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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보습학원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참여 양상을 문화적 

논리(Lareau, 2003; 2012)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적 논리는 계층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데, 모든 사교육 참여가 과

연 같은 문화적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한 문제의식을 시작

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사교육 참여는 단순히 경제적 투자가 아닌 부모의 전반적인 자녀교육 

개입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모가 얼마나 경제적 자본을 가졌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관과 교육관을 가졌는지, 교육제도 및 학 제도

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등이 사교육 참여에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학부모가 자녀를 ‘보습학원’에 보내는 것은 집중적인 사교육 투자로 

표되는 기존의 사교육 참여 양상과는 다른 설명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동네 보습학원은 촘촘한 전략을 가지고 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하

는 입시 전문학원이나 형학원 등에 비해서 학업성취 향상이라는 기능

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당장 눈앞에 다가온 입시

를 위해 즉각적인 효과를 도출해야 하는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라면, 보

습학원 참여를 학업성취를 위한 투자의 논리로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왜 보습학원에 보내는지’를 밝히는 것은 기존에 이해

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교육을 이해하고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의 심층적인 논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연구자는 비슷한 사회경제적배경을 가진 7명의 학부모와 심층면담을 실

시하여 ‘보습학원’에 참여하는 문화적 논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이라는 자녀교육개입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다해

야 한다는 보편적인 문화적 논리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신

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자본의 한계로 인해 제약된다. 이러한 딜레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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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상황에서 ‘보습학원’은 학부모들의 딜레마를 적절히 중재하며 갈

등을 소강하는 타협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어 : 사교육, 보습학원, 문화적 논리, 학부모, 자녀양육, 교육개입

학  번 : 2018-2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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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논문은 보습학원 형태의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문화적 논리

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습학원 형태의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사교육의 참여 양상으로는 설명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은 시작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72.8%이

며 전년 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2013년 68.8%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또한 2017년보다 2018년에 4.4% 

증가해 약 19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학생 수가 2.5%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증가폭이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18).

 이렇듯 증가하는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은 ‘사교육 문제’

로 인식되었다. 사교육은 ‘정상 교육의 수행을 해치는 것’(김영화, 

2004; 박재원·최은식, 2013), ‘과열된 학부모 교육열의 양상으로 나타

나는 것’(장은주, 2011; 김형준, 2017),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낭비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것’(김진영, 2008; 김순남 외, 2011)등 부정적인 전

제를 두고 이해되어 왔다.

 사교육이 문제라는 관점은 ‘사교육비 지출’이라는 경제적인 측면과 

‘엇나간 교육열’이라는 교육적인 측면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

하며 많은 돈을 지출하는 모습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물들은 집중적인 사교육 투자를 통해 자녀의 교육

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주로 집중해왔다. 부분 중산층

에 속해있는 이들 학부모는 “매니저 엄마”(Park, 2007)라고 불리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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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사교육 참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한다. 자녀의 교육적 성공

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본 논문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70% 이상의 학부모가 모두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른 사교육 참여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사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적재원이 

투자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각자가 보유한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경제적 자본만으로 사교육을 조직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사

회·문화적 자본 또한 사교육 참여에 개입된다.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

이고 자녀에게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학부모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문화 자본 또한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준다. 부모가 교육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어떤 가치관

을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도 사교육 참여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사교육 참여는 단순히 경제적 투자 혹은 교육열의 

발현이 아닌 부모의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자본이 개입되는 복합적

인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동네 ‘보습학원’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주

목한다.1) 보습학원 참여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이해

되어야 한다. 기존에 사교육 참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보습학원에 참

여 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보습학원이란 마을이나 동 단위의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동네학원’이다. 강사의 수가 많지 않고, 한 반의 학생 수가 적은 것

이 특징이다. 그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체계적으로 세분화되고 분업화

된 형학원의 시스템에 비해 보습학원에서는 주로 강사 한 명이 수업, 

자료 제작, 상담, 학부모관리 등을 모두 도맡아 한다. 그리고 일련의 업

1) 학부모는 직접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사교육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사교육을 선택하
고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학부모의 사교육 개입을 통칭하여 ‘학부모의 사교육 참여’로 표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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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강사 개인의 능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각 

학교의 많은 자료 수집을 발 빠르게 요구하는 고등학생의 학업관리에서 

상 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보습학원이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비슷한 지역의 비

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적 한계를 내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의 논리를 

파악한다면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교육 참여가 연결되는 지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은 보습학원 참여를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 Lareau(2003; 

2012)가 제시한 문화적 논리(cultural logic)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

다. Lareau는 문화적 논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부모의 가치관 

및 양육 태도가 자녀의 교육활동을 조직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자본까지 

고려된다. 따라서 사교육을 투자의 관점이나 교육열의 관점으로 보았던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고 확장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울시 평균 정도의 생활 수준을 보이는 미래구

(가칭) 지역을 연구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곳에서 ‘보습학원에 고등학

생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그들의 사교육 참

여 양상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논리를 이해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논리가 사교육 참여와 어떻게 연

관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사교육 연구의 흐름에 더하여 사

교육 참여 양상의 문화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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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습학원에 고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어떠한 사

교육 참여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보습학원에 고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어떠한 사

회경제적 배경 및 문화적 논리를 가지고 사교육에 참여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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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 1 절 사교육 연구의 동향

 우리나라의 사교육 연구는 정책적인 흐름과 함께 움직이며 변화한다. 

1980년  군사독재정권의 「7.30교육개혁조치」로 시작된 과외금지법은 

1989년에 사실상 폐지되었고 200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영역에 존재하는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다(이재정, 2011; 황

규성, 2013). 같은 맥락으로 1997년 문민정부의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

비 경감 책」 또한 정부가 사교육을 직접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시발점이 된다. 사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백일우·정한나, 2013). 사교육 연구가 시

작된 후 발표된 논문의 절 량이나 연구주제과 연구 상의 다양성, 방법

론의 다양화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까지 매년 10

편 이하의 사교육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매년 30편이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사교육 실태, 참여요인, 효과 등

의 다소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던 연구주제 또한 과거와 비교하면 다양

화되고 있다(백일우·정한나, 2013; 서지연, 2014). 이처럼 학계에서의 사

교육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며, 학계에서의 관

심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사회 전반적으로 사교육에 한 관심이 높아지

는 것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사교육의 팽창은 우리나라나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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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

에서 각국의 사교육을 연구하거나 자국과 타국의 사교육 현황, 시스템, 

정책 등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이종재·이희숙, 

2008; Baker & LeTendre, 2005; Bray, 1999; 2006; 2009; Buchmann & 

Dalton, 2002). 즉, 사교육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홍콩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사교육 연구는 다

음의 몇 가지 분류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사교육 효과성 연구란 글자 

그 로 사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지에 한 것이

다. 학업성취도와 학진학에 관한 효과성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생들의 학습태도, 인지능력 등의 발달에 얼마나 효과적인 

지를 다루는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백일우·정한나, 2013).

 두 번째는 사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이다. 사교육 실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가로 이해할 수 있

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지역, 학교급, 성별, 계층, 과목별로 세분화

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교육 지출의 절 적인 규모를 

단순히 측정하고 조사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엥겔커브 등을 통해 사교육

비 지출형태에 해 분석하거나(홍우형·남준우, 2009), 사교육비의 계층

별 격차와 지출패턴에 해 고찰하는(김진영, 2008; 김미란, 2009; 모수

원, 2007)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는 사교육 책 및 정책 연구이다. 사교육 정책은 위에서 언급

했듯이 1997년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 책」을 시작으로 그 

양상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이후로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제

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사교육 실태와 원인에 한 분석을 바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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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사교육 실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에 한 책이나 정책에 한 분석 또한 달라진다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사교육을 공교육과의 척점에 두고 ‘문제상황’으로 인

식한다면 공교육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제고하는 방안을 통해 사교육문제

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며(김영화, 2004; 김진영, 2008; 박현정, 2008), 반

로 사교육과 공교육을 척점에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을 수립해

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이재정, 2011; 이종각, 2013; 황규성, 

2013).

