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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서울 Y중학교 학부모회 사례를 중심으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회가 활성화
되는 과정과 그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탐
색해 보았다. Y중학교 학부모회는 크게 3단계, 맹아기, 발전기, 정착기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었다. 맹아기에는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선도와 학교발전과 연계된 학부모회 활
성화가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었다. 아울러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적극적 리더쉽
하에 학부모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킴으로써학부모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학부모회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참여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이에 학교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감안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발전기에는 산하단체 활동의 적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재정적,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제도적 과제가 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학부모들은 자
율적, 독립적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가고 있었으며, 학부모회 참여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교환, 사회적 참여와 자기계발, 스트레소 해소 등을 경험하고 있었
다. 끝으로 정착기에서는, 일단 활성화된 학부모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회
의 상호작용과 대(對) 학부모와지역사회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과업으로 떠오르고 있었으며,
또 학부모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 과제가 되고 있었다. 학부모들 중에는 장기화
된 참여로 인해 피로감과 회의를 호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며, 다른 학부모나 교사들과
마찰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학부모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불참여 비참여 학부모의
항존과 참여도의 하락이라는 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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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역사적으로 학부모는 언제나 학교교육의 주요한 한 변수가 되어 왔다.1) 자녀와 학교
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언제나 학교교육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쳐 왔다. 최근에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단순히 비판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향적 관점
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종각, 2003, 2011, 2014). 즉 학부모와 그들
의 교육열을 학교교육과 관련한 거세되어야 할 부정적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이해하자는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제도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주요한 통
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학부모회는 이른 바 ‘치맛바람’의 온상으로서 사회 일반에 각인되어 왔으나,
오늘날 학부모회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과 함께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형식적 기구가 되고 있다(고창규, 1999). 실제로 교사와 학부모들 모두 학부모회
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의 가장 주요한 통로로서 간주하고 있다(이희성, 2002; 임연
기․이희수, 1998).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공적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
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매개로서,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는 정도에 따라
학교교육의 질과 내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회 활성화를
통해 개별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학교교육 전체의 공공성으로 확장,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학부모회의 활성화가 당면한 학교교육에서 하나의 당위적 지
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대단히 필
요하고도 급박한 것이다.
특히 개별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활성화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특별히 유의미할 수
1) 한국사회에서 학교와 교육에 대해 학부모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부터이다(이혜숙, 2005). 전사회적으로 민주주의의 분위기기 고취되면서 이
전까지 사친회나 육성회 등을 통해 학교재정이나 교원 복지에 대한 지원 등 학교교육의 음성
적 후원자에만 머물러 있던 학부모들이(고창규, 1999; 김희복, 1992),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
신의 몫과 자리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단위 학교의 자치 활성화 이후 학부모는
학교교육의 계획과 실천의 주요한 한 행위체(agency)가 되었으며,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
해 학부모는 합법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김민조, 1997). 이에 따라 단위
학교는 학교교육의 계획과 운영 및 이에 관련된 안건의 상당 부분에서 학부모의 동의와 의
견, 보고와 승인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참여
주체로서 학교교육의 질과 내용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한 변수가 되었으며, 따라서 학부
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어떻게,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학교교육의 내용과 질이 상
당 부분 달라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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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단위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부모회의 발전과정과 그 단계별 특징, 또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학부모 주체들의 경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
부모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다른 학교들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해
당 학교들은 각자의 학교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적 노력들이 무엇인지 또 그 과
정에서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에 주력해야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러한 사례연구는 향후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학교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선순환적인
시스템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고민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이해가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12년 교육부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학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 Y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는 과정과 그 단계별 특징을 살펴
보고 이에 기초하여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Y중학교의 학부모회의 현황과 활동은 어떠한가? 둘째, Y
중학교 학부모회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며 각 단계별로 제도적, 운영적, 주체적
측면에서 어떠한 실천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현실적 곤란에는 어떠
한 것들이 있는가? 셋째, 이상의 결과에 기초한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시사점
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
1)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study)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사례에 기초한 질적 접근을 취하였다. 통상적
으로 사례연구(case study)는 특정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현상과 그것이 처한 맥
락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그러한 현상에 관련된 변수가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할
때 적절한 연구방법이다(Yin, 1989). 즉 사례연구는 사례가 가지는 바로 그 중요성으로
인해 요청되는 바, 이 점에서 사례 탐구는 단순한 방법론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무엇이
연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가치판단적 선택이기도 하다(Stake, 2005: 443). 이
연구에서 학부모회 활성화를 하나의 당위적 과제로 설정했을 때, 우수 학부모회 사례는
이상적 사례로서 그 자체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현상이 된다.
‘이상적 사례’로서 Y중학교에 대한 사례연구는 스테이크(Stake, 2005)가 말한 ‘내재적
(intrinsic) 사례연구’와 ‘도구적(instrumental) 사례연구’를 지향한다. 내재적 사례 연구는

특정 사례가 사례 자체로서 흥미로운 경우에 행해지는 사례탐구를 말하며, 도구적 사례
탐구는 특정한 이슈에 대한 통찰이나 일반화를 끌어내기에 적절한 사례탐구를 말한다.
이 연구는 한편으로 Y중학교 학부모회라는 모범적 사례를 통해 그 활동의 내용과 효과
및 그 배경과 의미를 그 자체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내재적’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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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학부모회의 활동과 학교교육 참여와 활동에 관한 일반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한
다는 점에서 ‘도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2)
2) 연구 사례

질적 사례연구에서 사례 선정은 그 연구의 타당성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이므로 기준에 따른 사례 선택에 있어서 학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 즉 ‘이상
적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 되었다(Patton, 2002: 230).3) 이에 서울 Y중학
교는 이에 부합되는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되었는데, 교육계 안팎에서 Y중학교는 학부모
회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로 명성이 높았다. Y중학교는 2005년 이후 매년 우수
학교와 최우수 학교로서 교육감 표창을 받아오고 있었으며, 2009년도에는 <학부모 참
여> 우수학교로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공모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2013년 당시 Y중

학교의 학부모회는 14개 산하 단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1028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
었다. 이는 전체 재학생의 2/3에 육박 하는 숫자로서, 중복 등록을 감안한다고 하더라
도, 보기 드문 참여율이라는 것이 교사들과 학교 안팎 관련 인사들의 평이었다.
물론 Y중학교는 학교의 규모와 지역에 있어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 전체 35개 학급으
2) 흔히 사례탐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적합하며, 조사와 역사 연구는 기술적 단계에서 실험연구
야말로 유일하게 설명적, 인과적 연구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이는 연구 일반에 대한 오해이자
사례탐구에 대한 편협한 이해일 뿐이다(Yin, 2009: 15). 오히려 사례 탐구는 탐색적
(exploratory)일 수도 있고 기술적(descriptive)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설명
적(explanatory)일 수 있다. 이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사례탐구도 충분히 ‘어떻게’와 ‘왜’라
는 질문에 천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연구자가 사건에 대한 통제권이 거의 없으며 연구
의 초점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일 때에는 사례탐구만이 해당 현상의 왜와 어떻게에 접
근할 수 있는 방법적 매개가 될 수 있다(Yin, 1989). 이 때문에 사례는 이론의 적합성을 가늠
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바(Yin, 2009: 47), 즉 사례를 통해 기존의 이론적 전제
들이 정확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적 설명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3) 사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례의 선정이다. 윈(Yin, 1989: 47)에 따르면, 단일
사례탐구를 정당화하는 사례의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 사례(critical case), 극단적
이거나 독특한 사례(extreme or unique case), 계시적 사례(revelatory case)이다. 결정적 사례
는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사례를 말한다. 즉 기존의 이론을 확인하고 도전해 보고 더 확장
하기 위해서 적합한 사례가 바로 결정적 사례이다. 즉 결정적 사례를 통해 해당 이론이 정확
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적 설명들이 더 적절할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이거나 독특한
사례는, 특정한 사례가 보고할 가치가 있는 경우이다. 끝으로 계시적 사례는, 연구문제와 관
련한 현상 혹은 상황이 연구자가 일반적 연구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절하다. 가령
화이트(Whyte, 1958)의 경우에서처럼, 부랑자나 갱스터 집단을 연구한다고 할 때 이는 바로
계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구분으로서 실제 사례는 이
중 한두 가지 혹은 모든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Y중학교의 사례 역시 그러한 바, 해당 사례
는 결정이면서 독특한, 또 계시적인 사례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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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대도시 도심 지역의 큰 규모의 학교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입되어 오는 학생들
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상당 부분 강남의 학원 밀집가에 근접한 Y중학교로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한 학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진단이었다.
실제로 Y중학교에서는 한 해에 20여명 안팎의 학생들이 이른 바 특목고나 자사고로 진
학하고 있었으며 전국 평균 5위 안에 들 정도로 학력이 높은 학교였다.
이렇게 보면, Y중학교는 대도시 전형적인 중산층 밀집지역의 대규모 중학교라는 점에
서 다른 일반학교들을 대표할 수 있는 ‘평균적’ 사례가 아니다. 즉 학부모의 경제적, 학
력 수준이 높으며 자녀교육과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학부모회 활
성화에 관한 그 구체적인 현실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 있는 학교의 경우 본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연구는 보통 특정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전형적’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특수한 맥락
속에서 그러한 전형적 요소들이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얻게 되는 시사점 역시 ‘맥락적 일반화’로서 의미를 지닌다(서덕희,
2011).
3)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자는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의 일환으로서 서울 Y중학
교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현지연구를 수행하였다. 주된 연구참여자는 Y중학
교의 학부모회 구성원들과 교사들이었다. 연구허락을 얻기 위해 4월 말에 학교측과 접
촉하여 교장 및 교감에게 연구허락을 얻을 수 있었다. 평소 해당학교는 학부모회와 관
련하여 관련 교육기관들의 관심을 얻고 있었던 차, 이에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정책연
구라고 설명에 어렵지 않게 관리자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2013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학부모회의 활동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참여관찰과 면담

