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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전반기의 학부모관련 입법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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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학부모관련 입법활동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처리된 법안의 사례분석을 통해
그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19대국회 전반기(2012.5.30. ~ 2014.5.29.) 교육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총 969건이며, 그중 학부모관련 법안은 46건(4.7%)으로 5건은 처리되고 41건은 계류
상태다. 학부모관련 입법활동의 특징과 시사점은 1)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법안 발의 및 유사한 법안
의 경쟁적 발의 2) 학부모에게 유용하고 참신한 생활밀착형 법안 발의 3) 학부모의 교육주체성과 권
리를 보장하는 입법의 부진 4) 목적과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의 존재 5) 외부의
압력이 높고 여야 간 견해차가 적어 합의했을 때 입법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아울러 연구자는,
학부모의 권익보호와 참여를 촉진하는 생산적 입법활동과 완성도 높은 연구를 기대하면서 1) 학부모
관련 특별법 제정 및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 2) 학부모관련 입법연구 활성화 3) 입법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폭넓게 수렴 4) 입법 목적과 효과에 대한 심층적 검토 5) 입법활동 모니터링 및 국회학계 간 교류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학부모, 입법활동, 학부모관련 입법, 교육상임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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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년은 학부모연구자들이 학부모의 중요성을 한국사회에 거듭 천명하며 학부모 연구를 조
직적으로 시작한 뜻 깊은 해다. 6월 19일 ‘한국학부모학회’ 창립과 연말의 학회지「학부모연
구」창간은 학부모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본격화를 명징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러
한 일들은 학부모의 교육주체성에 대한 담론과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참여가 늘어나고 다양
한 학부모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학부모가 학생 및 교원과 함께 교육의 주체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또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된 데에는 학부모조직과 연구자 및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단체와
교육운동가들은 학부모의 교육주체성 확립과 자녀교육권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또 연구자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 산물은 학부모를 고무․격려하였으며, 정부에는
정책 실현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이명박정부 때부터 학부모정책이 본격적
으로 추진되었고,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학부모연수 등 다양한 사업이 중앙정부와 교육
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부모의 영향력과 자주성이 커지고(김장중, 2006) 위상과 역할이 확대(이종각, 2014)됨에 따라,
당면한 교육문제 해결과 국가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부모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건강과 안전, 학교폭력,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교권침해, 사교육비 등 교육
현안들과 인성교육 강화, 창의인재 육성,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대학교육 개혁, 교육복지 실현
등의 정책 과제는 학부모와 밀접히 관련된 것들이다.
이와 같이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학부모에 대한 연구관심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상당수 제안되고, 법률의 제․개정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관련 입
법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일례로 교육법학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교육법학연구」에는 지금까지 346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으나 학부모와 관련한 연구는
12편(3.5%)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은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연구이며 학부모관련 입법활동에
대한 것은 없었다 . 교육입법에 관한 연구 자료가 매우 드물고, 학부모관련 연구 성과도 극히
제한적인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교육입법에 관한 연구 결과물들이 2008년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분
2014

1)

교육법학연구」는 교육법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는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대한교육법학회가 발행하고 있
다. 창간호(1988.12)부터 최근 발행된 제26권 제3호(2014.12)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실린 학부모관련 주제의
논문은 12편이다. 분야별로는 학부모 권리 8편, 학부모 참여(학부모회 포함) 3편, 기타 1편으로 확인되었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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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회 교육위
원회의 입법활동과 교육법률안 처리(허종렬, 2008; 강석봉․주철안, 2008; 강석봉 외, 2012), 교육
입법정책(박재윤․황준성, 2009; 황준성, 2012)과 교육입법평가(이덕난, 2009; 황준성, 2011), 교육
입법과정(임종헌, 2013)에 관한 연구들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활동
연구는 단위학교관련 법률안의 처리 현황과 주요 내용을 분석한 강석봉 외(2012)의 연구가 유일
하다.
이와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활동 연구가 미진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국
회 입법과정 연구의 대부분이 의원들의 표결행태나 법안의 통과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박
윤희(2014)의 분석이 설득력을 지닌다. 이는 입법활동이 국회라는 영역 안에서 실무적으로 검토
되고 매우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이론적 분석을 통한 학문 연구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존
재였기에, 연구자들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점도 제약요인으로 크게 작용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교육입법활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활성화는 이론의 취약성을 보충하고 담론
을 풍성하게 만들며, 입법 실무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학부모와
관련한 입법활동 연구는 교육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
론, 현실적인 교육문제 해결과 교육정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부모관련 입법활동의 전체적인 모습과 흐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현황과
특징 파악을 위해, 관련 법안들이 어느 정도 발의되며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기
로 하였다. 나아가, 법안의 실제 처리 사례를 통해 법률의 제․개정과 폐지 등 입법활동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학부모관련 분야의 연구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박재윤․황
준성(2009)이 제시하였듯이, 교육법의 해석과 적용에만 주력해온 전통적인 연구방식을 넘어 특정
법률의 생성 배경과 입법과정의 정책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연구 관심과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관련 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관심 정도를 확인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은 향후 입법 방향과 가능성 예측은 물론, 바람직한 입법활동을 위한 길잡
이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제19대국회 전반기에서 다룬 학부모관련 입법활동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19대국회 임기개시일인 2012년 5월 30일부터 2014년 5월 29일까지 2년간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되어 처리 되었거나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 학부모관련 법안을 연구대
2)