 마지막은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이다.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크게 “누가 사교육을 받는가?”라는 질문과 “왜 

사교육을 받는가?”라는 질문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질문은 주로 개

인요인에 집중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개인이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는지

에 한 양상을 연구한다. 즉 학부모의 SES(socioeconomic status), 학생

의 성적, 거주 지역 등과 관련지어 어떤 집단의 사교육 참여 양상이 높

게 나타나는 지를 연구함으로써 사교육 수요와 관련 있는 변인들을 분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물은 주로 학부모의 SES가 사

교육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일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

다(서지연, 2014; 백일우·정한나, 2013).

 그러나 후자의 “왜 사교육을 받는가?”라는 연구 질문은 또 다른 방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선 연구들은 사교육 요인을 주로 양적 방법론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개별 주체들이 어떠한 동기와 신념, 가

치관 등을 배경에 두고 어떠한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사교육을 구매하는 

지에 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인 설명만이 가능하였다. 따라

서 “왜 사교육을 받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들이 

한편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Bray & Kwok, 2003; 김혜숙·한

동·남현숙, 2012; 임성택·어성민, 2013; Lareau,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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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주체인 학부모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들이 왜 사교육에 참여하는지를 분석한다. 다수의 연구물이 학

부모의 교육열 혹은 교육적 동기를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김화리, 2016; 박선영·마강래, 2015; 박혜경, 2009; 반경하·서현아, 

2009; 변윤언·이광호, 2009; 이종각, 2013; 2015; 임성택·어성민, 2013; 

임성택·어성민·조유미, 2012; Bray & Kwok, 2003; Irwin & Elley, 2011; 

Lareau, 2015; Park, Buchmann, Choi, & Merry, 2016). Bray & 

Kwok(2003)은 홍콩의 사교육 현실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교육열이 동아

시아 지역에서 특히 심화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두고 학문을 중시하고 숭

상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교육 현상은 비단 동아시아 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

며 유교적 가치관이 부재한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 또한 만연하다. 따라

서 학부모의 교육열을 유교적인 가치관 탓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이종재·이희숙, 2008; Ireson, 2004).

 학부모의 교육열은 학력주의 가치관이나 명문  중심 입관과 연결

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강인원·전성일, 2003; Ireson, 2004; 노현경, 

2006; 이민경, 2007; 이수정, 2007; 이종재·이희숙, 2008; 정우찬, 2010; 

신명호, 2011). 학부모의 학력주의 가치관이나 명문  중심 입관은 한

편으로는 학부모가 학의 서열화에 해 인지하고 현실에서 그것을 실

감하는 정도로 볼 수도 있다(정우찬, 2010). 물론, 학의 서열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 요소이다. 그

러나 실제 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정도, 그리고 학 서열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객관적인 정도와 학이 얼마나 서열화되어 있는지 학부

모가 느끼는 주관적인 정도와는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의 서열화

는 구조·제도적인 현상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학부모의 인식에 따라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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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적 가치관 또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로 지적받는다. 도구적 가

치관이란 사교육, 혹은 교육 그 자체를 도구적으로 여기는 태도라고 정

의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교육 구매의 직접적인 목적은 학업

성취도 향상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이해한다면 학업성취도 향상을 통

한 입시에서의 성공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Ireson & 

Rushforth(2005)의 연구는 “‘과목에 한 이해도의 향상’을 사교육을 

받는 71%의 학생들이 사교육의 이유로 꼽았다”(Ireson & Rushforth, 

2005:7)고 분석한다. 이 외에도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고자 하는 목

적”(김수현, 2014:50)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주장이나 학력주의를 바

탕에 두고 명문  입학을 위한 도구적인 목적(이종재·이희숙, 2008:213)

은 사교육의 도구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도구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할 수 있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망치가 벽에 못을 효과적으로 박지 못한다면 망치는 제 기

능을 못 하는 것이고 쓸모없다고 인지된다. 사교육은 그것의 도구적 가

치를 충분히 다 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다시 말하자면, 학부모와 학생

이 기 하는 것처럼 사교육의 목표성취도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

수의 사교육 효과성 연구들은 사교육의 효과, 즉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해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받은 집단이 체로 

학업성취도 향상이 되었다는 연구결과(강창희·박윤수, 2015; 배재근·조

인숙, 2016; Ireson, 2004)가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변

인을 분석했을 때 사교육 자체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없으며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학생의 자기효능감 같은 여타 요인들이 학업성취

에 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유지연·박창순, 2015; 이광현·

권용재, 2011; Choi & Park, 2016; Park, Byun, & Kim, 2011)가 존재한다. 

사교육이 효과적인가에 한 전혀 상반된 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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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 자

체가 사교육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구

적 가치관이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론

이다. 만일 도구적 가치관이 사교육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사

교육이 그 도구적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수요자들은 더이상 사교육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반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분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교육을 꾸준히 구매한다. 이것은 도구적 가

치관을 넘어선 일종의 ‘믿음’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믿음

은 이른바 ‘사교육 신화’라는 문화로 발전하고 자리 잡고 있다(김동

석, 2015; 천세영, 2004; 황규성, 2013).

 사교육을 ‘신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

의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허구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심리’ 또한 이해해볼 수 있다. 불

안심리란 학업성취나 학입시 등의 확실한 목적을 위해서 사교육을 받

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때문에 불안해서’(김경근·황여정, 2009; 

김수현, 2014; 김형용, 2013; 김형준, 20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0; 

Ireson & Rushforth, 2005) 사교육을 구매하는 심리를 일컫는다. 이와 같

은 심리적인 이유는 가시적이고 확실한 목적을 가진 도구적 가치관과는 

상충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교육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하는 효과가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을 구매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에는 “내 아이가 뒤처

질까 봐”(Bray & Kwok, 2003:617)라는 생각, 혹은 주변 환경과 함께하

고자 하는 “동조적 성향”(김경근·황여정, 2009:85)과 “집단순응”(변

윤언·이광호, 2009:38)이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슷하게, 학부모

의 자녀에 한 헌신과 사랑을 사교육의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즉, 부

모가 자식을 돌보고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며 의무라는 문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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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리, 2016; 박선영·마강래, 2015; 변윤언·이광호, 2009; 오욱환, 2000; 

이종각, 2013; 2015; 조은, 2004; Ireson, 2004)가 사교육과 결합하여 사교

육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이다. 실제 학부모를 중심으로 수행한 몇몇 

질적연구에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의 문화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가 존재한다(김순래, 김종환, 2018; 김형준, 2017; 박

혜경, 2009).

 종합하자면, 학부모는 불안심리나 헌신의 의무를 바탕에 두고 사교육

에 참여하지만, 사교육 참여로 기 하는 것은 도구적인 가치관으로 드러

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사교육 구매에 있어 

불안심리와 도구적 가치관은 서로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제 2 절 부모의 교육 개입 활동

부모는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이다. 자녀의 성장을 돕는다

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부

모의 교육개입을 자녀의 ‘사회적’ 성장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연

구해왔다. 특히 ‘교육열병’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학부모

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부모의 도리이자 의무(오욱환, 2000)라고 여긴

다. 즉, 부모의 역할을 구성하는 요인 중의 많은 부분을 자녀교육 활동

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덕희(20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부모·자식 관계를 수단 목적 관계로 환원한다는 점에

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을 견지하는 것은 ‘부모’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의 실존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다. 그러나 

부모의 정체성 그 자체보다는 ‘교육’이라는 사회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지원활동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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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학부모들의 교육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드

러나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모 

역할에 한 이론들을 종합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교육개입은 주로 “치맛바람”(Park, 2007)이라

는 수사로 이야기될 수 있다. “치맛바람”이란 치맛바람이 불 정도로 

극성스럽게 자녀교육에 헌신하는 어머니의 자녀교육지원활동을 비유적으

로 묘사하는 표현이다. 엄마들의 ‘치맛바람’은 자녀교육에 한 바람

을 일으킨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역할은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두휴, 2007:20)이기 때문이다.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것과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동치(同値)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소홀한 부모는 

부모로 인정받지 못한다. 