이 이루어졌다. 5월과 7월 사이에 집중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매주 혹은 격주로,
1-2회 정도 참관과 면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였다. 참여관찰은 학부모회가 학교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공식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안전지킴이 활동과 진로교육 강의
등을 참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기간이 제한적이고 연구자와 현지와의 조율 문제
등이 쉽지 않아 학부모회의 활동에 대한 참관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자료
수집의 상당부분은 면담에 의존하였으며 이 외에 학교교육계획과 실천, 학부모회의 학
교교육 참여와 활동에 관련된 문헌들을 수집하였다.
교사들 면담은 학교운영과 행정의 핵심에 있는 교장과 교감을 비롯하여, 실제 학교
업무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 교무부장을 포함하였다. 면담 허락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으며, 교무실이나 교내의 빈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학부모 면담은 교장과 교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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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얻어 이루어졌는데, 학부모들의 대다수는 연구의 취지에 면담 요청에 흔쾌히 동
의해 주었다. 학부모 선정에서는 가급적 활동경력이 많은 이들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으
며, 또 주요 산하단체 임원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학부모회의 활동과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주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여하고자 하나 개인적인 여건상 참여가 어
려운 학부모 일부도 포함하였다. 학부모 면담은 학부모회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녹음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였다. 학교의 분주한 행정적 일과,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사
정, 연구자의 일정 등으로 인해 여러 번의 면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공식적 면담
외에 교사들과는 매번 학교 방문 시에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비공식적 면담이 이
루어질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Ⅰ-1> Y중학교 연구참여자
성명(가명)

성
별

연령

직위 및 학부모회 소속단체

자녀 학년

면담 시간

강인숙

여

60대

교장

·

40분

금신영

여

50대

교감

·

1시간 20분

이세한

남

40대

교무부장

·

1시간 30분

김혜선

여

40대

2013 학부모회 회장

3

1시간 20분

김유선

여

40대

샤프론 회장

3

1시간 30분

이은아

여

40대

미술반, 샤프론

2

1시간 15분

나란주

여

40대

진로명예 회장, 샤프론

3

1시간 10분

조선우

남

40대

아버지회 회장

3

1시간 10분

김수연

여

40대

안전 지킴이, 샤프론

1

1시간 40분

최윤재

여

40대

합창단 회장, 학부모회 부회장

3

1시간

송지하

여

40대

사이버 지킴이

3

1시간

서정연

여

40대

급식 모니터링 회장, 합창단, 샤프론

2

1시간

이상의 자료들에 대한 분석은 범주구성(category construction)과 범주분류(sorting
categories), 범주명명(naming the categories)에 기초하였다(Merriam, 2009: 175-187). 먼

저 녹취된 자료를 토대로 개방적 코딩을 수행하였던 바, 자료를 읽어가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구분하고 떠오르는 착상과 아이디어 등을 메모하였다. 다음으로 이
러한 메모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잠정적 범주를 찾았으며, 면담자료를 각각의 범주
들하에 귀속시켰다. 이후 범주들에 이름을 부여하면서 범주 체계의 조정과 재조정을 반
복하였던 바, 이 과정은 순차적인 동시에 순환적인 것이었다.
그 결과 학부모회 발전과정을 3단계, 맹아기, 발전기, 정착기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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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Y중학교 학부모회가 발전되어 온 대략적인 과정과
시기 구분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이러한 구분을 그대
로 수용하였으며, 먼저 맹아기는 Y중학교 학부모회가 새로이 재조직과 정비를 준비하던
시기로서, 연구참여자들은 대략 2007년에서 2010년까지를 이 시기로 보고 있었다. 아울
러 발전기는 Y중학교 학부모회의 산하단체들이 재정비되고 참여인원이 확대되는 등 본
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시기로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로 파악되고 있었다. 끝으
로 정착기는 Y중학교 학부모회가 재정비된 체제 하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
전을 도모하는 단계로서,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대략 2011년 이후로 보고 있었다.
이에 각 단계별로 제도, 운영, 주체적 측면에서 어떠한 발전조건과 실천적 노력 및 현
실적 곤란이 있는지 구분하고 분류하였는데 이 세 가지 측면 역시 1차 분석된 자료들을
재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었다. ‘제도’는 정책이나 규정 등 가시적
인 틀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운영’은 그 가시적인 틀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방식
에 주목한 것이고, ‘주체’는 학부모들이 그 작동 속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지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여기서 각 단계별로 귀속된 특징이나 내용들이 서로에 대해 전적
으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맹아기나 발전기, 정착기의 특징이나 내용들
이 그 단계를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이후 단계에서도 여전히 이전의 특
성들이 유지, 존속된다는 것이다. 가령 정착기에서도 여전히 발전기의 특성들은 지속되
고 있으며 오히려 그래야만 정착기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3. 선행연구
학부모와 학부모회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방대하다. 이에 최근 연구들의 경향을 중심
으로 살펴보면, 최근 연구들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과 실태 연구, 참여
방식의 문제점과 장애에 대한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참여 실제에 관한
질적 연구들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를 지적하는 연구들이다. 이 연
구들은 대체로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인식수준에
비하여 실체참여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학부모의 인구학
적 특성이나 학교참여 영역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가령, 김옥경
(1998)은 어머니, 저연령, 고수입, 고학력, 직업적 상층 집단이 학교참여를 원하고 있었으

며 실제로 실행하고 있었다는 점, 교사와의 마찰을 예고하는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 참여
도가 높으며 기대수준 또한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희성(2002) 역시 학교 및 교사와

