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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연도별 ‘보육사업안내’에 나타난 어린

이집 입소순위와 부모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와 주요 학회지에 나타난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 동향

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서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된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와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

였다. 먼저 보육사업안내 지침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와 관련한 정책을 분석

한 결과, 저소득가정 중심의 소극적 부모교육 실시 시기(1991년~1994년), 맞벌이 가정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시기(1995년~2003년), 입양가정의 중요성 부각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시기(2004년~

2007년), 가정양육 지원과 적극적인 부모참여 강화 시기(2008년-2013년)(2008년~2013년)로 명명할 

수 있었다. 한편,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실

태연구에서 시작되어 주로 부모의 역할 및 자질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

으며, 부모의 요구 및 만족도를 반영한 부모참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 점차 맞춤형 부모교육

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가정의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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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 어머니의 사회참여율 증가 및 출생율 감소 등은 국가의 보

육정책에 영향을 미쳐 보육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수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와 

관련된 보육 정책과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한 최근의 정책으로 영

유아보육법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지침에는 부모와의 적극적인 교류가 명시되어 있다. 즉 신

입원아를 위한 부모교육 제공 및 부모 상담, 가정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보육

활동 참관 및 다양한 부모 참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

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린이집 프로그램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부

모를 넘어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가정과의 긴밀

한 상호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가정과 어린이집의 연계 혹은 협력은 영유아에 대한 정보, 생각, 관심, 그리고 문제 등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족은 영유아의 삶에 가장 중요하며 유아의 안녕에 가장 오랫동

안 관여하며 유아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정과의 밀

접한 관계는 유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영유아와 가족에 대

한 이해를 도와준다. 이로 인해 가정과 어린이집의 협력은 가정과 어린이집 간 논의와 협

상을 통해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협력관계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유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유아교육백서에서는 부모 및 가족지원에 대한 동향분석을 포

함하여 1판(1995)에서 4판(2011)까지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면 

1995년까지는 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주가 되었지만 이후 부모참여의 협력적 관점 및 가족 

구조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2003년과 2007년에 각각 가족참여와 지원, 부모교육과 

가족지원이라는 개념이 도입하였다. 2011년에는 부모 및 가족지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지원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

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상 부모교육이나 부모참여의 형태와 내용은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사업의 역사가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시기별로 어린

이집에서의 부모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부모와 관련된 보육정책과 연구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설립, 운영되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국가제도하에서의  본격적인 

보육사업이 시작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시기의 어린이집 설립취지는 보호

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성장을 유도할 뿐 아니라 보호자의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이었다. 김영삼 정부(1993년-1998년)에 이루어진 보육정책의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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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율성 보장은 민간어린이집의 양적 증대를 가져왔다. 이를 반영하듯 1991년 영유아보

육법이 제정된 시기 이후 부모관련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왔다.  

1997년 경제적 위기인 IMF 이후 두드러진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으로 인해 어린

이집전반에 대한 재정비논의가 높아지면서 보육 수요자인 부모의 보육에 대한 인지도나 만

족도를 연구하려는 시도가 있었고(김경화, 2004), 부모의 보육서비스의 욕구를 중요시하게 

되었다(현정환, 2005). 이와 함께 2004년 출범한 노무현 정보에서 이루어진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새싹플랜’으로 반영되는 공보육강화 정책역시 부모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에 대한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에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인증제’를 도

입하기 이르렀다. 2005년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2006년 전국적으

로 확대 실시되었고, 2008년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이 시기에는 부모

의 보육만족도 연구와 함께 평가인증제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아이사랑 플랜(2009-2012)이 추진한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어린

이집 질 제고 및 균형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

축 등의 6대 과제는 국가의 보육에 있어서의 책임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

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

설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의 운영투명성 확보 및 보육서비

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하는 등 부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

다. 또한 이에 연구 분야에서도 부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만족도에 대한 연구 및 

다문화 관련 연구가 급증한 것도 이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시대별로 나누어 어

