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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어린이집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어린이집에의 부모참여 정
도 및 부모참여 만족도가 이들의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권 어린이집의 유아반 어머니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경로분석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에의 부모참여는 어린이집과의 의사소통 부분에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
린이집에의 부모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에의 부모참여와 부모참여 만족도 및 부모역할 만족도의 변
수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에의 부모참여는 부모참여 만족
도를 매개로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어린이집 부모참여, 부모참여 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

Ⅰ.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출산율의 저하,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등으로
이른 연령부터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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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책임이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부에게도 있음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무상보육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과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은 상당
부분 영유아기관으로 전이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 어린이집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고, 부모의 자녀양육 역할은 가정 내에서의 자녀 보호 뿐 아니라 영유아 기
관에서의 자녀 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확장되어 왔다. 영유아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가정과 어린이집 등으로 확장되면서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영유아의
일상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는 영유아의 생존권과 발달권 증진에 필요 불가
결한 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과 어린이집 간 연계 또는 협력은 영유아에 대한 정보, 생각, 관심, 그리고
문제 등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어린이집에의 부모참여는 부모로 하여금
영유아의 일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
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Kim et al., 2015). 부모참
여에 대한 용어는 명확한 정의가 모호하여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부모훈련
(parent training)’, ‘부모참여(parent participation)’, ‘부모개입(parent involvement)’, ‘부
모지지(parent support)’, ‘부모역할하기(parenting)’ 라는 용어들이 어느 정도 혼용되
어 사용하고 있다(Kim & Lee, 2012).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참여에
대해, 어린이집과의 의사소통,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집의 운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등 어린이집의 다양한 운영과
활동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부모가 의견을 내는 정도라고 정의하고자 하였다.
부모참여의 필요성과 부모참여의 효과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Kim et al., 2009;
Na, Kim, & An, 2005)되는데 비해, 최근의 사회변화를 반영한 어린이집에서의 부
모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Lee, Oh, & Huh, 2013).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과 참여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이
분야의 연구는 1980년대 초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더욱 활발해졌다
(Lee & Lee, 2004).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와 부
모교육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등재된 학
술지 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Lee, Oh, & Huh, 2013)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 연구, 부모의 역할 인식과 신념의 연구,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의 부모참여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어린이집에 긍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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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부모참여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의 부모참여에 대한 선행연구(Bae, 2008; Lee, 2011; Youn & Lee,
2015)에서는 부모들이 부모교육이나 부모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모참여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
으로 저조하였음을 밝히고, 부모참여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고
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와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부모참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Kwon, 2012)고 보았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부모참여 기회의
정도 및 이에 대한 부모참여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Kim, 2002). 근래 어린이집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행하는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다양한 부모참여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모들의 만
족도 높아지는 편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린이집과의 소통에 다양하게 참여하
는 정도와 부모참여 만족도간 관계가 어떠한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부
모의 자녀양육 참여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부모역할 만족도는 자녀를 다루는 과정에서 양육자로서
느끼는 기쁨과 유능감의 주관적 영역으로 개념화되어, 부모가 자녀양육에 참여
한 결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만족감, 행복감 및 유능감을
의미한다(Bowen, 1982). 부모로서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자
녀를 애정적인 태도로 대하며, 통제를 덜 사용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어머니자녀의 관계로 이끌어간다(Hyun, 1994). 또한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Lee, 2006). 근래 부모역할
의 범위가 가정 내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낮 시간 중 영유아의 일상
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확장된 시점에서, 자녀 양육 참여가 부모역할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에의 부모참여 역시 부모역할 만족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는 성인 학습자로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지식을 배울 때 학습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가 크다는 Caffarella(2002)의 연구를 비추어볼 때, 어린이집의 부모참
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이 부모의 참여만족도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부모
역할 만족도에도 기여할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의 어린이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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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 어린이집에의 참여가 어머니의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 정도가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해보는 것은 부모의 양육참여와 부모역할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지
평을 확장시켜 주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와 부모참여 만족도 및 전반적인 부모역
할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는 부모참여 만족도를 매개로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는 어머니로 하였다. 우리나
라 어린이집의 모집단 분포에서 국공립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의 민간 어린이집 9개소를 편의표집한 후 3～5
세 유아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
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218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
분포는 30～39세 미만이 75.2%로 가장 많았고, 40～49세 미만이 22.9%, 20～29세
미만이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33.9%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년제 졸업 30.%, 고졸 25.7%, 대학원 졸업 3.2%의 순으
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근무형태는 맞벌이가 51.4%로 외벌이에 비해 약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대상 가정의 자녀수는 두 명이 67.9%로 가장 많았고, 세
명이상이 18.3%, 한 명 이하가 13.8%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300만
원~500만원 이상이 77.9%로 연구대상의 가정은 대부분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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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