2)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5.30.~2013.3.22.)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3.2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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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학부모관련 법안이란 국회의원(위원회)이나 정부가 발의․제출한 법률안
중, 명칭 또는 내용에서 ‘학부모(보호자)’를 직접 표기하였거나 학부모의 권리․의무 및 부담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을 의미한다.
이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계 문헌과 자료를 검토하는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학부모관련
법률안의 처리 현황과 주요 내용 분석을 위해 실증적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문헌 자
료 수집을 위해서는 국회전자도서관의 주제어 검색과 관련 학술지의 논문 검색을 병행했다. 계
량 분석과 내용 분석을 위한 자료의 출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 수
록된 법안들이다.
법안의 빈도 분석은 전체 현황, 진행상태, 의원별, 영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은 검토 대상 법안의 핵심 취지와 주요 특징을 요약정리한 후, 학부모의 권리와 역할 및 책
무성의 관점에 집중하여 평가하고 해석함으로써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간 중 가결된 두 개 법안(제정안, 개정안)의 입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률안의 생애 추적을
통한 개별 법률의 미시사적 연구’(이상영, 2012: 42-43)를 시도하였다.

Ⅱ. 상임위원회 입법활동과 국회 교육위원회
1. 국회의 입법활동과 입법과정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는 국가공동체의 각종 현안과 중․장기적 발전과제가 수
렴되고 국가의사와 중요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곳이다. 국회는 입법(헌법개정안, 법률 제․
개정, 조약체결, 비준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심사, 기금심사, 재정입법 등), 일반국정(국정감
사와 조사, 헌법기관 구성, 탄핵소추 등) 및 외교에 관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
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활동이다(http://www.assembly.go.kr).
입법활동의 산물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가운영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 법률의 경우에도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 등 교육 주체와 이해관계자들
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교육정책의 방향에서부터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복지 분야에 이르기
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정정길, 1992: 140).
입법과정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크게 보면 법안의 제안, 심사
및 의결, 정부로 이송 및 공포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좀 더 세분하면 법안 발의(제출) → 본회
3)

법안의 ‘처리’는 가결(원안, 수정),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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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고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가결, 폐기) → 법사위 심사(체계․자구) → 본회의 심의
(가결, 부결) → 정부 이송 → 공포라는 긴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상임위원회 입법활동의 중요성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만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핵
심은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회는 제6대국회부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었는
데, 법률안 심사는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대체(大體) 토론 → 소위원회 심사 → 축조 심사
→ 찬반 토론 → 표결(표결) 순으로 진행된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 200-204). 이 과정에
서 다양한 논의와 함께 대안이 검토되며 사실상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임위원
회는 법안 심사기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안의 내용은 물론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되거나 부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조진만, 2010; 전진영․박찬욱, 2012)은 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안의 무덤이며 입법과정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전진영, 2010: 192)을 하는 위
원회의 의제설정과 의사결정 등 입법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부모관련 법
안의 추이와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상임위원회 입법활
동 중에서 법안의 발의와 처리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
3. 제19대국회 전반기 교육상임위원회 개관

가. 위원회 연혁과 구성 및 소관 현황
제헌국회 이후 교육 분야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상임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보건․공보․체
육․청소년 및 과학기술은 물론, 문화관광 분야와 결합하거나 분리되면서 개편을 거듭해왔다(교
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 3). 67년의 헌정사에서 온전히 교육 분야만을 관장한 위원회로 활
동한 것은 27년 정도에 불과하다 . 제18대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로 운영되었
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제19대국회 들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3)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국가 국회도 교육 분야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이 각기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교육과 노동 분야를 다루는 교육노동위원회(Education
and the Workforce Committee)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 하원(House of Commons)의 교육위원회
(Education Committee)는 아동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독일 하원(Bundestag)의 교육연구․기술평가
4)

대 대 국회의 문교위원회(1951~1963)와 14대~17대 국회의 교육위원회(1993~2008).