 물론 이는 개인적으로 형성된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역사·사회학적인 

맥락에서 구성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Seth(2002)에 따르면 한국사회

의 부모의 교육개입 현상은 급격한 학교팽창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식민

지기 일제의 탄압 때문에 억눌려있던 교육기회가 해방 후 급격히 폭발한

다. 이 시기 이승만 정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초등교육에 투자하였지

만, 국가의 중점 투자와는 별개로 중·고등교육 또한 팽창하게 된다. 

중·고등교육은 주로 사적 자본을 통해 형성된다. 정부는 지나친 교육 

수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하였지만 이미 사적 자본에 

의해서 개방된 교육의 기회는 사람들의 “교육열”을 만들어내기에 충분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교육열은 신분제의 붕괴로 인해 강화된다. 식민

지기와 6.25 동란을 거치면서 양반을 중심으로 한 신분 사회가 붕괴되었

고, 누구나 계층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다. 이는 “학교에 다

녀라, 농부가 되지 말거라!”(Seth, 2002:108)라는 수사를 통해 집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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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다. 즉, 교육은 계층상승의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이와 같은 인

식은 한국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 강화된다.2) 

 주목할 점은 부모의 교육개입은 가족주의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이

다. ‘우골탑’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시골의 집안에서 소를 팔

아서 학을 보내는 일은 잘 알려진 한국의 가족과 사회의 모습이다. 이

는 자녀의 성공이 곧 집안의 성공이며, 가문의 영광과 출세로 이어진다

는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다(오욱환, 2000). 그러므로 학부모가 자녀교육

에 개입하고 헌신하는 것은 단지 자녀뿐만 아니라 집안의 성공, 가족의 

성공을 위한 가족주의의 사고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학

력주의와 결합한 가족주의는 교육에 한 투자가 가족 혹은 가문 전체의 

계층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기 로 드러났고 실제로 이러한 계층상승을 

이룬 가족이나 친척들을 목격함에 따라서 보다 강화되어갔다(김두환, 

2016).

 그런데 이와 같은 가치관은 가족의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양상

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으로 인식되는 범

위가 줄어듦과 동시에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약화되었지만 역으로 “가족

의 양육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난다(김왕배, 2014:116). 이

는 박소진(2009)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두 명의 

자녀에게 더욱 투자를 몰입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가족의 단위가 줄어들

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경영(혹은 가족사업)(김형준, 2017)의 책임이 강

화되었다고 분석되는 것이다(박소진, 2009). 집중적인 투자는 그러나 무

한 경쟁 시 에서 예전과 같은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지 못한다.

 우선 학입시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른바 SKY라고 불리는 서울

, 연세 , 고려 의 입학정원은 모두 합쳐도 10,000명이 겨우 넘는 수

준이다. 반면 수험생의 수는 매년 약 60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SKY에 

2) 보다 자세한 논의는 Seth(2002), <Education Fever>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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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할 수 있는 확률은 0.01%에 불과하며 10위권 학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입학정원은 3만 명, 이른바 인서울이라고 불리는 서울권 학교 약 

30개의 정원을 모두 합쳐도 입학정원은 7만 명에 불과하다. 단순히 산술

적으로 계산해보아도 서울권 학 30개 안에 속할 확률은 0.11%에 불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좋은 학’에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은 약 

천 명 중 한 명꼴이다.

 다른 한편, 김두환(2016)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진학의 기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학을 진학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것

이 현실이다. 이는 학 졸업장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했기 때문이

다”(김형준, 2017:312). 학 진학율이 70%를 육박하는 이때, 학에 졸

업했다는 사실 하나만은 취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취업 문이 열려있던 시 와는 달리 지금은 70%가 넘는 학생들이 

학에 진학한다. 그만큼 학 졸업장의 희소성이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지위재(positional good)3)로써의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확실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교육

에 투자한다. 부모의 역할은 여전히 자녀의 교육에 개입하는 것으로 표

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효과성

을 잘 알고 있지만, “자녀의 교육을 중심으로 확  갱신된 부모의 윤리

를 충족시키”(김형준, 2017:367)고자 하는 동인으로 자녀교육에 투자한

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녀에 한 교육개입 및 교육열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Bray & Kwok(2003)은 동아시

아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나타나는 교육개입 현상을 유교 문화로 설명하

고자 시도하였다. 그의 주장처럼 유교 문화만으로 교육열을 설명하기는 

3) 지위재란 한 재화의 상 적인 가치가 그 자체의 기능적인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겨지
는 재화를 의미한다. 즉,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재화가 희소하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재화를 지위재라고 할 수 있다. 학 졸업장은 
표적인 지위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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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교육열 현상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주목받아 온 것은 사실이

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많은 수의 연구들 역시 동아시아 이민자의 교육

열에 집중하였다. Chua(2011)는 그녀의 저서 <호랑이 엄마의 전장

가>(The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을 바탕으로 미국에 사는 중

국인 학부모의 교육열을 연구하였다. 그녀의 연구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

아의 엄마들이 권위주의적인 교육방식을 통해 자녀의 성공을 갈망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를 받게 되는 배경이 

된다. 즉, 학부모의 교육열이 아시아(특히 동아시아)의 그것으로 확장되

어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Lee & Zhou(2014)는 Chua의 연구에서 연구자 본인의 SES가 

다분히 상류층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연구를 다시 설계한다. 

(Chua와 그녀의 남편 모두 예일 학교 교수이며 그녀의 아버지 또한 버

클리 의 교수이다) Chua의 사회경제적 위치 탓에 호랑이 엄마의 교육

열이 상류층에서 드러나는 특수한 현상으로 해석될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는 것이다. Lee & Zhou(2014)는 그들의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이민자

들이 계층과 관계없이 성공 지향적 사고방식(success frame)를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계층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드러나는 사고방식이

다. 좋은 부모되기(good parenting)에 한 개념과 문화는 이러한 성공 

지향적 사고방식을 통해 작동되며,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문화적 자원

에 의해서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게 된다. 

 한편 성공 지향적 사고방식은 동아시아 지역이나 동아시아 문화권에

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인을 상으로 진행한 

Patrick(2018)의 연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한다. 즉 그녀 또한 모든 

계층의 부모들에게서 집중적으로 자녀교육에 헌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

인다고 분석한다. 미국 맥락에서도 “자녀 중심적, 시간 집중적인 양육

방식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좋은 부모 되기의 기준을 형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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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shizuka, 2019:1)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좋은 부모(good parenting)

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범지역적이고 범문화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좋은 

부모 되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녀교육에 한 집중 또한 보편적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좋은 부모 되기의 구체적인 수행방식은 계층적으로 분화

되어 나타난다(Irwin & Elley, 2011; Ishizuka, 2019; Lareau, 2003; 2012). 

즉, 자녀의 교육에 개입하여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논리는 전 계

층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논리와 방법에 있어서는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

다.

