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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 으로써 지 까지 이루어진 아의 어린이

집 응 련 연구를 재인식하고 앞으로 이와 련한 연구의 발 인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이를 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아(0∼2세)의 어린이집 응 련 국내 학 논문과 학술지 126편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시기별 분석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기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상에 따른 분석결과 아, 부모,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셋째,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결과 아의 어린이집 응에 향을 주는 변인에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넷째,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양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a research related with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of what has gone before to child care center and find the progressive direction of study related with 
it in the future, as examining research trends related with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to child care center 
in the country. For this, this article selected 126 research papers related with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that were published from 1996 to 2013.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the highest numbers of study from 2009 to 2013, as the result of analysis by date of research. 
Second, there are accomplished the most researches targeting infants and toddlers, parents and educare teachers. 
Third, there were the highest numbers of study related with a influence factor on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to child care center, as the result of analysis depending on subjects of research. Fourth, the quantitative researches 
were mainly conducted for examining a correlation with the factors related with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to child care center, as the result of analysis depending on the method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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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기는  생애를 한 토 를 형성하는데 가장 

요하고 변화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아의 능력과 뇌 발

달에 한 연구결과에 힘입어,  세계 으로 아를 바

라보는 시각은 의존 이고 수동 이며 무능력한 존재에

서 상호 이고 능동 이며 유능한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아에 한 시각의 변화와 더불어 출산, 여성

의 고학력  사회진출의 증가, 자녀양육을 한 가정 내 

지지기반 약화 등의 사회  변화는 아들이 아주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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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되어지도록 하고 있다[51]. 

더욱이 2013년부터 실시된 소득수 에 계없이 아

보육료 액 지원정책은 아의 어린이집 입소 연령층을 

더욱 하향화 시키고 있는데 [21]에 의하면 3-5세 보육유

아수는 약 60만명, 0-2세 보육 아수는 약 87만명으로 많

은 수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보육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 이는 아보육에 한 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에게 있어서의 어린이집 생활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에서 주 양육자와 하루 종일 떨어져 지내는 것

이므로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다[22]. 즉, 어린 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 없이 양육자에 의하여 선택되고 경

험하게 되는 어린이집은 특성상 지 까지 아에게 익숙

해져 있는 가정환경과는 매우 다르며, 융통성을 갖기는 

하지만 짜여진 일과 안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12] 

아는 낯선 공간에서 이 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자극 등

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 경험은 아가 주 양

육자와 분리되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응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더욱 편안하고 순조로운 

어린이집 생활을 한 아의 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에서는 아의 어린이집 응

의 요성을 인식하여 표 보육과정에 기 한 0세 보육

로그램에 응 로그램을 구체 으로 반 하여 개발 

 보 한 바 있다. 한 [22]에서도 응 로그램의 비

을 보다 요하게 다루고 있고, 응 로그램의 실시

여부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지표에도 포함시키고 있음

을 미루어 볼 때 최근 들어 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응

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 다. 

이와 련하여 발달 특성상 어린이집에 응하는 과

정에서 많은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는 연

구결과[47, 48, 50, 1, 7, 9, 29, 33, 35, 42]와 어린이집  

교사에 안정 인 응을 한 아들이 환경을 탐색함에 

있어 더 자유롭고 놀이가 풍부하며 사회  유능성  

래 계에서 더 정 [37 재인용]이라고 보고한 연구, 가

정으로부터 어린이집으로의 원만한 응은 아로 하여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아 존 감의 향상을 가져

온다고 밝힌 [39]의 연구 등은 아의 어린이집 응의 

요성을 다시 한 번 뒷받침 해 주고 있다. 한 응 경

험이 이후 학교생활에도 많은 향을 미친다는 종단 연

구결과[49] 등을 미루어 볼 때 아의 어린이집 응은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이루어진 아의 어린이집 응에 한 연

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역에서 많은 비 을 차지

하고 있다. 즉, 아의 어린이집 응에 한 다양한 변인

들에 한 연구와 아의 응과정 탐색에 한 연구이

다. 아의 어린이집 응에 련된 변인들에 한 연구

들은 어린이집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응 정도를 측하거나 아 응 련 요인들과의 

련성 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아의 응과정 탐색에 

한 연구들은 아들의 응과정과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들의 원활한 응을 지원하기 한 략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이와 같이 아의 어린이집 

응의 요성에 해 많은 연구자들의 심이 증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와 련된 연구들이 양 으로도 격

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진 연

구들을 심으로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를 세

부 으로 분석하여 그 동향을 살펴보는 일은 아 응 

련 연구들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수 있으리라 측된다.