Age

20~29
30~39
40~49

4
164
50

1.8
75.2
22.9

Education

Under high school
Community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Etc

56
74
67
7
14

25.7
33.9
30.7
3.2
6.4

Working Type

Dual-income
Non-dual-income

112
106

51.4
48.6

Number of children

One
Two
Three more than

30
148
40

13.8
67.9
18.3

Monthly income

199 thousand below
200~299 thousand
300~399 thousand
400~499 thousand
500 thousand more than
Etc

7
40
60
57
53
1

3.2
18.3
27.5
26.1
24.3
.5

2. 연구도구
1)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정도는 Epstein(1995)의 도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어린
이집 실정에 맞게 제작한 Youn & Lee(2015)의 「어린이집 부모 참여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의사소통(문항 예 : 어린이집에
서 보내는 가정통신문과 알림장 확인, 등·하원시 대화를 비롯하여 홈페이지 확
인 및 부모 면담 등 쌍방간 서로의 필요와 요구를 알고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증대시키는 문항을 포함한다), 부모교육 및 역량 강화(문항 예 : 입
학 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과 부모교육, 부모·교사 공동 연수 및 소규모 부모
학습 모임 등 부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가
정내 발달지원(문항 예 : 가정 연계 과제물 수행, 육아 지식 정보제공, 문제행동
지도요령 제공과 가정 방문 등 양육 과정에서 예상되는 발달 문제를 사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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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고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자발적 참여(문항 예 : 급식
모니터링, 참여수업, 가족 참여 행사, 학예 발표회, 일일 교사와 자원봉사 등 부
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와 동등한 협력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의사결정참여(문항 예 :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
단, 운영 건의 및 정부기관 민원 제기 등 부모참여 활동의 가장 높은 수준의 참
여 활동으로 어린이집의 중요 의사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5개 문항으
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참여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참여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부모참여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ɑ값
이 .88로 나타났다.

2) 부모참여 만족도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에 대한 만족도 척도는 Epstein(1986), Greenwood and
Hickman(1991), Park(2004), Kim(2008)의 조사도구를 토대로 제작한 것이다. 부모
참여 만족도는 행사참여, 의사소통, 자원봉사 참여, 부모회 참여, 수업참여, 운영
계획 참여의 6개 영역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임을 나타낸다. 부모참여 만족도 도
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ɑ .92로 나타났다.

3) 전반적인 부모역할만족도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는 Hyun과 Cho(1994), Jeon(2002), Kang(2013)의 연구
에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는 역할수행 만족도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이루어
져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할 수행 만족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ɑ .88, .91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ɑ .94로 나
타났다.

3. 자료 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를 위해 편의표집 된 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에게 조사의 목적
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유아반의 각 교사가 담당 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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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각 가정으로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먼저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신뢰도 계수, 공분산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
정식 모델의 분석 도구로는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version 21.0을
사용하였다. 타당성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구성개념 요인의
적합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성 평가는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와 기초모형과 제안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부모참여가 부모참여 만족도를 매개로
종속변수인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
트스트랩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현황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정도는 평균
3.2점(SD=.58) 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어린이집 부모 참여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은 평균 4.08점(SD=.60)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결정은 평
균

2.26점(SD=1.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참여

만족도는

평균

3.50(SD=.42)으로 나타났다. 부모참여 만족도의 하위요인은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 요인은 행사만족도(M=3.63,
SD=.45)였고, 낮은 수준을 나타낸 변인은 부모회만족도(M=3.43, SD=.47)로 나타
났다.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는 평균 4.00(SD=.56)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하위요인 중 역할수행 만족도의 평균은 3.90점(SD=.49)이었으며, 부모-자
녀관계 만족도 평균은 4.06점(SD=.55)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인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와 부모참여 만족도, 전
반적인 부모역할만족도의 각 변인 별 하위 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초
적 입력 자료와 공분산 행렬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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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variance Matrix
Parent involvement

Parent role
satisfaction

Parent involvement satisfacti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