제 3 절 사교육 참여의 계층성

 2절에서 살펴본 자녀의 교육에 한 지원 활동은 다름 아닌 사교육의 

형태로 드러난다. 다른 나라의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도 주로 교습

(tutoring)(Park et al., 2011; Vincent & Maxwell, 2016)이나 추가 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ies)(Lareau, 2003;2015;2016; Vincent, Rollock, Ball, 

& Gillborn, 2013; Matsuoka, 2019) 혹은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Bray, 1999)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자녀교육에 간여하는 학부

모들의 활동을 묘사한다. 물론 자녀의 교육에 부모가 개입할 여지는 사

교육 외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적 자본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개입되는 사교육의 특성상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여타 활동

에 비해 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

라에서는 자녀교육지원활동이 사교육에 국한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고교

평준화를 중심으로 하여 부모가 공교육에 개입하는 정도가 교육 시스템 

상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Matsuoka, 2019; Park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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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2절에서는 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에 한 같은 개념이나 사

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논했다. 그러나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방식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특히 계층

적인 관점에서, 각 계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자본의 정도

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육방식을 채택하게 되며 다른 양육의 형태로 표

현된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제약과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각 계층이 가진 자본을 바탕으로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간다(김혜숙·한 동·김희복, 2017; Irwin & Elley, 2011; Gillies, 

2006a; 2006b). 때문에 양육방식, 즉 사교육 참여 양상은 각 계층이 각기 

다른 논리를 가지고 각자 다르게 표현된다.

 Lareau(2003; 2012)의 연구에서는 탁월한 에스노그라피적 방법론을 통

해 중산층과 노동/빈민층 학부모들의 양육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

는 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층별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자녀 

양육방식이 계층의 재생산과 연관되는 지점을 밝혀내고 있다. Lareau의 

연구에서, 집중양육방식을 통해 자녀를 교육하는 중산층 학부모들은 자

녀들의 학교 학업뿐 아니라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EAs)을 관

리하여 자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반면 

노동/빈민층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위험상황에만 처하지 않도록 감독하

며 그 외에는 부분 자녀가 ‘하고 싶은 로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는 

자연적 성장 방식을 취한다. 

 Lareau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교육 논의는 중산층

의 집중양육방식의 양상에 치중되어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이야기되는 “치맛바람”(Park, 2007) 이나 “매니저 엄마”(나윤경·태

희원·장인자, 2007; Park, 2007) 담론 등은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들, 특

히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는 “강남 엄마”(박소진, 2007:62)의 사교육 참

여 양상을 변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선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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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참여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 목적이란 물론 “자녀의 입시 

성공”이다(이민경, 2007; 황성희, 2014; 김미숙·상종열, 2015).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산층 학부모들은 다양한 사교육 참여 및 여타 지

원을 통해 학부모가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자녀 관리에 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이두휴, 2008; 황성희, 

2014). 학부모들은 마치 연예인의 매니저처럼 방과 후에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끝나면 다른 학원으로, 혹은 과외선생님에게, 혹은 독서실로 

데려다주는 기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

이는 등, 자녀의 스케쥴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자신의 일상생활 

또한 자녀에게 맞추어 조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자녀교육에 몰입

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산층 중에서도 직업을 가지고 있

는 엄마들은 중산층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기도 한다(박소진, 2007). 

 김미숙·상종열(2015)는 이를 두고 “자녀관리 문화”라고 지칭하며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치 회사를 경영하는 듯한 경영관리

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중산층 학부모들은 직접 자녀가 

다니는 학원을 찾아가 학원 강사들과 자녀의 학업에 해 상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원 교육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Park et al, 

2011). 이같이 중산층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원 생활과 수업에 발 벗고 

나서며 학생들의 입시 성공을 ‘만들기’ 위한 매니저 역할을 자처한다

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학부모의 정보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

서 중산층 학부모들은 그들 서로 간에 배타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정보

를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황성희(2014)의 연구에서

는 중산층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한)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

를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되며, 정보의 격차에 따라 학부모 사이에서의 

위계를 형성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힌다. 앞선 연구는 춘

천지역을 상으로 진행되었지만, 배타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폐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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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표하는 강남의 ‘돼지엄마’4)의 존재는 이미 너무도 유명한 

중산층 사교육의 수사가 되었다.

 이들의 배타적 문화는 그들이 지향하는 사교육이 양보다는 질적인 측

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인하기도 한다(박소진, 2007; 이두휴, 2008; 황

성희, 2014; 김미숙, 상종열, 2015). 조주은(2013)은 중산층 학부모들이 오

히려 평균에 못 미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의 학원

을 보내더라도 최 한의 만족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을 선택”(조주은, 

2013:216)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즉, 중산층 학부모들은 정

보력을 바탕으로 각자 나름 로의 전략을 세운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교육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

보는 앞서 이야기한 학부모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된다. 따라서 학

부모들은 질 좋은 사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질 높은 학부모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녀를 사교육이 집중된 지역으로 학원을 보

내거나 심지어 가족 전체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 이사를 하기도 한다

(박소진, 2007; 황성희, 2014).

 물론 모든 계층에서 중산층과 같은 사교육 참여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양적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된 몇몇 연구에서는 사교육비를 중

심으로 계층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형태가 다르게 드러남을 지적한다(양

정호, 2006; 모수원, 2007; 김진영, 2008; 김미란, 2009; 백학영·안선영, 

2012). 지출규모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학부모가 가진 자원에 따라서 

4) 돼지엄마는 유명 학군을 중심으로 학원에 한 정보를 타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는 학
부모를 지칭하는 말이다. 마치 돼지가 여러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한 명
의 권력있는 학부모(돼지엄마)과 나머지 학부모들(새끼돼지엄마)에 빗댄 표현이다. 그
러나 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한 정보를 배
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는 학원의 관리 시스템부터 강사
의 강의력, 교재 선정 까지 말 그 로 학원에 한 데이터베이스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돼지엄마를 따르는 이른바 ‘새끼돼지엄마’들은 돼지엄마의 말 한 마
디에 학원에 등록하기도, 그만두기도 한다. 자연스레 돼지엄마는 학원가를 쥐락펴락
하는 권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 국립국어원에서는 ‘돼지엄마’를 신조어
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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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참여 양상을 다르게 조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 참여 

양상을 근거이론에 기반을 두고 분석한 김혜숙 외(2017)에 따르면 사교

육 지원 형태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드러남을 밝히고 있다. 학부모의 사

교육 지원 유형을 “적극적 지원형”,“현실 처형”, “최소 지원형”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계층이 다름을 분석한

다(김혜숙 외, 2017:83). 위 연구에 따르면 각 계층이 공유하고 있는 사교

육에 한 이해나 가치는 비슷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종류나 

전략에 따라서 사교육 지원 유형이 다르게 드러난다고 본다. 이두휴

(2008) 또한 “동원 가능한 경제적 자본의 양”(이두휴, 2008:159)에 따라

서 사교육에 한 지향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

러나 비록 계층을 상, 중, 하의 세 가지로 분류하긴 하였지만, 자료의 분

석 과정에서 계층을 양분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따라서 각 계

층의 구체적인 사교육 참여 양상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사교육을 계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중산층 이외의 사교육 참여 양

상에 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습학원’을 통해 

그 동안 사교육 현상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상으로 삼고 있는 

‘보습학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교육의 형태인지, 또한 ‘보

습학원’을 통해 우리나라 사교육 참여 현상에서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제 4 절 보습학원

 보습학원이란 학교 수업을 보충학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원

(장준환, 2015; 정지웅 외, 1997)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실 보습학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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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상당히 광범위하여 일관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서울시 총 사

설학원 11,954개소 중 7,853개소가 보습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시 사설학원 중 약 65%를 차지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술이나 음악 등의 예체능

계열이 아니라면 부분의 학원이 행정상 보습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습학원의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김수현(2014)는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의 입시를 상으로 하는 학원