242

교육행정학연구

대등한 입장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생활지도와 봉
사 영역에 참여의사가 높다는 점을 밝혔으며, 반면, 윤재열(2009)은 학부모 교육참여 하
위요인 중 의사소통에 대한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와 학부
모 간의 다각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계영(2010)이나 정
중혁(2003) 역시 실제 참여정도보다 필요성의 인식정도의 평균이 모두 높다는 점을 밝혔
으며, 자녀의 성적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방식의 문제점과 참여의 장
애요소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참여방식의 문제점으로는 금전적 부담, 일부 학부모에
게 편중된 참여(김영화, 1995), 참여의 장애요소로는 학부모 참여에 관한 자료나 홍보
부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 개인적 시간 부족(이희성, 2002),
학부모 참여에 대한 자료, 연수, 홍보의 기회의 부족 등 제도적인 요인들과 불투명한 회
계 운용과 저녁에 한정된 회의 시간(정충혁, 2003), 학부모의 회비에 대한 부담과 임원
중심의 학부모회 운영, 학부모의 정례적 학교 방문의 기회 부족 등(오정희, 2011)이 지
적되었다. 아울러 특히 저학력층 학부모의 경우 학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학교교육 참여를 기피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의 경우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우려하여
학교교육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셋째,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학부모 및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학부모의 학교참여에서 금전적 부담의 철폐, 자문과 건의가 중심의 학부모
참여, 교사와 학부모의 공식화된 소통기회의 확대 등을 강조하였으며(김영화, 1995, 심제
일, 2001),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부모회 조직의 재구성, 자녀교육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등을 제안하였고(이희성, 2002),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족된 이래로는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기회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부모위원의 위상 제고, 건
전 학부모 단체의 지원 육성, 학부모 참여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여건 등을 제안(김남인, 2006)하고 있다. 특히 강대중
(2011)은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아울러, 운영의 자율성 보

장, 학교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 학부모회 공간 확보, 학교정책에 대한
이해 교육, 학부모를 위한 전용공간 마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학부모회에 관
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소양 교육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윤재열(2009)
은 학부모 배경인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부모 교육참여 방안의 마련에 이러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제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다. 기존 연구들 중에서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교육시민운동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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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복(1992)은 부산 지역 중산층 학부모의 교육열에 대한 연구에서, 학부모들이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학교교육에 개입하고 있는지 드러낸 바 있다. 즉 학부모들은 육성회 이
사를 맡는다거나 교사에게 촌지를 준다거나 식사 대접을 하는 등 사적인 방식으로 교사
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학교나 교사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을 표명하고
있었다. 김지숙(2005)은 산들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학교교육 참
여가 공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경계 허물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근원(2004) 역
시 산들초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가 하나의 교육공
동체로 탄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은 “다함께”라는 학교 운영의 원
리에 기초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공동체”와, ‘어른들이 서로 교육이라는 관계로 맺
어진 공동체’를 실현해내고 있었다. 또 이혜숙(2005)은 “여울”이라는 교육시민운동단체에
소속된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교육시민운동에 참여하게 되는지의 과정과 이
를 통해 ‘좋은 학부모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학부모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처 방안들에 대해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부모회를 위한 독립
적 재정의 확보(강대중, 2011; 김영화, 1995; 오정희, 2011)와 자율적 운영(강대중, 2011),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계영, 2010),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간
적 융통성의 확보(정충혁, 2003), 학부모회와 관련한 학부모 연수와 교육의 필요(강대중,
2011; 정충혁, 2003)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학부모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지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실제 특정한 학교현장에서
학부모회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아울러 그 구체적인 발전 단계별 특징은 무엇이며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한편으로 기존 연
구들 중 상당수가 실제 특정한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나 학부모회의 활
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학부모들
의 학교참여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서근원, 2004; 김지숙, 2005; 이
혜숙, 2005), 이는 일반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 혹은 학교밖 학부모운동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제한적이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의의와 한계로 볼 때 이 연구는 일반학교의 학부모회가 활성화
되어 가는 과정을 구체적인 학교 맥락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최대한 학교 내부자의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학부모회의 활성화 과정이 어떻게 진
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실천 지침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아래 2장에
서는 먼저 서울 Y중학교 학부모회를 소개하고 이 학부모회의 발전과정을 내부자적 관
점에서 이해하여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활성화를 위한 구
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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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 Y중학교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
1. 서울 Y중학교 학부모회
Y중학교 학부모회는 크게 1) 교육 참여 단체, 2) 봉사 단체, 3) 평생 교육 단체로 구

분되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Y중학교 학부모회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단체들과 중심단
체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학부모회
회장, 부회장2인, 총무, 감사

학교운영위원회

봉사자로
교육참여단체

동반자로
교육참여단체

평생교육자로
교육참여단체

학부모
명예감독

학부모
교육재능기부

샤프론봉사단

학부모
안전지킴이

학부모합창단

동아리활동
명예교사

방과후교육
소위원회

학부모상담
도우미

보안관

이미지미술반

급식
모니터링단

수련활동활성화
소위원회

책사랑
도우미

아버지회

학부모사이버
도우미

[그림 Ⅱ-1] Y중학교 학부모회 조직도

가. 샤프론(Chaperon)
샤프론 봉사단은 사단 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소속 국가공인 학생봉사지도 학부모
회를 말한다.4) 샤프론은 Y중학교 학부모회의 가장 핵심적 단체로서, 연구 당시 320여명
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주된 활동을 보면, 먼저, 샤프론은 교내외 각종 봉
사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활동으로는, 장애인 시설 방문, 탄천
수질 조사, 국립 현충원 헌화 및 묘비 닦기, 독거 노인 도시락 배달 등이 있었다. 또 샤
프론에서는 졸업생들의 교복을 수거하여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되팔고 그 수익금을
졸업생들의 가운 대여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 외에 교내 음수대 및 정수기 청결
4) 보통 샤프론은 지구별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학교에 따라 샤프론이 없는 학교도 있다. 학부모
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강남지구를 비롯하여 송파지구와 서초지구 등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의 샤프론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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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교내외의 각종 행사의 도우미 역할 등을 하고 있었다.
나. 아버지회
Y중학교 아버지회는 연구 당시 80명의 아버지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와 미

디어 등을 통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주요 활동을 보면, 먼저 야간 교내외 순
찰이 있는데,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2인 1조로 이루어진다. 또 매년 2차례씩 외부 강사
를 초빙하여 ‘아버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주말 산행 등을 실시
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아버지회는 매달 셋째 금요일, 외부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있
었으며, 자녀들이 졸업한 후에도 ‘올드 보이(Old-Boy)’라 하여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다.
다. 학부모 안전 지킴이와 학부모 보안관
먼저 안전지킴이는 교내 점심시간 순찰을 담당하고 있다. 점심시간인 12시 20분부터
1시 10분까지, 교내 복도와 운동장, 기타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순회하게 된다. 연

구 당시 142명의 학부모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학부모 보안관 역시 또 다른 순찰 담당
단체였으며 2인 혹은 3인이 1조가 되어 2시 50분부터 1시간 정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었다. 연구 당시 총회원수는 85명에 이르고 있었다.
라. 합창단과 이미지 미술반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Y중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단체를 운영
하고 있었다. 학부모 합창단과 이미지 미술반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학부모 합창단은
교내 축제 등 교내외 행사나 기타 봉사활동에서 공연을 통해 참여하고 있었다. 매년 가
을에 열리는 Y중학교 축제에서의 정기 공연이 대표적으로, 이를 위해 매달 2회씩 연습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미지 미술반의 경우, 매월 2회 외부 미술 평론가를 초빙하여
미술에 대한 강좌를 듣고 있었다. 더해서 교내외 행사 등에서 학생들이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선정하여 전시하고 있었다. 회원은 50명에 이르고 있었다.
마. 책사랑 도우미
책사랑 도우미의 경우, 도서관 도우미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도서의 분류 및 정리, 도
서 대출 등 사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이후 전문 사서가 배치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은 다소 변화하였다. 기존의 도서관 도우미 역할을 계속하면서, 정기적인 책읽기와
토론 등 학부모 자체 내의 교양활동으로 바뀌었다. 이 외에 교내 백일장과 학교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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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전시회 등에서 학부모 시낭송과 시화, 독후감, 도서 전시 등의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 당시 41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바. 기타 명예교사와 위원회
이 외에도 각종 명예 교사와 위원회가 있었다.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 산하 단체로
진로 명예교사회가 있었는데, 진로의 날 재능 기부를 비롯하여 진로 체험활동을 기획실
행하고 있었다. 회원은 모두 70명이었으며, 방과 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활동이 이루어지
고 있었다. 동아리 활동 명예교사들은 연간 8회 4시간씩 동아리 활동 명예교사로 참여
하게 되며 연구 당시 7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 급식 모니터링단은, 식재료의 검수와
배식, 검식을 주요한 활동으로 하고 있었다. 참여 학부모들은 매일 8시 40분부터 9시 사
이에 조리실에서 식재료 검수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각 교실 앞에서 배식 및 급식지도
를 하고 있었다. 이후 교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검식 활동에도 참여
하고 있었다. 이 외에 학부모 명예시험감독, 방과후활동 소위원회, 맑은 수련활동 위원
회, 사이버 도우미가 있었다.