아와 련된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4]의 

아 놀이 련 연구동향 분석, [8]의 아 련 연구동향 

분석(2006∼2012년 국내 학술지를 심으로), [11]의 

아 교사 련 연구동향 분석, [13]의 아 련 연구동향 

분석(1990∼2006년 국내 학 논문을 심으로), [17]의 

아 상호작용 련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등이 있다. 이

처럼 최근 들어 아에 한 연구가 증하면서 아와 

련된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반에 걸쳐 역별로 진

행되어 왔으나 아의 어린이집 응에 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이들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아 련 분야의 연구가 지속 으로 

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앞서 서두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

이 아의 어린이집 응이 매우 요함을 미루어볼 때 

독자 인 분야로서의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비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아를 상으

로 했을 때 그 측정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는 연구의 한계 [13]과 유아 상(3-5세)에 한 기

응 연구와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25]는 을 미

루어볼 때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 동향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 논문과 학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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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아 응 련 연구들을 연구시기, 연구 상, 연

구내용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 해 으로써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가 시기에 따라 반

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과 내용  방법론상

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 까

지 이루어진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를 재인식

하여 순조로운 아의 응을 돕고 후속연구의 기 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목 에 기 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아의 어린이집 응 련 논문의 연구시기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아의 어린이집 응 련 논문의 연구 상별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아의 어린이집 응 련 논문의 연구내용 동

향은 어떠한가?

넷째, 아의 어린이집 응 련 논문의 연구방법 동

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상은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

구가 최 로 이루어진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출간된 국

내 석․박사 학 논문 80편과 학술지 논문 46편으로 총 

126편의 논문이다. 논문을 선정하기 해 아 응, 

아 기 응, 어린이집 아 응 등의 key word로 국회

도서   국내 유명한  검색 사이트 KISS, KERIS, 

DBPIA 등을 심으로 검색하 으며, 검색된 논문은 학

논문 119편, 학술지 논문 60편으로 총 179편이었다. 그 

에서 응 련 내용을 발달 역별로 모두 포함시키기

에는 범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의 어린이집 기 

응  응 주제에 련된 논문만을 발췌하 으며, 학

논문  학술지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술

지 논문에서 제외하 다.

이 과정을 통해 검색된 최종 연구물은 학 논문 80편, 

학술지 논문 46편으로 총 126편의 논문이 분석 상으로 

선정되었다.

2.2 분석의 틀

연구 문제에 따른 본 연구 분석 틀의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시기별 분석을 하여 연구시기에 한 구

분은 5년 단 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일반 이라는 

견해[19, 30]와 [30]의 연구동향 연구시기별 분석틀을 근

거로 하여 연구시기를 2013년부터 5년 단 로 거슬러 올

라가 구분하 다. 이는 2000년을 후하여 보육사업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하 고[18], 2004년 여성

가족부의 제1차 육아지원정책 발표, 2005년 제2차 육아

지원정책에 의거하여 ‘출산율 제고  여성경제활동 참

가’에 한 책 발표에 따른 표 보육료·교육비 산정, 

아기본보조  제도 시범 도입, 공보육 강화를 한 제1차 

장기보육계획인 새싹 랜(2006∼2010), 2008년 보건복

지부의 보육의 질  수  향상  수요자 심 정책으로

의 환 등 보육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때 2000년 후부

터 최근 2013년까지의 연구시기에 한 보다 세부 인 

동향을 5년 단 로 구분하여 균등하게 살펴보기 해서

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1996년 최 로 이루어진 [15]의 

연구를 시작으로 1998년까지를 제 1시기로 구분하 다. 