을 입시학원으로 분류하여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보습학원과는 구

별 짓는다. 또한, 학원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화된 형학원과 보습학원, 

공부방 등으로 구분하였다. 기업화된 형학원이란 2000년  중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학원의 형태로, 주식시장에 상장될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학원들을 의미한다(최선주·강 중, 2014). 이러한 형학원

들은 “상당한 자본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교육콘텐츠

를”(최선주·강 중, 2014:3) 구축하고 있으며 마치 형 기업처럼 각 

지역에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김영천(2018)은 학원의 종류를 다섯 가지5)로 분류하였는데 그의 

분류는 주로 학원의 수업 난이도 및 강사의 수준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종합학원은 전 과목에 한 “체계적인 학습”, 단과학원은 “특정 교과

에 한 전문성”, 영재학원은 “석사·박사급 교사 수준”으로 학원의 

수준을 달리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점차 모호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전 과목을 

한 명의 강사가 다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종합학원’

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단과학원이나 영재학원처럼 전담 교사가 각 교

과를 다루기 마련이다. 강사의 수준 역시 지역마다, 학원마다 다양할뿐

5) 종합학원, 단과학원, 영재학원, 특목고학원, 논술학원 으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천(201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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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구분 

방식으로는 현행 학원의 종류를 분류하기에 다소 모호한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강의’라고 불리는 이른바 ‘인강’은 “인터넷 학

원” 항목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비록 ‘인강’이 온라인을 바탕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실제 물리적인 학원이 존재하고 실제로 수업

을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수업한다는 점에서 

김수현(2014)과 최선주·강 중(2014)이 분류한 형학원 혹은 교육상장

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6) 이러한 인터넷학원은 고등학생을 가장 

주 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인터넷학원이 입수능을 준비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교육방식이기 때문이다”(김영천, 2018:140) 

 그러나 최근의 학입시는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보다는 학교 내신 위

주의 수시전형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부분의 학원이 학교 교육과정 

위주로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김영천, 2018:134)은 타당

하다. 그러므로 현행 입시과정에 맞추기 위하여 김영천(2018)은 부분의 

학원형태가 종합학원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종합학원

은 김수현(20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원 크기와 규모, 수업방식 등을 

통해서 보다 세분화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습학원을 위와 같은 다양한 학원 종류 중에 존재하는 하

나의 범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사교육 종류나 학원

의 분류에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때문에 보습학원을 누구나 동

의할 수 있는‘일반적인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습학원을 ‘일반적인 범주’보다는 본 연구의 맥락에 

맞는 범주로 위치시키고자 한다.

 우선, 보습학원은 형학원과는 구분되는 형태이다. 여기서 형학원

6) 또한 많은 수의 인터넷강의(인강)는 현장강의(현강)을 직접 촬영한 내용을 그 로 제
공한다. 즉, 물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현강과 인강의 차이는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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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프랜차이즈 학원을 가리키나, 반드시 여러 곳에 지부를 두고 있

는 프랜차이즈 학원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소규모 학원이 한 지역을 기

반으로 장시간 성장하여 형학원의 형태를 띠는 경우 또한 형학원으

로 포함한다. 따라서 형학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학원의 규모가 된다. 

학원의 규모는 학원의 물리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강사의 수, 한 반의 학

생 수를 포함한다. 강사 수가 최소 10명을 넘어가는 학원에서는 강사는 

전담하는 교과 수업에만 집중한다. 신입생 등록을 위한 상담이나 학생관

리는 주로 원장선생님이나 실장 선생님이 도맡아한다. 때문에 교과 강사

는 교과 수업에만 치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좀 더 큰 규모의 학원의 경

우에는 조교 선생님을 두어 자료 제작이나 채점 같은 잡무를 맡기기도 

한다. 보습학원은 강사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분담이 모

호하다. 원장선생님이 상담, 수업, 자료 제작 등을 직접 도맡으며 나머지 

강사들도 뚜렷한 역할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서 위의 업무를 책임진다. 

 두 번째로는 보습학원은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고

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나 재수생들을 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이나 단과

학원은 필요에 따라 주변 지역의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하기도 한다. 그

리고 재학생을 주 상으로 하는 형학원의 경우에도 입소문이 퍼지면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기도 한다. 이른바 ‘매니저 엄마’들이 자가용

으로 자녀의 등하원을 돕는 것은 거리가 먼 타 지역의 학원에 다닌다는 

이유도 있다. 아울러 크게 유명한 형학원이 아니어도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운 거리에 사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미니버스 등의 차량운행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등하원을 돕기도 한다. 보습학원은 타 지역의 학생들

을 상으로 하지 않는 학원이다. 학생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동네학원’이라는 점을 보습학원의 하나의 요소로 여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상의 보습학원 구분을 따르되, 

형학원과는 구별 지어 보습학원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보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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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라 함은, 1. 규모가 크지 않으며 2. 강사 수가 10명 내외이고, 3. 차

량운행을 하지 않고 타 지역의 학생들이 거의 오지 않는 학원으로 정의

하도록 한다.

 보습학원의 범주를 위와 같이 설정한 것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사교육의 참여양상을 고찰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의 

사교육 연구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능동성을 가지고 자발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사교육에 참여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렇기에 

사교육 ‘문제’에 있어서 참여 주체들을 중심에 두고 개인 심리적 요인

이나 효과성 요인들이 연구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백일우·정한나, 

2013). 

 보습학원이 학부모와 학생의 합리적인 선택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

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영천(201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입시를 앞

둔 고등학생들의 학업에는 효율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으며, 또한 막

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원과 인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학원에 비해 상 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보습학원이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지역적인 한

계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제적인 여건이 특히 부동산가

격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나라(특히 서울시)의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거

주하는지는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습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지역의 SES를 크게 벗어

나지 않는 선에서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연구되어왔던 사교육 참여 양상에서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정보력과 교육열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선택지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면, 보습학원은 이와 같은 참여 양상과는 다른 사교육 선택이라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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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사교육 참여 양상 중 특히 보습학원을 살펴보는 

것은, 학부모들이 어떤 선택의 과정을 거치는지에 해 기존과는 다른 

논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역의 SES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제한적인 상황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제 5 절 문화적 논리

 문화의 개념을 넓게 정의한다면 사람들 간의 소통을 위한 상징으로 

활용되는 어떠한 것이든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는 언어를 비롯

해 미술, 과학, 음악, 종교뿐만 아니라 신념, 가치, 전통 등 인간 활동의 

부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Swartz, 1997). 

Bourdieu에 의하면 문화는 사회구조가 별다른 갈등 없이 재생산될 수 있

도록 하며 사람들 사이의 위계를 조직한다(Ibid.). 왜냐하면 문화는 인간 

활동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는 문화를 숨 쉬듯이 당연하게 여

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ourdieu는 문화를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하나의 기제로 이해하고 있다.

 Bourdieu의 논의에서 문화는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 과정에서도 중

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그의 관점에서 문화는 각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power)으로 작동한다. 문화가 권력으로 작동한다면 교육은 문

화를 통해 권력관계를 자연스럽게 재생산하는 기제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마치 하나의 ‘자본’처럼 작동하는 이를 두고 Bourdieu

는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으로 개념화한다(Ibid.).