2. Y중학교 학부모회의 발전 과정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회는 형식상 존재하고 있다. Y중학교의 경우 그렇게 형식
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확장되어 발전하고 외부
의 도움 없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이러한 ‘활성화(活性化)’의 과정은 그
런 점에서 형식상의 단체가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도록 하는가의 과정과 다
른 것이 아니다. 맹아기, 발전기, 정착기는 그러한 맥락에서 내부자들의 체험에 대한 연
구자들의 분석에 의해 이름붙여진 것이다. 아래에서는 Y중학교 학부모회가 어떻게 생명
력을 얻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성장해나갔고, 정착되어 갔는가를 정리하였다.
가. 맹아기(2007-2010)
맹아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Y중학교 학부모회가 생명력을 갖고 새로운 방향을 모
색하는 시기로서, 이하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과 계기,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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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적 측면
가) 기존 학부모회의 전통과 정책적 선도
Y중학교 역시 지금처럼 학부모회 규모가 커지기 이전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학부모회

가 있었다. 가장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하는 샤프론의 경우 전임 교장의 전폭적인 후원
하에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었으며, 또 아버지회는 이미 2007년도에 최초 결성되
어 나름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한다. 합창단의 경우에도 그 역사가 이미 6년에
이르고 있었다. 이처럼 Y중학교의 경우 학부모회의 전통이 면면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이후 학부모회 활성화에 기본적 자산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 선도와 지원, 특히 학부모
회와 관련된 연구학교와 시범학교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교사들은 지적했다. 학부모회
활성화에 주력하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해야 관련 활동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투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재정
적으로도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Y중학교는 이미 2회에 걸쳐 학부
모회 활성화 연구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이 교무: 그 시동을 건 거는 교육 정책이죠. 연구학교 해 봐라 해서, 이 쪽 지역에 맞는 걸
해 나가다 보니까. 이 학교도 두 차례 걸쳐 시범학교를 했으니까. 단시간에 된 게
아니고, 2007년도에 시작되고 (중략) 11년도에 또 연구학교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단체가 많아진 거죠. 2010-11년도쯤 되니까, 선생님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나) 학교발전과 함께 가는 학부모회 활성화
또한,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교사들
은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무조건 학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유도한다고 해서 학
부모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며, 학교가 해당 지역 사회와 관내 학구에서 학업이나 성적,
기타 대내외 수상 등을 통해 “좋은 학교”로 소문나게 되면 자연히 학교에 대한 학부모
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것이 학부모회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금 교감: 2-3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은 교육청이나 어딜 가도, Y중학교가 훌륭
한 학교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학교도 좋아지고 하니까, 엄마들도 좀, 이렇게 좋
은 학교에 우리 애를 보내니까, 만족을 많이 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Y중학교의 강 교장은 부임 후 학부모회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 학교 발전에 주력했

다고 한다. 특히 학교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자 했으며 학부모들에게 내세운 공약을 충
실히 이행하고자 했다고 한다. 또 학교 안팎의 환경을 미학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연스
럽게 학교에 대한 신뢰가 확대되기를 의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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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장: 처음에 그 학부모회 시스템을 갖추기가 힘든데, 그게 학교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거야. (중략) 그 원동력은, 우선 학교 환경도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하고,
환경 깨끗해지면 애들은 변해요. 제가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 딱 되
어 있죠.

2) 운영적 측면
가) 학교장의 의지와 리더쉽
그러나 Y중학교 학부모회가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강교
장의 리더쉽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의 교육관이나 가치관은 학교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데, 학교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태도가 없다
면 학부모회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5)
이 교무: 교장 선생님 역할이라면, 학부모회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하죠. 소극적이
면 힘들겠죠. (중략) 어떤 업무든 교장 선생님 마음 안 먹으면 절대 안 되요. 힘
들어요.

Y중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0년 강교장의 부임을 통해 Y중학교 학부모회

는 발전적 전환의 국면을 맞을 수 있었다. 강교장은, 학부모회는 학부모들 스스로가 하
고 싶은 활동이 주가 될 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
구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Y중학교 학부모들에게는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과는 차별화되
는 이들만의 요구가 있으리라 짐작하였기 때문이다.
강 교장: 학부모회가 잘 되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
고. (중략) 학교가 안 되간다, 그러면 어머님들도 나오기 싫어요. 그러니까 결국,
잘 된 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구를 여기도 적용해야 하는 거야.

이를 위해 강교장은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학부모들의 육성을 전해 듣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이해 설문지나 공청
회 등의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데, 강교장은 이를 통해서는 학부모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장을 가진 학부모들을 위
해 저녁 시간 면담이나 아버지들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통해 아버지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포착할 수 있었다.

5) 이처럼 학교장의 의지와 리더쉽이 학부모회 활성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은 학부모들
도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아버지회 회장은 인근 학교에서 아버지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던
교장이 타학교로 전근가자 해당 학교의 아버지회가 와해된 사례를 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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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장: 첫 번째 목표가 아버지를 학교에 끌어들이자, 그래서 아버지가 뭘 요구하는지 조
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고, 사랑은 큰
데 뭘 어떻게 해 줘야 할 지 모르고, 그러니까 야단만 치게 되는 거지.

나) 재량권 부여와 책임감 고취
교장의 리더쉽이 중요했지만 그것이 학부모의 주체적 참여로 이어지지 않으면 학부모
회는 살아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강교장이 초기에 가장 주목한 것은 학부모
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강교장은 임원진 학부모들을 중
심으로 각자가 속한 산하 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주문했다. Y중학교 학부모
들은 대개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의욕이 높았기에 이러한 전
략이 주효할 수 있었다.
강 교장: 여기는 학부모들이 의욕이 많은데... 제가 한 거는, 그거를 발전시켜서 주인 의식
을 갖게 한 거죠. (중략) 애가 뭘 하려고 해도 그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처
럼. (중략) 학부모들이 열심히 하려는 게, 그 이유는 자기가 운영을 해야 하니까.

이러한 정황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학부모회 소식지의 경우였다. 강교장은 소
식지의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뿐 이후의 추진에 대해서는 학부모 측에 전적으로 일임했
다고 한다. 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운영진 학부모들에
게 진척사항을 묻고 그 노고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강 교장: (전략) 주인 의식을 갖게 하니까 이런 소식지도 나오는 거죠. (중략) 이거 소식지
발간하는 사람은 학부모 회장이 하는 거야, 물론 가져오면 조금 봐 주긴 하지. 이
번엔 어떻게 할 거에요? 이렇게 찌르긴 하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찌르는
거가.

이처럼 학부모들 스스로가 학부모회를 꾸려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학교 측은 학부모들
을 권한과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고 대하였다.
3) 주체적 측면
가) 유도된 자발성과 참여의 기쁨
Y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정책적 선도와 학교장의 리더쉽에 부응하여, 적극적으

로 학부모회에 참여함으로써 학부모회가 살아움직이도록 하고 있었다. 단, 이러한 학부
모들의 자발성과 참여는 상당 부분 학교 측의 유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를
테면 대부분의 학부모회 임원이나 산하단체들에서 회장은 여전히 “관례적인 방식”으로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학부모회 회장의 경우 학생회장의 어머니가 맡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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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암리의 묵계로 정착되어 있었으며 또 산하단체장의 경우에도 교사들의 개별적 접촉과
부탁에 의존하고 있었다. 해당 학부모들은 이러한 학교측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하
고 있었다.
서정연: 학부모 총회를 하면 어머니들이 하시고 싶은 거를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담
당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애가 그 반에 있는데 회장이죠. 그래서 아무래
도. 저희 3학년 아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아마 편하셨나 보죠.

