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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영유아 보육법제
정보신청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Ⳓນญั

ḡᬱჶ ॒ ᔍ⫭ᅕᰆჶ ᱽǭᮥ }ᱶ ੱ۵ ᅕ∊
⦹۵ ᯝťᱢ }ᱶჶශ)ᯕ ᱽᱶࡹᨩ݅. ᩑႊჶᮥ

ࠦᯝ᮹ ᅕᮂʑšᮡ ᅕᮂݡᔢ᮹ ᩑಚᨱ 

ʑⅩಽ ⦹ᩍ }᮹ ᵝ(㏐)a ᰍᱶŝ ᬕᩢᔢ⫊ᨱ

ၙ≉⦺ ᦥ࠺᮹ Ʊᮂʑšŝ ≉⦺ᦥ࠺᮹ Ʊᮂʑ

฿∑ ᖙᇡᱢᯙ ᔍ⧎ॅᮥ Ǎℕᱢᮝಽ ᱶ⦹Ł ᯩ

šᮝಽ Ǎᇥࡹ໑, ၙ≉⦺ ᦥ࠺ᨱ  ⦽ݡᅕᮂᮡ 

݅. ⦽ǎᨱᕽ۵ ᩢᮁᦥ ྕᔢᅕᮂ᮹ ם᮹a ⦽

ᖙ ၙอŝ ᖙ ᯕᔢ ≉⦺ ᱥ ࢱ ə൚ᮝಽ ӹ٥ᨕ

ᯕḡอ, ࠦᯝᨱᕽ۵ ↽ɝ ᩢᮁᦥ ᅕᮂ᮹ ݅᧲ᖒ,

⦹Ł ᯩ݅. ✚⯩ ḡӽ⧕ ᖙ ၙอ ᩢᮁᦥ᮹ ᅕᮂ

ᷪ ḩᨱ ם ⦽ݡ᮹a ᵝෝ ᯕ്݅. ᖅᅕᮂᐱอ

⪶ݡෝ ᭥⧕ ᬵಚᯕ }ᬵ ᯕᔢᯕ ࡹ۵ ᩢᮁᦥ

ᦥܩ ࠥᬡᯕ ⦥⦽ aᱶ(ᇡ༉)ᨱí ⩥ᝅᱢᯕ

۵ ᅕᮂʑšᮥ ᯕᬊ⦹Ñӹ aᱶᨱᕽ ᱥྙ ᅕᮂ

Ł ᖁ┾ a ⦽᧲݅ ⦽܆ᅕᮂ ႊჶᮥ ᱽŖ⦹۵ ä

Ʊᔍෝ ☖⦽ ᅕᮂᮥ ၼᮥ ǭญෝ ᅕᰆ⦹۵ ჶᦩ

ᯕ ᱶᇡ᮹ ༊⢽ᯕ݅. ᯕ⦹ᨱᕽ۵ ࠦᯝ ၙ≉⦺ ᦥ

ᯕ ᱽᱶࡹᨩ݅.) ᅕᮂ ၰ ᅕᮂʑšᨱ š⦹ᩍ۵

࠺(ᩢᮁᦥ) ᅕᮂ᮹ ʑⅩa ࡹ۵ ჶශ ᵲ ⦽ǎ᮹

ᔍ⫭ᅕᰆჶ ᱽǭ ᮁᦥ ၰ ℎᗭ֥ḡᬱᮥ ʑᅙᮝ

ᩢᮁᦥᅕᮂჶŝ ᮁᔍ⦽ ԕᬊᮥ ᔕ⠕ᅕŁ, }ᄥ

ಽ ᩢᮁᦥ ᅕᮂᨱ š⦹ᩍ ᯝᯝᅕᮂᖅ⪶∊ჶ,

ᱢᮝಽ ᵝ(㏐)a ᩑႊჶᮥ ᨕਜí ᖙᇡᱢᮝಽ ᱢ

ᮁᦥ ၰ ℎᗭ֥ḡᬱ ⪶ݡჶᦩŝ ᖙ ၙอ ᦥ࠺

ᬊ⦹Ł ᯩ۵ḡෝ ᗭ}⦽݅.