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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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Ausschuss für Bildung, Forschung und Technikfolgenabschätzung)는 교육과 연구 및 기술평가
분야를 담당하며, 프랑스 하원(Assemblée Nationale) 문화교육위원회(Commission des affaires culturelles
et de l'éducation)는 문화․공보와 청소년․체육 분야까지를 아우른다. 일본 중의원(衆議院)의 문부
과학위원회는 교육과 과학 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 이와 같이 교육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정부조직 체계는 물론이고 의회제도나 운영 방식, 역사와 전통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소관 기관은 3개 정부부처의 본부를 포함하여 113개
인데, 교육부 32개, 문화체육관광부 64개, 문화재청 17개 등이다. 소관 법률은 교육부 64개, 문화
체육관광부 57개, 문화재청 7개 등 총 128개를 관장하고 있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
1-153). 이처럼 교문위의 소관 기관과 업무 영역은 매우 많고 넓으며,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와
2개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 윤리) 가운데 위원정수가 세 번째로 많은 위원회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제19대국회 출범 때보다는 6인이 증가하였다. 즉, 교과위 때는 24
인이었으나, 교문위로 개편되면서 26인(2013.3)으로 늘었고, 다시 30인(2013.4)으로 증원되었다. 시
기별 위원 구성 현황은 <표 1>과 같다. 그리고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상임위원회는 여당의
5)

6)

구분
교과위

<표 1> 제19대국회 교육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 정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비교섭단체

(%)

위원장 / 간사
24
12
10
2
신학용(민) /
(2012.7.12.)
(100.0)
(50.0)
(41.67)
(8.33)
김세연(새),
교문위
26
12
12
2
유기홍(민)
(2013.3.25.)
(100.0)
(46.15)
(46.15)
(7.7)
신학용(민) /
교문위
30
14
14
2
김희정(새),
(2013.4.11.)
(100.0)
(46.7)
(46.7)
(6.6)
유기홍(민)
설훈(민) /
교문위
30
16
13
1
신성범(새),
(2014.11.17.)
(100.0)
(53.3)
(43.3)
(3.34)
김태년(민)
*「제19대국회(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편람」(223-226쪽) 및 국회 홈페이지의 <위원회 공지> 자
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정리하였으며, (새)는 새누리당 (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칭임.
7)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의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명, 국토교통위원회 31명, 교문위 및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각 30명.
7) 2014.3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이 바뀌기 이전에는 민주통합당이었음.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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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절반 이상이지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야당 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교
육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및
행정직원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있다.
나. 위원회 운영 및 활동 실적
제19대국회의 실제 전반기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인데, 기간 중 교육상임위원회는
정기회의 2차례와 임시회의 15차례를 개최하였다. 총 회의일수는 100일이었으며 2012년에는 3차
례 31일, 2013년은 9차례 57일, 2014년은 3차례 12일간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14차례에 걸쳐 58일간 열렸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차례 22일, 예산결산
기금소위원회는 4차례 19일,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한 차례(2013.11.18.)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
다. 기간 중 청문회가 1회(2013.2.28.) 있었고, 공청회는 5차례를 개최하여 총 18개 안건을 다루었
다. 교육상임위원회 회의를 연도 및 내용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8)

<표 2> 제19대국회 전반기 교육상임위원회 회의 현황

정기회/임시회, 단위: 일

소위원회 회의
구분
전체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기금
합계
청원심사
소계
2012년
10/10
5/0
5/1
0/0
10/1
20/11
2013년
8/22
0/13
8/5
1/0
9/18
17/40
2014년
0/8
0/4
0/0
0/0
0/4
0/12
합계
18/40
5/17
13/6
1/0
19/23
37/63
*「제19대국회(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편람」230-233쪽 내용을 참조, 연구자가 재정리.

이상영의 연구(2012)에 따르면, 최근 20여 년 간 우리나라 국회 입법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법
률안 발의(제출) 및 가결 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런 상황에서 교육상임
위원회는 제19대국회 전반기에 총 1,032건의 의안을 접수하였고, 210건을 처리(미방위로 이관한
50건 포함)함으로써 20.3%의 처리율을 나타내었다. 812건(78.7%)은 처리가 되지 못하였는데, 이러
한 결과는 같은 기간 국회에 접수된 전체 의안(10,435건)의 처리(4,343건, 41.6%) 및 계류(6,092건,
58.4%) 현황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결된 의안의 경우, 교과위 때는 수정
9)

이하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6)「제19대국회(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편람」230-236
쪽 및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통계를 참조하였음.
9) 이 연구는 정부보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으나 가결률은 의원보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으며, 전진영의 연구결과(2010)도 또한 그러하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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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가결이 많았던데 비해 교문위에서는 원안 가결이 더 많았다. 폐기된 의안은 거의 대부분 대
안으로 반영되었다<표 3>.
<표 3> 제19대국회 전반기 교육상임위원회 의안처리 현황10)
(2012.5.30. ~ 2014.5.1.)

