를 주장함

∙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을 촉구함

격월보

55
우리네아이들 

(2002.01/02.)

∙ 보육교사 근무환

경 실태조사

∙ 보육의 질 향상

∙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요약제

시함

격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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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표지) 제목 핵심 주제어  주요내용 형태

56
우리네아이들 

(2002.03/04.)
∙ 보육종합대책

∙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
는 젊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보
육종합대책의 허와 실을 
다룸

격월보

57
우리네아이들 

(2002.05/06.)

∙ 지방선거

∙ 보육예산

∙ 보육교사 처우개선

∙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육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
육예산 인상을 촉구함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독
려함

격월보

58
우리네아이들 

(2002.07/08.)

∙ 민선3기 지방자

치단체장

∙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장
의 보육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입장
을 공유함

∙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바라는 보육정
책 방향을 주장함

격월보

59
우리네아이들 

(2002.09/10.)

∙ 2002년 서울시비 

추가지원

∙ 연장보육

∙ 어린이집 흉기 난

동 사건

∙ 보육부담을 줄이는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보육
정책에 대한 국가적 관심
이 필요함을 촉구함

∙ 보육교사 연구수당 지급
과 야간보육활성화를 위
한 2002년 서울시비 추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룸

격월보

60
우리네아이들 

(2002.11/12.)

∙ 보육과 정치

∙ 대선

∙ 양성평등 육아문

화 확산

∙ 보육교사 연구수당

∙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보육정책이 무엇인지 표
명함

∙ 양성평등 육아문화 확산
을 위해 아버지들에게 육
아 참여의 기쁨을 알리고 
보육교사의 의지를 다지
도록 장려함 

격월보

61
우리네아이들 

(2003.01/02.)

∙ 노무현 당선자 보

육공약

∙ 보육실태조사

∙ 보육교사의 역할

∙ 여성주의

∙ 노무현 당선자의 보육공
약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다룸

∙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개
선방향을 제시하며,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역할을 모색하면서, 보육
정책에 대하여 여성주의
의 시각으로 고찰함

격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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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표지) 제목 핵심 주제어  주요내용 형태

62
우리네아이들 

(2003.03/04.)

∙ 2003년도 보육사

업 안내

∙ 보육교사 자리찾기

∙ 포괄적 보육서비스

∙ 2003년도 보육사업 안내

의 주요내용을 공유함

∙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

의 역할분담과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모임 인터뷰 내용을 공유

하며

∙ 적극적이고 열린 방향으

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시행을 주장함

격월보

63
우리네아이들 

(2003.05/06.)

∙ 보육발전

∙ 보육시설 인증제

∙ 보육교사 자리찾기

∙ 보육발전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제시함

∙ 보육시설 인증제를 소개함

∙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

의 역할을 모색하는 두 

번째 모임 인터뷰 내용을 

공유함

격월보

64
우리네아이들 

(2003.07/08.)

∙ 보육발전

∙ 보육시설 인증제

∙ 보육교사 자리찾기

∙ 보육발전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제시함

∙ 보육시설 인증제를 소개함

∙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

의 자리 찾기를 촉구함

격월보

65
우리네아이들 

(2003.09/10.)

∙ 보육정책 예산

∙ 서울지부 근로기

준법 모임

∙ 부산시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시

민본부 결성

∙ 보육정책 예산을 살펴봄

∙ 지방자치제 이후 서울시

지부의 근로기준법 모임

과 부산시 보육조례제정

을 위한 노력으로 시민운

동본부 결성식이 이루어

짐을 보고함

격월보

66
우리네아이들 

(2003.11/12.)

∙ 보육조례 제/개정

∙ 보육교사 자리찾기

∙ 보육조례 제/개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임파워먼트를 독려하는 

마지막 모임 인터뷰 내

용 소개

격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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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표지) 제목 핵심 주제어  주요내용 형태

67
우리네아이들 

(2004.01/02.)

∙ 2004년 보육사업 

안내 개정

∙ 2004년 보육사업 안내의 개

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함
격월보

68
우리네아이들 

(2004.07/08.)