린이집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보육정책의 변화 및 관련 연구 동향을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Ⅱ. 부모와 관련된 정책 및 지원

1. 부모관련 보육정책의 변화 

  

  부모와 관련된 보육정책의 변화는 1991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연도별 ‘보육사업안내’에 

나타난 어린이집 입소순위와 부모교육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저소

득가정 중심의 소극적 부모교육 실시 시기(1991-1994년),  맞벌이가정이 부각된 시기(1995

년-2003년), 입양가정의 부각 및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시기(2004-2007년), 적극적인 부모참

여  시기(2008-2013년)로 구분하여 어린이집의 입소순위와 부모교육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

다. 

 

  1) 저소득가정 중심의 소극적 부모교육 실시 시기(1991년-1994년)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육서비스 대상을 정해놓는 것으로 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1호

- 4 -

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육사업지침에 제시된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보육사업지침'에 

나타난 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살펴보면, 1991년에는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녀 3) 생활이 어려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 일반 주민의 자

녀로 되어 있다. 1992년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1991년과 동일한데, 4)의 일반주민의 자녀 중 

보훈가족․심신장애인․미혼모․저소득가정(편부)세대 및 기타 결함가정 등에 생활이 어려운 자

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993년에는 1992년의 

입소순위에 모자복지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의 모의 자녀, 모자

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편부포

함)의 자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미만 가정의 자녀를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보다 우

선 입소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즉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어린이집 주요 이용 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 

  <표 1> 1991-1994년 어린이집 입소순위 

연도 입소순위 

1991년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 

3) 생활이 어려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 일반 주민의 자녀

1992년 1991년과 동일 

1993년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 

3) 모자복지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의 모의 자녀 

4) 모자복지봅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

정된 모자가정(편부포함)의 자녀 

5)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미만 가정의 자녀 

6)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1994년 1993년과 동일 

  1991년에서 1994년까지 '보육사업지침'에 나타난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 및 지역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영유

아보육의 중요성 및 부모의 역할, 영유아 보육 및 지도요령, 가정보건, 영양, 생활예절, 생

활법률 등을 다루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도서 

등을 적극 구입하고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부모상담 및 참여는 가정의 육아상담․조언 

실시, 자모회 등을 통한 부모 상호간의 육아방법 교류, 보육프로그램의 구성과정이나 운영

과정에 부모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어린이집 부

모교육은 어린이집 주도로 부모에게 육아 정보가 제공되고 상담이 실시되는 것으로 부모의 

소극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과 부모  김혜금·제경숙·공인숙·노진형

- 5 -

  2) 맞벌이 가정이 부각된 시기(1995년-2003년)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책을 각 시기별 '보육사업지침'을 

통해 살펴보면, 1995년의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1994년의 입소순위의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가 삭제되고, 보육료 반액지원 대상 아동이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앞에 삽입되고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에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1) 생활보호대

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의 모의 자녀 3)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자녀 4) 보육료 반액 지원 대상 아동 6)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순위로 되어 있

다. 이에 일반 주민의 자녀 중에는 보훈가족․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자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96년의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1995년의 입소순위에 모자복지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의 모의 자녀가 삭제되고,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를 추가하였다. 1996년의 어린이집의 입소 순위는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

녀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

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 보육료 반액 지원 

대상 아동 4)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 주민의 자

녀로 되어 있고 일반 주민의 자녀 중에는 보훈가족․장애인 등의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97년의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1996년의 입소순위에 보육료 반액 지원 대상 아동을 저

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으로 대체하였다. 즉 1997년의 어린

이집의 입소 순위는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복지부)에 의

한 부자가정의 자녀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4)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고 1996

년과 동일하게 일반 주민의 자녀 중에는 보훈가족․장애인 등의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1997년의 입소순위와 동일하게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

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

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4)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5) 기

타 일반 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으며 일반 주민의 자녀 중에는 보훈가족․장애인 등의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1년과 2002년도 입소순위는 1)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2) 편부모 가족, 보훈 가족, 결손가정의 자녀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3)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다. 2001년부터 맞벌이 가구이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하고 있으나 2003년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를 새롭