 그동안의 연구에서 Bourdieu의 문화 자본은 고급문화(high-status 

culture)로 한정되어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Lareau, 2016). 그러나 그의 

문화자본 논의는 지배계층의 고급문화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용부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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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격증 등 상당히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Swartz, 1997). 따

라서 문화 자본의 논의는 보다 확장되어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문화 자본과 교육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계층 재생산의 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연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 특히 교육사회학 관점의 연구물들은 Bourdieu

의 개념을 각자의 연구주제에 맞게 변용하여 논의를 전개해왔다. 크게 

보았을 때, 한 축으로는 주로 교육 불평등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 혹은 

학업성취와 문화의 관계’(나종민·김천기, 2015; 박현진·김영화, 2010; 

백병부, 2012; 변수용·김경근, 2008; 이건만, 2006)에 한 연구가 선행

되어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지원 문화를 분석한 연구’(김미숙·상종

열, 2015; 이민경, 2007; 이두휴, 2008; 황성희, 2014)가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Bourdieu의 논의는 계급적 구분이 상 적으로 뚜렷한 프랑스의 

사회적 상황에서 연구되었다. 따라서 이 개념을 아무런 비판적 논의 없

이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김영화, 2012). 즉, 프랑스 

맥락에서의 고급문화를 문화 자본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백병부·김경근, 2007; 변수

용·김경근, 2008; Lareau & Weininger, 2003). 그러므로 Bourdieu의 문

화자본 논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접근되어야 한다

(김영화, 2012). 

 앞서 언급한 Lareau(2003; 2012)의 분석은 이러한 비판점을 견지하여, 

Bourdieu의 개념을 미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변용하였다. Lareau

는 계층별로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부모의 문화자본

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논리(cultural logic)”(Lareau, 2003; 2012; 2015)

가 개입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Lareau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고 

적용해온 문화적 논리가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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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areau, 2012)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차등적인 가치가 적용되는 

부모의 문화적 논리는 자녀 세 로 전수된다.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훗날의 직업선택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층

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 문화적 논리는 다음 세 의 계층을 재생산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Bodovsky & Farkas, 2008).

 교육 분야에서 문화적 논리의 개념을 학자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

하나, 전반적으로는 부모의 책임감, 혹은 책임에 한 인식이 문화적 논

리의 큰 부분으로 여겨진다(Bennett, Lutz, & Jayaram, 2012; Bodovsky 

& Farkas, 2008; Ishizuka, 2019). 부모의 책임감이라는 개념은 또한 다양

하게 해석 가능하며 여러 요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자

녀의 교육적인 활동을 조직하는 것 이외에도, 자녀의 여가 활동의 다양

성이라든지, 부모와의 화시간이라든지, 혹은 아이를 할 때의 언어 

사용 방식 같은 태도적인 측면 등을 포함한다(Bodovsky & Farkas, 2008; 

Irwin & Elley, 2011; Lareau, 2015; Sharon, 2018).

 자녀에 한 부모의 기  또한 중요한 문화적 논리의 요소로서 다루

어진다(Irwin, & Elley, 2011; Maxwell & Aggleton, 2013). 부모의 기 는 

계층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달되는데 부모는 주로 교육적 개

입을 통해 자녀에 한 기 를 표현한다.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한 기

는 직접적으로는 사교육 제공과 같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며(Maxwell & Aggleton, 2013), 간접적으로는 자녀의 교육 포부를 만들

어내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개입 방식의 직·간접적

인 차이는 계층에 따라 자녀의 학 진학률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차

이를 만들어낸다(Agger, Meece, & Byun, 2018). 그러므로 문화적 논리로

서의 부모의 기 는 계층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 개인의 미시적인 논리 및 가치관과 사회제도를 연결 짓

는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적 논리의 개념을 사회 전체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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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사회제도가 문화적 논리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 계층

에 한 관점을 보다 공고히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Olson(2007)은 미

국의 맥락에서 중산층(upper-middle class) 부모의 문화적 논리는 현재 

존재하는 미국 학입시의 과정 및 논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석

한다. 즉, 중산층 부모들은 학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시되어야 하

는 가치들인 경쟁적 태도, 가시적인 성취감 등을 문화적 논리로 구성하

고 있으며 이는 현 미국의 성취중심의 “입시게임”과 일치한다는 것이

다(Olson, 2007:30). Lareau(2015) 역시 미시적인 상호작용과 사회제도의 

연결고리를 중요한 분석과제로 여기며 문화적 논리의 중요한 부분 중 하

나로, “게임의 법칙(the rule of the game)7)”에 주목한다. 이는 공식적

이고 비공식적인 사회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이며, 이와 같

은 사회제도에 한 지식과 이해는 계층 재생산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 줄 수 있다(Lareau & Weininger, 2003). 비록 ‘게

임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여러 연구

는 사회제도 그 자체 혹은 사회제도가 작동하는 법과 메커니즘에 한 

지식을 중요한 문화적 논리의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모가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방식은 다양한 행동으

로 드러나며 이 또한 계층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중산층 부모들

은 학교와 교사들을 면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며 직·간접적으로 영향

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노동/빈민층 부모들은 학교를 적 적으로 생각하

여 불신하거나, 공권력에 한 두려움을 표하며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Lareau, 2012; 

Sharon, 2018). 이는 부모들이 학교라는 ‘제도’에 해서 얼마나 잘 이

7) “게임의 법칙”은 Bourdieu(1995; 2005)가 <구별짓기>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카드놀이
를 하는 상황에 비유를 하여 카드놀이의 규칙을 알고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참
여하는 것의 결과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즉, “게임의 법칙”을 아는 것은 게임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Lareau는 이를 그의 작업에 원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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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있으며,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지, 따라서 부모 자신

이 어떤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아는지와 관련이 있다. 즉, 게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한 지식의 차이가 바탕이 되어 부모의 

행동 혹은 양육방식에 다른 양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Irwin & Elley(2011)은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누가 

전략적으로 사고하는가?”(Irwin & Elley, 2011:486)라는 질문을 던진다. 

자녀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부모의 ‘전략적’인 

행동은 현재의 교육제도를 비롯한 제도적인 구성에 한 제반 지식을 전

제로 한다. 따라서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이고, 받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

는 것은 부모의 문화적 논리, 게임의 법칙을 아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

다. Irwin & Elley가 제시하는 ‘전략적’이라는 개념 또한 ‘게임의 법

칙’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나 교육 시설을 선택할 때 ‘전략적’인 행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어떠한 학교나 시설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지는 주로 부모의 정보력에 달려있다(Lareau, 2016; Maxwell & 

Aggleton, 2013; Matsuoka, 2019). 교육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정보의 획득

은 주로 부모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박소진, 

2007; 황성희, 2014; Sharon, 2018). 따라서 부분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계층이 모여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부모의 정보력 또한 부모가 

어떤 물리적이고 시공간적인 사회적 상황에 놓여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

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결정되

기 때문이다(Matsuoka, 2019).

 그런데 부모가 사회제도를 알고 잘 이용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부모의 자녀교육에 한 책임감 혹은 책임의식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자녀가 어떤 학교에 갈지 가족 모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최

선의 선택을 하는 것(Maxwell & Aggleton, 2013)은 부모가 ‘게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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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이야기되는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

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 또한 전제되어

야 한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족 모두가 이사 하거나, 자녀에게 일정

한 정도의 성적을 요구하거나, 어떤 교육기관에 보내는지에 해 가족 

모두가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 등(황성희, 2014; Lareau, 2016; Maxwell & 

Aggleton, 2013)은 모두 자녀에 한 책임의식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

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녀와 자녀의 교육에 한 책임의식이 적다면 이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

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앞서 논의한 부모의 문화적 논리는 어느 한 요소

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문화적 논리의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일련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문화적 논리는 자녀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처럼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행위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하

나의 자본이자 권력이 되어서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자본의 개념과 일정 부분 닿아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자본의 개념은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재조직될 필요가 있으므로 ‘문

화적 논리’의 개념 또한 각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해석되고 또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논의들은 주로 학부모의 

양육 태도에 집중하여 문화적 논리의 개념을 전용하였다. 문화적 논리의 

개념을 도식화하면 < 그림 1 >과 같다.