이후 5년을 단 로 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를 제 2

시기, 2004년부터 2008년까지를 제 3시기, 2009년부터 

2013년까지를 제 4시기로 구분하 다. 한 연구시기에 

한 보다 세부 인 동향과 추이를 알아보기 하여 1년

을 단 로 추가 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

둘째, 연구 상별 분석을 하여 ‘ 아’ 련 연구동향

에 한 선행연구[13, 8]의 연구 상별 분석틀을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단일 상과 혼합 상으로 구분하 다. 단

일 상은 0세(0∼12개월), 1세(13∼24개월), 2세(25∼36

개월), 교사로 분류하여 구분하 고, 혼합 상은 아-

아(혼합연령), 아-부모, 아-교사, 아-부모-교사, 

교사-부모,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셋째, 연구내용 분석을 해서는 선행연구[30, 38, 41, 

28]에서 제시한 연구내용 분석틀을 근거로 하여 다음 

Table 1과 같이 분류하 다. 즉 연구내용은 응에 한 

인식조사 연구, 응 련 변인 연구, 응 의미 탐색 연

구, 응 로그램 개발  측정 도구 개발 연구로 구분

하여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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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criteria for analysis depending on contents 
of research

Contents Center of the vocabulary

A study on 
recognition 
related with 
adjustment

recognition, teacher, parents, actual conditions, 
demand, survey, satisfaction, comparison,, 
adjustment, status, adjustment program

temperament, gender, age, brothers and 
availability, birth order, attachment security, the 
development intants, emotion intelligence, emotion 

regulation skills, social emotional behavior, 
conditioning compliance, attachment style, for 
cortisol levels, sleep pattern, experience for 

admission, early education experience, admission 
period, playfulness, peer relation, teacher relation

strategy support adjustment of mother, fostering 
attitude of mother, the types of father, isolated 
unrest of mother, nurture stress of mother, 

self-differntation of mother, whether of not a job, 
temperament of mother, childcare and belief of 
mother, a job of mother,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teacher relation of mother

childcare and belief, day care activities, teaching 
techniques, teaching efficacy, job satisfaction, 
supporting policy, interaction, temperament, 

career, educational background

adjustment program, massage, parent aooperation 
program, supporting policy, 

physical environment

A study on 
meaning 

exploration 
with 

adjustment

meaning, stratege, observation, pratice, 

exploration, difficulty, adjustment process, 

adjustment period, perculiarities, adjustment 

program, supporting adjustment

A study on 
adjustment 
program 

development 
and 

measuremen
t tool 

development 

adjustment program development, measurement 
tool development, tool,  reliablity, validity

 

넷째, 연구방법은 [46]의 ‘유아교육 련 학술지에 나

타난 연구방법 분석’을 참고로 하고, [3, 40, 41]의 분석기

을 수정․보완하여 양 연구, 질 연구, 문헌연구, 기

타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양 연구의 세부  항목으로

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찰연구로 나 었고, 질 연구

는 문화기술  연구, 상학  연구, 사례연구, 실행연구, 

내러티  연구와 이들  어느 곳에도 명시 으로 해당

하지 않는 일반 인 질 연구로 나 었으며, 문헌고찰은 

문헌연구와 기타는 혼합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연

구방법의 분류기 은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A critera for analysis depending on the 
reseach methods

The reseach 

methods
Detailed contents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survey research, 

observational reseach

Qualitative 

research

culture technology research, phenomenological 

research, a case study, execution research, 

narrative study,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literature review

Etc mixed research

2.3 분석절차 및 자료 처리

수집한 자료는 연구동향에 한 선행연구들과 아 

응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분석기 을 작성

하 다. 확정된 자료 분석의 기 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해 선정된 126편 에서 무선으로 20편을 선정하여 

비분석을 하 다. 비분석을 통해 연구 상과 연구내용 

 연구방법의 분류 기 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연구제목과 록을 심으로 1

차 으로 분석한 후, 본문 내용에 따라 다시 세부 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분석틀을 수정  보완하 다. 