또 학부모회 임원이나 단체장들은 “감투”를 쓴 이상 책임감으로 인해 학부모회 활동
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 회장의 말이다.
김혜선: 책임감? 명예?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좋고 싫은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고, 주어진 일이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상황을 떠나서. 내가 직장맘이
니까, 백 프로 있다면 오십 프로 해야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학부모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학부모회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
으나, 학부모회 참여를 통해 보람과 자부심을 경험하고 있었다.
김혜선: 사람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힘들어 하면 힘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걸 좋은 기회
라 생각하면 학교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아이도 자부심을 느
끼고. 그러면 일을 좀 줄이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합창단의 경우 매년 학교의 가을 축제 무대에 서 오고 있는데, 이것이 생각지도 못했
던 기쁨과 감동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윤재: 축제 올라가니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딱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올라가니까 되게
감동스럽더라구요. (중략) 1년 동안 고생한 보람, 그 무대에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
요. 우리 집행부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눈물을 글썽이고.

나) 참여의 부담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참여 초기 그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부담이 많았다고
했다. 이는 특히 소속되어 있는 학부모회 산하 단체가 여럿이거나 혹은 단체 운영진으
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학부모회 회장의 경우 거의 매주 “출근하다시피”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선: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오죠. 학부모회하고 관련해서요. 일단 학부모회는 학교
에 있는 공식 행사는 저희가 다 서포트. 마라톤 대회, 어버이날도 있고,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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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 작품 발표회도 있고, 또 학부모회에서 하는 교육도 있을 거고. 그런 모든
공식 행사는 다 저희가 서포트를 하는 입장이죠.

임원이나 단체장이 아닌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들 수가
많아 개인당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직장을 가진 경우 특히 그러했다. 아버지회의 경우 야간 순
찰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돌아오지만 이 외에도 정기 모임이나 기타 학교 행사까지 합
하면 꽤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회 회장은 직장인으로서 이는 “굳
게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우: 한 달에 한번 꼴로 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할애를 할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중략) 집에 퇴근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물론 시간 맞추기가 힘든
건 있어요. 오늘도 원래 저 분이 당직이 아닌데, 바뻐서 내가 보충해 주는.

합창단의 경우에도 2학기부터는 축제 참여를 위해 매주 모이게 되는데, 이로 인한 시
간적·물리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샤프론의 교복 재활용 사업은 한겨울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 그 자체로 상당한 육체적 노동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의 기쁨 등 긍정적 체험들이 커지면서 학부
모회는 성장할 수 있었다.
나. 발전기(2010-2011)
발전기는 맹아기를 통해 일단 생명력을 얻은 학부모회에 다수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드러나고 또 이 요구들이 제도적으로 수렴되고 체계
화되면서 학부모회의 자생적 토대가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1) 제도적 측면
가)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춘 활동 편성
교장의 리더쉽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한 밀착 조사가 이루어진 후 Y중학교에서는
이에 맞춘 활동을 새로이 편성하였다. 가령 아버지들의 자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를
기획했으며, 또 아버지들의 수업 참관 유도를 위해 오후의 방과후 수업을 공개하였다.
강교장: (전략) 하여튼 아버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알고 코칭할 수 있는 거를 했더니, 그렇
게 열심히 적을 수가 없어요... 또 아버지들은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나 모르니
까, 방과후 수업도 보여드리고. 방과 후는 오후에 하니까 볼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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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들의 문화적 욕구와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고자 합
창단과 미술반을 신설하였다. 이는 소기의 효과를 가져왔는데, 다른 학부모회 단체의 활
동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학부모들이 미술반이나 합창반을 통해서 “당당하게” 학교
출입을 하게 된 것은 물론, 학부모회 전반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은아: 엄마들이 사실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에서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분이 정확
하면, 별로 그게 잡음의 소지가 없는 거 같아요. 미술사라고 하면, 그래 나 미술사
배우러 왔거든, 그러면 별로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잘 굴러가는
거 같아요.

나) 산하단체별 활동의 정비와 체계화
더해서 이 시기 Y중학교에서는 기존 학부모회의 조직과 활동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산하단체별 역할과 활동이 체계화되고 분화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샤프론에 통합되어 있
던 보안관이나 지킴이 활동들이 분리,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샤프론은 봉사 프로그램
의 창출과 시행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단체별로 활동과 성격이 명확했
기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한결 용이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혜선: 가장 컸던 건 학교에서 틀을 만든 거, 뭐든지 그렇잖아요. (중략) 구체적인 솔루션
이 없다면 누구나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단체가 특색 있게. 그거를 엄마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 준... 그래서 잘 된 거 같아요.

다) 독립적 재정과 시설의 제공
뿐만 아니라 Y중학교에서는 학부모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적 토대를 제공하
였다. 무엇보다 학부모회를 위한 재정을 학교 재정과 기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었으며, 매년 300만원 안팎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단체별로 비품 구입비와 다과비, 기타 행사비와 활동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교사
들은 학부모회 역시 조직이니만큼 예산의 제공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교무: 모든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꼭 필요한 거는 있어야. 획일적인 거는 안 좋지만 꼭
필요한 거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거는 신청하는 거. 그런 거 전혀
없고 자발적으로 해 봐라 하는 거는 힘든 거 같아요.

또 Y중학교에서는 학부모회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였다. 교실 하나를
학부모회를 위해 할애하고 있었으며 사물함을 만들어 활동 비품과 일지 등을 수납할 수
있게 하였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제반 공간과 시설이 있기에 학부모회에 대한 더 강한
소속감과 의욕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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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원래 회사도 그렇잖아요. 자기 책상이 있어야 소속감이 있잖아요. 책상 빼면 여기 올
필요 없나 그런 것처럼, 우리 공간이 있고 여기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2) 운영적 측면
가) 실질적, 자율적, 독립적 운영
Y중학교 학부모회가 발전해 가면서 운영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산하 단체별 운

영이 실질적, 자율적, 독립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Y중학교 학부모회의 실질적, 자율적, 독
립적 운영은 이를 접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되고 있었는데, 금교감의 설명이다.
금 교감: 처음 이 학교를 왔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름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
으로 활동을 하겠나 했는데, 계속 순시를 하시고. 진짜 시간을 어기지 않고 하시
고,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데에 굉장히 놀랬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어
떻게 해라 그런 거 안 하는데 자발적으로 해서 굉장히 놀랬어요.

이처럼 산하 단체들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 각자의 활동에 임하고 있었으
며, 여기에는 교사들의 개입을 비롯한 어떠한 외부적인 강제도 발견되기 어려웠다.
이 교무: 학부모회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전에 연간계획을 다 나눠주고, 올해 이런
이런 활동 합니다 하고, (중략)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 자기들의 내규가 있는 거
같아요. 학교에서 결제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학부모회가 “알아서 굴러가다” 보니 교사들로서는 딱히 학부모회의 존재로 인
해 업무 부담이 늘어나거나 신경 쓸 일이 없다고 했다. 학부모회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경우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임원진 학부모를 통해 간단한 안내만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금교감: 아침에 연수가 있다 우리 학교에서 10분이 가셔야 합니다, 한 마디만 가면 그 날
오후도 되기 전에 명단이 탁 날아와요. 학부모 회장이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해야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그렇게 빨리 채워지는 것을 보면, 바로 바로 답을 주
시는 거거든요.

나) 합리적인 단체 운영과 투명한 회계 집행
또 Y중학교 학부모회는 산하단체들의 활동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었다. 가
령 아버지회의 경우, 지역사회와 미디어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학교 내외의 행사에 자주 초청받고 있었는데 지나친 대외 활동은 경계하고 있었다. 회
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했거니와, 아버지회가 주목을 받는 것이 자칫
본래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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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대놓고 막 홍보를 해서 아버지들을 부담스럽게는 안
하려고 하죠. (중략) 왜냐면 그렇게 월차 내고 할 정도로는. 어떤 부담을 받지 않
는 선에서 하자는 거니까.