구분

접수

교과위

81

처리
폐기

가결
26

수정 16)

(

4

대안반영 4)

(

단위: 건

철회

계

1

31

74
61
교문위
951
4
139
(수정 30)
(대안반영 60)
*「제19대국회(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편람」233쪽의 표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12)

미처리
5011)

이관)

(

812

Ⅲ. 학부모관련 법안 처리 현황 및 내용 분석
1. 총괄 현황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제19대국회 전반기(2012.5.30. ~ 2014.5.29.)에 교육상임위원회가 접
수한 법률안은 총 969건이었다. 이 중에서 학부모관련 법률안은 총 46건(4.7%)이며, 5건은 처리
되고 41건은 계류 상태다. 학부모관련 법률안의 처리율은 교육상임위원회 총 법안 처리율(26.6%)
보다도 낮은 10.9%에 머물렀다.
기간 중에 처리된 학부모관련 법률안은 모두 5건이지만, 실제로는 제정안과 개정안 각 1건씩
이었다. 이상민 의원(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은희 의원(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위원회
대안)’으로 수렴되어 대안반영 폐기되었으며,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도 위원회 대안이 마련됨으로써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이 두 법률안의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
은 제4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

처리 의안 170건 중에는 승인안(2건)과 결의안(6건)이 포함되어 있음.
11) 교과위 미처리 50건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한 것임.
12) 교문위 접수 951건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은 214건과 교과위에서 접수한 교육
관련 의안이 포함되어 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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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19대국회 전반기 교육상임위원회 법률안 처리 현황
(2012.5.30. ~ 2014.5.29.)

단위: 건

구분
처리
미처리(계류)
합계
전체 법안
258
711
969
5
41
46
학부모관련 법안
(제정3, 개정2)
(제정7, 개정34)
(제정10, 개정36)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2. 법안의 발의(제출) 현황

가. 제정안 발의 현황
제19대국회 전반기 교육상임위원회에 제출된 학부모관련 법안 46건 중에서 새로운 법률을 만
드는 제정안은 10건이고, 나머지는 현행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안이었다. 제정안은 <표 5>와
같이 8명의 의원이 다양한 명칭의 법안을 발의했다. 분야별로는 보면 교권보호 3건, 학부모 참
여 확대 및 학생 학습권 보장 4건, 선행교육 규제가 3건이었다. 이중에서 학교밖 학습자 지원,
소규모학교 활성화, 농어촌 교육발전, 진로교육법안은 교육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들이다.
<표 5> 학부모관련 법률 제정안 발의 현황

분야
1.

2.

3.

(2012.5.30. ~ 2014.5.29.)

건수 의원수

교권보호

3

3

학부모 참여
확대 및 학습권
보장

4

3

선행교육 규제

3

2

계

10

8

단위: 건

발의 법안(의원)
-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박인숙)
-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박성호)
- 교권보호법안(이학재)
-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이낙연)
- 진로교육법안(김세연)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강은희)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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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안 발의(제출) 현황
학부모와 관련된 현행 법률의 일부 개정안 발의 및 제출 현황은 <표 6>과 같다. 총 36건
이 발의(제출)되었으며,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7개 법률이 여기에 해당된다. 초․중등교육법 개
정안이 18건으로 가장 많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이 7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
이다.
<표 6> 학부모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제출) 현황

법률명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학교보건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계

(2012.5.30. ~ 2014.5.29.)

건수

의원수

3

3

18

15

1

1

7

7

1

1

3

2

3

2

36

31

단위: 건

발의한 의원(건수)
현영희, 박홍근, 박인숙
안민석(2), 서상기, 민병주(2), 홍일표, 정진후(2), 박인숙,
김희정, 김세연, 김상희, 이노근, 박혜자, 민홍철, 김상민,
박성호, 유은혜
박성호
정우택, 박인숙, 서상기, 김태년, 김상희, 김상민, 배재정
박민식
신의진, 박인숙, 교문위(위원회 대안)
현영희, 서상기, *정부

다. 의원 및 교섭단체별 발의 현황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학부모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27명이다. 그중 박인
숙 의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춘진, 서상기, 박성호 의원이 각각 3건을 발의했다. 2건을 발
의한 의원은 모두 6이며, 1건을 발의한 의원은 17명이었다.
학부모관련 법안의 교섭단체별 발의 의원 현황은 <표 8>과 같으며, 새누리당 14명, 새정
치민주연합(구, 민주통합당) 11명 등 순이었다. 의원의 소속은 발의 당시를 기준으로 분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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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학부모관련 법안 의원별 발의 현황

건수
5건
3건
2건
1건
계

인원
1
3
6
17

(2012.5.30. ~ 2014.5.29.)

의원명(제정안 발의 건수)

단위: 건

박인숙(1)
김춘진(2), 서상기, 박성호(1)
민병주, 정진후, 현영희, 김세연(1), 김상희, 김상민
안민석, 홍일표, 김희정, 이노근, 박혜자, 민홍철, 박홍근, 박민식, 정우택,
김태년, 유은혜, 배재정, 신의진, 이학재(1), 이낙연(1), 이상민(1), 강은희(1)

27

<표 8> 학부모관련 법안 교섭단체별 발의 의원 현황

교섭단체
새누리당

인원

(2012.5.30. ~ 2014.5.29.)