게 포함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1순위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권자인 경우 포함)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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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입소순위 

1995년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의 모의 자녀 

3) 모자복지봅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

정된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자녀 

4) 보육료 반액 지원 대상 아동 

5)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1996년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

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

녀 

3) 보육료 반액 지원 대상 아동 

4)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1997년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

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

녀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4)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2) 편부모 가족, 보훈 가족, 결손가정의 자녀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

녀

3)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2002년

2003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권자인 경우 포함)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

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

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3) 저소득

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5) 맞벌

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6)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으며 일반 주민의 자녀 중

에는 장애인·보훈가족 등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5년

부터 2003년까지의 어린이집 입소순위를 보면 여전히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입소순위에 등장하고 이후 계속해서 입소순위에 포

함되어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있어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중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1995-2003년 어린이집 입소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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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5)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6)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 일반 주민의 자녀 중에는 장애인·보훈가족 등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

시켜야 한다.

  한편, 1995년에서 2003년까지 '보육사업지침'에 나타난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 관련 내

용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1998년에는 보건

복지부에 의해 ‘부모참여프로그램(3권)’이 개발되었고 2002년 울산시보육정보센터와 안산

시보육정보센터 추진사업으로 부모교육이 포함되어 실시되고 지자체별 부모교육 지원이 실

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집단 형태의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지자체

별로 부모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어린이집 부모교육은 어린이

집, 지자체, 정부 주도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입양가정의 부각 및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시기(2004년-2007년)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책을 각 시기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살펴보면, 2004년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2003년도 입소순위에 입양아동과 세 

자녀 가정이 포함된 점이 차이점으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

이 수권자인 경우 포함)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

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맞벌이 부

부 가구로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기타 저

소득층 아동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5) 입양 아동 6)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7) 세 자녀 가정 8)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고 일반 주민의 자녀 중에는 장애

인·보훈가족 등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5년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2004년도 어린이집 입소순위 중 맞벌이 자녀 입소순위가 입

양가정 자녀보다 상향 조정된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즉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권자인 경우 포함)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에 의한 부자

가정의 자녀,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3) 저소득층 보육료 지

원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5) 맞벌이 가정 및 결

손가정의 자녀 6) 입양 아동 7) 세 자녀 가정 8)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다. 

  2006년과 2007년 보육사업안내에 나타난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2005년도에 비해 장애부모

의 자녀 및 맞벌이 가정의 입소우선순위가 상향조정되었다. 즉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권자인 경우 포함)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

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에 의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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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입소순위 

2004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권자인 경우 포함)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

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5) 입양 아동 

6)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7)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 일반 주민의 자녀 중에는 장애인·보훈가족 등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

시켜야 한다.

2005년

1) 법정 저소득

2) 모부자 가정 

3) 차상위층 저소득 

4) 기타 저소득 

5) 장애부모

6) 맞벌이․결손가족

7) 입양아

8) 세자녀

9) 기타 일반주민

2006년

1) 법정 저소득

2) 모부자 가정 

3) 차상위층 저소득 

4) 장애부모

5) 복지시설아동

6) 맞벌이 및 결손가족

7) 기타 저소득 

8) 입양아

9) 세자녀

자가정의 자녀,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5) 복지시설아동 6)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7) 기타 저소득 가정의 자녀 8) 입양 아동 9) 세 자녀 가

정으로 되어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어린이집 입소순위에 있어서 입양 가정의 자

녀와 세 자녀 가정 등이 새롭게 포함되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의 우선순위가 점차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2004-2007년 어린이집 입소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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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2)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

4)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한편, 어린이집의 부모교육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나 2004년부터 안전교육이 강조되면서 

시설장이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

이 추가되었다. 또한 어린이집의 장은 부모로부터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비치하고 영유아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

의․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부모교육프로그램이 2004년 6월 

5일 개발 완료되어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기본적 환경으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강조

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아

를 자녀로 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전담시설이 50개소에서 181개소로 확충되었다. 