비분석 결과 연구 상의 분석을 해서는 각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 상을 심으로 자료수집의 직  

상이 되는 경우만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 다. 즉 아

만을 연구 상으로 하 으나 아가 직  연구에 응답할 

수 없으므로 자료수집을 해 부모나 교사가 참여한 경

우에는 자료수집의 직  상만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연구내용의 분석을 해서는 연구내용  가장 많

은 비 을 차지하는 응 련변인을 하 변인인 아, 

부모, 교사, 로그램 련변인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구

체 으로 분류하 다. 한 연구방법의 분석을 해서는 

록을 심으로 일반 인 질 연구로 사례연구와 실행

연구로 분류하 는데 본문내용에서 사례연구와 실행연

구로 밝힌 연구가 있었으므로 질 연구를 더 세분화하여 

분류하 다. 

수정·보완된 분석기 과 분석방법을 설정한 후 타당

도를 검증하기 하여 아동가족학  유아교육과 교수 2

인에게 검토과정을 거쳤다. 검토한 결과를 심으로 의

견을 나 고, 선행연구들을 다시 한 번 고찰함으로써 분

석기 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분석틀을 구성하 다.

분석기 에 따라 부호화 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

하여 발행연도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교차분석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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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련 연구시기별 

연구 동향

연구시기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

까지 해당하는 제 4시기에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

구가 82편으로 체의 연구의 6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이를 연도별로 분석하여 그래 로 나

타낸 결과는 Fig. 1과 같다.

[Table 3] A study period-specific trend analysis on 
related with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to child care center 

Period Frequency(N) Percentage(%)

1996 - 1998 3 2.4

1999 - 2003 10 7.9

2004 - 2008 31 24.6

2009 - 2013 82 65.1

Total 126 100.0

  

[Fig. 1] A study period-specific trend analysis on 
related with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to child care center 

Table 3과 Fig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 1시기에 해

당하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는 모두 3편이며, 체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의 2.4%가 이루어진 시기로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한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  가장 최 로 이루어진 연구

는 [15]의 유아보육연구에 게재된 ‘보육시설에서의 

응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연구’이다. 제 2시기인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모두 10편의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체 연구의 7.9%에 해당하는 연구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제 3시기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모두 

31편의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들이 이루어졌으

며, 체 연구의 24.6%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 4시기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모두 82편의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체 연구의 65.1%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가 2004년 이후로 그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의 어린이집 

응에 한 심이 커지고 그에 따라 연구 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3년까지의 

추이를 볼 때 앞으로도 이와 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

어질 것임을 측해 볼 수 있다.

3.2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련 논문의 연구

대상별 연구동향

연구 상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혼합 상 연구가 

87편(69.1%)이었으며, 단일 상 연구는 39편(30.9%)이었

다. 

혼합 상 연구로는 아·부모·교사를 상으로 한 연

구가 29편(23.0%)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는 

아· 아(1∼2세 혼합연령)와 아·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18편(14.3%), 아·부모를 상으로 한 연구

가 16편(12.7%), 기타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가 5편

(4.0%), 교사·부모를 상으로 한 연구가 1편(0.8%) 이루

어졌다. 단일 상 연구로는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15편(11.9%), 2세 아를 상으로 한 연구가 13편

(10.3%), 1세 아를 상으로 한 연구가 11편(8.7), 0세 

아를 상으로 한 연구가 0편(0.0%) 순으로 이루어졌

다. 시기구분에 따른 연구 상별 연구동향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 상은 아·부모·교사인 경우가 29편(23.0%)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차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13년 최근에는 활발하게 연구

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의 어린이집 응

을 돕기 해 아·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으로 아의 응에 가장 많은 향을 주는 

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 아만을 

상으로 한 연구로는 아· 아(1∼2세 혼합연령)를 상

으로 한 연구가 18편(14.3%)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2세가 13편(10.3%), 1세가 11편(8.7%) 이루어졌으나 0세 

아를 상으로 한 연구는 1편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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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1996

-1998

1999

-2003

2004

-2008

2009

-2013
Total(%)

Total

(%)

0 yeals old - - - - 0(0.0)

39

(30.9)

1 yeals old - 2(1.6) 4(3.2) 5(4.0) 11(8.7)

2 yeals old - 1(0.8) 5(4.0) 7(5.6) 13(10.3)

teacher 1(0.8) 1(0.8) 5(4.0) 8(6.3) 15(11.9)

infant · infant

(mixed age)
- 4(3.2) 3(2.4) 11(8.7) 18(14.3)