∙ 6.11 육아지원정책

∙ 보육교사 현황

∙ 최저임금제

∙ 6.11 육아지원정책이 보

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보육교사의 현

재 입지를 되돌아봄
∙ 사람답게 사는 인권을 위

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

하는 내용을 다룸

격월보

69
우리네아이들 

(2004.09/10.)

∙ 영유아보육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
른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주요 내용을 소개함

격월보

70
우리네아이들 

(2004.11/12.)

∙ 영유아보육법 하

위법령 개정

∙ 영유아시설 통학

차량

∙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

정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의 과제를 제시함

∙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영

유아시설의 통학차량의 

필요성을 모색함

격월보

71
우리네아이들 

(2005.01/02.)

∙ 2005년도 보육정

책/예산

∙ 보육시설 평가인

증업무, 한국보육

교사 총회

∙ 탁아운동 역사

∙ 보육교사 처우개

선 방안연구

∙ 2005년도 보육정책의 변

경사항 및 예산을 소개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업무 개

시를 알림
∙ 탁아운동의 역사를 되돌
아보며 한국보육교사 총

회 활동과 보육교사처우

개선 방안연구 보고서 발

간을 공유함

격월보

72
우리네아이들 

(2005.03/04.)

∙ 여성부 보육사업

지침

∙ 광주광역시보육조

  례제정

∙ 보육노동자 처우

∙ 여성부가 시행하는 첫 보

육사업지침의 변경사항
을 소개함

∙ 광주광역시보육조례제정

의 필요성을 주장함

∙ 보육노동자의 권익문제

를 다룸으로써 처우개선

을 촉구함

격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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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우리네아이들 

(2005.05/06.)

∙ 보육예산

∙ 제2차 육아지원방

안 한국보육교사

회 전망팀

∙ 2004년 전국보육/교육실

태조사에 근거한 제2차 

육아지원방안 중 국공립

확대설치와 보육료자율

화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주장함

격월보

74
우리네아이들 

(2005.07/08.)

∙ 여성부

∙ 보육의 공공성

∙ 여성부의 모호한 정책방

향을 수정할 것을 촉구함

∙ 보육의 공공성 확립을 주

장함

격월보

75
우리네아이들 

(2005.09/10.)

∙ 부모의 사회적 참여

∙ 탁상행정

∙ 어린이집  

∙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부모의 사회적 참여와 탁

상행정 타파를 주장함

∙ 잇따른 어린이집 문제로 

인한 부모들의 불신을 해

소하기 위해 학부모의 관

심과 의견제시의 중요성

을 알림

격월보

76
우리네아이들 

(2005.11/12.)

∙ 2006년 보육예산안

∙ 아동별 지원방식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개

편하고자 하는 여성가족

부의 2006년 보육예산안

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

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인

상을 요구함

∙ 보육교사-시설장-학부모

들 간 소통과 조화를 이

룰 것을 장려함

격월보

77
우리네아이들 

(2006.01/02.)

∙ 보육시설 평가인

증제

∙ 한국보육교사회 해

산총회

∙ 한국보육교사회 해산에 

따른 마지막 월보로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해 다룸

∙ 마지막 정기총회 활동을 

보고하며 20년 역대 우리

네아이들 월간지 역사를 

되돌아봄

격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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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 가는 길 

번호 사진(표지) 제목 핵심 주제어 주요내용 형태

1

교사들의 

소식지 

(1992. 05. 

준비호)

∙ 지역사회탁아소연

합회

∙ 소식지 창간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조

직을 소개함

∙ 탁아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함

∙ 아동교육 정보를 소개함

월보

2

교사들의 

소식지  

(1992. 07. 

창간호)

∙ 창간호

∙ 성폭력특별법

∙ 탁아활동가

∙ 탁아정책 실현 요

구대회 등 

∙ 교사들의 소식지를 창간

하며 기획기사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다룸

∙ 교사조직분과에서 탁아활

동가의 품성과 자세를 기고

하고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 등을 공유함

월보

3

함께 가는 길 

(1992. 08. 