아울러 각 단체들은 합리적인 운영의 경험을 통해 관례화된 내규들을 만들어가고 있
었다. 즉 내부활동의 내용과 종류, 임원진 선정 방식 등에서 적정한 수준의 합의가 도
출, 정착되고 있었다. 가령 아버지회의 임원진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우: 1학년 임원을 뽑는다고 하면, 첫모임에서 참여의지를 밝히시는 분들하고 같이 식
사를 해요. 자연스럽게 통성명이 이루어지고 직업군, 나이가 밝혀지면, 운영진에서
발의를 해서 아버지들끼리 좌담을 하게 해요. 이렇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게끔
유도를 하죠.

더불어 각 단체들은 회계 운용에서도 투명성을 기하고 있었다. 많은 단체들이 정기
모임이나 기타 자체 활동을 위해 소정의 별도 회비를 걷고 있었는데, 임원진들은 다들
안면이 있는 학부모들끼리니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결산과 보고를 하는데
더욱 더 신경을 쓰게 된다고 했다.
김유선: 내 돈이면, 십 만원이면, 사실 이 동네서 살면서 십 만원이 큰돈은 아니거든요. 회
비는 십 만원이 어머어마하게 큰 돈인 거예요. (중략)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게 또
큰 스트레스예요.

다) 학교교육의 보완과 다양화
산하단체별 역할과 활동이 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단체에 따라 기존 학교 교육과정
을 보완, 다양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가령 샤프론의 경우,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
의 봉사활동은 교내외의 청소 등 형식적인 활동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샤프
론을 통해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샤프론에서는 독거 노인 도시락 배달과 장애인 시설 봉사 등 다양한 외부 봉사의 기회
를 창출하고 있었다.
김유선: 저희가 봉사를 할 때도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애들 데리고 봉사 다니면,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환경연합하고 수질 검사를 하거든요. (중략) 장애 봉사도 갔었고. 다양해요.

더불어 새로이 신설된 진로명예교사회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제공하지 않는 진로교육프
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진로명예교사회에서는 자녀들에게 좀 더 특화된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Y중학교 학부모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며,6) 이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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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장과 입시 지도 교사, 대학의 입학사정관, 기타 사설학원 입시 컨설턴트 등
을 초빙하여 강좌를 개최하고 있었다.
나란주: (전략) 그 잘 하는 몇 명을 제외한 일반적인 엄마들한테 필요한 정보, 그 학교를
어플라이하는 게 맞는지, 그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 주는지, H고와 K고의 차이점이
뭔지. 고등학교 가서 잘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하는지, 그런 정보가 훨씬 필요
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로명예교사회에서는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
하고 있었다. 경마장이나 항공사, 키스트, 유명 대학과 각종 기업 등과 접촉하여 견학 프
로그램을 알선하고 있었는데, 이는 Y중학교 학부모들의 다양한 직업과 사회적 관계망에
힘입어 무난히 성사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연구 당시 미술반의 경우에도 회원들은 자신
들이 들었던 미술사 강의를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특강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3) 주체적 측면
가) 자발적 참여와 참여의 보편화
소문난 잔치에는 사람이 몰리는 법이다. Y중학교 학부모회가 발전기에 접어들면서,
대다수의 학부모들에게 학부모회 참여는 선택이라기보다 필수가 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Y중학교 학부모회가 발전해 가면서 구태여 학교 측의 적극적인 안내나 유도 없이도 학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하 단체가 구성되고 유지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학부
모들은 자녀의 입학과 함께 “당연한 수순처럼” 학부모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김유선: Y중학교 하면, 봉사를 떠올리는데, 엄마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저
는 그게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중략) 그런 모습이 좋아 보여서, 그런 게 이입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학부모들은 이를 하나의 ‘행위압력’으로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학부모회가 발전하다
보니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오히려 예외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호기심과
불안함을 느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6) 최근 수년간 입시전형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Y중학교의 학부모들 역시 이러한 변화된
입시체제에 적응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고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 자공고 등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상위권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들을
둔 학부모의 경우 더욱 그러했는데, 이들이 보기에 학교는 주로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로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하위권에 속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지역사회 내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라든가, 고교 생활을 위해 중학교에서는 준비해야 할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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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샤프론 같은 경우도 어머니들이 다 하니까,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반모임 30명
중에서 20명이 또 다른 모임이니까,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그 결과 연구당시 Y중학교 학부모회 등록 학부모수가 1000여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교사들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이는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개인적 사정이 있는 학부모들
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정보교환과 스트레스 해소
학부모회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참여를 통해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김수연: 어머니들이 사실 커뮤니티가 필요하잖아요. 남의 이야기도 듣고 자기 애하고 비교
해 가면서 좋은 정보도 듣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친
구 관계인지 그런 거를 다 듣고 싶어 하거든요. 담임에게는 쉽게 갈 수 없으니까.

특히 전업 주부가 아닌 소위 “직장맘”들에게 학부모회는 자연스럽게 “학부모 네트웤
에 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김혜선: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이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 엄마들의 고민. 솔직히 이
런 거를 직장맘은 느낄 수가 없죠. 직장맘들이 밥 사줘 가면서 엄마들 네트웍에 끼려고 노력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더불어 학부모들은 학부모회를 통한 만남이 사는 재미를 준다고 덧붙였다. 자녀들에
국한된 이야기를 넘어 일상과 삶에 대한 여러 화제를 공유할 수가 있기에, 특별한 이해
관계로 얽히지 않은 순수한 친목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유선: (중략) 수다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원이 좋고 어디가 좋고 물론 이런 이야기
도 나오지만,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사는 즐거움, 스트레스 해소. 그게 굉장히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다) 사회적 참여와 자기계발
더불어 학부모들은 학부모회를 사회적 참여와 자기 계발의 기회로서 지각하고 있었
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학부모들에게 학부모회 참여는 가정을 벗어나 사회적 존재로서
의 자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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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전업 주부로 있다가 사회활동인 거잖아요, 이것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
요, 자기 계발이기도 하다고. 우연히 학교에서 이런 봉사 하니까 맺어지니까 된 거
예요. 다른 봉사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회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으며 이것이 자기계발로 이
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Y중학교 학부모회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있는 이들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분야와 직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실질적인 정보나 도
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우: (전략)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더라. 그런 사람들을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애들을 핑계로 한 삼사십 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알
려면 4-5년 걸리겠죠. 인간 관계가 넓어져 버리는 거죠.

다. 정착기(2011-현재)
정착기는 맹아기와 발전기를 거쳐 그 활동과 조직이 체계화되어 자립의 토대를 갖춘
학부모회가 더 이상 학교 측의 정책적 지원이나 유도 없이도 자생력을 갖추고 ‘살아 움
직이게’ 되는 시기를 말한다.
1) 제도적 측면
가) 학부모회와 학교 간 공식적 소통 채널의 마련
학부모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Y중학교는 학부모회와 정기적인 소통의 통로를 구
축하였다. 즉 공식적인 학교교육 계획 안에서 정기적으로 학부모회와의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바, 연초 발대식을 비롯하며 학기말의 간담회, 학년말의 워크샵 등이 그러했다.
이교무: 일 년에 두 세 번 있는데, 평가회가 있고 또 그거 말고 중간에 학부모 단체들하고
간담회가 두 번 있어요.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 불편한 게 뭐가 있느냐. 학교에서
뭣 때문에 못 하고 있고. 학부모 회의실에서 모여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발언 기
회 주고 답변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고. 학부모들은 단체 가서 알
려주고.