  2005년에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 별도 유형화되었고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하는「어린

이집운영위원회」설치가 권장되었고 양성평등한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교사, 부모 교육 프

로그램이 개발․보급되었고 2006년에는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부모교육이 실시되

었다. 2006년에는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부모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

하여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

되었고 보육서비스 관리감독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 부모들을 

연계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이 전국에 확대 설치되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 

아동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다. 

  2007년에는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인

증제가 도입되고 평가인증 자체점검위원에 부모가 포함되었으며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사업

내용에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양육상담, 놀이감 무료대여, 부모강좌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

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

의 어린이집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어린이집 부모와 관련된 정책은 보다 공공성이 강화되고 부모

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도가 나타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위원

회에 학부모를 포함시켜 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등 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고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어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가 실시된 시기라

고 볼 수 있다. 

  4) 적극적인 부모참여 시기(2008년-2013년)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책을 각 시기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에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모․부자복지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생활보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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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입소순위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모․부자복지법 제 5조의 규정에 의

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생활보장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등보육료 2층까지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2009년

2008년과 1순위 동일 

∙2순위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결혼 이민자의 자녀 

2010년

∙2008년도 입소 1순위에 다음 사항 추가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다문화 가정의 자녀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등보육료 2층까지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

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를 명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와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입소순위 2순위에서 1순

위로 바뀌었고 2011년에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새롭게 포함하였다. 2012년 어린

이집 입소 1순위는 2011년 입소순위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

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

순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생활보장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

의 120%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

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

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명시하고 2순위에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를 들었다. 2013년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2012년도 입소순위와 동일하다. 즉 1순위

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

의 120%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

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

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

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되어 있다. 그리

고 입소 2순위는 2012년과 동일하게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를 들었다. 

  <표 4> 2008-2013년 어린이집 입소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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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최제생계비의 120%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

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

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

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최제생계비의 120%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

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

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

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

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013년

  한편, 어린이집 부모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부모에 대한 안전

교육이 강조되었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었으며 부모를 위한 시간

연장 보육이 실시되었다. 2009년에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

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고 시설장

과 보육교사를 포함한 자체평가(연2회 이상) 및 부모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를 포함하

였다. 2011년에는 양육수당이 신설되어 신청일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을 재가 양육하는 부

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양육수당을 신청하도록 하

였다. 한편으로는 이용할 어린이집이 없으나 보육수요가 존재하는 농어촌 지역에 탄력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식 놀이버스 운영 사업이 실시되는 등 육아지원정책이 

강화되었다. 2012년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기준 중 평가인증, 보육교직원 현황, 특별활

동, 급식, 예․결산 내역 등의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하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프라 마련을 명시하고 어린이집 보육 이외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다

양성을 보장하여 가정양육 부모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언급하였다. 

  2013년에 어린이집 부모와 관련된 보육정책으로는 부모 모니터링단이 신설되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부모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

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운영 목적이 있으며 운영 주체는 시장․군
수․구청장이며 시․군․구별 10명(부모 및 보육전문가 1:1로 구성) 이내로 구성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기준이 대부분 

2012년과 유사하나 필수 공개사항 평가인증 점수 중 총점과 더불어 전 영역 점수를 공개하

는 것으로 수정되어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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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어느 시기보다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양육수당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 지원

이 강화되었고 2013년에는 부모 모니터링단이 신설되어 부모들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기준

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모니터링 하게 하는 등 전반적인 어린

이집 운영과정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부모에 대한 지원 

  

  정부가 2008년 제정한 아이사랑 플랜은 보육 수요자중심의 정책으로 부모와 가족 및 지

역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육서비스에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해야 함을 골자로 하

고 있다. 특히 육아지원센터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보육지원

센터가 어린이집 위주의 지원사업을 한 것에 반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육아지원센터의 

확충은 가정내 직접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자녀 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4년 보육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타’의 새로운 명칭으로 

통합되어 육아에 대한 종합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족참여행사, 부모를 대상으

로 한 강연회,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아 가족을 위한 취약 보육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서의 육아정보제공, 검사 및 상담, 놀이감 및 시설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육아지원종합센타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의 건수와 참여자수는 다

음과 같다. 