단위: 명

의원명
*비례대표
홍일표, 김희정, 이노근, 박민식, 정우택, 이학재, 김세연, 서상기,
14
박성호, 박인숙, 김상민, 강은희*, 신의진*, 민병주*
박혜자, 박홍근, 민홍철, 김태년, 유은혜, 이상민, 안민석,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11
김춘진, 이낙연(사퇴), 배재정*
정의당
1
정진후*
무소속
1
현영희*(의원직 상실)
* 이낙연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하였고, 현영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함.
3. 계류 법안 현황 및 주요 내용

가. 계류 법안 현황
제19대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제출된 학부모관련 법안 중에서 전반기에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 41건의 분야별 현황은 <표 9>와 같다.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침해 방지가 각각 7건으로 가
장 많으며,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들도 다수(각 6건) 발의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나.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
학부모관련 계류 법안 41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분야와 법률별로 구분하여
<표 10>과 같이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발의자(발의일자)와 법안의 주요 내용 순으로 정리하
였으며, 제정 법률안은 법안명칭 말미에 (*) 표시로 구분했다. 2015년 4월 30일 현재 김세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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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학부모관련 계류 법안 분야별 현황
(2012.5.30. ~ 2014.5.29.)

분야
1. 학부모 교육주체성 확립 및 교육권 보장
2. 학부모 참여 및 의견 반영 확대
3.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 보장
4. 학부모 편익 향상 및 부담 경감
5. 고교 의무(무상)교육 실시
6. 학생 안전 및 건강 보호
7. 학교운영위원회제도 개선
8. 학교폭력 예방
9. 교권침해 방지
10. 기타
계

단위: 건

발의(제정안)

관련법률(제정안)

6(0)

3(0)

6(3)

4(3)

2(1)

2(1)

2(0)

2(0)

4(0)

2(0)

1(0)

1(0)

4(0)

1(0)

7(0)

1(0)

7(3)

5(3)

2(0)

1(0)

41(7)

22(7)

<표 10> 학부모관련 계류 법안과 내용 요약
(2012.5.30. ~ 2014.5.29.)

학부모의 교육주체성 확립 및 교육권 보장
▷ 교육기본법
- 현영희(‘12.7.3) :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 박인숙(‘12.9.27) : 학부모 등은 학교교육의 적극적 당사자,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일차적 권한과
책임 명시
▷ 초․중등교육법
- 김춘진(‘12.6.26) : 학업성취도평가에 학부모 선택권(응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가능)
- 김세연(‘13.5.21) : 학부모회 법정기구화와 예산지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학부모회에서
직접 선출
- 유은혜(‘13.12.27) :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자치활동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 참여 보장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박민식(‘12.8.31) : ‘교육활동참여자’에 학부모 등 포함
2) 학부모 참여 및 의견 반영 확대
▷ 초․중등교육법
- 안민석(‘12.6.26) : 교원평가에 학부모 등 참여
- 서상기(‘12.7.4) : 교원평가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 민병주(‘12.7.11) : 서상기 의원 안 +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학부모참여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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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 이낙연(‘12.12.7) : 일정 수 이상 학부모 동의/요청 시 농어촌학교 폐교 및 재개교
▷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김춘진(‘13.2.7) : 학부모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
▷ 진로교육법*
- 김세연(‘13.1.10) :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보호자 등 참여
3)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 보장
▷ 초․중등교육법
- 김상희(‘13.6.13) : 일반고교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학가능
▷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 김춘진(‘12.09.18) : 홈스쿨링을 하려는 학부모의 신고 및 정부의 지원 등
4) 학부모 편익 향상 및 부담 경감
▷ 초․중등교육법
- 홍일표(‘12.8.20) : 신용카드를 통한 수업료 납부방법 개선
▷ 영유아교육법
- 박성호(‘12.11.30) : 신용카드로 유치원 교육비 납부 가능
5) 고교 의무(무상) 교육 실시
▷ 교육기본법
- 박홍근(‘12.8.27) : 고등학교 의무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초․중등교육법
- 민병주(‘12.10.4) :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행
- 정진후(‘12.11.5) : 중등교육 무상 실시
- 김희정(‘13.4.30) : 고등학교 교육 무상(無償) 실시
6) 학생 안전 및 건강 보호
▷ 학교보건법
- 신의진(‘12.11.13) :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결과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 의무
7)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 초․중등교육법
- 박인숙(‘12.11.28) : 초등보육교실 법적근거 신설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 이노근(‘13.7.1) : 지방의회의원 등 지역정치인 학교운영위원 참여 제한
- 박혜자(‘13.7.2) :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 민홍철(‘13.7.10)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 당원,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은 학교 운영위원 참
여 배제
8)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정우택(‘12.11.12)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의 구성비율 축소
*전체위원 과반수 → 1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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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12.11.27) : 정우택 의원 안과 같음
김상민(‘13.11.22) : 학부모대표, 교원, 외부 전문가 각 3인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구성
- 배재정(‘14.3.5) :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위원 과반수를 전문가로 위촉, 학교 폭력 관계 학
생과 보호자에게 화해 권고 등
- 서상기(‘13.4.30) : 학부모와 교직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
- 김태년(‘13.6.10) :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년 후 학생 및 학부모가 삭제 청구요
청 도입
- 김상희(‘13.8.13) :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 분쟁조정 신청 가능
9) 교권침해 방지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현영희(‘12.7.3.) :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부모교육 의무화 등
- 서상기(‘12.7.4) : 학부모교육 의무화, 학교출입 절차 강화 및 벌칙 등 부과
*교권침해 학생 위탁교육 실시
- 정부(‘13.5.23) : 교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보호자 참여하에 특별교육, 심리치료
▷ 초․중등교육법
- 김상민(‘13.11.22) :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교원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
- 박인숙(‘12.7.3) :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 담당교원 의견 우선적 존중/부당한 간섭 및 방해 금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부모교육 의무화 등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 박성호(‘12.8.17) : 박인숙 의원 안 + 학교출입 절차 강화 등
▷ 교권보호법*
- 이학재(‘12.9.26) : 박성호 의원 안 + 학부모 등 교권침해 사범 가중처벌
10) 기타
▷ 초․중등교육법
- 정진후(‘13.10.18) : 학부모 등 조직단체 구성원의 자발적 갹출 및 외부 모금 금품의 학교발전기금
접수 허용
- 박성호(‘13.12.10) :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환수 또는 처벌 조
치
-