87

(69.1)

infant · parents - - 1(0.8) 15(11.9) 16(12.7)

infant · teacher - - 3(2.4) 15(11.9) 18(14.3)

infant · parents · teacher 1(0.8) 2(1.6) 8(6.3) 18(14.3) 29(23.0)

parents·teacher - - - 1(0.8) 1(0.8)

etc 1(0.8) - 2(1.6) 2(1.6) 5(4.0)

Total 3(2.4) 10(7.9) 31(24.6) 82(65.1) 126(100.0) 126(100.0)

[Table 4] Research on a sample of analysis on related with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to child care center 

3.3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련 논문의 연구

내용 연구동향

아의 어린이집 응과 련된 논문의 연구내용 동

향을 분석할 결과, 아의 어린이집 응 련 변인에 

한 연구가 71편(56.4%)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

으로는 아의 어린이집 응에 한 의미 탐색 연구가 

30편(23.8%), 응 로그램  측정 도구 개발 연구 3편

(2.4%), 응에 한 인식조사 연구가 22편(17.4%) 이루

어졌다. 시기구분에 따른 연구내용 동향 분석결과는 다

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Research on analysis depending on contents 
related with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to child care center 

Period
1996

-1998

1999

-2003

2004

-2008

2009

-2013
Total(%)

A study on 

recognition 

related with 

adjustment

- 2(1.6) 8(6.3) 12(9.5) 22(17.4)

A study on 

variable related 

with adjustment

1(0.8) 5(4.0) 13(10.3) 52(41.3) 71(56.4)

A study on 

meaning 

exploration with 

adjustment

1(0.8) 3(2.4) 9(7.1) 17(13.5) 30(23.8)

A study on 

adjustment 

program 

development 

and 

measurement 

tool 

development

1(0.8) - 1(0.8) 1(0.8) 3(2.4)

Total 3(2.4) 10(7.9) 31(24.6) 82(65.1) 126(100.0)

Table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의 어린이집 응

과 련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내용은 아의 어

린이집 응 련 변인 연구이며 71편(5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1999년부터 차 연구되어지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는 활발하게 연구되어졌으며 2009

년부터 최근까지는 집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보다 세부 인 정보를 얻기 하여 아의 어

린이집 응 련 변인 연구 71편을 하 범주로 나 어 

분석한 결과, 아 련 변인에 한 연구가 48편(66.7%)

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는 부모 련 변인

에 한 연구 31편(43.1%), 교사 련 변인에 한 연구 

15편(20.8%), 로그램 련 변인 8편(11.3%) 순으로 이

루어졌다. 시기구분에 따른 아의 어린이집 응 련 

변인 연구 동향을 보다 세부 으로 살펴보기 하여 다

응답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Exploring analysis depending on contents 
related with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to child care center

Period
1996
-1998

1999
-2003

2004
-2008

2009
-2013

Total
(%)

1(1.4) 3(4.2) 9(12.5) 35(48.6) 48(66.7)

- 2(2.8) 5(6.9) 24(33.3) 31(43.1)

1(1.4) - 3(4.2) 11(15.3) 15(20.8)

1(1.4) - 3(4.2) 4(5.6) 8(11.3)

Total 1(0.8) 5(4.0)
13

(10.3)
52(41.3)

102
(141.9)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련 연구동향 분석

229

Table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의 어린이집 응 

련 변인 연구를 아 련 변인, 부모 련 변인, 교사 

련 변인, 로그램 련 변인으로 4가지 하 범주로 구

분하여 다 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 다.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제 변인 연구는 [45]의 ‘보

육환경의 질과 유아의 보육시설에서의 응’에서 아

의 개인 변인, 교사 변인, 보육시설 변인이 어린이집에서

의 응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5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들 연구에서는 아 련 변인인 아의 애착안정성, 

아의 기질이 아의 어린이집 응에 향을 주는 변인

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부모 련 변인인 어머

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격리불안도 아의 어린이집 

응에 향을 주는 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차 증가하여 13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아 련 변인인 아의 애착안정성, 

아의 기질, 아의 조기교육경험, 놀이성 뿐만 아니라 부

모 련 변인인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교사 련 변인인 

교사의 보육활동과 로그램 련 변인인 응 로그램

과 아의 어린이집 응간의 계를 알아보기 한 시

도가 이루어졌다. 즉, 2004년 이후부터는 아  부모 

련 변인 뿐만 아니라 교사 련과 로그램 련 변인과

의 계도 함께 알아보기 한 연구들로 확 되어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52편으