 본 연구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참여 양상과 이유를 파악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맥락에서 사교육이라는 일종의 

‘제도’가 가진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부모들이 속해있는 집단의 

특징이 어떠한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게임의 법칙’을 어떻

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문화적 논리의 개념을 적용하려 시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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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문화적 논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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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에 고등학생 자녀를 보

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참여 양상과 논리를 탐구하는 데 집중한다. 따

라서 목적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이용해 동네 보습학원

에 고등학생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특정 

상을 선정하는 방법이다(이해영, 2005: 재인용 김희경·윤순진, 2011). 본 

연구는 ‘보습학원에 고등학생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를 모집하여 

연구하였다. 그 기준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부모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한다.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지 한 

관심을 쏟고 있는 주체이다(이종각, 2013; 2014). 이종각(2014)의 표현

로라면 “학부모는 생애 최초의 담임이며”, “평생담임”이다. 학부모

는 학령기의 자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치 ‘담임’처럼 자녀에 한 

“교육적 관심의 끈을 내려놓지 않는”(이종각, 2014:8) 다. 그러므로 자

녀의 사교육 참여 활동은 상당 부분 학부모의 관심 정도와 관련이 있음

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학부모는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

기 때문에(김수현, 2014, Park & Abelmann, 2004) 사교육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권자로 여겨질 수 있다. 

 다음으로, 보습학원은 서울시 학원 등록현황의 분류 중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를 1차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서울시 학원 등록현황 

데이터에서 분류하고 있는 보습학원의 범위는 본 연구에서 이론화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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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학원의 범위보다 넓게 책정되어있다. 우선 보습학원을 입시, 검정학원

과 같은 범위로 분류하고 있다. 학교 교과를 수업 상으로 다루기만 하

면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로 분류된다. 검정고시라는 특정하고 확

실한 수업 목적을 가진 검정학원은 학원명을 통해서 구분되지만, 입시학

원과 보습학원의 구분은 모호한 경우가 많다. ‘OO보습학원’으로 학원

명에 보습학원을 명시해놓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을 서

울시 학원 등록현황에서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데이터상에는 드러

나지 않지만,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수생 수강 여

부이다. 따라서 학부모들과의 사전 전화통화를 통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원의 재수생 수강 여부를 파악하였고 보습학원의 범위를 좁힐 수 있었

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사교육 참여 양상과는 다른 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흔한 사교육 참여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학부모가 자가용으로 자녀를 데려다주고, 차 안에서 도시락으

로 밥을 먹이고, 숙제를 검사하는 등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상

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동네학원’으로 일

컬어지는 특징을 그려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생이 스스로 걸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학원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부분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 예외의 경우는 ‘집’이 아닌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또한 포함하

였다.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학생이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원에 오고 가기 때문에 ‘동네학원’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

하였다.

 학원 규모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보습학원은 형학원보다는 작고 

공부방보다는 큰 규모의 학원으로 정의하는데, 행정 구분상의 ‘교습

소’ 또한 이 범주에 포함된다. 보습학원과 교습소의 가장 큰 차이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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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수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8)에는 교습

소는 등록된 강사 1인이 한 과목만을 강의할 수 있고, 보습학원은 강사 

수에 제한이 없다고 명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원의 법적 설립기준보다

는 교육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교습소와 보습학원의 

기능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교습소 또한 

‘보습학원’의 범주로 포함한다. 학원 규모에는 한 반의 정원 또한 고

려되어야 한다. 보습학원은 개별 학생들을 관리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흔히 “맞춤식 수업”, “과외식 강의” 등을 내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보습학원이 소수의 학생을 한 명의 강사가 관리하는 교육서

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반의 정원이 10인 이내의 

소수로 구성되어있는 학원을 상으로 삼는다. 

 보습학원에 참여하는 기간 또한 하나의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학

교 교육과정에서 6개월은 학사일정 상으로 방학을 포함해서 한 학기이

다. 고등학생은 이 6개월 동안 1차와 2차 지필고사 두 번을 치르고, 그

것을 합산하여 내신 등급이 산출되어 성적표가 발송되거나 나이스(NEIS)

시스템에 등록된다. 따라서 보습학원에 다닌 것이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

라 학생의 교육 및 성적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6개

월을 설정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연구참여

자의 자녀들이 최소 6개월 이상 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며, 가장 짧게 학

원을 다닌 조이의 경우에도 수학학원 6개월, 영어학원 3개월 수강으로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총합 9개월 이상의 보습학원에 참여경험을 갖

는다.

 마지막으로, 연구 상이 되는 지역의 선정이다. 보습학원은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학원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보습학원에 참여하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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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지역의 경제수준과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미래구를 연구 지역으로 삼는다.

 미래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98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412

만원 비 약 96%, 25개 자치구 중 17번째의 소득수준을 보인다. 소득수

준으로는 서울시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서울서베이, 2018). 미래구의 총 학원 개수는 450개로 그 중 입시검

정 및 보습 분야로 등록된 학원은 226개이다. 이는 서울시 학원 개수 중 

14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입시검정 및 보습의 개수로는 13번째에 위치한

다.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중간 정도의 학원 개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구는 월평균 가구소득으로나 학원 개수가 서울시 평균 

정도 되는 지역이다. 이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사교

육 참여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 된다.

 또한, 미래구가 연구지역으로 채택된 데에는 지리적인 조건이 중요하

게 작용하였다. 만일 어떤 지역에 보습학원 이외에 다른 학원이 없거나 

드물다면 학부모들의 학원 선택 논리는 지리적인 한계에 크게 영향을 받

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보습학원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학원이 존재

하는지, 혹은 다른 사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구는 우선, 다수의 형학원이 존재한다. 특히 미

래구의 중심에 있는 B동(< 그림 2 >참조)에 강사 수 10명 이상의 형학

원이 집중되어 있다(서울시 학원 정보, 2017). 연구 참여자의 부분이 B

동과 B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형학원에 근처

에 없으므로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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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미래구 지도 중 일부

 또한, 미래구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치동, 목

동과 거리상으로 멀지 않으며 중교통으로도 크게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중에 방학 때 일시적으로 치동으로 학원

을 보내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었으며, 주변 지인 중 치동과 목동 지

역으로 자녀를 보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

은 연구 참여자가 언급하였다.

 위의 측면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미래구는 지리적인 한계점으로 ‘피

치 못해’ 보습학원에 보낸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습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학부모들의 ‘선택’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절차

 앞의 조건에 맞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미래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미래주민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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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님을 소개받았다. 미래주민연 는 1995년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풀뿌리 활동을 해오는 

단체이다. 연구자가 미래주민연 의 표님을 직접 만나 뵙고 연구 목적

을 소상히 설명드리자 흔쾌히 연구참여자를 소개해주어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는 미래주민연 가 학부모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시

민단체로서 사교육에 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오래전부터 활동해오던 시민단체이기에 학부모들 또한 미래구 토박이

거나 신혼부터 거주하여 지역에 녹아든 경우가 부분이었다. 또한, 지

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기에 지역에 

한 이해가 바탕에 있는 학부모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표

님을 통해 약 5명의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고, 이후에는 면담을 진행한 

후에 눈굴리기 방식(snowball sampling)으로 추가적인 연구참여자를 모집

하였다. 모집 시에는 마찬가지로 앞서 고려하였던 조건에 따라 연구참여

자를 선별하였고 미래주민연 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미래구 

지역에서 거주하던 분들이었다.