) ᔍ⫭ᅕᰆჶ ᱽǭ ᦥ࠺ ၰ ℎᗭ֥ḡᬱ ᱽ᳑᪡ ᖙ ၙอ ᦥ࠺ḡᬱჶ. ᬱྙᮡ http://www.bgbl.de/Xaver/start.xav?
startbk=Bundesanzeiger_BGBl&bk=Bundesanzeiger_BGBl&start=//*%B@attr_id=%bgbls.pdf%%Dᨱᕽ
⪶ᯙ⧁ ᙹ ᯩ݅.
) ᯝťᱢ }ᱶჶශ(Arktikelgesetz)ᯕ ݅ᙹ ჶශᨱ } ⦽ݡᱶᮥ ԕᬊᮝಽ ᱽᱶࡽ ჶශᮥ ั⦽݅. ⧎༊ჶශ ੱ۵ ⅾťჶශಽ
⧕ᕾࡹ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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ⳓࠦᯝᅕᮂ᮹ʑᅙᱢᯕ⧕

ᬱᰆࠥ  ᙹ ᨧ݅.

ࠦᯝ ᅕᮂჶᱽෝ ᯕ⧕⦹ʑ ᭥⧕ᕽ۵ ࠦᯝ᮹
ʑᅙᱢᯙ ᅕᮂǍ᳑᪡ }ֱᱶ᮹a ⦥⦹݅. ᬑ
ᖁ ᅕᮂ(Betreuung), Ʊᮂ(Bildung), ᧲ᮂ(Erzie-

Ⳕᔍ⫭ᅕᰆჶᱽǭᮥʑᅙᮝಽ⦽
ᩢᮁᦥᅕᮂšಉჶᱽ

hung)᮹ }ֱᮝಽ Ǎᄥ⧁ ᙹ ᯩᮝ໑), ᅕᮂ(Kinderbetreuung)ᮡ ၙ≉⦺ ᦥ࠺ŝ ≉⦺ ᦥ࠺ ༉ࢱ

1. 사회보장법 제8권의 개정과 관련 법령

ᨱ ⦹ݡᩍ ǎŖพʑšᮥ ☖⦽ ᨕฑᯕḲ ᅕᮂŝ
}ᯙᯕ aᱶᯕӹ əᨱ ᵡ⦹۵ Ŕᨱᕽ ᖅ⊹·ᬕ

ᔍ⫭ᅕᰆჶ ᱽǭ ᦥ࠺ ၰ ℎᗭ֥ḡᬱჶ(SG-

ᩢ⦹۵ aᱶ ᅕᮂᮥ ⡍⧉⦽݅. อ ᖙ ᯕ⦹ ᩢ

BVIII Kinder-und Jugendhilfe))ᮡ ࠦᯝᩑႊჶᔢ

ᮁᦥᨱ  ⦽ݡᨕฑᯕḲᨱᕽ᮹ ᅕᮂᮡ ᨕฑᯕə

ᦥ࠺ ၰ ℎᗭ֥ḡᬱᨱ š⦽ Ƚᱶᮥ ⡍ťᱢᮝಽ

൚(Kinderkrippe), ə  aᱶᨱᕽ᮹ Ʊᮂᮡ ᯝ

⡍⧉⦹Ł ᯩ݅. ᯕ ჶᮡ ᦥ࠺ ၰ ℎᗭ֥ ᬱ᳑ᨱ

ᯝaᱶᅕᮂ(Kindertagespflege)ᯕ݅. aᱶᅕᮂᯕ

ᯩᨕ ǎŖพʑš ၰ }ᯙᨕฑᯕḲ ᖅ⊹ ၰ ᬕᩢ

 ᩢᮁᦥ᮹ aᱶᮝಽ }ᯙ ᱥྙᅕᮂƱᔍ(Tag-

᮹ ᱥၹᱢᯙ ᇡᇥᮥ Ƚᱶ⦹Ł ᯩᮝ໑, ᨕฑᯕḲ

esmutter)a ᯝᯝ ႊྙ⦹Ñӹ ᱥྙᅕᮂƱᔍa

ᅕᮂ᮹ ḩ ၰ ᯕᬊ ǭญෝ ᅕᰆ⦽݅.