제2호)

∙ 한국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통일정세와 범민

족대회

∙ 탁아교사 설문조

사 분석결과 등 

∙ 기획기사로 한국 복지정

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통일정세와 범민족대회

를 담고 지탁연 탁아교사

의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제시함

∙ 하계수련회 소식 공유

월보

4
함께 가는 길 

(1992. 10.)

∙ 좋은 놀이에 대

한 소개

∙ 일본 연대 탐방기

∙ 어머니 큰잔치 평

가 등 

∙ 특집으로 그간 진행되온 

어머니 큰잔치에 대한 활

동을 총괄하고 평가함

∙ 아동교육의 일환으로 좋

은 놀이에 대해 소개함

∙ 일본 ‘유유아발달연구소’ 

심포지움 참석 및 일본 

탁아소 방문기에 대한 

내용을 다룸

월보

5
함께 가는 길 

(1992. 11.)

∙ 대선투쟁 준비

∙ 정치토론회 활동 

총괄

∙ 지탁연 소속 교

사 실태조사 분

석결과 등

∙ 대선을 맞아 탁아활동가로

서 제시해야 할 정책을 점

검하고 제 1차･2차 정치토

론회의 활동을 총괄함

∙ 지탁연 소속 탁아서 실태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 내

용을 담음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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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께 가는 길 

(1992. 12.)

∙ 영유아보육법 개

정 투쟁

∙ 92년 지탁연 12

대 뉴스

∙ 활동총괄 등

∙ 기획기사로 탁아운동론과 

영유아보육법 개정투쟁

의 전망을 제시하고 92년 

탁아운동의 주요 뉴스를 

소개함

월보

7

함께 가는 길 

(1993. 01/02. 

신년호)

∙ 93년 지탁연  임

  원 소개

∙ 재정자립 사업

∙ 93년 지탁연 임원을 소개

함

∙ 재정자립 사업에 동참을 

독려함

∙ 일본의 보육소 사례를 살

펴봄

격월보

8
함께 가는 길 

(1993. 03.)

∙ 영유아보육법 개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

∙ 여성의 날 행사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골

자로 하여, 법개정을 위

한 방향과 당시의 보육사

업정책의 현황 및 문제를 

소개함

∙ 법 개정을 위한 주요 주

체로서 한국여성단체연

합의 활동을 평가하고 계

획을 제시함

월보

9
함께 가는 길 

(1993. 04.)

∙ 신학기 특집 아

동교육

∙ 보육사업 수행 제

안서

∙ 탁아소 이용가구 

조사

∙ 신학기를 맞이하여 아동교

육에 관한 내용을 제시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

해 보육사업 수행 제안서 

소개 및 탁아소 이용가구 

소득조사 결과를 보고함

월보

10
함께 가는 길 

(1993. 06.)

∙ 민간탁아소와 연합

∙ 제도 개혁

∙ 견학 및 통일교육

∙ 아동교육의 일환으로 견

학 및 통일교육을 소개함

∙ 법개정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민간탁아소와의 연

합을 도모하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한 시각을 다룸

월보

11
함께 가는 길 

(1993. 07.)

∙ 전환기 사회복지

∙ 농촌 탁아소

∙ 유치원 교육과정

∙ 통일교육

∙ 아동교육에 관해서 유치

원 교육과정과 통일교육

을 다룸

∙ 전환기에서의 사회복지 

역사 및 전망과 농촌 탁

아소의 현황을 소개함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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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표지) 제목 핵심 주제어 주요내용 형태

12

함께 가는 길 

(1993. 08/09. 

합본호)

∙ 유치원 교육과정

∙ 유아체육

∙ 용도변경

∙ 농촌탁아소

∙ 지탁연 교사 여

름수련회

∙ 지탁연 교사 여름수련회 

활동을 공유함

∙ 유치원 교육과정 및 유아

체육 내용을 소개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

한 용도변경에 대해 다룸

합본호

13
함께 가는 길 

(1993. 12.)