로 보다 본격 으로 연구되어지기 시작하여 아의 어린

이집 응 련 변인에 한 연구가 집 으로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즉, 아 련 변인인 성별, 연령, 놀이

성, 정서지능, 정서조 능력, 사회정서행동, 코티졸 수 , 

수면양상, 애착유형, 조화 합성, 아발달, 재원경험, 교

사 계와 부모 련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어

머니의 응지원 략, 아버지의 양육참여유형, 어머니의 

취업여부,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

니의 자기분화, 어머니의 응지원 략, 어머니의 기질, 

어머니의 보육신념, 교사 계와 교사 련 변인인 교사

의 지도방법, 보육교사의 신념, 보육교사의 기질, 교수효

능감, 상호작용, 지원정책과 로그램 련 변인인 기

응 로그램, 지원정책, 부모 력 로그램, 마사지, 어

린이집 물리  환경 등 보다 다양한 변인들과 아의 어

린이집 응과의 계를 밝히고자 하 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내용은 아의 어

린이집 응에 한 의미 탐색 연구가 30편(28.1%) 이루

어졌다. 이들 연구는 아가 어린이집에 응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아의 행동특징과 변화를 분석하여 그 의

미를 탐색하고자 한 것으로 1997년 우 경의 ‘걸음마기 

유아의 어린이집 기 응과정에 한 질  연구’를 시

작으로 꾸 히 연구되어지다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는 

격히 증가되어지고 있는 연구내용이기도 하다. 아의 

어린이집 응에 한 내용으로는 주로 기 응 로그

램 실시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생활에 응해 나가는 과

정에 한 의미 탐색 연구가 30편 이루어졌고, 시간 연장

보육 과정  아의 응과정을 탐색한 연구[24, 26]가 

2편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는 아의 어린이집 응에 한 인식조사 

련 연구가 22편(17.5%)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1999

년부터 2013년 최근까지 꾸 히 연구되어지고 있다. 인

식에 있어서는 아의 어린이집 응지도에 한 교사 

 학부모의 인식[10, 14, 34, 43, 44], 아의 응 로그

램에 한 교사  학부모의 인식[16]에 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실태에 있어서는 아의 어린이집 응 실태 

 아의 어린이집 응 로그램 실태[35, 34, 43]가 이

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아의 어린이집 응 로그램 개발  

측정 도구 개발에 한 연구가 3편(1.6%) 이루어졌다. 

응 로그램 개발 연구로는 [15]의 ‘보육시설에서의 응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연구’와 [1]의 ‘ 응  측면을 

고려한 1∼2세 아 로그램 방향에 한 연구’가 있다. 

[27]의 ‘ 아의 어린이집 응 척도의 개발  타당화에 

한 연구’는 우리나라 12개월부터 36개월 아의 어린

이집 응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타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4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련 논문의 연구

방법별 연구동향

아의 어린이집 응과 련된 논문의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을 분석할 결과, 양 연구가 92편(73.0%)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는 질 연구가 29편

(23.0%), 문헌연구가 4편(3.2%), 기타가 1편(0.8) 순으로 

이루어졌다. 시기구분에 따른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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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earch on the study methods of related 
with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to 
child care center 

Period 1996
-1998

1999
-2003

2004
-2008

2009
-2013

Total
(%)

Total
(%)

- - - 1 1(0.8)

92
(73.0)1 7(5.6) 20(15.9) 62(49.2) 90(71.4)

- - - 1(0.8) 1(0.8)

- - - 3(2.4) 3(2.4)

29
(23.0)

- - 1(0.8) 1(0.8) 2(1.6)

- - 1(0.8) - 1(0.8)

- - - 3(2.4) 3(2.4)

- - - 1(0.8) 1(0.8)

1(0.8) 2(1.6) 7(5.6) 9(7.1) 19(15.1)

1(0.8) - 2(1.6) 1(0.8) 4(3.2) 4(3.2)

- 1(0.8) - - 1(0.8) 1(0.8)