원이 발의한 진로교육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나머지 법안들은 교육상임위원회에
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표 10>에서 나타나 것처럼, 학부모관련 계류 법안 41건에는 초․중등교육법이 가장 많고(18
건) 학교폭력예방법(7건)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진행상태로 보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중인 진로교육법 1건을 제외하고는 교문위에 머물러 있어 심사가 지지부진한 편이다. 내용
상으로 볼 때, 여러 법안들에서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인정하며 권익을 향상하는 등의 긍정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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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발견되었다. 학부모의 교육권과 선택권 보장, 의견 존중 및 참여 촉진, 편익 향상과 부담
경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그러하다. 이에 반해 학부모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구성
비율을 줄이며(학교폭력법), 학교출입을 통제하거나 가중 처벌하자는 내용(교권침해 방지 관련
법안)을 담고 있는 법안도 여럿이다. 인권 문제와 권리침해 소지가 있으며, 합목적성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러한 법안들은 장차 입법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Ⅳ. 학부모관련 법안의 입법 사례 분석
1.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사례

가. 입법 경과
2013년 5월 21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5021)
은 다음날 교문위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6월 17일 교문위에 상정되었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다. 6월 24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7월 24일 열린 소위에서 대안에 반영하고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위원장(김희정 의원)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안 의 내용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했기 때문이
다(교문위 심사보고서, 2013. 12.).
10월 02일 교문위는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문정림, 박인숙 안)을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서 박인
숙 의원의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다. 12월 09일 교문위원장(신학용 의원)은 ‘학교보
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법사위원회에서 자구 및
체계 심사 후 수정 가결되었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국회는 개
정된 학교보건법을 12월 20일 정부로 이송하였고, 정부는 12월 30일 공포하여 2014년 6월 30일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13)

나. 법안의 내용과 입법평가
박인숙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학부모 관련 부분은 “학교장은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신설)하는 것이다. 이 법의 관련된 법조문
문정림 의원의 개정안(2012.12.31.)은 박인숙 의원 안보다 앞서 발의하였지만,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
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키자’는 내용(법 제9조2에 추가)이라서 이 연구에서
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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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박인숙 의원이 제한했던 개정안과 교문위가 마련한 대안(개정된 학교보건법)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1> 박인숙 의원 개정안과 교문위 대안 비교

박인숙 의원 개정안
교문위 대안(개정된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음)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 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
결과 등에 따라 학생 사후 관리 및 학생 정신 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정신건강 증진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실시
및 이해 교육
2. (이하 생략)
2. (이하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표와 같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같지만, 문정림 의원 안과 통합되어 교문위 대안이 마련
되는 과정에서 법안이 한층 더 다듬어지고 체계가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약 7개월이 소요되었
으며,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 데에는 13개월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 회부 →
법안심사소위 심의 → 상임위 대안반영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의결 등 정상적인 입법과정
을 거쳐 순조롭게 처리된 사례다.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무수히 많은 현실에서, 이 법
안이 교문위 대안이 되어 비교적 신속하고 원만히 처리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먼저, 학생들의 자살과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전적 예방을 위해 학생 정신건강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 또한, 법안의 내용이 이념적이거나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여야 간에 대립의 소지가 없어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특히, 개정안 발의 당시 교문위의 실세인 양당 간사의원(새누리당 김희정, 민주당 유기홍)도 이
법안 발의자였다는 점이 입법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하지만 이 법의 관련 조문을 보면,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을 제대로 이끌어내고 소기의 목적을
14)

15)

교문위 수석전문위원도 이 같은 취지를 언급하며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검토보고(2013.6).
15) 발의자가 11명에 불과했지만, 여당 의원(박인숙, 서상기, 한선교, 정희수, 이명수, 김세연, 유승민, 김태
호, 이자스민)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유기홍, 남인순)도 포함되어 있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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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들의 자살과 학교폭력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생․학부
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학교장이 ‘정신건
강 상태 검사 결과, 필요하면’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어서 검토할「공교육 정
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내용(제5조 ③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
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과 비교
해도 매우 소극적이며 자의적인 것이다.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정) 사례