<표 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타 프로그램 건수 및 참여자수

2009 2010 2011 2012

건수 참여자수   건수 참여자수   건수 참여자수   건수 참여자수

서울 1686 92156 5761 78689 3196 191860 2519 244058

인천 19 1895 462 494 32 1763 82 6459

경기 322 13835 2976 23360 98 52618 1291 68323

부산 5 1773 1461 3782 100 5423 2 200

대구 6 394 3 810 6 3321 2 199

광주 7 577 100 332 6 250 3 319

대전 58 3726 36 1778 6 3321 4 302

울산 90 2726 544 1116 112 2421 3 906

강원 20 5768 385 13165 27 4555 8 541

충북 7 335 161 653 1 51 3 245

충남 6 488 12 1434 25 1767 12 655

전북 20 725 3 166

전남 21 2043 280 998 100 5392 1 90

경북 136 6307 362 6147 129 9156 4

경남 7 1893 789 6709 42 5178 22 3727

제주 64 3873 653 4360 18 7431 1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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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별 활동 건수와 참여자수는 꾸준

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부모를 위한 지원은 보다 다양해져서 일반 부모 뿐 

아니라 장애보육, 영아보육, 다문화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부모를 위한 지원 역시 증가 되

었다. 이러한 내용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타 사업보고

2009 2010 2011 2012

  건수 참여자수 건수  참여자수 건수 참여자수 건수 참여자수

부모강연회 365 16,689 661 23,315 1,034 38,460 1,148 10,261

가족참여활동 738 24,737 456 18,176 2,123 99,603 1,449 87,702

행사 174 30,913 437 36,383 691 65,875 702 93,605

공연 626 54,389 485 34,470 527 90,186 178 112,845

장애보육지원 176 5,007 2045 7047 298 7875 250 6,148

영아보육지원 367 5,437 627 4078 289 8110 66 2,444

다문화가정지원 32 2,142 128 3460 119 6818 35 1,454

운영위원회 

부모위원 교육 
132 11,411

부모상담

온라인 2,153 24,630

방문 5,695 30,681 30,681 6,600

전화 20,725 38,556

자료실

놀이실

이용

자료실 86,089 101,246 90,941 176,605

놀이실 280,556 216,134 38,628 194,873 9,370 40,714 592,804 354,344

놀이감 239,409 156,386 637,163 382,918

온라인 

정보제공

발달검사 12,635 11,946 34,986 19,690 23,515 15,986

온라인 8033 18686 813

오프라인 694,260 139,867 45,660 5,323

 

<표 6>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부모를 위하여 강연회, 체험활동 중심

의 가족참여 활동과 행사를 진행하며 부모상담등의 부모를 위한 지원 뿐 아니라 유아의 발

달검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운영위원회 부모위원에 대한 

교육이 추가된 부분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Ⅲ. 어린이집과 부모에 관한 연구동향

어린이집과 부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을 위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될 당시부

터 2013년까지 아동학 및 보육관련 석,박사 학위논문과 등재학술지에 실린 연구물을 중심

으로 주제어를  ‘보육’, ‘보육시설’ 또는 ‘어린이집’과 함께 ‘부모/부모교육/부모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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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등으로 검색하였다. 검색을 통해 학위논문 146과 학술지 논문 85편이 선정되었으나 이 

중 중복되는 연구물을 제외한 학위논문 105편과 학술지 논문 62편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

정되었다.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형태를 살펴보면 인식과 실태연구, 만

족도 연구, 요구 및 정책연구, 프로그램 효과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관계 측면에서 연구주제별 동향은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로 구분하게 제시하였다. 