ᅙᯙ᮹ aᱶᯕӹ əᨱ ᵡ⦹۵ Ŕᨱ ǎŖพᖅ

֥ ᯕ⬥ಽ ᔍ⫭ᅕᰆჶ ᱽǭᮡ ኩჩ⦽ }

ᨱ ᵡ⦹۵ ᖅᮥ w⇵Ł ݅ᖐ  ᯕ⦹᮹ ᩢᮁᦥ

ᱶ᯲ᨦᯕ ᯩᨩŁ, ᯥᔑᇡ᪡ a᳒ჶᯕ ֥ ᔩ

ෝ ᅕᮂ⦹۵ aᱶᨕฑᯕḲᮥ ᮹ၙ⦽݅. ᖙ ᯕ

í ᱽ·}ᱶࡹ໕ᕽ ᨕฑᯕḲ ᅕᮂᨱ  ⦽ݡǭ

ᔢ ၙ≉⦺ ᦥ࠺ᮥ ݡᔢᮝಽ⦹۵ ᮁ⊹ᬱ(Kinder-

ญa ᩑႊჶᔢᮝಽ Ƚᱶࡹᨩ݅. ᔍ⫭ᅕᰆჶ ᱽ

garten), ≉⦺ ᦥ࠺ᨱ  ⦽ݡႊŝ⬥ Ʊᮂ(Hort)ʭ

ǭ᮹ }ᱶ ԕᬊ ၰ ᱩ₉۵ ᯝᯝᅕᮂ⪶∊ჶ, ᦥ࠺

ḡ ᦥ࠺ᅕ⪙ ၰ ᅕᮂʑšᮥ ☖✡ᨕ ᵝeᅕ⪙ʑ

ḡᬱჶŝ ᦥ࠺ ၰ ℎᗭ֥ ḡᬱ⪶ݡჶᦩᯕ ݕŁ

š(Tageseinrichtung)ᯕŁ ⦽݅. ࠦᯝ ᨕฑᯕḲ

ᯩ݅. ຝᱡ, ᖙ ၙอ ᦥ࠺ḡᬱჶᮡ ᦥ࠺ᯝᯝᅕ

ၰ aᱶᅕᮂᮡ ᬱ⊺ᱢᮝಽ ྕᔢᅕᮂ᮹ ℕĥa

ᮂ⪶ݡᨱ š⦽ ⧖ᝍᱢᯙ ჶශಽᕽ ֥ ᬵ

ᦥܩ, ǎŖพ ᨕฑᯕḲ᮹ እᬊᮡ ᇡ༉᮹ ᙹ᯦

ᇡ░ ⧪ࡹᨩᮝ໑, }᮹ ⧎༊ჶශ(Artikelge-

ᨱ  ݉ĥෝ ӹ٥Ł ᩩ ᨧᯕ ᙹ᯦݉ĥ᮹ ᱢ

setz)ಽ ჶශᦩ᮹ }ᱶᮥ ԕᬊᮝಽ ⦹໑, ᦥ࠺ᨱ

ᬊᮥ ၼ۵ ₉॒ḡɪᱽෝ ᝅ⦹Ł ᯩ݅. ᯕভ ᨕ

᧲ ⦽ݡḩ᮹ ᅕᮂᯕᬊʑ⫭ ⪶ݡ᪡ ᇡ༉ᨱí ݅

۱ ᦥ࠺ᯕ ษෝ ḡᇩ⦹۵ḡ ᅕᮂƱᔍ۵ ྜྷು

᧲⦽ ᅕᮂႊჶ ᱽŖᮥ ☖⧕ ᖁ┾᮹ ⡎ᮥ ⪶ᰆ⦹

) ⦽ǎᨕಽ۵ ༉ࢱ Ʊᮂᯕ۵ ݉ᨕಽ ⡍ťᱢᯙ ᮹ၙ⧕ᕾᯕ a݅⦹܆.
) ࠦᯝ᮹ ᔍ⫭ᅕᰆჶᮡ ⅾ ǭᮝಽ ǍᖒࡹŁ, ə ᵲ ᱽǭᯕ ᦥ࠺ ၰ ℎᗭ֥ᇡ᳑ᨱ š⦹ᩍ Ƚᱶ⦹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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۵ äᮥ ༊⢽ಽ ⦽݅.

2. 주요 내용

ੱ⦽ ᖙ ၙอ ᩢᮁᦥᅕᮂᨱ ᯩᨕ ᧲ḩ᮹ ⦥
 ᱢ⧊⦽ ⪶∊ᮥ ᭥⧕ ֥ ᬵᨱ ᅕᮂ⪶∊

1) 3세 미만 아동지원법(Kinder-

ჶᦩᮥ ษಉ⦹ᩡ݅. ֥ ᬵᇡ░ ⧪ࡹᨩᮝ

förderungsgesetz6))

