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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부모의
역할과 책임 강화되어야

1)Ⅰ. 이용부모의 역할과 책임 강화 필요성

 지난 2012년 시작된 무상보육정책은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화되고 이용하는 부모가 급증

하는 양육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왔음. 이와 함께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수혜자로서 역할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OECD는 부모가 유아교육･보육기관에 육아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자신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육아 역할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1)하면서 양육자로서 

역할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 무상보육 수년 차를 지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로 어린이집과 부모 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음.

 이용부모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부모참여는 교사 입장에서는 양육의 동반자와 

협력자를, 육아지원기관은 지역사회자원을 매개할 자원을, 정부는 정책적 파트너를 갖게 

되는 것으로 아동, 가족, 보육기관, 정부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2)를 줄 수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 그리고 권리와 

한계에 대한 개념화는 물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윤재석･이정림･임준범, 
2015)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OECD(2012). Starting Strong Ⅲ: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p.219.
2) 김은설･최진･조혜주･김경미(2009).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5.

어린이집 이용자로서 부모권리
뿐만 아니라,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부모참여 
방안 모색이 필요함.



2)Ⅱ. 이용부모의 역할과 책임의식 실태3)

 어린이집 이용부모, 원장 및 교사는 부모의 양육 관련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도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이용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부모가 어린이집과 함께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교사(85.0%), 부모(79.2%), 원장(7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에서 교육한 내용을 가정에서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 또한 부모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음.

▶ 또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주는 일’, ‘자녀건강을 관리하는 일’, 

‘자녀를 보호관리 하는 일’, ‘자녀의 위생 상태를 돌봐주는 일’ 등 정서관리 및 신체

관리 역할에 대해 높은 책임의식을 보였음.

 어린이집 이용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그 실시정도와 참여정도는 비교적 

낮았음. 

▶ 부모역할 수행을 위하여 부모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원장(92.0%), 교사

(88.7%),  부모(86.7%) 순로 나타났음. 부모참여가 필요한 이유로는 ‘어린이집과 가정 

간 일관성 있는 보육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원장의 응답비율이 높았음.

▶ 부모 역할수행 활동을 ‘의사소통’, ‘가정 내 발달지원’, ‘부모교육 등 역량강화’, ‘자발적 

참여’, ‘의사결정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 영역(가정통신문 알림장 

등)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활동이 많았고 가정 내 발달지원 영역은 주 1회 또는 

월 1회 실시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부모교육 등 역량강화, 자발적 참여(급식참여, 가족

참여행사 등), 의사결정 참여(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 영역은 연 1∼2회 실시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교사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꼭 지켜야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방형 질문지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규칙 준수’, ‘교사 및 교사의 수업권 존중’, 

‘교육과정의 가정연계 참여’ 등에 대한 응답이 많았음.

[그림 1] 어린이집 이용부모가 꼭 지켜야할 사항

  주: 중복응답 결과임(응답자수: 교사 233명, 원장 71명).

자료: 윤재석･이정림･임준범(2015).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pp.90-91. 재구성.

3) 인천광역시 지역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부모 1,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원장 314명, 보육교사 339명, 부모 
725명/ 조사기간: 2015.8.31.∼9.11).

부모와 원장 및 교사는 부모의 
양육관련 역할로 자녀의 발달 지
원･교육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
며, 자녀의 정서관리와 신체관리 
등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게 나타남.

이용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실시
정도 및 참여정도는 비교적 낮
았음.

교사와 원장은 이용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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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부모의 역할과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과 부모면담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부모참여활동으로서 제도화가 필요한 영역은 부모교육(58.6%), 부모면담(57.9%), 

가정연계활동(43.4%), 참여수업(41.4%) 순으로 나타남.

<표 1> 제도화가 필요한 부모참여활동

단위: %, (명)

구분
부모
교육

부모
면담

가정
연계
활동

참여
수업

수업
참관

오리
엔테이션

행사
(발표회 

등)

일일
교사
등

부모회
활동 
등

기타
응답자

수

부모 58.6 57.9 43.4 41.4 33.4 28.1 27.2 26.5 12.0 0.2 (499)

교사 74.9 54.5 37.9 35.1 10.9 43.6 19.9 43.6 11.8 0.5 (211)

원장 65.7 46.6 38.6 24.6  9.7 29.2 13.6 36.4  3.4 0.8 (236)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윤재석･이정림･임준범(2015).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p.87.

▶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부모양육 책임의식 제고와 

예방대책으로서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부천 목사 부부 딸 살해 사건에 이어 (중략) 또다시 경기도 오산에서는 계부가 5살 아들을 밀쳐 숨지게 하는 등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중략). 이혼과 재혼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배울 수 있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4)

▶ 일부 부모의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요구와 이용행태는 정책의 공공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기와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엄마들의 요구사항이 과도해요. 담당하는 12명 중 어떤 엄마는 재우지 말라 그러고, 어떤 엄마는 30분만, 어떤 엄마는 

1시간을 재우래요. 30분을 재우래서 그렇게 했더니 오늘은 왜 30분을 재웠냐고 뭐라고 하는 엄마도 있어요. 똑같이 

해도 다른 반응을 하는 엄마가 있어서 힘든거에요. 이런 엄마들이 많아요.”5)

3)Ⅲ. 이용부모의 역할과 책임 강화 방안

 이용부모의 역할 및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기본사항을 정하고 

공유할 것을 제안함.

▶ 이용부모의 무분별한 요구를 줄이고 교사의 사기 저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용부모가 지켜야 할 기본사항을 개발･공유하고, 어린이집 첫 입소 또는 ‘아이행복

카드’를 발급 시 부모에게 안내하거나, 이용부모가 지켜야 할 기본사항 준수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상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함.

4) 헤럴드경제(2016.3.16.). 부모의 자격도 맞춤교육 한다.
5) 안현미･김현실(2013). 서울시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p.95.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을 정하여 공유하고 부모가 
부모교육 등 다양한 부모참여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제도화할 것을 제안함.



 어린이집 이용부모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으로는 어린이집 규칙 준수, 교사에 대한 존중, 

적극적 부모참여를 들 수 있음.

▶ 어린이집 이용부모는 어린이집 일과와 운영방침을 준수해야 함. 부모는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 등 규칙을 지키고, 어린이집의 전달사항을 매일 확인하고 교직원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함.

▶ 어린이집 이용부모는 교사를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함. 부모들은 교직원을 신뢰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존중하여 보육시간에 함부로 보육실에 들어가지 

않으며, 교직원의 일과 후 개인생활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함. 교직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결국 내 아이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이용부모는 양육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함. 부모는 전염병을 

앓거나 아픈 아이는 병원과 가정에서 돌보는 등 내 아이의 보육만큼 남의 아이의 보육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와 함께, 양육의 동반자로서 부모는 영유아의 개인위생 지도를 교직원

에게 미루지 않으며, 부모교육, 운영위원회 등 부모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집 제반 규정을 지키고, 보육과정 운영에 협력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용부모의 역할과 책임의식 강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부모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함.

▶ 역할과 책임의식은 인지할 수 있을 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앱 등을 개발하여 쉬운 내용으로 접근성이 보장된 온라인 교육을 맡고, 

어린이집은 보육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오프라인 교육을 분담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윤재석 인천광역시 가족지원팀장(전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위원) js82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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