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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모교육과 평생교육에서 시작되어 2013년에는 ‘학부모 교육과정’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의 ‘학부모 교육’에 대한 관점과 개념을 고찰하고
여러 기관과 단위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부모 교육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 교육’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부모 교
육은 ‘부모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 태도·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함으로써 학부
모가 학교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활동’
으로 학교교육의 한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모 교육과 차이
가 있다. 또한 학부모 교육은 학교 교육의 범주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실천된다는 점
에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부모 교육과 차별성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부모 교육은 교육부의 학부모정책지원팀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별 교육
지원청 그리고 단위학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형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
모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일부의 학부모가 아닌 모든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는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고
려하여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계층에 좀 더 적극
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부모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
다. 둘째,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공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학부모 교육이 되어야 한다. 주로 자녀 양육과 가
정교육 방법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교육내용에서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의 이해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등과 관련한 교육내용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한다. 셋째,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
다. 즉,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 지역사
회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할 때 그 교육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미래의 학부모
교육은 자녀의 학업 성취를 돕거나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이나
전략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가정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제어: 학부모 참여, 학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의 현황, 학부모 교육의
발전 방향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NRF-2013S1A5B8A02068055)되었으며, 2014년 4월 18일 상명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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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미국 등 국외에도 널리 알려질 만큼 뜨겁다. ‘치맛바
람’, ‘기러기 아빠’ 등은 이러한 교육열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단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녀가 학교 교육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도록 지원하며, 국내의 교육에 성이 차지 않으면 해외에 유학까
지 보내고 이를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하루하루 고
달픈 삶을 감내하기까지 한다.
한편으로 근대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주체는 주로 정
부와 교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교육의 과정과 결과 역시 주로 그들의 책임이지, 학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공교육에서 학
부모의 역할은 지극히 주변부에 머물렀으며, 미미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학생 개개
인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꾀하는 학교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강조되고, 공교육
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
다. 즉,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부모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모 지
원 정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러 2009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교육부에 학부모 정책 전
담 부서를 신설하여 2014년 현재까지 공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
로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학부모는 공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이며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
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해외의 교육계 동향에서도 학부모의 학
교참여는 당연한 학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는 수년 전부터 부모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양한 층위의 법률안이나 제
도화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학부모 학교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예시이면서 동시에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1)
*.

1) 몇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No Child Left Behind Act(2001)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 의무를 정책적으로 명시한 법안으로,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해 알 권리와 지
원해야 할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교육의 동반자로서,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대만의 학부모 참여는 國民教育階段家長參與學校教育事務辦法에
구체화되어 있으며(Taiwanese Ministry of Education, 2006),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는
Scottish Schools(Parent Involvment) Act(2006)를 제정하여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 단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방정부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에 관련하여 학
부모의 학교참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기본법 13조에 ‘부모 등 보
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또한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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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학부모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하는 동시에 단위 학교별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학부모 학교참여의 한 유형
으로 보고 논의하고 한다. ‘학부모 교육’의 시작은 부모교육과 평생교육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는 만큼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학교 교육과 연계된 형태의 ‘학부모
교육’은 201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학부모 교육과정’이 개발됨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가시화되었다. 그 만큼 학부모를 학교 교육의 협력자 혹은 적극적
참여자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학부모 교
육’에 관한 학문적인 논의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에 다양한 형식의 ‘학부모 교
육’이 공적, 사적으로 우리 사회의 학교 교육 현장과 기타 현장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학부모 교육’을 둘러싼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 터하여 이 연구는 미래 공교육
의 발전을 위하여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 교육’
의 전망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우리나라 학부모의 특성과 인식을 간략히 살펴보고, 부모교육과 평생교육에서 실
시해온 ‘(학)부모교육’과 ‘학부모 교육’의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학부모 교육을 바라보
는 관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런 다음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 교육청과 단
위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부모 교육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학부모 교육’이 지니
는 특성을 반영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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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다. 한
국사회는 교육이 지위분배와 신분상승을 위한 사회적 경쟁의 과정적 수단으로 인식
되어 왔고,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학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큰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사회를 ‘학력 신분사회(김용숙, 1986)’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확
실히 학력효과가 대단히 높은 사회이며 학력의 도구적 가치는 적고, 특정한 학교 출
신자라는 배경에 대한 질서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가 높은 ‘상징적 학력사회’이다(이
종각, 2004).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욕망은
입시위주 교육과 결합되고 이의 정점은 대학입시로 모아진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입
학할 때까지 모든 교육은 이를 위한 준비가 되고, 치열한 경쟁 속에 대학입시를 위한
그 인내의 기간은 점점 장기화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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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 시키겠다는 소신과 교육은 가장 확실하고 배반당하지 않는 투자라는 신념을 가
지고 자녀교육에 임한다.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조력(助力)하는 것
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한다(이미나 외, 1988).
현주 외(2003)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자녀를 대학 또는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겠다
고 응답한 학부모들은 조사 대상자의 92.1%에 이른다. 조사 대상 학부모의 73.5%가
‘자녀가 공부하기 싫어해도 어느 정도는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
으며, 절반정도의 학부모들이 ‘대학 진학 준비교육을 일찍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대학에 못 보낸 것’을 자녀 교육 실패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아주 어린 나이일 때부터 대학
진학 준비 교육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주된 일이라 여긴다.