໑, ֥ ᬵʭḡ ࠦᯝ ᱥᩎᨱᕽ ʑšᅕᮂ
ᖅ ၰ aᱶᅕᮂᖅᮥ ,ᯱญ, ə ᵲᨱᕽ

ᱽ᳑۵ ᔍ⫭ᅕᰆჶ ᱽǭ }ᱶᮥ ԕᬊᮝಽ

,ᯱญ۵ ʑšᅕᮂᖅ, ,ᯱญ۵ a

⦹໑, ᵝԕᬊᮡ ֥ ᬵ ᯝʭḡ ᅕᮂ ᯕ

ᱶᅕᮂᖅᨱᕽ ⪶∊⦹۵ ჶᦩᯕ݅. ᅕᮂᖅᇡ

ᬊ ʑ⫭ ⪶ݡʑe ࠺ᦩ ჶᱢᯙ ᮹ྕෝ Ƚᱶ, 

░ ᧲ᮂ, Ʊᮂᮥ ᱥၹᱢᮝಽ ḡᬱ⦹۵ ᅕᮂ⪶∊

֥ ᬵ ᯝᇡ░ ᖙ ᯕᔢ ᖙ ၙอ ༉ु ᦥ࠺ᮥ

ჶᦩᮡ ᅕᮂ᮹ ḩᱢ ⨆ᔢᮥ ᭥⦽ ⦥ᙹᱢᯙ ᇡᇥ

᭥⦽ ᅕᮂ ᯕᬊ ǭญ ᅕᰆ, ᖙ ၙอ ᦥ࠺ ᅕᮂᮥ

ॅ᮹ ᱽࠥ⪵ෝ Ǎℕᱢᯙ ԕᬊᮝಽ ⡍⧉⦹Ł ᯩ

᭥⧕ ⩥ ᱶᬱ᮹ % ᯕᔢ ⪶ ݡᅕᰆ əญŁ ᅕ

ᮝ໑, ✚⯩ aᱶᅕᮂࠥ ǎŖพᅕᮂᖅŝ ࠺ᯝ

ᮂᯕᬊʑ⫭ ⪶ݡෝ ᭥⦽ ᦥ࠺ᅕᮂᰍᱶḡᬱჶ᮹

⦽ ᱶࠥ᮹ ḩᱢ ᙹᵡŝ ݅᧲⦽ ᅕᮂ ႊჶᮥ ᱽŖ

⪶ ݡၰ ᰍᱶ ⪶ᅕ(ᨖ ᮁಽ, ⦽⪵ ᧞ ᳑ ,

⦹ࠥಾ ⧁ äᮥ ༊⢽ಽ ⦹Ł, ᇡ༉ಽ ⦹ᩍɩ ᖁ┾

ᨖ ᬱ)ᯕ݅. ə  ӹນḡ } ᳑⧎ᮡ ᔍ⫭ᅕᰆჶ

᮹ ʑ⫭ෝ ᱽŖ⧁ ᙹ ᯩࠥಾ ⪶⦹ݡŁᯱ ⦹۵ ä

ᱽǭ, ᖙɩჶ ॒᮹ }ᱶᮥ ԕᬊᮝಽ ⦽݅.

ᯕ ⧖ᝍ ԕᬊᯕ݅.

)

<표 1> 2011년 3세 미만 아동 보육 현황7)

구분

전체

서독

동독

아동 수(명)

비율(%)

아동 수(명)

비율(%)

아동 수(명)

비율(%)

시설보육

437,390

21.5

266,582

16.3

133,830

43.8

가정보육

79,720

3.9

59,880

3.7

16,090

5.3

합계

517,110

25.4

326,462

20.0

149,920

49,0

) Tagesbetreuungsausbaugesetz §ᨱᕽ Ǎℕᱢᯙ ḡᬱႊჶŝ ᱥྙ ᅕᮂƱᔍᨱ  ⦽ݡḩᱢᯙ ⨆ᔢᮥ ᭥⦽ Ʊᮂႊჶᨱ ⦹ݡᩍ
Ƚᱶ⦹Ł ᯩ݅.
) Bundesgesetzblatt Jahrgang  Teil I Nr. von Bonn am ...
)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Kinder und tätige Person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öffentlich geförderter Kindertagespflege,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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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일보육확충법(Tagesbetreuungsausbaugesetz8))

⨆ᔢᮥ ᭥⦽ ᇡᇥᮥ ᱽࠥ⪵⦹۵ ŝᱶᨱᕽ ḡᬱ
ᯕ Ǎℕ⪵ࡹŁ ⪶∊ࡽ݅. ᧲ḩ᮹ aᱶ ᅕᮂʑ⫭
ෝ ᱽŖ⦹۵ äᮡ ᩢᮁᦥᨱí ᳑ʑ ၽݍ᮹ ʑ

(1) 3세 미만 영유아에 필요 적합한 보육제공

⫭, ᷪ ᦥ࠺ᨱí }ᄥᱢᮝಽ ᱢ⧊⦹í ᅕᮂʑ⫭

⦥ᨱ ᱢ⧊⦽ ᅕᮂᱽŖᨱ š⦽ ᮹ྕ۵ ᯕᱥ

ෝ ᱽŖ⦹۵ äᯕ ⧖ᝍᯕ݅.

