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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013년도부터보육시설을이용하는모든

유아에게보육료가전액지원되어부모가부담

해야하는보육료지출에대한국가적인지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이러한보육료지원의확대

에도불구하고시설에서의적절하지못한 유

아보육행태그리고불량한급식제공등보육

시설서비스에대한부모들의우려와불만은여

전히사라지지않고있다1). 보육시설서비스에

대한부모들의걱정을덜어주고만족도를높이

기 위한 대안으로서 부모들이 직접 보육 시설

운 에참여하는“부모보육시설”을고려해볼

수있다. 

국내에서 부모가 운 하는 보육 시설로“부

모협동어린이집”이 있다. 하지만 그 시설 수는

2012년현재113개소로전체보육시설수의약

0.27%에 불과한 실정이다(보육통계, 2012). 우

리나라에서 부모가 보육시설 운 에 참여하는

유형의 보육 시설 수가 적은 이유는 시설 설치

및 운 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부모 부

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보

육사업안내”에따르면부모협동어린이집은“보

호자15인이상이조합을결성하여설치·운

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설치를 위해서는“보육

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유아보육서비스지원이발달한프랑스에

서 부모보육시설(Crèches parentale)은 전체 보

육시설중약 2% 내외를차지하고있다(표 1).

부모보육시설은 대안적인 유형의 보육 서비스

로서부모들로부터만족수준이높다. 프랑스에

프랑스부모보육시설(Cr ches parentale)
운 사례

Crèches Parentale in France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1

1) 중앙일보“어린이집 5곳 중 1곳 감독 사각 지대 (’13. 5. 8.),”국민일보“어린이집 태반이 보조금 빼먹고 부실 급식(’13. 5. 8), 한국
일보“더욱 더 늘어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1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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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모보육시설이우리나라보다활성화된이

유는시설설치와운 에있어국공립보육시설

과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정부 그리고

가족수당금고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공공의재정적지원으로인하여프랑스

에서는부모들이부모보육시설을운 함에있

어부담해야하는재정적부담이상대적으로적

다. 또한보육활동, 회계관리, 급식지원등보

육 시설 운 전반에 걸쳐 부모들이 직접 참여

하고 있어 보육 시설을 투명하게 운 할 수 있

다는측면에서부모들의만족도수준이높다.

본고에서는프랑스의부모보육시설의특징

에 대해 고찰해 보고 그 사례로서 파리 19구에

위치한“Les Petis Loups”의 부모 보육 시설 운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프랑스 부모 보육

시설 운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서 부모 보육

시설운 이활성화될수있는방안에대해모

색해본다. 

2. 프랑스 부모 보육 시설의 특징

1) 프랑스 보육 시설의 유형2)

프랑스 보육 시설은 크게 집단 보육 기관

(accueil collective)과 가족 보육 기관(accueil

familial)으로 구분된다. 집단 보육 기관은 시설

에소속된보육사가일정한시간동안 유아를

보육하는일반적인유형의보육시설이다. 가족

보육기관은 유아를보육하는개인보육사혹

은부모들이 유아가다양한활동을 위할수

있도록 하루 중 특정 부분 시간을 보육 시설에

함께모여서 유아를돌보는공동시설이다.3)

집단 보육 기관(accueil collective)에는 집단

보육시설(crèches collectives), 일시 보육시설

(haltes garderies), Jardins d’éveil, Jardins d’

enfants 이있다. 집단보육시설은평일낮시간

에일반적으로3세미만의 아를정규적인방

식으로 보육하는 시설이다. 일시 보육시설

(haltes garderies)은 6세 이하 유아를 부정기

적으로 잠시 맡겨두는 일시적인 보육 시설이

다.4) 집단보육시설은주로맞벌이부부를대상

으로 종일제 정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이며, 일시 보육시설은 홑벌이 부부까지 포

함하여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마다 일시적

으로 자녀를 맡기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Jardins d’éveil과 Jardins d’enfants은 2~6세 아

동을유치원방과후에시간제로돌보는정규적

인보육시설이다. 