.380

.160

.171

.188

.107

.061

.086

.078

.050

.083

.099

.107

.014

②

.160

.682

.247

.374

.305

.078

.085

.070

.090

.105

.085

.085

.080

③

.171

.247

.491

.280

.207

.072

.070

.076

.064

.054

.083

.048

.087

④

.188

.374

.280

.714

.424

.112

.082

.087

.074

.101

.081

.105

.108

⑤

.107

.305

.207

.424

1.00

.033

.067

.026

-.028

.008

.035

.088

.082

⑥

.061

.078

.071

.112

.033

.205

.110

.128

.076

.122

.134

.060

.055

⑦

.088

.085

.070

.082

.067

.110

.195

.101

.077

.133

.133

.082

.038

⑧

.078

.070

.078

.087

.026

.128

.102

.196

.108

.133

.154

.057

.040

⑨

.055

.090

.064

.074

-.028

.076

.077

.106

.221

.141

.099

.035

.021

⑩

.083

.105

.054

.101

.008

.122

.134

.137

.141

.237

.162

.067

.046

⑪

.098

.085

.083

.082

.355

.134

.133

.154

.099

.162

.266

.070

.060

⑫

.107

.085

.048

.105

.088

.060

.082

.057

.035

.067

.070

.238

.237

⑬

.124

.060

.087

.108

.082

.055

.064

.039

.021

.048

.060

.237

.298

M

4.08

2.80

3.28

3.56

2.26

3.63

3.50

3.51

3.43

3.49

3.48

3.90

4.06

SD

.600

.625

.700

.845

1.00

.453

.441

.443

.470

.486

.515

.488

.546

주: ①
③
⑤
⑦
⑨
⑪
⑬

Communication Participation
Development Support Participation
Decision Participati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Parent meeting Satisfaction
Operating Plan Satisfac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②
④
⑥
⑧
⑩
⑫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Voluntary Participation
Satisfaction Events
Volunteer Satisfaction
Class Satisfaction
Role Performance Satisfaction

2.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와 부모참여 만족도 및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4>와 [Figure 1]에서 확인되
는 바와 같이, 잠재요인에서 측정 변인 간 C.R.(Critical Ratio)값은 모두 유의
(C.R>1.965)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어린이집 참
여와 부모참여 만족도 간 상관계수는 .40으로 유의(p<.001)하였고, 부모참여 만족
도와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 간 상관계수는 .36으로 역시 유의(p<.00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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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와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 간 상관계수 역시 .29
로 유의한 수준(p<.001)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최대 우도법(Maximul Likelihood
: ML)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Table 3>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x2=170.816, 자유도=62, TLI=.900, GFI=.900, NFI=.882, CFI=.920,
RMSEA=.090으로,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Figure 1]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in the Observation Model
<Table 3> Fit Indices in the Observation Model
x2
170.816**
*
***

p<.001.

df

p

TLI

GFI

NFI

CFI

RMSEA

62

.000

.900

.900

.882

.920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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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Loading in the Observation Model
Latent
Variable

Parent
nvolvement

Parent
Involvement
Satisfaction

Parent Role
Satisfaction

Observed Variable

B

β

S.E.

C.R.

Communication Participation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Development Support
Participation
Voluntary Participation
Decision Participation
Events Satisfacti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Volunteer Satisfaction
Parent meeting Satisfaction
Class Satisfaction
Operating Plan Satisfaction
Role Performance Satisfac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56
1.03

.51
.68

.17
.15

5.66***
6.71***

.79

.61

.13

6.37***

1.24
1.00
1.00
.97
1.09
.86
1.22
1.24
1.00

.79
.54
.72
.72
.81
.60
.82
.79
1.06

.17

7.14***

.09
.09
.10
.10
.11

10.15***
11.32***
8.44***
11.53***
11.11***

.88

.84

.09

9.84***

***

p<.001.

3.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가 부모참여 만족도를 매개로 전반적인 부
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참여 만족도가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와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를 매
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x2=170.816, 자유도=62, TLI=.900, GFI=.910,
NFI=.882, CFI=.920, RMSEA=.090으로 조건을 충족하였다(<Table 5> 참조). NFI
값이 약간 낮긴 하지만 TLI, GFI, CFI, REM값이 .90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연구모델이 표본 자료에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모델 없이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5> Fit Indices of Observed Models
x2

df

p

TLI

GFI

NFI

CFI

RMSEA

170.816

62

.000

.900

.910

.882

.920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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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에 매개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부모참여 만족도가 부모의 어린
이집 참여와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6>에 제시되었다. 첫째, 독립변인인 부모의 어
린이집 참여는 매개변인인 부모참여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40, p<.001). 둘째, 매개변인인 부모참여 만족도는 종속변인인 전반적
인 부모역할 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 p<.001).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부모참여 만족도가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인인 부모의 어
린이집 참여 정도가 종속변인인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 참여와 부모역할 만족도 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지
만 통계적으로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부모참여 만족도는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정도와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 p<.001→β=.17, p<.05).
<Table 6> Path Estimate of Latent Variables
Path estimate of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arent involvement
→ Parent role satisfaction