[그림 1]부모가 지각한 가장 감동적인 효도
그림출처 : 박영신, 2012
더 나아가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부모가 생각하는 가장 감동
적인 자녀의 효도 역시 ‘학업에 충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 행동도 학업충실이 포함된다(박영신·김의철·신영이, 2011). 박영신 외(2011)의 연
구에서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을 하면 한국 부
모들은 자녀가 효도의 마음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이 학업에
소홀하면 그것 자체가 불효인 것으로 부모들은 지각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의 학
부모들은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서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가장 중요한 목표
로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얻는 즐거움 역시 ‘자녀의 학업 수
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김영화 외(1992)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자녀를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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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위한 입시준비 교육에 국한되어 있으며, 자녀가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까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은 일면 타당하지만 단 한 번의
경쟁으로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지는 입시라는 집합적 비합리성에 대하여 한국의 학부
모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개인적 합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연
스레 갖게 한다. 하지만 자녀의 입시 준비 교육에 지나치게 집중된 우리나라 학부모
의 역할은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왜곡된 것임이 분명하다. 자
녀교육에 관하여 입시에만 초점을 둔 학부모들의 왜곡된 관심은 공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교육 발전에 협력하는 학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관심과 그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
을 지원하는 학부모 교육은 현재 우리사회에 강력히 요청되는 것이다.
보

