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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어린이집 이름

==> 데이터 참조

Area 조사지역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광주시 192 20.8 20.8

군포시 152 16.5 16.5

김포시 205 22.2 22.2

양평군 29 3.1 3.1

의왕시 100 10.8 10.8

파주시 245 26.5 26.5

923 100.0 100.0

sort 어린이집 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가정 1 634 68.7 68.7

민간 2 289 31.3 31.3

923 100.0 100.0

A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참여해본 경험 없음 1 522 56.6 56.6

통과했으나 취소사유발생으로 취소 2 15 1.6 1.6

참여했으나 미통과 3 5 .5 .5

참여했으나 재인증에서 탈락 4 4 .4 .4

참여했으나 재인증에서 자진 포기 5 18 2.0 2.0

참여하여 인증 진행 중 6 146 15.8 15.8

참여했으나 유보 상태 7 15 1.6 1.6

이미 평가인증 시설 8 114 12.4 12.4

응답거부 9 50 5.4 5.4

결번 10 30 3.3 3.3

해당사항없음 11 4 .4 .4

923 100.0 100.0

A. 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상태는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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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 현재 평가인증제도 참여못하는 이유: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원장 및 교사의 업무 과중 1 119 12.9 21.1

교사수급의 어려움 2 76 8.2 13.5

시설개선 투자의 어려움 3 75 8.1 13.3

준비 미흡 4 138 15.0 24.5

현원이 부족해서 5 73 7.9 12.9

보육 소홀을 우려한 학부모의 반대 6 8 .9 1.4

인증을 받지 않아도 원 운영에 문제가 없으
므로

7 21 2.3 3.7

기타 8 54 5.9 9.6

비해당 -1 359 38.9

923 100.0 100.0

Q1_2 현재 평가인증제도 참여못하는 이유: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원장 및 교사의 업무 과중 1 112 12.1 19.9

교사수급의 어려움 2 72 7.8 12.8

시설개선 투자의 어려움 3 74 8.0 13.1

준비 미흡 4 136 14.7 24.1

현원이 부족해서 5 47 5.1 8.3

보육 소홀을 우려한 학부모의 반대 6 14 1.5 2.5

인증을 받지 않아도 원 운영에 문제가 없으
므로

7 31 3.4 5.5

기타 8 46 5.0 8.2

모름/무응답 9 32 3.5 5.7

비해당 -1 359 38.9

923 100.0 100.0

1. 현재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십시오.

1. 현재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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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E 현재 평가인증제도 참여못하는 이유: 기타

==> 데이터 참조

Q2 추후 평가인증 참여 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454 49.2 80.5

없다 2 110 11.9 19.5

비해당 -1 359 38.9

923 100.0 100.0

Q3 (참여의향 응답자) 평가인증 참여 계획 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14년 1 356 38.6 78.4

2015년 2 82 8.9 18.1

2016년 3 10 1.1 2.2

2017년 이후 4 2 .2 .4

계획은 있으나 언제할지 모름 5 4 .4 .9

비해당 -1 469 50.8

923 100.0 100.0

Q4_1 (참여의향 응답자) 평가인증 참여 이유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주위에 대부분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기 때
문에

1 86 9.3 18.9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 134 14.5 29.5

1. 현재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십시오.

2. 귀 시설은 추후 평가인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분만)귀 시설은 언제쯤 평가인증에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4.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분만)평가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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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모집시 도움이 되려고 3 48 5.2 10.6

평가인증 통과시 인센티브가 주어지므로
(교사처우개선비)

4 77 8.3 17.0

미인증시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5 108 11.7 23.8

기타 6 1 .1 .2

비해당 -1 469 50.8

923 100.0 100.0

Q4_2 (참여의향 응답자) 평가인증 참여 이유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원아모집시 도움이 되려고 3 1 .1 .2