1. 부모의 인식과 실태에 기초한 부모교육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모

교육 실태나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연구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중 부모교

육 관련 실태관련 연구는 석박사 학위논문 23편, 학술지 연구 4편이고 인식관련 연구는 석

박사학위연구는 28편, 학술지는 20편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르면 학부모 및 지역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부

모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기 부모교육은 어린이집 주도로 육아 정보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

용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김지신(1994)의 연구로 볼 때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이현섭, 1997)과 같은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하여 부모교

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석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상당수 진행되었다. 부모교육의 

실태연구와 함께 부모교육의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

다(김정회, 1999; 정영숙, 1998)

한편, 1998년 보건복지부가 ‘부모참여 프로그램(총 3권)’을 개발하고 지자체 실정에 따

라 지방비 부담으로 부모교육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2002년 울

산시 보육정보센터와 안산시 보육정보센터의 추진사업에는 부모교육이 포함되어 실시되면

서 지자체나 어린이집 중심으로 부모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도 다양해졌다. 장애아동 보육과 관련한 부모의 요구나 인식연구가 4편, 보육시

설 유형에 따른 부모의 요구 4편 등 꾸준히 증가하아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부모교육은 실태와 요구, 실태와 개선방안의 형태로 꾸준히 이루

어지거나 특정 지역, 특정 대상(예. 취업모, 영아자녀, 예비부모)을 대상으로 세분화 구체화

되어 연구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부모의 역량을 높이거나 이것이 유아발

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박

진옥(2004)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병행한 체계적인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부모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교사와 부모 또는 부모와 어린이집 간 연계 교육의 형식으

로 이루어진 연구로 가족-어린이집연계활동에 대한 연구(예. 문영보, 최복기, 2009)와 그 효

과를 영유아의 측면에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부모와 교사간의 연계교육 및 유아-교사간

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른 유아의 적응(손인숙, 송진숙, 2004), 어린이집과 가정의 연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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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각활동이 영아의 신체발달과 영아-부모 상호작용(남미경, 황성하, 이숙화, 2010) 등이 

그 예이다. 

어린이집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실시됨에 따라 프

로그램들 간의 효과를 분석하려는 연구도 나타났는데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과 박희경

(2013)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 부모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연구하기도 하였다. 

2. 부모의 요구와 만족도를 반영한 부모참여 

  초기 부모교육은 바람직한 영유아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이나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육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

어졌다. 2000년부터 부모의 만족도와 욕구에 대한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반적

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부모의 욕구나 만족도(현온강, 최혜란, 1996)는 부모의 어린이

집 선택 기준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점(강득자, 2012)에서 중요하다. 어린이집 만족도 개념은 

보육의 질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육접근성’, ‘충성도’의 유사한데 질 높은 보육서

비스 제공은 학부모 충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정유정, 박경일, 2012). 따라서 보육 

상황을 포함한 어머니의 어린이집 만족도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의 내용

을 선정할 때 역시 부모의 요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김지은, 2002). 

  어린이집 부모의 만족도 관련 연구는 석박사학위논문 35편, 학술지 연구 8편이고 부모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석박사학위연구는 26편, 학술지는 1편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와 

요구는 어린이집 시설 유형별로 다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 직장, 가정 및 민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석박사학위논문에서는 각각 7편, 9편, 15편 및 2편으로 나타났고 학술지에

서는 0편, 2편, 9편, 1편으로 나타나 가정어린이집관련 만족도와 요구 연구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보육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 요구도 연구는 특정 지역적 혹은 특정 대상

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영아보육과 관련하여 석박사학위연구 14편, 학술지 연구가 7편이 있

었다. 2004년부터 안전교육이 강조되고, 급간식 영양수준에 관한 부모의 관심이 높아지자 

영유아 보육기관 급식 및 영양정보서비스에 관한 학부모의 만족도 및 인식 연구도 증가하

고 있다.  