부

2. 학

념

모 교육의 개

에 대한 논의

조 외(2012:5)에서는 한국의 학부모 교육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우리의 교
육 을 올바른 방향으로 표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고려한 교육적 판단과 실천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
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하였으며, 부모교육과 유-초-중등
학생을 기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교육’은 조금 차원을 달리한다고 하
였다. 이러한 언급은 학부모 교육의 현 상태를 잘 드러내는 동시에 ‘부모교육과 조금
차원이 다른’ 어떤 것으로써 개념화된 학부모 교육의 모호성을 대변해준다.
학부모 교육의 시작이 부모교육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관점은 매우 자연스러
운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동안 부모교육은 의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상담
학, 가족학, 아동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부
모교육은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택할 수 있는 부모 역할의 대안적 모델
을 제공하는 것 혹은 인간발달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지역
사회에서 가능한 자원에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Wandersman 1987, 정현숙
2007: 251에서 재인용)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대상과 목적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공
급에서 시작하여 영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 및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그 밖의 광범위한 부모의 다양한 역할을 모두 다룬다.
‘부모 교육으로써 학부모 교육’은 예비 부모 교육과 태아 교육 등을 포함하며 좀
더 넓은 의미의 가정교육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부모교육은 학부모 교육과 상당부
분 합치하는 면이 있지만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교육의 시작과 맞물려 그 역할을
부여받는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공교육과의 연계성 측면이 매우 미약한 관점이
홍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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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꿔 말하면, ‘학부모 교육’은 가정과 학교의 협력이 중요하며 학교 교육을 통한
자녀의 학업 성취와 공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개념
으로써 가정 내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에 주된 관심을 두는 ‘부모 교육’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학부모 교육의 개념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평
생교육은 1960년 이후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자기성장이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깊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즉, 평생교육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태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교육, 사회
교육, 학교교육의 수평적 통합을 통한 학습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최대한의 자아실현
과 사회 발전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체제 혹은 방식이다(김종서 외,
2009).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한 개인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개인 및 사회전체의 교육(수
평적 차원)의 통합’, ‘개인의 평생을 통해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개인적·사회적·직업적 발달을 성취시키는 과정’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생활’, ‘자아실현’, ‘사회발전’의 개념이 강조된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함께 사회와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한
데, 제도적 차원의 평생교육에 관한 규정은 평생교육법의 내용을 통하여 간단히 살펴
볼 수 있다. 즉,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 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
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
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는 부모 혹은 학부모의 역할은 사회 변화에 따라, 혹
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생애 주기별로 계속해서 다루어져야 하는 학교 외 교육
의 중요한 내용이다. 즉, 예전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부모역할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
라 점차 더 나은 부모역할을 위한 부모의 정보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
며, 이를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의
취업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추세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미혼
모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 사회의 변화는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써 학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를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평생 교육으로써 학부모 교육을 보는 관점은 학부모 교육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연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학부모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학부모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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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돕게 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실현에도 놓여야 함을 시사해 준다.
서현석·최인숙(2012)의 연구에서는 ‘학부모참여(Parent Engagement)’를 학부모가
좀 더 효과적인 학교 교육을 위하여 학교 교육 활동의 동반자로서 상호 유대를 이루
며 학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력, 지원, 자문, 조언하고 나아가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참여를 ‘학부모 학교참여’라는 용어로 일관되게 지칭하며 학부모
참여가 ‘학교 교육’에 관련된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2009년 이후
공교육진흥과 산하 학부모 지원 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여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학부모 교육’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의 한 유형이다. 학부모 교육은 다른 학부모 학교참여 유형 즉,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교육 기부 등의 자원봉사, 학교 설명회나 상담과 같은
학교와의 소통 등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현재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

3. 학

모 교육의 정의

[그림 2] 학부모 교육의 개념도(진미정 외, 2014: 23을 수정·보완함)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학부모 학교참여는 각각
학부모 교육이라는 영역에 중복되어 교집합을 이룬다. 하지만 각각의 영역은 학부모
교육과 동일한 개념이라 볼 수는 없다. 즉, 학부모 교육은 ‘부모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함으로써 학부모가 학교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활동(서울대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4)’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다. 즉, 학부모 교육은 교육의 한 주체로서의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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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기존의 부모 교육과 학부
모 교육은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학부모교육’은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의 범주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실천된다는 점에서 평생 교육 차원
에서 진행되었던 (학)부모 교육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학부모 교육은 공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된 부모교육과 평생학습의 일환
으로써 확산된 자발적인 성인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 한 주체로서 공교육의 바람직
한 발전에 기여하는 학부모 참여 정책 등 세 가지 관점이 통합되는 지점에서 실천되
는 교육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교육은 사적 차원에서는 학부모라는
한 교육 주체의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공적 차원에서는 학교 교육의 발
전을 위한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또한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자녀의 교육과 관련
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지역사회라는 삶의 공간에서 물적, 인적 자원들이 연계
되어 진행된다.