Total 3(2.4) 10(7.9) 31(24.6) 82(65.1) 126
(100.0)

126
(100.0)

Table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 응 련연구의 

73.0%, 즉 총 126편의 연구 에서 92편의 연구가 양 연

구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연구 에서 아의 

어린이집 응과 련된 다양한 변인간의 계를 규명해 

보려는 조사연구가 90편(71.4%)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고, 2004년 이후로 차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는 격하게 연구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어

서 찰연구는 1편(0.8)이 이루어졌으며, 실험연구는 최

근에 이르러서 1편 연구 되어졌다.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진 연구방법은 질 연구로서 총 

29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체의 23.0%를 차지하

고 있다. 질 연구 에서 아의 어린이집 응과정을 

참여 찰을 통해 분석하는 일반 인 질 연구가 19편

(15.1%)으로 꾸 히 증가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기

술 연구 3편(2.4%)과 실행연구 3편(2.4%)이 있고, 상

학  연구 2편(1.6%)과 사례연구와 내러티 연구가 각각 

1편(0.8%)씩 이루어졌다.

다음으로는 문헌연구이며 차지하는 비율은 3.2%으로, 

총 4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헌연구가 차지하는 비율

을 볼 때 아의 어린이집 응과 련된 문헌연구가 앞

으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범주인 혼합연구가 1편(0.8%) 이루어

져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들의 동향

을 분석하기 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를 시기별로 분

석해 본 결과, 학 논문이나 학술지에서 이루어진 연구

들이 1996년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꾸 히 연구되어져 

왔으며 특히 2004년 이후부터는 격하게 증가하기 시작

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구는 체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8]의 연구에서 밝힌, 기 응

에 한 논문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과 일치한다. 

한 이러한 상은 과거 아에 한 시각의 변화와 

아에 한 요성의 부각[13, 36]과 더불어 맞벌이 부부

들의 증가, 어린이집의 정부지원향상, 무상보육 등 아동

복지를 한 사회 ·경제  필요성  보육정책으로 인

해 0∼2세 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자수가 늘게 됨으로써

[21] 아의 응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나타나는 

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아들이 아주 어린 시기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주 양육자와 격리되어 어린이

집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겪게 되는 심리 , 정서  충격

으로 인한 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리라는 교육자 

 학자들이 이에 한 안으로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를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어린이집

의 질  수  향상을 해 도입된 평가인증제도[23]에서 

제시된 역지표  신입원아 응 로그램 실시여부와 

장에서의 용도 그동안 지나쳐온 아의 어린이집 

응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보육 로그램을 

제공하기 한 연구자들의 심의 결과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의 어린이집 응의 요성에 한 

부각은 시 의 흐름을 반 하여 앞으로도 계속 연구자들

의 심 증 로 이어져 향후 몇 년 동안 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련 연구동향 분석

231

둘째,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를 연구 상별

로 분석한 결과, 아·부모·교사를 상으로 한 혼합 상 

연구가 29편(2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부모를 상

으로 한 연구가 18편(14.3%)으로 아· 아(1∼2세 혼합

연령) 상 연구 18편(14.3%)이었다. 단일 상 아연구

로는 2세 아 상 연구13편(10.3%), 1세 아 상 연구 

11편(8.7%), 0세 아 상 연구 0편(0.0%)으로 연구 상

을 비교해 볼 때 아만을 상으로 하는 단일 상 연구

가 양 인 면에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3]의 

연구에서 드러난 0세나 1세의 경우 아만을 상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그들의 양육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

한 경우가 많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0세 아만을 

상으로 한 어린이집 응 련 연구가 1편도 이루어지

지 않은 것은 취업모들이 증가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어지

는 연령이 차 하향화되고 있는  시 에서 0세 아들

의 응을 한 보다 구체 이고 실질 인 연구들이 

실하다고 하겠다. 한 6개월부터는 아들이 본격 으

로 낯가림이 시작되는 시 인 것을 고려해 볼 때 0세 

아들의 어린이집 응은 더욱 어려울 것임이 상되므로 

0세 아들의 발달을 고려하고 응을 돕기 한 폭넓고 

심층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를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천연구  아의 어린이집 응 련 변

인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꾸

히 아의 응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 보려는 연구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의 