종일제보육서비스혹은일시제보육서비스

가 하나의 시설에서 각각 제공될 때 단일 보육

기관(mono-accueil)이라고 하며, 하나의 시설

에서 정규 보육(accueil régulier)과 일시 보육

(accueil occasionnel), 종일제 보육(accueil à

2) 신윤정, 김윤희(2012). 저출산에대응한 유아보육·교육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우리나라 유아 플라자와 유사한 형태의 보육기관임.
4) 정규 보육(accueil régulier)은 부모가 아동을 보육시설에 일정한 기간 등록하여 정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보육 방식을 말하며,

일시 보육(accueil occasionnel)은 일정 기간을 등록하지 않고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때 마다 간헐적으로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
기는 방식을 말함.



temps plein)과 시간제 보육(accueil à temps

partiel) 등 다양한 보육 방식이 함께 제공될 때

복합보육기관(multi-accueil)이라고한다. 

집단보육시설(crèches collectives), 일시보육

시설(haltes garderies), 복합 보육기관(multi-

accueil)은 운 주체에 따라서 지역 보육시설

(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 보육시설

(personnel), 부모보육시설(parentales)로구분된

다. 지역보육시설은아동의집가까운곳에위

치하고 있으며 시설 당 정원은 60명으로 낮 동

안8~12시간운 하고있고밤, 일요일및공휴

일에는운 하지않는다. 직장보육시설은부모

가일하는장소(회사혹은관공서등)에설치되

어근무지의근로시간에맞게운 하며시설당

보육정원은60명이다. 부모보육시설은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의 학부모들에 의해서 운 되는

보육시설이다. 집단보육시설과일시보육시설,

복합보육기관은운 주체에따라서다시지역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부모 보육시설로 구

분될수있다. 

2) 부모 보육 시설의 현황

프랑스의 부모 보육 시설은 정원이 60명에

달하는지역보육시설혹은직장보육시설과달

리 시설 당 정원이 16~20명 수준인 소규모 보

육 시설이다. 따라서 부모 보육 시설은 보육사

의 가정에서 4명까지 돌보는 개인 보육사

(assistante maternelle)와 집단 어린이집(Crèches

collectives) 사이에서대리적인해결방안으로서

역할을하고있다. 2011년현재약7,690개소의

부모 보육 시설이 있으며 전체 보육 정원의 약

2%를차지하고있다(표1).

프랑스 유아보육시설의대다수가공공보

육시설인데반해부모보육시설은대부분비

리법인(association de loi 1901)으로 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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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랑스 유아 보육 시설의 현황 (2007~2011년)

시설 수 (개소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정원수 비중

단일보육기관(Structures mono-accueil)

집단보육시설(Crèches collectives)

지역(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personnel) 

부모(parentales)

소규모보육시설(Micro-crèches)

일시보육시설(Haltes garderies)

지역(traditionnelles de quartier)

부모(parentales)

jardins d’éveil

jardins d’enfants

133,380

90,780

79,020

9,000

2,770

-

35,180

33,670

1,510

-

7,420

128,210

87,140

76,380

8,250

2,520

-

33,320

31,990

1,330

-

7,740

126,000

85,870

75,180

8,280

2,410

-

32,060

30,850

1,210

-

8,060

125,340

86,830

74,080

8,370

2,240

2,130

30,480

29,490

990

-

8,030

118,280

81,520

67,850

8,080

2,260

3,330

28,510

27600

920

330

7920

31.7

21.8

18.2

2.2

0.6

0.9

7.6

7.4

0.2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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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 부모보육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는부

모들이 그룹을 조성하여 비 리법인을 설립한

후비 리법인으로서의법적인자격을관할도

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현재 프랑

스보육시설운 주체비율현황을보면대부

분의 부모 어린이집이 비 리법인으로 운 되

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표2).

부모 보육 시설에서 부모들은 비 리법인의

회원으로서 보육 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

으며보육시설운 회에서회장, 회계, 비서등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부모들이 아동을 돌

보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어 아동을 위한

급식 준비, 보육 활동, 특별 활동 지도 등 교육

적인활동에직접참여하고있다. 이밖에도가

구 등 기자재 구입, 시설 보수 및 목공일 등 시

설보수및관리에도직접참여하고있다. 정기

적인 부모 운 위원회 모임을 통해 보육 시설

내부규정의제개정, 보육교사등시설종사자

의 고용,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에 대

해입소권을결정하는일에부모들이직접적으

로참여한다.