Ⅲ 부
.학

천현

모 교육의 실

황

부

1. 학

모 교육의 목적과 참여 실태

현재 우리나라의 학부모 교육은 교육부의 학부모정책지원팀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
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다. 최근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
국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와 함께「학부모 교육 업무매뉴얼 2013」을 제작하여 학
부모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리고, 각 발달 단계별로 구체적인 학부모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정립,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가정의 교육력 약화, 자녀교육에 대한 지나친 관
심으로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이다. 학부모 교육의 목적은 첫째, 학부모의 건전한 교
육관 정립으로 바람직한 학부모상을 구현한다. 둘째,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심신이 건강한 자녀 양육한다. 셋째,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넷째,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 확
대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한다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한 학부모 교
육 과정은 취학 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섯 단
계로 구분되어 있다. 즉, 자녀의 발달 단계별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교육 내용은 10개의 소영역 별로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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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기본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그 중에서
중학교 학부모 교육과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중 영역으로 ‘부모의 역량 강화,
가정의 교육력 강화, (자녀의) 특성 이해, 생활 습관 형성, 가족 경험 공유, 청소년 문
제 대처, 학교 교육 활동 이해, 교사와 협력, 교육 참여, 정책 이해’ 등 열 가지로 설
정하고 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22-24).
학부모들의 학부모 교육의 참여 실태는 2013년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실
시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략적이긴 하
지만 구체적인 몇 가지 항목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연구 결과 조사 대상인 학부
모 1500명 전체의 27.5%만이 학부모 교육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으며, 72.5%의 학부
모는 학부모 교육을 한 번도 수강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부모 교육에 참
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 중 62.0%의 학부모는 학부모 교육에 단 1회만 참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및 인근 학교(55.4%)에서 수강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학부모가 학부모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맞지 않
아서(35.7%), 시간이 없어서(28.3%), 교육 정보가 없어서(20.1%)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응답자, 어머니 응답자, 30대 이하, 중소도시 응답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외벌이인 경우,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학부모 교육에 참
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학부모 교육의 참여자 수
학교

교육청

5,167,385 1,026,468

공공기관
304,268

종교계/민간
단체
47,518

민간기업

사이버

계

83,166

75,712

6,704,517

출처: 2013년 교육부 학부모지원팀 내부자료(중복참여 포함)
교육부에서는 2012년 9월 기준으로 학부모 교육의 현황을 <표 1>과 같이 부서 내
에서 집계한 바 있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학교·교육청을 비롯한 정부부처, 공
공기관, 기업,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며, On-line을 통한 사이버 상시교육이나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 프
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집계 결과와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 조사 연구’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학부모가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 조사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보다는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
모가 더 많은 상태라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 즉, 일부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에 거쳐
반복적으로 학부모교육에 참여하여 전체적으로는 6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
지만 실제 참여자는 일부로 한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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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 기관별 학

국 부

2.1 전

학

모 교육의 내용과 방법

센터

모지원

부

의 학

모 교육

학부모 교육의 실천을 담당하는 학교 교육 관련 기관들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각 시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각 단위학교 등을 들 수 있
다. 먼저 국가 차원의 학부모지원정책을 수행하는 허브 기구로서 2011년 2월 14일 출
범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주
된 역할은 교육정책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모든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핵심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곳에서는 다양한 오프라인 상의 학
부모 교육과 함께 [그림 3]에서 간략히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부모 온라인교육
센터를 따로 마련하여 학부모들에게 동영상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교육청과 지역시
도별 학부모지원센터의 자료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안내
출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www.parents.go.kr)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밥상머
리 교육’을 들 수 있다. [그림 4]는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2012년에 개발한
밥상머리 교육 프로그램의 동영상 자료 화면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재정적 지

한국 학부모 교육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일고찰 373

원을 받아 서울대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 개발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지역교육
청이나 단위학교, 지역사회의 도서관 등 공공기관 등에서 학부모 교육의 한 가지 교
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밥상머리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상에 동영상 교재와 PDF파일로 된 인쇄자료 등의 형태로 게시되어 있는데, 각 시도
교육청의 학부모지원센터나 지역 교육지원청, 개별 단위학교, 개인 학부모 차원에서
접근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 온라인 동영상 교육 예시(밥상머리교육)
출처: 학부모온누리 온라인교육센터(http://edu.parents.go.kr)
청 부

2.2. 지역 교육

학

센터

모지원

부

의 학

모 교육

지역별 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교정책 설명회, 부모역할 훈련, 지식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단위학교의 중간 위치에서 양측
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 즉, 지역별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정부의 교육정책의 입장
을 반영하면서도 지역 학부모들의 실제적인 입장이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몇 개 지역의 학부모지원센터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는 지역의 단위학교나 민간단체(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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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사례 1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교육기간

부모역할
훈련

청주
경덕중학교

2013.6.13.-6.
28.