학교는 이를 통해 학부모회 측의 요구를 파악하는 동시에 학교측의 사정이나 입장을
전달하고 있었으며, 학부모회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
였다.
아울러 학부모회는 이러한 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표명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었다. 일례로, 2013년도의 경우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전에 폐
강되었던 CNN 방송 아침 청취가 부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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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연: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 같아요. 거기서 이야기한 게 굉장히
빨리 리액션이 와요. (중략) 교장 선생님을 보면, 뭐든지 다 알고 계세요. 이야기를
하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처럼 학부모들은, 학부모회의 의견과 요구들이 즉각적으로 검토 및 수용된다는 것
에서 학부모회 활동에 더욱 의욕을 느끼고 있었다.
2) 운영적 측면
가) 학교 및 교사, 자녀와 거리 두기
학교 안팎으로 학부모회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Y중학교 학부모회는 학교나 자
녀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례로 학부모들은 학교에
와서도 단체별 활동에만 주력하였으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
고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의 경우 부모가 학교생활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
려하기 마련이므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티 나지 않게” 하고자 하였다.
김수연: 거의 Y중 학부모 단체는, 오시면 단체 활동만 하지. 또 애들 자체가 크니까 우리
교실 앞에 오지 마세요, 나 보러 오지 마세요. 이제는 애들이 다 성숙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는 척 안 하시고 거의 애들하고 상관없이 움직여요.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과도 업무 외 따로 만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각자의 업무로 바쁠 뿐 아니라, 교사들의 활동과 학부모회
의 활동이 일상적 접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들 업무가 너무 바쁘시잖아요, 오후에는 방과후 수업 있으시
고. 아이가 교실에서 사고치고 그러면 상담 요청하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어머니
활동 빌미로 선생님 찾아가고 그런 어머니는 못 봤어요.

교사들 역시 학부모회의 존재로 인해 학교 내부의 의사결정에 변화가 생긴다든가 혹
은 이른바 “치맛바람”에서처럼 학부모의 활동으로 인해 그 자녀의 수상 내역이 결정된
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금 교감: 학부모회에 참여를 하고, 회장을 하고 이래도, 특별히 자녀한테 뭔가 도움이 가는
것 같진 않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엄마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이런 건
있을지 모르는데, 아이에게 뭘 해 준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아울러 교사들은 학부모들과 거리두기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려 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학부모회의 회원들과 지나치게 사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학교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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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기타 공적인 장면 이외에서 만나는 것을 지양하고 있었다.
이 교무: 관리 선생님하고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게 없으니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중략) 너무 가까이 가면 안돼요. 아버지회도
공식적으로는 가지만 뒷풀이는 안 가요.

나) 학부모회에 대한 지속적 홍보
Y중학교 학부모회가 발전해 가면서, 학부모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

보 작업도 병행되고 있었다. Y중학교 학부모회는 2012년부터 연 2회 자체 소식지를 발
간해오고 있었는데, 일부 비참여(참여하지 않는) 혹은 불참여(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들
을 비롯한 학부모 일반에게 학부모회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학부모회 회장은
향후 소식지가 좀 더 직접적으로 학부모 손에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
혔다.
김혜선: 원래 어머니회 활동이라는 게 하나하나 홍보가 잘 안 되잖아요. 엄마들이 못 봤다
고 할 때 그럴 때 좀 맥 빠지죠. 애들이 안 전해주고, 홈페이지에 올려도 찾아보는
사람은 적은 거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편으로 발송할까...

아울러 2012년에는 Y중학교 어머니회가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학교로서 선정된 바
있다. 2009년도의 수상 주체가 학교였던 것과는 달리 2012년도의 경우 학부모회 자체가
수상자였으며, 학부모회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 응모하였다. 이를 통해 Y중학교 학부모
회의 활동과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이 학교측의 자평이었다.
3) 주체적 측면
가) 다른 학부모들이나 교사들과의 마찰
학부모들의 참여가 장기화될수록 학부모들이 온전히 긍정적인 측면만을 경험하는 것
은 아니었다. 일례로 참여 학부모들은 다른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나 갈등을
격고 있었다. 학부모회 활동이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관계의 확대에 기여한다지만 이는
동시에 그만큼의 갈등과 회의에 휘말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즉 학부모들 간의 미
묘한 알력이나 경쟁, 신경전, 불화 등이 발견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경우에 따라 참여를
저해하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
김유선: 활동을 안 하는 이유는, 친목이나 그런 것도... (중략) 우리가 어디를 가면 예전에
그 반 엄마들이랑 놀아요. 엄마들의 묘한, 그런 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가장 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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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교사들과의 마찰 역시 학부모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
었다. 이는 특히 교사들과 접촉할 일이 잦은 운영진 학부모들의 경우에서 그러했는데,
교사들과의 업무 공조나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히 그러했다.
김유선: 봉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잊어버리고 제출
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봉사 현장에 와서 봉사 했어, 확인서 받았어.
그런데 돌아오면 계획서 없다고 인정 안 해 주는 거죠... (중략) 그 정도는 충분히
선생님들 해 줄 수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나) 학부모회 참여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
이 외에 학부모들은 오랜 참여로 인한 피로감과 회의를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운영
진 학부모들의 경우, 회계 관리나 일정 관리, 출결 체크, 인간관계 등의 일들을 오래 하
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일을 왜 하나”하는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김유선: (전략) 이게 사실, 이런 단체를 끌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항
상 일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거기서 온갖 스트레스.
내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돈 써 가면서.

또 학부모회 활동 자체에 대한 회의 역시 없지 않았다. 샤프론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
모의 경우,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봉사를 할 만한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
다. 학교는 봉사 활동을 다만 하나의 “스펙”의 일환으로서만 취급하고 있는데, 가령 개
인별 봉사활동의 기록을 위해 1365와 나이스(NEIS)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에게 봉사계획서와 개인별 입력을 요구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로 인
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봉사의 의미보다 절차의 피로감을 먼저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선: 현실의 벽이 너무 틀려요. (중략) 지금도 1365에 나눔 포탈이라는 거에 하면, 거기
서 하는 봉사는 다이렉트로 나이스에 전송된다는 거죠. 이것도 일이라구요, 정보사
회가 좋은 게 아니예요. 일을 더 만들어주는 거죠. (중략) 엄마들 개인한테 어떻게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입학 이후 3년 내내 샤프론 활동을 해 왔다는 샤프론 회장은, 학부모회 참여
에 대한 총체적 피로감과 회의를 겪고 있었다.
김유선: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별루 그냥...
크게 의미는 안 둬요. 늘 고민은 하죠. 내가 이 일을 맡을 만한 인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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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참여, 비참여 학부모의 상존과 학부모 참여도의 하락
학부모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보편적 참여라 할 만큼다수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
다고 하나, 여전히 일부 불참여, 비참여 학부모들이 발견되고 있었으며 이는 Y중학교
학부모회의 과제가 되고 있었다. 현지연구에서 확인된 불참여 학부모의 유형으로는 대
표적으로 직장을 가진 학부모들의 경우였다. 전업주부들과 달리 시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바, 사이버 도우미 회장은 이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사이버 도우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송지하: 애들이 쌍둥이다 보니까 학교를 3년 동안 맡겨 놓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부모로서 뭘 봉사를 하고 싶은데 매일 나오지는 못하니까. 특히 직장 다니는 부모
들이 사이버 도우미는 괜찮은 거 같아서 자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온라인 상의 학부모회 참여라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며, 이에 달
리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송지하: 직장 가진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이버 말고는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게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사이버에서도 부모님들끼리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요.

이 외에 개인적, 가정적 상황으로 학부모회 참여를 어려워하고 있는 경우 역시 있었
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진학이나 진로 등 다른 자녀의 상황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워지
고 있었다. 합창단 회장은 큰 아이가 고 3이 되면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뒷바라지를 해
야 했고 이에 어머니회 활동은 간신히 지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윤재: 저는 1학년 때까지는 일도 하고, 또 오빠도 있고 해서 참여를 못했어요. 큰 애가
고등학생이어서 못 했어요. (중략) 아이가 작년에 고 3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장도
다 그만두고, 작년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 나온 거죠.