일반 유아 가족 뿐 아니라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요구 및 만족도 연구도 2003년 이

후 나타나고 있는데 장애아 보육과 관련한 인식 및 요구도 연구는 석박사학위논문 17편, 

학술지 3편이 있었다. 조윤경, 김경혜(2005)는 통합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아동 부

모에 대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의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이 시기 

부모교육이 일반 유아 뿐 아니라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모참여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이명순, 2011), 

부모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방승희, 2012)등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부모참여

에 관한 연구는 어린이집 시설유형별에 따라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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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 및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심윤희(2013)은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어머니의 부모참여에 대

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부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성은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부모참여관련 학위논문은 3편, 학술지는 4편이 검색되었다. 먼저 한국

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전체 국제 결혼의 72%를 차지하며(통계청, 2006), 이 가

운데에서도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은 더욱 증가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에 관한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정환(2008)은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보육에 대한 기대 및 문제의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다

문화 부모와 어린이집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한바 있으며 이후 한경

님(2012)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보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도입되기 시작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양옥승, 신은미(2001)의 유아교육, 보육

기관 평가인증제 모형(안)의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를 시작으로 계속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 석박사학위논문은 총 13편, 학술지 연구는 4편이 있었다. 평가

인증과 관련한 연구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시설과 비참여시설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

(이정숙, 2007),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평가인증에서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모의 인식(박자

연, 김희진, 2008),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관한 부모의 인식 연구(정영희, 2009) 등을 들 수 

있다. 

부모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관점의 

평가에 관한 연구(이은해, 최혜영, 박주희, 2003)가 실시되었다. 이는 어린이집의 수요자인 

부모의 특성과 관점을 파악하여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 임유경(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어린이집선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린이집의 질 관점이 중요함을  

밝혔다.  

정리하면 부모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부모의 자질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부모참여, 가정과 연계한 부모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

와 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부모교육 형태로 운영되는 등 보육서비스에서 

부모가 하나의 참여자이기 보다는 적극적인 공동 양육자로 행동할 수 있도록 시각이 변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부모와 보육교사 간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일관성 있는 지도가 병행되어 어린

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연속성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부모와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영유아

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2013년까기 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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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나타난 부모와 관련된 정책과 아동학 및 보육분야의 

한국 연구재단에서 선정한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연구논문을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흐

름이 나타났다. 먼저 정책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있어서 1996년부터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등장하고 이후 지

속적으로 포함되고 2001년부터 1순위로 등장하는 등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입소우선에 1순

위로 등장하며 2010년 이후 다문화 가정의 자녀 및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산업

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2000년 이전 시기와 다른 시각으로 IMF 위기로 인해 취업

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녀를 돌보아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국가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양아동과 세 자녀 가정이 2004년에 입소 1순위에 새롭게 포

함되고 2005년에는 맞벌이 자녀 입소순위가 입양가정 자녀보다 상향 조정되며 2006년에는 

2005년도에 비해 장애부모의 자녀 및 맞벌이 가정의 입소우선순위가 상향조정되었다. 2007

년에는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IMF로 인해 취업모가 증가하는 2001년부터는 소

득 수준이 낮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입소 1순위로 등장하고 2010년 이후에는 다문화가정

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포함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을 

포함하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포함된

다. 이처럼 어린이집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 추세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

이면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참여가 강화되고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수요자의 권

리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는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미미한 

수준으로 주로 저소득층과 모자가정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일방적으

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부모는 수동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을 받아들이는 존

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시기에 있어서 부모교육의 내용은 

1991년 이후 동일하나 보육정보센터 및 지자체의 부모교육 실시 등 부모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보육 공공성 강화기’의 어린이집의 부모교

육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나 2004년부터 안전교육이 강조되면서 시설장이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되고 영유아의 건강․
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부모교육프로그램이 2004년 6월 5일 개발 완료되어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기본적 환경으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어린이집과 보

육정보센터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

전 시기보다 더욱 강조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 어린이집 운영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부모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과 24시간 보육이 실시되는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양육수당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 

지원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2013년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통해 부모부담을 줄이고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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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단을 통해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교육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석사학위중심의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박사학위 및 학술지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연구하거나 혹은 유아교

육기관으로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술지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제어에 한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어린이집과 부모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시각이 제한적일 수 있다. 