보다 안정 인 응에 여하는 련 변인을 밝 보려는 

노력과 더불어 아에게 있어서의 응 과정과 그 의미

를 보다 심층 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

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응 련 변인에 한 연구내

용을 살펴보면 아 련 변인이 가장 많이 연구되어졌

음을 알 수 있었으며, 기에는 아 련 변인인 애착안

정성과 기질이 응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밝히려고 

했다면 200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아 련 변인뿐만 

아니라 아의 응에 핵심 주변 변인으로 작용하는 부

모  교사 련 변인과의 계도 다루면서 그 련성을 

밝 보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들의 심이 

주변 변인 연구를 통해 아의 어린이집 응을 돕기 

한 구체 인 방안 마련의 시도라 볼 수 있을 것이며, 기

연구단계에서 벗어난 보다 향상된 연구의 진행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 11, 2]의 연구는 이러한 내용

을 다루고 있는 표 인 연구로써 응 로그램을 실

시하여 아들의 응과정을 살펴보고 응을 돕는 기제

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 다. 그러나 응 로그램 

개발  측정 도구 개발 연구는 3편으로 매우 미흡하

다. 이와 련하여 보육교사를 상으로 한 아 응에 

한 인식조사 련 연구들[5, 6, 10, 14, 16, 32, 34, 43, 44]

에서는 아 응과 련하여 참고할 만한 구체 인 

아 응 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밝히고 있으

므로 아의 어린이집 응을 돕기 한 로그램을 개

발하고 이를 실천하기 한 보다 세부 인 응 방법과 

단계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

어 많은 선행연구들[1, 33, 42]이 밝히고 있듯이 아의 

응을 주 양육자와의 분리 과제 해결 뿐만 아니라 아 

개별 인 응 한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숙지할 

때 부분의 응 로그램이 학기 에 모든 아에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  응 로그램 개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아의 응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측정하고 연구할 만한 도구 개발 연

구도 시 하다고 하겠다.

넷째, 아의 어린이집 응 련 연구를 연구방법별

로 분석한 결과, 많은 연구가 양 연구로 진행되고 있지

만 질 연구 한 꾸 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아교육

분야 선행연구[11, 30, 31, 4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아의 어린이집 응과 련한 통계  처리에 의존하여 

응 과정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응 과정에 연구자가 직  참여하고 보

다 착된 찰을 함으로써 보다 아의 응에 세부

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부분의 질 연구가 6개

월 이하의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이는 

[31]의 유아교육분야 질 연구 동향에서도 지 한 바와

도 일치하는 것으로 연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아의 

어린이집 응에 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

의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안정 인 

아의 어린이집 응과 추후 연구를 해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아의 안정 인 어린이집 응을 해서는 

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령별 어린이집 응의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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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연구 방법을 사용한 심층 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다. 특히 [22]에서 제시한 응 로그램은 3단계인 

어린이집 환경에 하여 친숙해지기, 보육교사와 친해지

기, 주 양육자와 자연스럽게 분리할 수 있기를 주요 과제

로 하고 있으며 7∼8주에 걸쳐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

어 있다. 그러나 각 연령에 따른 아의 단계별 응에 

한 한 시기와 련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

서 국가수 에서 의도된 응 로그램을 장에서 단계

별로 용하여 그에 따른 연령별 응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의 안정 인 어린이집 응을 해서는 

기 응 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의 응 

로그램은 모든 아에게 일 으로 용되는 로그램

이 부분으로 아의 개인 변인을 고려한 로그램 개

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부모 가정, 조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정 배경의 아의 

응 양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응 로그램 개발에 

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응을 결과가 아닌 과정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을 제로 한 단일연령을 상으로 한 연구가 보다 활

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0세아를 상으로 한 

연구는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재 갈수록 0세아의 

어린이집 입소 비 이 늘고 있는 시 에 있으므로 0세아

의 월령별 응 연구가 다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별 경향을 살펴보는 연구

가 더불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아의 어린이집 

응에 련된 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 으로써 

한 다양한 시사 을 돌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물만을 

분석 상으로 하 다. 따라서 아의 어린이집 응에 

한 반 인 동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국외 학 논문

과 학술지까지 분석 상을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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