더해서 자녀의 성장이나 기타 그에 관련된 다른 변화로 학부모회 참여가 어려운 경우
역시 발견되었다. 가령 자녀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다거나 성적이 하락한다거나, 달리
문제적 상황에 놓인다면, 학부모회 참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샤프론 김유선 회장의
경우 자녀가 학생회 임원도 아니고 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편도 아닌 상황에서 단
체장을 한다는 것이 여러 모로 “마음이 불편한” 일이었다고 고백했다.
김유선: 그리고 아직도 공부 못 하는 아이는, 조금 엄마들이 주춤하잖아요. (중략) 우리 아
이가 학생회장을 하거나 반장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중략) 차라리 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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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이 없었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 외에도 자녀의 진급 역시 학부모회 참여를 미온적이게 하는 한 배경이 되고 있었
다. 즉 입학 초기에는 열심히 참여하던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성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진학이나 진로 등에 더 관심을 쏟게 되고 학부
모회 활동에는 “시들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김유선: (전략)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일에 덜 관심을 갖죠. 고입이나 진학도 있
고, 신경을 쏟을 게 많잖아요. 저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
략) 그래서 항상 그래요, 1학년 때 모임이 제일 많고 조금씩 떨어지죠.

이처럼 학부모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학부모 참여의 지속이라는
문제는 학부모회의 과제가 되고 있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Y중학교 학부모회 사례에 기초하여, 그 발전 과정의 단계별 특징과 실천 적
노력 및 현실적 곤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단위 학교 학부모회 활
성화를 위한 발전 단계별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맹아기이다. 이 시기 제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존 학부모회의 전통을 발전적으
로 계승하는 것과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선도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즉 단위
학교에서는 기존 학부모회의 존재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기타
공모 사업을 통하여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학부모회 활성화는 학교발전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함께 이루어질 때 추동력을 얻고
있었던 바, 학교발전을 통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학교로 유도하면서 이를 학부모회 참여
로 이어갈 수 있어야겠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학교장의 리더쉽이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장은 학교발전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가지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견
인해 가는 가운데, 학부모회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학
부모들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밀착 조사는 학부모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
고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학교는 학부모회의 활동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
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는 학부모들 스스로가 학부모회의 주
체가 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자율
적, 독립적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해갈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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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때 학교의 공식적, 비공식적 인정과 감사의 표시는 학부모들의 동기와 책임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적 측면에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학교가 아무리 학부모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학부모들의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
질 수 없다. 임원진 선정 등에서 학교 측의 유도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초기 학부모
회 활성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역할과 비중
이 높은 산하단체에 소속된 학부모들일수록 학부모회 참여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바, 학교는 이에 대해 항상적으로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발전기이다. 이 시기 제도적 측면에서는 학부모회 활동의 체계성과 적합성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학부모들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과 활동
이 편성되느냐, 또 이에 따른 산하단체별 역할과 기능이 적절히 정비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해서 학교 측에서 학부모회를 위한 독립적인 재정적, 물리적, 공간적 여건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학부모회 발전
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학부모회의 실질성, 자율성, 독립성을 획
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교사들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산하 단체들의 활동
전반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산하 단체별로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회계 집행
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아울러 학부모회가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천하고자 할 경우 학교는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체적 측면에서는, 학부모회가 발전기에 접어
들면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한층 더 확대되고 보편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니와, 학교
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학부모회 발전을 위한 견인차로 활용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참여를 통해 정보 교환과 스트레스 해소, 사
회적 참여와 자기계발 등 여러 가지 정서적, 사회적 경험을 하고 있었으며, 학부모회 참
여를 또 다른 하나의 사회활동으로서 인식하면서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있었다.
끝으로 정착기이다. 제도적으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학부
모회 발전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간 정례화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간담회나
평가회, 워크샵 등 공식적, 정기적 의사소통의 계기들을 통해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학교는 학부모회의 요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와의 공식적, 정기적 의사소통의
채널을 통해 학부모들은 학교가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게 됨으로써, 학
부모회 활동에 더욱 더 의욕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학교는 언제나 학부모회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형식적 만남의 장을 학교 행사나 운영계획 등 공식적 학
교활동의 일부로서 포함, 정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시기 학부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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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서는 특히 공공성의 담보에 유의해야 한다. 학부모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
치 기구로 남기 위해서는 학교 및 교사와의 거리두기가 필수적인 바, 학교와 교사는 학
부모회의 중립적, 공적 위상을 담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부모회의 역
할과 활동을 넘어선 기타 학교 내부의 고유한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사들은 학부모들과 공식적, 형식적 관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학교와 학부모회는 학부모회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야 하는 바,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홍보와 불참여, 비참여 학부모들에 대한 대처를 고민
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겠다. 앞서 논했던 것처럼, 소식지 등을 통한 학부모회 홍보, 사
이버 상에서의 학부모회 참여 방안 강구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착기 주체적 측면에
서는, 학부모회와 교사들 간의 소소한 갈등이나 마찰을 해결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학부모회가 독자적인 영역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한 교사들과 부분적으로 업무적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
데 교사들의 관료주의적 절차나 형식에 대한 고수와 학부모들의 상식이나 이해관계 사
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학부모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이 지속
적으로 해결 혹은 완화되어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는 학부모회 참여 장기화로 인
한 학부모들의 피로감과 회의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오히려 학부모회가 발전할수록
학부모들이 놓이게 되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어야겠다.
이 연구의 의의와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해 학부모회의 발전과정에서 단계별로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조
건들과 실천적 노력들이 있어야 하며 그 가운데 현실적 곤란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학부모회 활성화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 논의에서 학부모회 활성
화를 위해 제안된 것들, 즉 학부모회를 위한 독립적 재정의 확보 및 자율적 운영(강대
중, 2011; 김영화, 1995; 오정희, 2011) 및 학부모회의 독립적 공간 마련(강대중, 2011),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간적 융통성의 확보(정충혁, 2003) 등이 실질적으로 학
부모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니와, 아울러 이러한 조건들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단위학교에게 실질적이고 직
접적인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인 바, 학부모회를 활성하고자 하는 단위학교는 본 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학부모회 활성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무엇을 체험하고 어떤
어려움들에 직면하는지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학부모회 활성화에 대한 사례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회가 실제로 발전해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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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무엇을 체험하고 느끼며 생각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
연구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참여로부터 느끼는 보람과 자부심, 자기계발과 사회
적 참여의 기쁨, 그 가운데 느끼는 갈등과 피로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학
부모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학교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활동을 통해 학부모들
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내다보고, 학부모들을 인격적, 목적적 존재로 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산층이 거주하는 대도시 대규모 사례
에 기초한 것에 한정됨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의 사례에 기초한 시사점은 각
학교가 놓인 특수한 맥락에 맞추어 적용과 변용이 필요할 것인 바, 추후 이에 대한 비
교 연구가 요망된다. 즉 해당 사례와 다른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요건을 가진 학교에
서 학부모회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지 해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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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Case-Study on Vitalization of Parents'
Association in Midde-Schools:
Focusing on the Case of Y Middle-school Parents' Association in Seoul
Jeon, Eun-Hee(Seoul National University)
Seo, Deok-Hee(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show what stages of development Y middle-school parents'
association has undergone and what characteristics have been accompanied with
those stages and to present some practical suggestions for vitalization of parents'
association. The stages of development may be classified into 3 stages, that is,
germinal stage, developing stage and settling stage. First, during the germinal stage,
it turned out that some conditions such as initiating policy and principal’s leadership
for

parents' association and expressing of their demands on parents' association by

parents themselves are crucial in activating parents' association. Then, at the
developing stage, it was proved that reorganizing the substructure of parents'
association, rearranging the activities of those lower organizations and improving
economic, physical conditions of parents' association would not only accelerate the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parents' association, but also help foster independence
and competence of parents' association. Lastly, during the last phase, it was revealed
most necessary and requisite establishing formal communication channel and keeping
interactions between school and parents' association, making public relations with
other parents or school districts, and securing publicness on activities and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parents’ association.
[Key words] parents’ association, vitalization, stages of development, middle
school, qualitative cas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