부모-자녀
효과적인
의사소통

청주
사직초등학교

2013.6.7.-7.1
2.

좋은 부모로
가는
길-체인지

KACE청주(청주
지역사회교육협
의회)

2013.6.4.-6.2
5

내용
- 자신의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
- 타인의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
- 주체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 자녀에 대한 이해를 통한 친밀감,
신뢰감 형성
- 경청, 감정 읽기, 공감 경험, 공감 실습
- 갈등해결 전략의 습득
- 부모가 된다는 의미
- 좋은부모 체크리스트
-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역할
- 부모의 독립

출처: 충청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http://hbm.cbe.go.kr/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의 지식 재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프
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표 3>
은 다양한 영역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직접적인 자녀 교육에 관련된 기술보다는 학부모
의 소양을 폭넓고 풍부하게 만드는 내용을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풍부한 강사
DB를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은 이 지역 교육청의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교육 프로그
램 운영의 특징으로 보인다.
<표 3>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사례 2
시
기

일자

시정

시간(분)

9. 13 10:00~12:0 2시간
(목)
(100분) 세계의
0
9월
선진교
9. 27 10:00~12:0 2시간 육
(목)
(100분)
0
10
월

11
월

주 제

강사명

∙핀란드의 교육혁명

안OO
(OO교육청,연구위원)

∙브레인 콘서트
-읽기와 뇌발달 -

신OO
(프로듀서, 방송작가)
임OO
10. 11 10:00~12:0 2시간
∙우주시민으로 교육하기
(OO0교육연구소
땅의
(목)
(100분)
0
연구원)
소리
생태교
윤OO
10. 25 10:00~12:0 2시간 육
∙아이들이 놀아야 나라가
(OO공동체대표,
(목)
(100분)
산다.
0
OO출판사 대표)
장OO
11. 8 10:00~12:0 2시간
∙미술 속에 숨겨진 여성의
(전직교사,
(목)
(100분) 문화 속
역할
0
미술애호가)
민들레
∙도보여행의
단상
꽃
신OO
11. 22 09:00~18:0 8시간 피우기! -연암 박지원의 행적을 찾 (문화사학자,OO걷기
(목)
(1일)
0
대표)
아서-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http://parents.j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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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각

부

단위학교 별 학

모 교육

각 단위학교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회 등에서 연간 학교 운영 계획
중에 포함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부모역할, 학교(교육)정책, 진로지도 등의 내용
을 모두 포괄한다. 교육부에서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단위학교 차원의 학
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모델 개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를 운
영하여 학부모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학부모 교육 내용 사례 1
구분

학부모
교육

주요 내용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
우리 가정 건강성 쑥쑥 키우기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의 역할
집에서 엄마, 아빠와 수학이랑 놀기
우리 아이 영어 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현명한 진로지도 전략
자녀의 창의․인성 지도를 위한 부모 역할 되돌아보기
웃음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만족도
93%
90%
100%
77%
81%
99%
100%
100%

출처: ◯◯초등학교(2011).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N
27
19
18
20
22
71
18
33

<표 5> 학부모 교육 내용 사례 2
No
1

연수내용
나와 내 아이를 위한 독서치료(4. 28)

장소
시청각실

2
3
4
5

우리 아이 독서지도 어떻게 할까(5. 16)
미래비전과 학습동기(10. 18)
독서, 책 속에 무엇이 있길래?(10. 27)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11. 3)