᮹ ᅕᮂᖅ᮹ }ᖁᮝಽ Ǎℕ⪵ࡽ݅. ᖙ ၙอ

ᱽ᳑ ᱽ⧎

ᩢᮁᦥෝ ᭥⦽ ᨕฑᯕḲ(aᱶᅕᮂ ⡍⧉) ⪶∊ᮡ

ḡᬱᮡ ᧲ᮂ, Ʊᮂ əญŁ ᅕᮂ ༉ࢱෝ ⡍⧉

ᇡ༉a Ḣᰆᨱ ݅ܩÑӹ, ḢᨦƱᮂ ᵲᯕÑӹ ⦺

⦹໑, ᔍ⫭ᱢ, ᱶᕽᱢ, ᝁℕᱢ, ᱶᝁᱢ ၽݍŝ

ƱƱᮂ(⦺ݡƱ ⡍⧉) ᵲᨱ ᯩᮥ ভ ੱ۵ ᦥ࠺᮹

šĥa ᯩ݅. ᩑಚ, ၽݍᔢ┽, ᨙᨕ, ə  }ᄥ

ᅕᮂ(ᔾ⪽)᮹ ᱶࠥa ᦩᱶᱢᯕḡ ᦫᮥ ভ ᖙ ၙ

ᦥ࠺᮹ ᔾ⪽, ⯆ၙ, ⦥ᨱ ฿í Ʊᮂ⦹ࠥಾ ḡ

อ ᅕᮂᖅᮥ ᯕᬊ⧁ ᙹ ᯩ۵ ݡᔢᯕ ࡽ݅.

ᬱ⦹Ł ᯙ᳦ᱢᯙ ᇡᇥࠥ Łಅ⦽݅.

ᱽ᳑ ᱽ⧎
݅ᮭŝ zᮡ Ğᬑ, ᖙ ၙอ ᦥ࠺ᮥ ᭥⦽ ᨕ
ฑᯕḲ ၰ aᱶᅕᮂᖅ ᅕᮂ ᯕᬊ ʑ⫭ෝ ᱽ
Ŗ⦹ᩍ ⦽݅.

(3) 보육시설과 동등한 정도의 다양한 가정
보육9)

ᖙ ၙอ ᩢᮁᦥෝ ᭥⦽ aᱶᅕᮂ(Tagesmut-

. ᧲ᮂǭᯱ ੱ۵ ᦥ࠺ᯕ ᧲ᮂǭᯱ ᵲ ⦽ 

ter, ᯝ ᯝᯝᨥษ)ᮡ ᅕᮂႊჶ᮹ ݅᧲ᖒᮥ ᅕᰆ

ŝ ࠺Ñ⦹۵ ভ, ᯕ ᧲ᮂǭᯱa Ḣᨦ⪽࠺,

⦹۵ ႊჶ ᵲ ⦹ӹᯕ໑, ᖅᅕᮂŝ ࠺ᯝ⦽ ᙹᵡ

ḢᨦƱᮂ, ⦺ƱƱᮂ, Łᬊჶᔢ ≉ᨦᮥ ᭥

᮹ ᅕᮂᮥ ᱽŖ⧕ ⬉ᬊᖒᯕ ᯩ݅. ᕽ aᱶ

⦽ ᩑᙹ ᵲᯙ Ğᬑ

ᅕᮂ ᯱℕ᮹ ḩᱢᯙ ⨆ᔢŝ aᱶᅕᮂᨱ  ⦽ݡa

. ᭥᪡ zᮡ ᔢ┽ᨱ ᯩḡ۵ ᦫḡอ ᦥ࠺᮹ ᅕ
ᮂ(ᔾ⪽)᮹ ᦩᱶᮥ ᅕᰆ⧁ ᙹ ᨧᮥ ভ, ᱽ
᳑ᇡ░ ᱽ᳑ᨱ ⧕⦹ݚ۵ Ğᬑ
ๅᯝ ᅕᮂe᮹ ჵ᭥۵ }ᯙᱢᯙ ᔢ⫊ᮥ Ł
ಅ⦹ᩍ ᱶ⦽݅.