∙ 영유아보육행

∙ 여성의 전화

∙ 8~12개월 영아 교

육프로그램

∙ 공동체 아동교육

∙ 여성의 전화에 대해 소개

하며 여성문제를 다룸

∙ 영아 교육프로그램 및 공

동체 아동교육 소개함

∙ 정책이슈로서 영유아보육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제시함

월보

14
함께 가는 길 

(1994. 03.)

∙ 한국여성대회

∙ 한국여성연합회 사

업활동

∙ 12~18개월 영아 교

육프로그램

∙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여성대회의 진행상황 

및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의 사업활동을 공유함

∙ 12~18개월 영아의 교육프

로그램을 소개함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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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회/심포지엄 등 정책자료 현황 및 해제 

번호
사진

(표지)
제목 생산자 형태 및 주요내용 

생산

시기

1

도시빈민연구소  

제9차 월례토론회: 

탁아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빈민

연구소,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토론자료집

∙ 탁아운동 개념  및 현황 

소개

∙ 아동복지법 개정안 문제

점 소개

∙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소개

1990.06.

2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정책자료집

∙ 한국 보육정책 현황  소개

∙ 보육시설 실태 및 정책평가

∙ 정부의 보육료와 보육시

설 지원 정보 공유

1993.09.

3

한/일 보육운동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한/일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심포지움 자료집

∙ 지역보육운동 강연

∙ 일본  보육현황 및 보육

운동 소개

∙ 한국 보육현황 및 보육운

동 소개

1994.05.

4

한국보육교사회 

강연자료:  98년 

사회복지 현황과 

보육사업 전망 - 

IMF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

한국보육

교사회

∙ 형태: 강연자료집

∙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연

혁 소개

∙ IMF 시대 사회복지 및 보

육사업 현황 및 전망 제시

1998.02.

5

서울주제발표-지

역사회  토의자료: 

요보호 아동 

건강지원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보육기관의 역할

박혜경

(구로건강

복지센터 

대표)

∙ 형태: 토론자료집

∙ 요보호아동 건강지원사업

에  관한 구로건강복지센

터 활동 소개

2003.

추정

6

경기주제발표-지

역사회  토의자료: 

지역사회와 

보육시설의 연계망 

구축 및 상호작용

남 현

(안양시자원

봉사센터  

사무국장)

∙ 형태: 토론자료집

∙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역

할 정리

∙ 보육시설의 자원봉사센

터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소개

2003.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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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훈련 자료집 현황 및 해제

번호
사진

(표지)
제목 생산자 형태 및 주요내용 

생산

시기

7

열린 

보육/복지로의  

초대: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한국보육

교사회

∙ 형태: 리플렛

∙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

한 훈련 및 네트워크 형

성 행사 일정

2003.

상반기

번호
사진

(표지)
제목 생산자 형태 및 주요내용

생산

시기

1

아이들과  

선생님이 만들어낸 

TV안보기운동

한미은행

노동조합  

부설 

한미어린이집

∙ 형태: 자료집

∙ TV안보기운동  소개 및 

활동 평가

1992.02.

2

재미있는 옛이야기 

:  옛이야기 

공부모임

한국보육

교사회 

서울지부

∙ 형태: 자료집

∙ 유아교육자료로서  옛이

야기의 의의 및 특징, 사

례 소개

1992.02.

3
체별 연구일기 

사례
미상

∙ 형태: 자료집

∙ 체벌 연구일기 사례 공유

1994. 

추정

4
보육교사 현장연구 

자료집

한국보육

교사회

∙ 형태: 자료집

∙ 유아교육 현장연구 정보 

공유 및 해외사례 소개

∙ 보육교사 연구일기와 그룹

작업의 재교육 의의 모색

1997.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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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

(표지)
제목 생산자 형태 및 주요내용

생산

시기

5

건강교사교육 - 

보육시설 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한국보육

교사회,  

인도주의

실천의사협

의회

∙ 형태: 자료집

∙ 어린이집 건강교사 교육
1997.10.

6

슈타이너의 

교육철학과  

발도로프 유아원의 

교육

한국보육

교사회 

교육센터

∙ 형태: 자료집

∙ 대안적 보육 지평 확장 

차원에서 해외 유아교육 

학습 및 탐색

1998.04.