미인증시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5 4 .4 .9

기타 6 1 .1 .2

모름 9 448 48.5 98.7

비해당 -1 469 50.8

923 100.0 100.0

Q4E (참여의향 응답자) 평가인증 참여 이유: 기타

==> 데이터 참조

Q5 (참여의향 없는 응답자)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재정지원 연계 시 평가인증 신청 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40 4.3 36.4

없다 2 70 7.6 63.6

비해당 -1 813 88.1

923 100.0 100.0

4.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분만)평가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분만)평가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분만)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결과와 보조금 등 어린이
집 재정지원을 연계한다면 평가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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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 평가인증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보육정보센터의 인증조력 내실화 1 64 6.9 11.3

인증참여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2 152 16.5 27.0

대체교사 배정시 우선 고려 3 89 9.6 15.8

평가인증 참여기간 중 지도점검 유예 4 100 10.8 17.7

서류작성 지원 등 조력도우미 파견 5 92 10.0 16.3

기타 6 67 7.3 11.9

비해당 -1 359 38.9

923 100.0 100.0

Q6E 평가인증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 기타

==> 데이터 참조

Q7_1 (평가인증 참여자) 평가인증 참여 시 애로사항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업무과중 1 10 1.1 24.4

비용소요 2 9 1.0 22.0

교사 확보의 어려움 3 7 .8 17.1

지표수가 많음 4 4 .4 9.8

적절한 조력 부족 5 2 .2 4.9

기타 6 9 1.0 22.0

비해당 -1 882 95.6

923 100.0 100.0

6. 어린이집 미인증 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떤 정책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6. 어린이집 미인증 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떤 정책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7. (평가인증에 참여해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분만)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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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2 (평가인증 참여자) 평가인증 참여 시 애로사항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비용소요 2 2 .2 4.9

없음 8 39 4.2 95.1

비해당 -1 882 95.6

923 100.0 100.0

Q7E (평가인증 참여자) 평가인증 참여 시 애로사항: 기타

==> 데이터 참조

Q8_1 (평가인증 통과했으나 취소된 응답자) 평가인증 취소 사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현장점검결과 인증점수 미달 1 3 .3 20.0

대표자 변경 2 7 .8 46.7

인증 후 행정처분을 받아 취소 3 1 .1 6.7

기타 4 4 .4 26.7

비해당 -1 908 98.4

923 100.0 100.0

Q9_1 원장님 경력(년)

==> 아래 재분류 변수와 데이터 참조

Q9_2 원장님 경력(개월)

==> 아래 재분류 변수와 데이터 참조

7. (평가인증에 참여해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분만)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7. (평가인증에 참여해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분만)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8. (평가인증에 통과했으나 취소되었다고 응답한 분만) 평가인증이 취소된 사유가 무엇입
니까?

9. 원장님의 원장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_____년   __________개월

9. 원장님의 원장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_____년   __________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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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원장님 경력(개월)

==> 아래 재분류 변수와 데이터 참조

QR9 원장경력 분류(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2개월 미만 1 47 5.1 8.5

12~24개월 미만 2 98 10.6 17.7

24~48개월 미만 3 138 15.0 24.9

48~84개월 미만 4 97 10.5 17.5

84~132개월 미만 5 115 12.5 20.8

132개월 이상 6 59 6.4 10.6

비해당 -1 369 40.0

923 100.0 100.0

Q10 어린이집 인수하기 전 운영되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신규설치(대표자변경X) 1 379 41.1 72.6

미인증 어린이집 인수 2 117 12.7 22.4

인증 어린이집 인수 3 13 1.4 2.5

인수한 어린이집의 인증상태 모름 4 13 1.4 2.5

비해당 -1 401 43.4

923 100.0 100.0

9. 원장님의 원장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_____년   __________개월

10.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해 본 경험 없다고 응답한 분만)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인
수되기 전 운영되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9. 원장님의 원장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_____년   __________개월


	kor_codebook_20130132_cv
	kor_codebook_20130132_ct
	Sheet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