⊹ ⨆ᔢᮥ ᭥⦽ ḡᬱᯕ ᵲ⦹݅.
ⴗ aᱶᅕᮂƱᔍ ᯱĊŝ šಉ⦹ᩍ ᯙᖒŝ ⧉
̹ ᱥྙᱢ ᅕᮂḡᮥ ᷾⧁ äᮥ ᱽࠥ⪵, ⴘ
ᦥ࠺ ၰ ℎᗭ֥ℎ, ᷪ šญšℎᨱᕽ ḡɪࡹ۵ ᅕ
ᮂḡᬱእᬊ᮹ Ǎᖒᮥ ᭥⦽ ჶᱢᯙ Ƚᱶ, ⴙ ǎa
ᱢᮝಽ ᯱĊ ᯩ۵ ᅕᮂᰆšญa ⦥⦹݅. ᷪ,

(2) 보육시설과 가정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

ᰍᱶᱢ ʑၹᯕ ǎŖพᮝಽ ᬕᩢࡹ۵ aᱶ ᅕᮂ

ᅕᮂᖅᇡ░ ᧲ᮂ, Ʊᮂᨱ ᯕʑʭḡ ḩᱢ

ŝ ⧉̹ }ᯙ(ᇡ༉)ᯕ ᰍᱶᱢᯙ ᇡᇥᮥ ᇡ⦹ݕ۵

) Bundesgesetzblatt Jahtgang  Teil I Nr. von Bonn am ...
) Das Tagesbetreuungsausbaugesetz,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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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ᱶᅕᮂࠥ ᯩ݅. šญšℎᮡ ᷾a⦹۵ }ᯙ a

ʑ ভྙᨱ ԕᬊ໕ᨱᕽ۵ ๅᬑ ᮁᔍ⦹݅. }᮹

ᱶ ᅕᮂᖅŝ aᱶ ᅕᮂƱᔍෝ šญ qࠦ⧕

ᵝᨱᕽ ᩢᮁᦥᅕᮂᨱ š⦹ᩍ Ŗ☖ᱢᮝಽ Ƚᱶ

⦽݅. ⴚ aᱶ ᅕᮂƱᔍᨱ } ⦽ݡᖁࡽ ᮹ഭᅕ⨹

ࡽ ᳑ྙॅᮥ ၵᯕᨱෙ㏐᪡ ✙יᯙ ᄁᜅ✙❵

ᱽࠥa ⦥⦹݅. ᮹ഭᅕ⨹⫭ᔍ۵ a᳒ᇡ᮹ ǭ

౭㏐ෝ ᵲᝍᮝಽ ᦥᅙ݅.

Łᨱ  ᯝၹᱢ Ḣᰆᯙ ᮹ഭᅕ⨹ᮥ ᮹ ᦥ
࠺ᮥ ᅕᮂ⦹۵ ᅕᮂƱᔍᇡ░ ᯙᱶ⦽݅.

1. 바이에른州11)
ၵᯕᨱෙ ᦥ࠺Ʊᮂ ၰ ᅕᮂჶ(Das Bayer-

ⳕᵝ ㏑ ᄥᩢᮁᦥᅕᮂᨱš⦽ჶශ

ische Kinderbildungs - und - betreuungsgesetz,
BayKiBiG)ᯕ ֥ ᬵᨱ ၵᯕᨱෙ ᵝᨱᕽ ᦥ

ࠦᯝ᮹ } ᵝ۵ ᩑႊჶᔢ᮹ ☖ᯝᱢᯙ Ƚᱶ

࠺ᅕᮂ᮹ ḩᱢ·᧲ᱢ ⪶∊ᮥ Ⅺḥ⦹۵ äᮥ ༊

ᮥ ݡᬱ⊺ᮝಽ b ᵝ᮹ ᔢ⫊ᨱ ฿∑ ᖙᇡᱢᯙ ᔍ

ᱢᮝಽ ᱽᱶࡹᨩ݅. ჶಚᯕ ʑᅙᱢᮝಽ ᔍ⫭ᅕ

⧎ᮥ ᵝჶᨱᕽ ᱢᬊ⦹ᩍ Ƚᱶ⦹Ł ᯩ݅.) ᵝ۵

ᰆჶ ᱽǭᨱ ɝÑ⦹ᩍ Ƚᱶࡹᨩᮝ໑, ⧪ಚᮥ

݅ෙ ᯕᮝಽ ჶශᮥ ᱽᱶ⧩ḡอ ݡᬱ⊺ᯕ z

☖⦹ᩍ Ǎℕ⪵⦹ᩡ݅.)