가. 입법 경과
선행교육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13년 4월 16일 이상민 의원을 대표로 하여 민주당 의원
29인이「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904535)을 발의했다. 보름 뒤인 4월 30일
에는 강은희 의원을 대표로 한 새누리당 의원 66인이「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904745)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2013년 6월 17일 교문위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쳤다.
다음날 교문위는 이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6월 24
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두 법안은, 2014년 02월 18일 교문위에서 병합 심사 및 통합․조정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수렴되었다. 소위 심사보고와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고, 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교문위 대안은 다음
날 법사위원회에서 자구 및 체계 심사 후 수정 가결되었으며, 하루 뒤인 02월 20일 국회 본회의
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정부로 이송(2월 28일) 및 공포(03월 11일) 절차를 거쳐, 9월 12일부
터 법률 효력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나. 법안의 내용과 입법평가
새롭게 만들어진「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학부모관련 부
분은 제5조(선행교육 예방 교육)와 제6조(학부모의 책무)다<표 12>.
이상민 의원과 강은희 의원이 최초 발의한 제정 법률안은 그 명칭이 비록 달랐으나, 제안 이
유는 선행교육 규제와 공교육 정상화로 공통된 입법취지였고 조문의 내용도 유사한 부분이 많
았다. 하지만 교육을 보는 시각과 여야의 입장에 따라 무엇을 중시하고 어디에다 방점을 찍는가
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상민 의원 안은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을 직접 규제하는데 역점을
둔 반면, 강은희 의원 안은 공교육기관의 선행교육(학습) 유발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선행학습을
억제시키는 간접 효과를 의도하였다(교문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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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선행교육규제법의 학부모관련 부분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
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입법과정 초기에는 법안의 명칭부터 다를 정도로 양당의 입장차가 컸고 기세싸움도 심했다.
야당이 먼저 발의하자 여당은 더 많은 의원들(29명 : 66명)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입법경쟁’을 한 셈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야가 절충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특별법을 탄
생시켰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는 두 법안을 통합하여 법의 제명 확정, 선행교육 광고․선전 금지,
학교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에서 선행교육(학습) 유발행위 금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
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교육부장관의 시정․변경 명령 및 조치권한 부여 등 핵심 사
항들을 조율하고 원활하게 조정했다(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서, 2014.2). 의회정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을 실천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 법안의 탄생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의 역할이 컸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중요한 입법과정마다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육전문가들이 있고, 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
는 사람도 있다. 법의 체계와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서 ‘학부모’가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모두 26개 법률인데, 법령 조문의 제목으
로 나오는 것은 이 법이 유일하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바로 “학부모는 자녀
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
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제6조(학부모의 책무)조다. 학부모의 책무에 대한 기본 정신
과 원리를 담은 이 내용이, 교육기본법이나 별도의 학부모법이 아니라 이 법의 조항으로 있는
것은 법체계와 형식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지 않고
선언적 내용으로만 명시함으로써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특별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도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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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19대국회 전반기 2년간 교육상임위원회의 학부모관련 입법활동에 대한 현황과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상임위원회의 의안 처리율은 20.3%로서 같은 기간 국회 전체의 의안 처리율(41.6%)
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둘째, 기간 중 접수된 학부모관련 법안은 총 46건으로 교육상임위원회 전체 법안 969건의
4.7%에 불과했으며, 5건이 처리(10.9%)되어 위원회 전체 처리율(26.6%)보다 낮았다.
셋째, 학부모관련 법안 46건 중 제정안은 10건이고, 나머지 36건은 교육기본법 등 현행 7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폭력예방
법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넷째, 계류 법안 41건을 분야별로 보면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침해 방지가 가장 많았으며(각 7
건), 학부모 권리보장 및 참여 확대 법안들도 다수(각 6건)를 차지했다.
다섯째, 학교보건법 등 2개 법안의 입법과정 분석을 통해 법안의 생성과정을 추적하고, 입법
가능성에 대한 원리를 재차 확인하였다. 입법 가능성은 외부(사회)의 입법 압력이 높아지고 시급
성이 요구되며, 여야 간 견해차와 대립 소지가 적어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비정치적․비이념적
사안일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가 입법경쟁을 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얼마
든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교육상임위원회의 학부모관련 입법활동에서 나타난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의원의 관심사와 여건 및 역량에 따라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때그때 발생
하는 교육문제(학교폭력, 교권침해, 사교육 등) 해결을 위해 동시에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만, 농어촌지역 의원들처럼 소규모학교 존속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었
다. 한편,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 타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일종의 벤치
마킹 또는 이삭줍기)한 것 같은 사례도 나타났다.
둘째,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참신한, 생활밀착형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농어촌 및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거나 홈스쿨링 지원, 카드로 교육비 납부, 학습준비
물 지원 등 학부모에게 실제적으로 와 닿는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학부모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며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입법 취지와 내용이 거의 유사한 법안들을 의원들이 동시에 중복 발의하는 경우가 있었
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처럼 여야당 간에도 유사 법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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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법률안 발의 건수의 급증 이유이기도 하며, 교육입법을 둘러싼
이익집단과 압력단체의 로비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입법 목적과 효과가 의심스럽고 균형감을 상실하여 과잉 입법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 다
수 존재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대표 비율을 축소하고 전문가를 증원한다거나,
엄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완화하는 방안(화해 권고, 분쟁조정, 학생부 기록삭제 청구)의 도
입, 학교운영위원 자격에 정치인 및 공직선거후보자를 배제하는 법안들도 발견되었다. 교권침해
방지와 학부모의 책무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학부모에게 제약을 가하고 제재하려는 법안(학교출
입 절차 강화, 학부모 가중처벌 등)도 여럿이다.
다섯째, 학부모의 교육주체성과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이 미흡하다. 제18대국회 때는 박영아
의원이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 제19대에서는 학부모만
을 다룬 개별 법안의 발의가 아직까지 없다.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회 설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박인숙, 김세연, 유은혜, 안민석, 서상기, 민병주 의원 등)되었으나, 법
률 제․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지배되고, 의원들도 장기적 관점이 아
니라 현안 해결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16)