  부모교육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 어린이집부모교육은 구체적인 용이나 방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김지신, 1994) 가정통신문, 면담, 강연회 및 오리엔테이션의 형태로 

전문적인 부모교육 담당자 없이 기관 중심으로 부모들에게 유아교육의 중요성, 유아발달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구미경, 2001).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이현섭, 1997)과 같은 실태나 현황 중심의 기초 연구가 석사학위논문을 중

심으로 상당수 진행되었다. 실태연구와 함께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의 대

상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에 변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정영숙, 1998)에 따라 부모교

육의 대상,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주 부모교육의 대상인 

어머니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부모로서의 요구를 분석하고 아버지의 요구에 맞는 부모교육

을 제공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의 연구는 수혜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중요시 하는 관점

으로 부모의 요구, 만족도 개념이 등장하며, 이에 공동의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참여를 중요

시 하는 연구로 발전되어 부모참여, 부모-어린이집연계 등의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

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가 도입되면서 평가자료가 공시되고 

다양한 정보탐색을 통한 어머니의 어린이집 선택권이 넓어졌다. 또한 2013년 부모 모니터

링단이 신설되면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운영 전반에 부모의 적극적인 참

여가 보장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책임을 부모도 함께 가진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보육서비스에서 부모가 하나의 참여

자이기 보다는 적극적인 공동 양육자로 행동할 수 있도록 시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부모와 관련하여 향후 보육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취업 유형과 근로 시간이 각기 다르므로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보육 시간 또한 맞벌이 가정의 요구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입소 우선 순위로 책정되어 있지

만 부모들의 취업 유형을 고려하여 반나절, 종일제, 24시간, 야간 등의 다양한 보육 시간대

별로 이용가능한 어린이집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

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부모의 다양한 근로 유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

다.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 이후 개인 보육, 친척 보육 등으로 영유아가 이리 저리 옮

겨져야 하는 상황에 있게 되어 애착 및 사회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부모 또한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을 지니게 된다. 이른 오전 시간대에 운영되는 오전 보육서비

스나 늦은 저녁시간대까지 이루어지는 야간 보육서비스, 24시간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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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에 만족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늘리

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는 방

법을 선택한다(신나리, 안재진, 2012). 즉 맞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보육서

비스에 대한 부모 만족도와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야간근무나 교대근무 등의 특

수한 근무유형을 지니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 중 24시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

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김혜금, 2010), 이는 24시간 보육서비스

에 대해 취업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로 인해 취업모가 취업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들이 근무시간 대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 뿐 아니라 중앙 및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자자체,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및 행사, 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양

육태도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 놀이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갈수

록 증가하는 부모의 아동학대 사례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혼율 증가와 

함께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갈등 및 폭력 등이 사회문제

화 되고 있다. 한경님(2012)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

이 없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며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다문화가정을 비롯하여 재혼가정, 학대가정 등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자녀 발달단계 별로 부모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책임 등을 일깨워주어야 한

다. 가정과 어린이집이 일관된 태도로 영유아를 지도할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

난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모를 동반자로 하여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를 제공

할 때 영유아에게 보육의 효과는 더욱 상승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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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ies related to parents in child care centers from 1991 to 2013 as shown 

in the guidance for child care business book published by the government and accredited journals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Policies related to parents in child care center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periods: 1) the period of passive parent education focused on low-income families 

(1991-1994), 2) the period of relief for dual-income families (1995-1997), 3) the period of relief for 

adoption families and the practice of child care support services (2004-2007), 4) the period of active 

parent involvement (2008-2013).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 trends of parent education in 

child-care centers were as follows: 1) the survey of parent education was the most common at first, 

2) the studies of the role and disposition of parents occupied the bulk, 3) the studies of parents’ needs 

and satisfaction on parent involvement appeared plenty, 4) the studies of the personalized parent 

education increased. Consequently, the need for home care services and the importance of parents’ 

education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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