7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동  - 만화영화 

바로보기

한국보육

교사회 

교육센터

∙ 형태: 자료집

∙ 보육 지평 확장 차원에서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훈

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화영화를 활용한 교육 

활동 소개

1998.05.

8

재미있는 옛이야기 

: 옛이야기 

공부모임

한국보육

교사회 

서울지부

∙ 형태: 자료집

∙ 유아교육자료로서  옛이

야기의 의의와 활동 및 

사례 소개

2000.02.

9

2000년 

한국보육교사회 

수도권 여름연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옛 노래 

- 전통육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보육

교사회

∙ 형태: 자료집

∙ 전통사회의 육아풍속 및 

전래동요 소개

∙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아

이 어르는 소리 강연

2000.07.

10
보육교사의 자기 

모습  갖기

이주영

(옹기종기

어린이집 

교사)

∙ 형태: 자료집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건 소개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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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

(표지)
제목 생산자 형태 및 주요내용

생산

시기

11
좋은 보육시설 

만들기

김심환

(강서영재원

어린이집)

∙ 형태: 자료집

∙ 민간보육시설 환경 및 질 

개선을 위한 요건 소개

미상

12

보건소의 

이용방법과  

보건소에서의 

어린이/모자 관리

황호정

(우리 

어린이집)

∙ 형태: 자료집

∙ 보건소 업무 소개 및  이

용방법 소개

∙ 영유아/모자 관리법 소개

미상

13 게임 놀이 자료집

지역사회

탁아소연합

회 동부지역 

아동교육분과

∙ 형태: 자료집

∙ 유아교육 활동으로서 게임 

놀이 소개

미상

14
좋은부모, 좋은 

교사되기  훈련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자료집

∙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

생의 심리 및 유아교육에 

관한 학습자료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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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 등 행사 자료집 현황 및 해제 

번호
사진

(표지)
제목 생산자 형태 및 주요내용 

생산

시기
ㅣ

1

지역사회탁아소  

제4회 어머니 대회: 

함께 꾸리는 

탁아소, 함께 

만드는 탁아법, 

함께 참여하는 

탁아행정!!)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자료집

∙ 민간 비영리  탁아소 연

합조직으로서의 결집을 

위한 행사활동 소개

1991.10.

2

92년 지탁연  

하계수련대회 

자료집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자료집

∙ 품성론 강의

∙ 93년  탁아법 개정투입 돌

입을 위한 민중주도 중요

성 강조

∙ 각 지역 활동 평가

1992.07.

3

지역사회탁아소 

제5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탁아예산확보는 

엄마, 아빠 단결로!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자료집

∙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탁

아 정책개선을 위한 비영

리탁아소와 민간탁아소의 

결집 진작 활동

1992.10.

4
1993년 겨울 

수련대회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자료집

∙ 정기총회 활동 공유 및 

평가

∙ 탁아실태의 현황 소개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관

주도 탁아소의 내용과 문

제점 소개

1993.01.

5

지역사회탁아소 

제6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엄마, 아빠와 함께 

만든 탁아복지, 

밝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자료집

∙ 올바른 탁아법을 위한  일

하는 어머니의 권리와 유

아의 보호 및 교육 권리 

확보 진작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지역사회탁아소 연합조직

의 활동 및 법적 경과 공유

1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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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

(표지)
제목 생산자 형태 및 주요내용 

생산

시기
ㅣ

6

1994년 겨울 

수련회  및 제9회 

정기총회 자료집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자료집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정

기총회 관련 활동보고 및 

토론

∙ 지방자치제 재정강의

∙ 아동 음률교육

1994.01.

7
94년 지탁연 교사  

여름수련회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자료집

∙ 지탁연 교사 처우 및  근

무조건 기준 소개

∙ 지탁연 내 보육시설 운영

의 문제점 진단

∙ 지탁연 교육실태 분석

∙ 지방자치제 소개 및 여성 

활동 고취

1994.08.

8

제7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꿈을 갖고 쑥쑥쑥, 

함께크는 우리아이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자료집

∙ 일하는 어머니 대상으로 

공동육아 개념 소개

1994.10.