제1항 제1호 3세 미만 아동보육시설(Kinderkrippe)
제2호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Kindergarten)의 구분
제2조
정의

제2항 정규 교육, 양육, 보육은 아동의 50%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20시간 보육시설을 방문, 3세 미만
아동은 시설에 적응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10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
제3항 일일가정보육은 평균 최소 일주일에 10시간을 가정보육교사를 통하여 적절한 장소에서 보육하
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보육시설책임
제5조
충분한 보육
기회 제공

제1항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이 관리 관청인가를 받은 경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항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시기와 아동 발달에 적합한 보육 이용 기회제공
의무
제2항 적합한 보육 이용 기회제공을 위해 해당기관의 협동의무

) } ᵝ(㏐)᮹ ᩢᮁᦥᅕᮂ šಉ ჶᱽ۵ http://www.erzieherin.de/gesetze-verordnungen-und-richtlinien.phpᨱᕽ ᬱྙ ⪶ᯙᯕ
a݅⦹܆.
) GVBl , S. : http://www.gesetze-bayern.de/jportal/portal/page/bsbayprod.psml?nid=&showdoccase=&doc.id=jlrKiBiGBYrahmen&st=null/
) GVBl , S. : http://www.gesetz-bayern.de/jportal/page/bsbayprod.psml?showdoccase=&doc.id=jlr-KiBiGAVBYrahmen&doc.par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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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제9조
운영 보육
인가
제19조
보육시설지원
전제조건
제20조

제2항 사회보장법 제8권 제43조에 따라 가정보육교사는 동시에 5명의 아동을 일일가정보육할 수 있으
며, 다수의 가정 보육교사가 8명 이상의 아동과 함께 상주하는 경우 최소한 한 명의 가정보육교
사는 대학교육과 동일한 정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고 보육지식을 갖춰야 한다.
제1호 운영허가를 증명
제2호 아동보육에 적합한 정도의 교육사상 질적 안정성에 대한 증명
제3호 교육, 양육, 보육의 기본원칙을 준수
제4호 최소한 일주일에 4일, 20시간을 개원하고, 법령에 따른 이용 비용 책정
제1호 가정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보육교사로서의 교육 정도를 증명할 때

일일가정

제2호 가정 보육교사의 부재시 동일한 정도의 대체인력 제공의 확실성을 증명할 때

보육지원

제5호 가정 보육교사에 대한 추가 업무에 대한 지급, 연금보험 및 필요한 경우 의료보험을 지원한다.

전제조건
제27조
비용지원

제1항 보육시설의 설립, 보수, 확장 비용은 운영자(국공립, 개인)가 최소한 3분의 1을 부담한다.
제2항 나머지 3분의 2는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기관에서 부담한다.
제3항 국가가 비용부담을 위한 체계 및 절차를 보장한다.

2. 노트라인 베스트팔렌州13)

für Kinder, GTK)ᮥ ݡℕ⦹ᩡ݅. ə ⬥ ֥
}ᱶ᯲ᨦᮝಽ ᬵ ᯝᇡ░ }ᱶࡽ ჶᮡ ≉⦺ Ḣ

✙יᯙ ᄁᜅ✙❵౭㏐۵ ֥ ᦥ࠺Ʊᮂ

ᱥ ⧕ ֥ ࠺ᦩ ᅕᮂᖅ(ᮁ⊹ᬱ)ᮥ ᯕᬊ⦹۵ ᦥ

ჶ(Kinderbildungsgesetz, Kibiz)ᮥ ᱽᱶ⧉ᨱ 

࠺ᨱ ⦽⦹ᩍ ᯕᬊእᬊᮥ ᱥᧂ ໕ᱽ⦹۵ ჶᦩ(ᱽ

 ֥ᇡ░ ᵡᙹࡹᨕ ᪵ ᵝeᦥ࠺ᅕ⪙ʑ

᳑)ᮥ อॅᨩ݅.

šᨱ š⦽ ჶශ(Gesetz über Tageseinrichtungen
제1항 일일가정보육은 5명의 아동까지 동시에 보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외적인 경우 사회보장법
제8권에 따라 최대 8명의 아동에 대한 보육을 허용한다.
제2항 가정보육교사가 공동가정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경우 3명의 가정보육교사가 최대 9명의 아동을 보
제4조
가정보육

육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는 모두 가정보육을 위해 개별적인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제4항 가정보육은 가정보육사의 가정 또는 보육아동의 집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적합한 공간에서 행해
질 수 있으며, 보육시설에서 또한 가능하다.
제6항 가정보육교사가 가정보육을 위한 필수적인 허가 없이 아동을 보육하고 있거나 사회보장법 제8권
제23조 제3항에 적합하지 않다면, 관리관청은 아동보육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 http://www.mfkjks.nrw.de/kinder-und-jugend/kibiz-aenderungsgesetz/kibiz.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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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가족센터
제17조

제1항 가족센터를 설치하여 부모와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가정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및 지
원, 3세 미만 아동과 시설보육의 개원시간 외 보육보장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제2항 가정보육교사는 아동 보육에 관해 전문적이고 적절한 정도의 지식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사회교

가정아동

육학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보육지식 획득을 위해 관할관청에서 인정하는

보육지원

정도의 적절한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제1항 주는 아동보육에 관한 비용을 법률에 따라 부담한다.