.165

.17

.071

2.311*

Parent involvement
→ Parent involvement satisfaction

.245

.40

.056

4.356***

Parent involvement satisfaction
→ Parent role satisfaction

.459

.29

.113

4.059***

*

p<.05.

***

p<.001.

다음으로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와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 사이에서 부모
참여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해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부모참여 만족도를 매개로 부모의 어린
이집 참여 정도가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β=.12,
p<.05)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가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
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부모참여 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 및 총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Table 7>참조), 부모참여 만족도는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정도와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며, 부모의 어린
이집 참여 정도는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부모참여 만

576

아동과 권리 20(4)

[Figure 2] Path Loadings in the Structural Model

<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 Involvement
→ Parent Role Satisfaction

.17*

.12*

.29*

Parent Involvement Satisfaction
→ Parent Role Satisfaction

.29***

-

.29***

Parent Involvement
→ Parent Involvement Satisfaction

.40***

-

.40***

*

p<.05.

***

p<.001.

족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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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의 일상생활 장소가 가정과 영유아기관으로 확장된 사회적
변화를 기반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역할수행이 가정에서의 영유아 보호뿐 아니
라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까지로 넓혀지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부모 참여가 전반적인 부
모역할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변인 간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정도와 부모참여 만족도,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
도의 일반적 경향을 보면,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정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현장에서의 부모참여에 사회적 관심과 인식
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
집에의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열린 어린이집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정부 기관
산하 연구소에서 부모참여와 관련된 연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부모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영유아를 잘 지
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영유아 보육과정에 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Lochrie(2004)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부모 참여의 하위요인 중 의사
소통 요인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어린이집 부모
참여활동에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영역은 의사소통 영역으로 조사된 육아정책
연구소의 보고(2015)와 일치했으며,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관계를 발달시키기 위
해서는 쌍 방향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Swap(1993)의 연구를 지지해주는 결과
이다.
둘째,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와 부모참여 만족도 및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
간에는 서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정
도가 높을수록 부모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고, 부모참여 만족도
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
린이집과 부모 간 밀접한 관계 형성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자신감을 높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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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Goldenberg(1989)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참여 만족도를
고려한 부모 참여 계획이 영유아의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사
와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 자신의 양육기술 향상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하게 하는 여러 방향의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선행연구(Swap,
1987)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부모참여 만족도는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정도와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
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아지며, 어린이집
에서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더해질 경우 부모역할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부모의 만족도를 반영하지 않고 원장이나 교사가 계획할 경우 부모는 수동적
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수직적 부모교육은 부모가 참여하고자 하
는 동기를 유발하지 못했다(Kim, 2001: Jung, 1992)는 연구에서 보고하듯이 부모
참여 만족도는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성공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며 부
모참여와 부모역할 만족도 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부모 참여 방법과 절차를 개발할 때 가능한 부모참여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모의 요구와 관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래 영유아의 어린이집 취원이 보편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의 부모 참여가 부모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것을 밝힘으로
써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밝혀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어린
이집이 형성하는 협력 관계가 부모와 교사에게 서로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선행 연구(Eldridge, 2001; File,
2001)의 결과를 대체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어린이집 부모의 경향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나 역할 수행 만족도 외에 보다 다양한 요인을 포괄하지 못하
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근래 중요시되고 있는 부모
의 어린이집 참여가 부모의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어린이집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주장을 일부
확증해보았다는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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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arents’ involvement to with a child care center for their
children,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involvement, and their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analyzed how the parents’ involvement to with a child care center impacted on
their parental role satisfaction. To perform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mothers whose young children were attending child care centers in metropolitan area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ath analysis as well a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showed that parents’ involvement was high on in regards to
communication part, and relatively low in the regards to decision-making part. The
higher parents' involvement in a child care center for their children, the higher their
involvement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higher.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arent involvement at a child care center and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and their parental role satisfaction. Also, parents‘ involvement in a child
care center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overall parental role
satisfaction.
Key Words : parents’ involvement, parent involvement satisfaction, parental rol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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