9

수원시 보육시설 

연합회  원장/교사 

연수

수원시 

보육시설 

연합회

∙ 형태: 자료집

∙ 1차 교육: NIE 교육

∙ 2차 연수: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소개

∙ 동화표현 놀이활동 소개

1999.06.

10

평동 어린이집 

제3회  졸업식 및 

수료식

평동 

어린이집

∙ 형태: 안내문

∙ 평동 어린이집 토끼풀반 

제 3회 졸업식 및 수료식

2001.01.

11 다시 떠나는 날 미상

∙ 형태: 악보

∙ 다시 떠나는 날 노래(작

시:도종환, 작곡:윤민석)

미상

12
여름교사연수회(가

칭)

한국보육

교사회 

추정

∙ 형태: 자료집

∙ 여름 보육교사 연수  프

로그램 일정소개

∙ 노래와 환경구성 이론을 

통한 유아교육법 소개

∙ 보육교사 전문성 및 자긍
심 강화를 위한 강연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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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

(표지)
제목 생산자 형태 및 주요내용 

생산

시기
ㅣ

13
설문지 기술응답 

모음
미상

∙ 형태: 회의자료

∙ 설문조사  피드백(기술응

답) 모음

미상

14
11월 수원 지회 

월례회

미상

(한국보육교

사회  

수원지회 

추정)

∙ 형태: 회의자료집

∙ 11월 수원 지회 월례회 

일정 소개 및 회의목차

미상

15

어린이날 

기념행사: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자료집

∙ 어린이날 기념행사 일정 

소개

미상

16

수원어린이 한마당 

-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우리 

어린이

수원지회, 

YMCA,  

여성회, 

민주노총 

경기남부 

협의회, 

수원연합, 

보육교사협

의회(준)

∙ 형태: 자료집

∙ 수원어린이들을 위한 행

사 일정 소개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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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자료집 현황 및 해제 

번호
사진

(표지)
제목 생산자 형태 및 주요내용 

생산

시기

1
아이벗 놀이방  

소식지

아이벗 

놀이방

∙ 형태: 놀이방 소식지

∙ 아이벗 놀이방  2주년 기념

∙ 탁아법 날치기통과 규탄

대회 공유

∙ 탁아정보 공유

1991.03.

2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글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 형태: 부모교육자료

∙ 일하는 어머니 대상으로 

어린이날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 일터에서 권리 주

장 진작

1992.05.

3
어린이사랑방 

소식지

어린이

사랑방

∙ 형태: 탁아소 소식지

∙ 어린이 사랑방 소개

∙ 재정정보 공유

∙ 대통령 선거 관련 시사정

보 및 정책공유

1992.12.

4
튼튼이 어린이집 

소식지

튼튼이 

어린이집

∙ 형태: 어린이집 소식지

∙ 유치원 및 부모님회 활동 

공유

∙ 유치원 회계공개

1993.02.

5 어깨동무 소리새
어깨동무 

어린이집

∙ 형태: 어린이집 소식지

∙ 유치원 행사 및 소식  공유

∙ 보육 정보 소개

1995.07.

6
새터 어린이집 

소식지

새터 

어린이집

∙ 형태: 어린이집 소식지

∙ 새터 어린이집 활동 소개

∙ 아동교육 정보 공유

1995.07.



182 ❚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번호
사진

(표지)
제목 생산자 형태 및 주요내용 

생산

시기

7
새터 어린이집 

소식지

새터 

어린이집

∙ 형태: 어린이집 소식지

∙ 새터 어린이집 활동 소개

∙ 아동교육 정보 공유

1995.12.

8
햇살의 아이들 

소식지

햇살어린이

집/공부방

∙ 형태: 어린이집 소식지

∙ 어린이집 활동 및 소식 

공유

1995.말.

9 하나둘셋 소식지
하나둘셋 

유아원

∙ 형태: 유아원 소식지

∙ 유아원 행사 및 소식 공유

∙ 유아원 회계공개

1996.01.

10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체계

(1999년)

한국보육

교사회

∙ 형태: 회원명부

∙ 1999년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체계 

1999.