2. 제언

이 연구는 선행 연구와 문헌 자료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연구자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자평한다.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큰 틀에
서 추이와 경향을 파악하거나 개별 법안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특징과 문제점을 구
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고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아울러, 제19대국회 전반기 입법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후반기에는 보다 생산적인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학부모가 직면한 자녀교육
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권익보호와 참여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률들이 만들어지기를 기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계류된 법안들 중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교육받을
권리와 소수자의 학습권 보장하는 법안과 학부모에게 와 닿는 생활밀착형 법안, 학부모의 불편
함과 불리함을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안들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조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교육상임위원회가 더욱 분발하고, 학계와 시민사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개별 법안의 입법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학교보건법 개정과 공교육
16)

이 제정 법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2012.5.29.)로 자동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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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례에서도 검토한 것처럼, 입법 취지가 왜
곡되거나 법의 실효성 시비가 없도록 미리 잘 가려낼 필요가 있다. 교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학부모를 통제하려는 법안들은 균형감과 합리성이 없으므로 입법화를 막아야 한다. 교사를 존중
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권침해를 촉발하는 교사 측면의 원인(폭력/폭언/차별/인권 침
해, 부적절한 조치, 부정행위 등)을 해소하면서, 학생․교사․학부모 간 상호이해와 존중 및 협
력촉진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26개 법률에서 ‘학
부모’가 언급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지엽적이고 미흡하다. 교육기본법에도 “학교운영에 참
여할 수 있다”(제5조 제2항)는 정도이며, 학부모의 책무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
제에 관한 특별법」의 한 조문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의 교육주체성 확립과 자녀교육권
보장, 바람직한 역할과 책무성 향상, 참여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입법활동 모니터링 활성화와 입법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입법활동 모니터링은 입법
과정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좋은 법안의 탄생에도 기여하게 된다. 의원의 관심
사와 선호 및 행태는 법안 발의는 물론, 입법 가능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발의한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과 보좌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하며, 의원의 발언과 표결 등에 대한
다양한 입법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쌓아가야 한다.
다섯째, 국회와 학부모전문가 간에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과 학부모학회
등 전문가들이 공동연구와 세미나 등을 활발하게 개최하여 좋은 법안 마련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부모가 바라고 학부모를 위한 좋은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광범위한
학부모의 요구와 희망을 담아내는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학부모관련 입법활동 연구는 의원들의 행태나 법안의 통과요인 및 법의 해석과 적용에 주력
해온 기존의 연구방식을 뛰어넘어, 개별 법률의 생성과 입법과정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특
정 분야 입법활동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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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Parents Related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Kim, Jang-Joong (Korea Education & Social Policies Institut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related
legislative activities and, to explore the meaning and implication by case study of passed bills. Throughout
its first half(2012.5.30. ~ 2014.5.29.), the Education Committee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submitted
969 bills in total, of which the parents related bill is 46(4.7%). Of these, 5 passed and 41 bills are still
pe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related legislative activities are as follows : 1) various bills
submitted to the Committee, and several bills are similar 2) life oriented bills submitted for the parents 3)
not enough to legislation for the educational identity and rights of the parents 4) being in the bills to be
uncertain of the goal and effect 5) the feasibility of the legislation has increased when highly legislative
pressure and agreed between parties.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five things to carry out productive
legislation activities and in-depth discussion. First, enact by the special law for the parents, and rapidly
processing of the pending bills. Second, invigorate to the parents related legislative studies. Third, collect
extensive opinions from the parents in the legislation process. Fourth, in-depth review to the goal and
effect of the parents related bills. And finally, intensify to the legislation activities monitoring and the
collaboration between lawmakers and parents' association.
Key words : parents, legislative activities, parents related laws, the Education Committe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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