부모들이 부모보육시설 운 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육시설 관리는

보육과관련하여전문적인자격을갖춘책임자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 시설 책임자는

유아 교육자, 의사, 육아 전문가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보육 시설 책임자 이외 추가

적으로 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 교사

를 두고 있다. 보육 교사 이외에도 심리상담사,

정신과 전문의, 문화 활동가 등이 지정된 시간

에보육시설을방문하여아동들에게다양한서

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복합보육기관(Structures multi-accueil)

지역(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personnel)

부모(parentales)

소규모보육시설(Micro-crèches)

단체/가족(collectives/familliales)

총집단보육시설(total accueil collectif)

가족보육기관(accueil familial)

총보육기관(total établissements) 

시설 수 (개소수)
2007년
136,640

120,260

2,310

5,440

-

8,640

270,020

60,510

330,530

153,600

132,340

4,500

5,920

-

10,850

281,810

60,900

342,700

166,360

142,300

5,940

5,430

-

12,690

292,360

60,380

352,740

177,980

151,780

6,910

,4610

2,020

12,670

303,320

59,060

362,380

198,330

167,310

9,800

4,510

3,680

13,040

316,610

57,080

373,690

53.1

44.8

2.6

1.2

1.0

3.5

84.7

15.3

1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정원수 비중

자료: DREES(2013). “L’offre d’accueil des enfance de moins de 3 ans en 2011”études et resultats, N 840, mai 2013

<표 1> 계속

5) “Association de loi 1901”은 1901년 7월 법에 의해 만들어진 비 리법인.



3) 부모 보육 시설 관련 규정 및 재정 지원

부모보육시설은원칙적으로모든부모들에

게이용할수있는권한이주어진다. 아동의연

령은 출생 3개월 이후부터 4세까지 입소가 가

능하며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부모 보

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시설

운 에참여하거나아동을돌보는활동에참여

해야 한다. 따라서 보육 시설 운 에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 보육 시설을 이용

할수있는부모들은시간제근로등유연한근

로 활동을 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노동 시간을

조절할수있어야한다. 특히부모보육시설은

집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정원이 적다는 특징

때문에 장애아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

른 아동들과 통합적으로 어울릴 수 있다는 장

점이있다.

부모 보육 시설의 설치는 다른 유형의 보육

시설 설치와 동일한 기준 및 절차가 적용된다.

부모보육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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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랑스 유아 보육시설 운 주체 비율 현황(2009년)1)

(단위: %)

단일보육기관(Structures mono-accueil)

집단보육시설(Crèches collectives)

지역(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personnel)

부모(parentales)

일시보육시설(Haltes garderies)

지역(traditionnelles de quartier)

부모(parentales) 

jardins d’enfants

복합보육기관(Structures multi-accueil)

지역(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personnel) 

부모(parentales) 

단체/가족(collectives/familiales)

가족보육기관(accueil familial)

59.7

60.3

70.2

9.9

0.7

58.9

60.1

9.1

60.4

56.6

59.2

0.8

0.4

82.8

88.0

4.0

7.8

8.4

8.5

0.0

0.5

0.6

0.0

0.4

0.4

0.4

0.0

0.0

0.3

0.3

3.1

5.1

0.3

64.1

0.0

1.3

1.3

0.0

0.9

1.8

1.3

27.6

0.4

1.1

3.0

28.2

23.3

17.6

9.9

99.3

32.4

30.9

90.9

35.7

35.1

33.7

20.5

99.2

11.3

8.0

1.7

0.2

0.2

0.0

0.0

3.5

3.6

0.0

0.4

0.8

0.7

1.6

0.0

2.0

0.6

1.0

1.3

1.2.

3.5

0.0

0.8

0.8

0.0

0.9

3.5

2.8

39.4

0.0

2.0

0.0

2.3

2.1

2.1

4.2

0.0

2.6

2.7

0.0

1.3

1.9

1.9

10.2

0.0

0.6

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공공

기초
지자체2)

광역
지자체

기타
비 리
법인3)

가족수당
지역공단

민간
리

기타4)

민간
계

주: 1) 프랑스주요도시현황
2) Commune CCAS(Centre Commumaux d’action social), EPCI(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지자체사회활동센터, 지자체간협동공공기관

3) Assiciation loi 1901
4) 기타 민간단체에는상호공제조합, 기업 위윈회등이포함.