제18조
비용지원의
일반적 조건

제2항 재정적 지원은 매년 결정되고, 재정적 지원금액의 결정은 운영자와 학부모 사이의 계약에 근거한
다. 학부모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정도의 보육시간을 계약 당시 결정할 수 있다.
제5항 아동의 가정 외 장소에서 가정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사회보장법 제8권 제
43조와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 2항의 허용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1항 아동보육비용은 사회보장법 제8권 제90조 제1항에 의거 관리관청이 결정한다.

제23조
보육이용비용과
무상보육

제2항 보육시설(가정보육포함)의 운영자는 보육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관청에 적합한 양식에 따라 신
고한다.
제3항 취학 직전 해 아동의 보육시설(가정보육포함) 이용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4항 보육시설 운영자는 급식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부모의 경제능력 및 사회보장 상태를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결정한다.

Ⳗᱶญ

đᱶ⦹Ł ᱢᬊ⦽݅. ੱ⦽ aᱶᅕᮂᮥ ⡍⧉⦽ ᩢ
ᮁᦥ ᅕᮂᖅᮡ ᦥ࠺᮹ Ñᵝḡෝ Łಅ⦹ᩍ đ

↽ɝ ࠦᯝ ᩢᮁᦥᅕᮂჶᨱ š⦽ ჶශ᮹ ⧖ᝍ

ᱶ⦹۵ ॒ ǎa۵ ݅᧲⦽ ჶශ ᱽ·}ᱶᮥ ☖⧕

ᮡ ᖙ ၙอ ᩢᮁᦥ᮹ ᅕᮂʑ⫭ ᅕᰆᨱ ᯩ݅. ᧲

᳑ʑ Ʊᮂ(ᅕᮂ)ᮥ Йᵡ⯩ }ᖁ⦹Ł ᯩ݅. ↽ɝ

ḩ᮹ ᅕᮂ ᯕᬊ ʑ⫭ ၰ ݅᧲⦽ ᅕᮂ ႊჶ᮹ ᖁ

ࠦᯝ᮹ ᦥ࠺ᅕᮂ šಉ ჶᱽ᮹ Ğ⨆ᮥ ᱶญ⧕ ᅕ

┾ ʑ⫭ෝ ᱽŖ⦹۵ äᮥ ☖⧕ a᳒ ᱶ₦ᮥ घၼ

໕ ᦥ࠺ᅕᮂ }ᖁᮥ ᭥⦽ ↽ᖁ᮹ ႊჶᮡ ၹᅖᱢ

⋉⦹Ł ᯩ݅. ࠦᯝ ᩑႊჶᔢ ⪶⦹ḡ ᦫŁ, ၙእ

ᯙ }ᄥ ჶශ᳑ྙ᮹ ᱽ·}ᱶᯕ ᦥܩ ჶශ ᱽ

⦽ ᇡᇥॅᮥ ᵝ(㏐)۵ }ᄥᱢᮝಽ b ᵝ᮹ ⩥ᰍ

ᱶ᮹ ʑᅙᱢᯙ ᯕֱᮥ ᦥ࠺ᨱ ࢱŁ ə ᦥ࠺ᮥ ᧲

ᔢ┽ᨱ ᱢ⧊⦹í ᖙᇡᱢᮝಽ Ƚᱶ⦹۵ äᮥ ☖

ᮂ⦹۵ ᇡ༉ᨱ  ⦽ݡᬱ᳑ෝ ⧖ᝍᮝಽ ᱽࠥෝ }

⧕ ᅕ݅ ḩ ᳬᮡ ᅕᮂᕽእᜅෝ ᱽŖ⦹ʑ ᭥⧕ י

ᖁ⦹۵ äᯕ ⧁ ᙹ ᯩ݅.

ಆ⦹Ł ᯩ݅. ྕ᳑Õᱢᯙ ྕᔢƱᮂᯕ ᦥ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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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연

ಅ⦹ᩍ ჶශᨱ  ᅕᮂ ᯕᬊ እᬊᮥ ᩩ ᨧᯕ

(해외입법조사원, 독일 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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