11
부산보육교사회 

소식지

한국보육

교사회 

부산지부  

부산보육교

사회

∙ 형태: 지역지부 소식지

∙ 유아교육 정보 공유

∙ 지회 및 회원 연간활동 

공유

2001.

마지막

호

12
새롬 어린이집 

소식지

새롬 

어린이집

∙ 형태: 어린이집 소식지

∙ 새롬어린이집의 가족 및 

지역문제 해결 활동 소개

∙ 효과적인 포괄적보육서

비스를 위한 내용 공유

2003. 

추정

13
씩씩이 어린이집 

소식지

씩씩이 

어린이집

∙ 형태: 어린이집 소식지

∙ 노무현 당선자 보육공약

과 과제 소개

∙ 유치원 행사 및 소식 공유

∙ 유치원 회계공개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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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

(표지)
제목 생산자 형태 및 주요내용 

생산

시기

14 강아지 똥

한국보육

교사회

인천지부

∙ 형태: 지역지부 소식지

∙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 

관련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에 대한 의견서 소개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

부지원 확대

∙ 보육교사 환경 및 보수체

계 개선 내용 공유

∙ 한국보육교사회인천지부 

소식 공유

∙ 어린이집 사이버중계에 

관한 토론 이슈 공유

2003.

05/06.

15 야! 찾았다

한국보육

교사회 

서울지부

∙ 형태: 지역지부 소식지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조직 및 주요활동 소개

∙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적 보호근거 소개

∙ 총회 소식 공유

2003.

09/12.

16
함께 즐기는 

전래놀이
미상

∙ 형태: 행사자료

∙ 전래놀이 프로그램 자료 

교구

미상

17

전시물 및 

퍼포먼스  100배 

즐기는 법 - 연수 

참가자에게만 

드리는 특전 -

미상

∙ 형태: 연수활동 안내문

∙ 어린이집 교사 연수 내용 

홍보

미상

18

어린이날 

어린이에게 주는  

글 발췌문

(소파 방정환)

미상

∙ 형태: 부모교육 자료 안

내문

∙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날 

기념호 '어린이' 4권 5호 

게재글

∙ 어린이날 유래 소개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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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nalyzing the Historical incidence of Women 

and Family Policy: The Role and Meaning of 

Korean Child Care Teachers Association (formerly 

Community Day Care Centers Association) in the 

Process of Changes in Child Care Policy

Sun-Young Hwang

(Department of Policy Research, Seoul Foundation of Women&Famai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role and meaning of the 

Korean Child Care Teachers Association in the process of dynamic child 

care policy changes over 20 years by analyzing the historical materials 

donated by Korean Child Care Teachers Association to the Gender 

Equality Library. This study attempted to rediscover the influence of child 

care teachers' organizations as field experts, and seek ways to activate 

child care teacher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uture. This study was also designed as one of a series of research on 

reanalyzing the historical incidence of Women and Family Policy, and it 

is the first task to be attempted in the field of child care policy, which has 

an intersection of women and family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Korean Child Care Teachers Association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in five phases based on the framework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changes in the existing child care policy and the chronology set 

by the Korean Child Care Teachers Association. The main data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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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146 materials donated by the Korean Child care Association held in 

the Gender Equality Library.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for 

cross-validation of literature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aid that the role of the Korean 

Child Care Teachers Association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Korean 

child care policy was, in a word, a policy innovator. A policy innovator can 

be defined as an individual or collective person who is required to lead 

an innovative policy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olicy. 

Specific activities as a policy innovator for policy change are summarized 

as social networking to respond to social problems, redefinition of 

problems, team organization, and crisis management through preemptive 

presentation of cases. Under the philosophical value of socialization of 

child care through the role of policy innovators,  Korean Child Care 

Teachers Association has been striving to improve the publicity and 

quality of child care policy, and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Child Care 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r measures were proposed to increase the policy and political 

capacity of child care teachers.

keyword : Women and Family Policy, Child Care Policy, Child Care Policy 

Change, Korean Child Care Teachers Association, Community Day Care 

Cent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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