자료: DREES(2011). “L’offre d’accueil des enfance de moins de 3 ans en 2009”études et resultats, N 763, ju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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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성보호국(PMI: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장의 허가를 받

아설치할수있다. 부모보육시설에대한정기

적인 감독 역시 다른 보육 시설과 마찬가지로

모성보호국이수행한다. 자격을갖춘부모보육

시설은 지자체, 지역가족수당금고, 이사회로부

터 시설 설치 및 운 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수있다. 

부모보육시설을설치하기위한구체적인절

차는다음과같다. 첫째, 관련된행정부서로부터

지원을받기위해서모성보호국(PMI), 지역가족

수당금고, 지자체를방문하여부모보육시설설

치 및 운 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둘째, 부모보육시설운 을담당할5~6명가족

을 모아서 가족 운 회를 조성한다. 셋째, 부모

보육시설설립계획을수립한다. 이러한계획에

는교육목표, 내부규정, 운 시간, 교직원운

등 시설 운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한다. 넷째, 부모보육시설설립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해당 관청인 지방 보

건 및 사회국(Direction départmentale des

Affaires Sanitaires et Sociales)에 제출한다. 다섯

째, 아동들을안전하게돌볼수있는시설장소

를마련한다. 

부모보육시설을이용하기원하는부모들은

시청의 유아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신청하거

나 혹은 직접 부모 보육 시설을 찾아가서 이용

신청을의뢰할수있다. 부모보육시설을이용

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해당 부모 보육 시설의

비 리법인에투자하거나혹은아동보육활동

및시설운 에참여할용의가있어야한다. 자

녀를부모보육시설에입소시키기위해서는다

음의서류를준비해야한다. ①자녀를임신중

일경우임신수첩혹은자녀가태어난후인경

우출생증명서나가족수첩, ②거주증명서, ③

최근3개월동안의급여증명서, ④금년도소득

증명서.

부모 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 에 대한 비용

은 지역 가족 수당 금고(지방의 경우 농업사회

조합)가지원해주고있다. 지역가족수당금고

가 해당 부모 보육 시설을 얼마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부모보육시설에

참여하는부모들이해당부모보육시설에얼마

나재정적으로기여할수있는가에따라결정된

다. 부모들의부모보육시설에대한재정적기여

정도는 지역가족수당금고가 전국적으로 동일

한 기준 하에 마련한 계산표에 따라 책정된다.

동계산표에서는가정의소득과가족구성원을

고려하여각가정이분담해야하는분담금액을

제시하고있다. 

보육서비스이용에대한보육료로서부모들

은다른보육시설과마찬가지로동일한보육료

기준에 따라 보육료 본인 부담금을 지불한다.

보육료본인부담액은정부로부터부모보육시

설이 받는 지원금의 규모, 자녀 수, 소득 수준,

부모들이보육시설운 에참여하는정도를감

안하여 결정한다. 부모 보육 시설과 함께 개인

보육사를중복적으로이용하는경우, 지원기준

에 부합한다면 보육사 이용에 대한 보조금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도함께지원받을수있다. 또한보육료에대해

지출한비용에대해서도조세감면혜택을받을

수있다.



3. 프랑스 부모 보육 시설
“Les Petits Loups”사례

“Les Petits Loups”는 파리 19구에 위치한 부

모보육시설로서19구및그인근에위치한10

구혹은20구에거주하고있는가정을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생후10개월부터

유치원에취원하기이전연령인 3세미만아동

을 돌보고 있으며 시설의 정원은 20명이다. 시

설 인력으로 두 명의 유아 보육 교사가 있으

며그중의한명이시설책임자역할을맡고있

다. 두명의보육교사는아동보육에있어서로

다른차별적인전문성을가지고있어보다다양

한경험을갖춘교사를활용하고있다는장점이

있다. 보육교사이외고용된인력으로1명의취

사부와1명의청소인력이있다. 

“Les Petits Loups”의 경우 부모 보육 시설에

대해서부모들이따로분담하는출자금이없다.

부모들은보육서비스이용에대한보육료본인

부담금만을지불하고있다. 파리19구는파리에

서도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로서 지역의 연대

의식(solidarité)이강하여구청과파리시로부터

의보육에대한투자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육 시설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인 투자로 인하여 부모 보육 시설에 대하여 부

모들이따로출자금을지출하지않아도보육시

설은재정적인우려없이원만하게잘운 되고

있다.