시청각실
시청각실
시청각실
시청각실

활 동 내 용
•진행 계획
•물품 준비
•행사 진행, 자원봉사

출처: △△초등학교(2011).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의 특징은 그 내용이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부
모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일회성 시행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로진학 관련 정보’,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 ‘아이의 독서지도’ 등은 그 제목들
에서 알 수 있듯이 학부모의 관심을 끌만한 전략 기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위학교
에서 시행하는 학부모 교육이 주로 단회기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는 다수의 학부모들
에게 즉각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하는 관련 기관의 요구와 장기간의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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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을 낼 수는 없으나 자신의 자녀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실제
적인 교육의 내용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단위학교별 학부모 교육은 <표 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로 학교의
시청각실이나 강당과 같은 곳에서 실시되는데, 이는 다수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사
한 명이 일제식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단위학교의 학부모 교육의 실태는 다양한 가정 상황과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부모들을 위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Ⅳ 부
.학

모 교육의

발

전 방향

앞에서 살펴본 학부모 교육의 개념과 현황을 종합하여 학부모 교육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교육은 일부의 학부모가 아닌
모든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부모는 학
부모 교육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별히 자녀의 교육에 문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거나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
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학부모 참여 실태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전
업 주부 중심의 어머니들의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맞벌
이, 한부모가족, 조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반영하고, 어머니 참
여만이 아니라 아버지나 기타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 등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상황에 적합
한 다양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부모 교육은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공교육의 발
전에 기여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부모 교육의
내용은 개인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사뿐만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공
교육의 현안이나 실천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현재 학부모 교육의 프로그램 현황을 살
펴보면, 아직은 학부모의 현실적인 자녀의 학업지도나 대화방법 등과 같은 내용이 주
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 참여의 능동적 주체가 되기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고려할 때, 학부모 교육은 자녀를 위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정책 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 학부모 교육 내용은 단지 일방적인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자녀 교육의 실제에도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자녀인 학생과 교사(학교)에서도 학부모
를 교육의 한 주체로서 인정하는 인식의 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학부모 교육
은 학부모 당사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뭔가 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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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교육 처방(지원)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협의해야 하
는 파트너쉽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객체로서 ‘학부모’ 만의 교육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데 관여하는 학교 경영자와 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교사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진이나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모두를 포함하여 교육 공동
체의 인식 전환이 강력히 요청된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 교육은 가정과 학교 및 지
역사회의 체계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개별 가정이나 단위 학교만의 실천이 아니
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강조되며, 이러한 협력에 기반할 때, 공교육의 발전과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기여하
는 실질적인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미래의 학부모 교육은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돕거나 부모-자녀관계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술이나 전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가정교육 철학과 가치
를 새롭게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자녀 교육과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한 자기 성찰을 통하여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자녀와 자신의 행복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학부모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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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al Prospect of

K

orea Parent Education

Hyun-Seok, Seo(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uthentic meaning and developmental
prespects of Parents Education, which has been originated from lifelong education
and parents education in family. For this purpose, there were considered some
points of view and current situation of PE in Korea Public School Education.
Korea Parents Education given concrete shape as 'Parents Education Curriculum',
Published by Korea Ministry of Education in 2013. A fundamental concept of Parent
education is needed to highlight the role of parents in school education as well as
knowledge, attitudes, skill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ro their child. Presently
Korea Parents Education has come into action systematically by school parent
support team in Ministry of Education with school district offices and school unit.
Direction of improvement based on Parents Education’s characteristics is as
follows. First, Parents education could activily find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to reach as various hard class such as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 on training hard to participate in, taking into account the
situation of the family because PE is for every parents. Second, it is need to more
emphasize the role of parent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education. Third, as doing
Parent education we should be aware of improvements to take parents for a subject
of eduction community.
In order to develop PE, we should try not only to deliver some skills or strategies
connected child's academic achievement, parent-child relationship, communication
with school staffs but also to implement their philosophy and values of home
education by themselves.
Th

Key words: parent engagement, Parents Education(PE), current
situation of PE, developmental prospect of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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