보육시설은오전 8시에문을열며저녁 7시

에문을닫고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운 한다.

보육료는 가족수당금고가 전국적으로 동일하

게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시설 규모는

평면적165 제곱미터로서큰방3개, 작은방1

개, 조리실1개, 기술실1개, 성인용욕실1개, 아

동용욕실1개로이루어져있다. 상업적인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변에 생마르탱 운

하유원지가있어경관이아름답다는특징이있

다. 주변 건물 주위에 공원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특별한놀이터가없이도아동의옥외활동

이가능하다. 

“Les Petits Loups”는 부모가 직접 보육 시설

운 과자녀보육활동에참여하기때문에교육

방식이나운 방식에있어부모들의견해가직

접적으로 반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모

들은시설이용자인동시에시설운 자로서아

동 돌보기, 급식 마련하기, 특별 활동 지원하기

등 직접적인 보육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기관

의회계처리, 교사임용, 시설을이용하는부모

들의입소결정, 보육시설운 과관련하여중

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 시설을 보다 투명하게 운 할 수

있으며부모들의자녀교육에대한철학이직접

적으로반 될수있다는장점이있다.

4. 국내 부모 보육 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언

부모 보육 시설은 대안적인 보육 서비스 중

의 하나로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보

육서비스에대한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다

는장점이있다. 부모들이보육활동및시설운

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반적인 유형

의 보육 시설이 갖지 못한 다양한 장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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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랑스 부모보육시설“Les Petits Loups”에서 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부모

그림 2. 프랑스 부모보육시설“Les Petits Loups”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부모



할 수 있다. 부모 보육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 시설 회계

를 부모들이 관리하여 보육료 부당 수급, 수

증부당처리등회계관련비리문제를예방할

수 있다. 보육 활동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여

부적절한보육행태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할

수 있다. 부모들이 직접 급식 재료를 구입하고

급식을만들기때문에자녀들에게보다안전한

먹거리를제공할수있다. 예능혹은체육활동

에자격을갖춘부모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

특별 활동 교사 채용을 위한 비용을 따로 마련

하지않아도된다.

부모참여형의보육서비스에많은장점이있

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국내에서부모참여형

보육서비스인부모협동어린이집은그다지활

성적으로 운 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

는출자금에대한부모들의재정적부담때문이

다. 부모 협동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직접 출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일반 자녀 양육 가정이 그 출자금을 마

련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뜻이 맞는 소규모의

부모들이부모보육시설을운 하기위해서는

한 가정 당 부담해야 하는 출자금 규모가 커진

다. 한가정당부담해야하는출자금부담을줄

이기위해서많은수의부모들을모아야하는데

이럴경우뜻이맞는부모들을모은다는데어려

움이있다.

프랑스에서부모보육시설이활성화되고있

는이유는설치와운 비를지자체와지역의가

족 수당 금고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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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랑스 부모보육시설“Les Petits Loups”에서 야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부모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_ 115

프랑스 부모 보육 시설(Creches parentale) 운 사례

Petits Loups”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취약지역

에서는 정부가 시설 설치 및 운 비를 모두 지

원하고있어부모들이따로출자금을마련할필

요가없다. 국내에서부모가직접보육시설운

에참여하는부모보육시설이확대되기위해

서는 시설 설치 및 운 에 대하여 정부로 부터

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협

동조합법의제정에따라중앙정부와지자체는

그동안 부모협동어린이집 설치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 던시설마련을위한공간확보에지원

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

후부모협동어린이집설치는과거보다활성화

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부모 보육 시설은 시설 운 과 아동 보육 활

동에대한부모들의적극적인참여를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노동 시간을 요구하고 있

는우리나라에서맞벌이부부가부모보육시설

을이용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프랑

스에서부모보육시설이효과적으로운 되고

있는배경에는맞벌이부모들이근로시간을유

연하게활용할수있는여력이크기때문이다6).

우리나라현실에서맞벌이부부가부모참여형

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방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에게는 보육 활동 혹은

급식 지원 보다는 회계 처리와 같은 시설 운

에대한역할을담당하게할수있다. 부모운

회모임을주말혹은퇴근후에갖도록하며, 인

터넷카페를통한의견교환을통하여참여도를

높이는등의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6) DREES(2011). Travailler et garder son enfants en bas âge, etudes et résultats no.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