 2019년 8월과 9월에 걸쳐서 총 9명의 학부모를 만나 인터뷰가 진행되

었고 1~2회, 각 인터뷰 시간은 2시간 내외로 실시되었다. 총 9명의 학부

모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중간에 소개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위의 조

건과 맞지 않는 참여자 한 명과 인터뷰 후에 연구 참여 거부 의사를 밝

힌 한 명을 제외하고 총 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으로는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에 한 것, 주변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한 인식, 사회 전반에 깔린 사교육 문화에 한 

인식, 교육제도와 사교육의 관련성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9)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실제로 자녀들을 ‘왜’ 사교육에 참여시키려 하는지, 어떠

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9)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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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연구 참여자들

의 자연스러운 경험을 듣는 것이 중요하여 연구자의 질문은 최소한으로 

하였다. 즉, 면담의 방식은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

로 진행되었다(Yin, 2015:163). 학부모의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답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잘 드러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반구조화된 면

담 방식을 적합한 질문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자녀에 한 묘사’로 시작하였다. 이는 라포형성을 

위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자녀에 해 이야기하며 때로는 자녀에 

한 고민 등을 털어놓으며 경직된 분위기의 면담이 아님을 은연중에 표현

하였다. 자녀에 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녀교육과 성적 이야기로 흘

러갔다. 연구자가 준비해 간 순서에 맞춰서 질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

으며, 연구자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는 학부모들의 이야기 속에서 

준비해 간 질문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였다. 이외에는 화의 흐

름을 해치지 않고자 최 한 질문을 자제하거나 흐름에 맞추어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연구참여자가 연

구에 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최 한 배려

하였다.10)

  인터뷰 종료 시에 사회경제적 배경 및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지를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

경이 면담 내용과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드러나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월 가계 소득,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사교육비 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11) 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배경(SES)를 도

10)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연구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
떤 학부모는 본인의 교육관을 설파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한 것처럼 보였다. 질문과는 
관계없는 자신의 교육관을 한참이나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답변 내용을 듣
다가 맥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연구자가 의도한 질문을 던져 최 한 흐름을 연구의 
목적에 맞는 쪽으로 가져오고자 하였다. 

11)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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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었다. 해당 내용은 다음 꼭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후 전사하였다(인

터뷰 후 연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한 명의 학부모의 인터뷰자료는 제

외). 연구자는 전사된 인터뷰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학부모가 자녀를 

사교육에 참여시키는 양상을 중심으로 분류 목록을 만들고 수차례의 코

딩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 당시에 작성했던 연구 노트나, 연

구참여자가 되는 학부모에 한 기본정보, 학원에 한 정보, 자녀에 

한 정보 등을 고려하였다. 

 질적연구의 코딩과정은 연구자가 주체적으로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Saldana, 2012). 그러므로 데이터 코딩의 결과는 연구

자의 관점이 반영되는 행위이며 데이터 그 자체의 의미를 밝혀낸다기보

다는 데이터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해석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Saldana, 2012:8). 따라서 연구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7명 학부모의 인터

뷰 데이터를 지속해서 읽고 범주화하고 다시 세분화하는 과정을 반복하

였다. 이를 통해 날것의 데이터에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된 의미를 부여

하고자 노력하였다. 

 모든 연구 진행 과정은 서울 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의해 사전 

심의를 거쳤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명된 동의서 및 설문지

는 인쇄물로 따로 보관하고 있으며 녹취기록과 전사자료는 파일로 개인 

PC의 폴더에 저장해두어,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

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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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참여자 소개: 보습학원엄마의 특징

12) 자녀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자녀이름

12)
거주지

자녀학

년
내신성적 월 가구소득 아버님학력 어머님학력 아버님직업 어머님직업

힘찬 A동 1학년 1~2등급 400~600만원 4년제졸 전문대졸 전기기술자
소방 기 술자(현

재 무직)

시원 B동 2학년 8~9등급 400~600만원 4년제졸 전문대졸 공기업과장 가정주부

한결 B동 1학년 2등급 400~600만원 고졸 고졸 운송업
편 의 점 파 트 타

임

가을 B동 2학년 3등급
200~400만 원(자

영업이라 유동적)
4년제졸 전문대졸 자영업 가정주부

조이 C동 1학년 2~3등급 400~600만원 대학원이상 4년제졸
회 사 원 ( 건 설

회사 이사)
가정주부

신비 C동 2학년
1등급 후반~2

등급 초반
400~600만원 4년제졸 4년제졸

회 사 원 ( 회 계 , 

경리)
가정주부

으뜸 D동 3학년 1등급 후반 600~800만원 4년제졸 고졸 중소기업부장 판촉직원

새빛 D동 3학년 3등급 중반 600~800만원 전문대졸 고졸
자 동 차 정 비 소

운영
가정주부

< 표 1 >  보습학원엄마의 인구학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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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계층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구분 지점이 

달라진다(박소진, 2007; 이두휴, 2008).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모집

하는 과정에서 계층을 특정하여 조작적으로 모집하지 않았으나, 실제 모

집된 연구참여자들의 계층은 비슷하게 드러난다.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

았을 때 계층 정의를 위해 공통으로 학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수준 등

을 고려하고 있다(이민경, 2007; 박혜경, 2009; 신명호, 2011). 이들 연구

에서 중산층은 주로 5천만 원 이상의 연 소득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분류

된다(이민경, 2007; 박혜경, 2009). 또한, 부모의 직업 종류 역시 고려되어

야 하는데, 신명호(2011)은 직업지위점수 개념을 차용하여 “고위 임직원

이나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 등을 지위가 높은 계층으로, 직업지위점수

가 상 적으로 낮은 단순노무자, 기능공, 서비스 종사자나 영세자영업자 

같은 판매 종사자를 지위가 낮은 계층으로 분류”(신명호, 2011:226)하였

다. 이는 Lareau(2012)의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직장에서 권위를 가

지는지를 직업을 고려한 계층설정의 기준 중 하나로 삼는 동시에, 직업

과 교육수준을 연계하여, “교육수준이 높아야 가질 수 있는 직

업”(Lareau, 2012:453)을 구분하여 계층설정의 준거로 삼았다. 한편 홍두

승(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자기준거를 통해 형성된 집단으로 정의하기도 한

다. 즉 자기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중산층의 계

층설정에 있어 중요한 논거로 작용한다.

 한편 최근에는 중산층을 다시 중상류층과 중하층으로 분류하여 이해

한다. 계층을 하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현상

이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Wheeler & Green, 2019). 이두휴(2008)의 연구에서는 지위집단을 상, 중

상, 중, 하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소득수준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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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이 전문 졸 이하인 경우는 

‘중’으로 분류하고 있다. 학력 수준만 놓고 본다면 부모 모두 졸 이

상인 조이가족과 신비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중상이나 상층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소득수준이나 직업지위 등을 고려한다면 조이가

족과 신비가족 역시 ‘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또한, 인터뷰 내용 

중 조이어머님과 신비어머님은 자신들의 지위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발언

들을 다수 보여주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이 동네는”이

라든가 하는 발언들이 그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조이네를 포함한 일곱 명의 연구참

여자들의 계층은 비슷한 범주로 묶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계층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도 아니고 계층 구분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

는 양적방법을 사용해 진행된 연구도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계층의 분류

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의 계층이 모두 비슷한 범주에 

존재한다는 점과 중산층(상류층)과 하층 사이에 끼어있는 계층으로 인식

하고 연구 내용을 분석하고 있음을 밝힌다. 기존 연구들이 중산층의 사

교육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하층(빈곤층)은 경제적 

논리에 사교육 참여가 종속되는 경향이 짙다는 점(김위정·염유식, 2009; 

류소영, 2014; 모수원, 2007; 백학영, 안선영. 2012)을 고려한다면 이 두 

계층 이외 학부모의 사교육 참여를 다룬다는 데서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계층과 관련한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

한 5장 내용에서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비슷한 사회경제적 특징을 보이는 참여자들을 

편의상 ‘보습학원엄마’로 개념화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명명은 기본

적으로 모두 자녀를 보습학원에 보내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보습학원

의 개념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본 연

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보습학원의 개념이 보습학원을 모두 포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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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또한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보습학원’ 

개념이 현실과 유리되어있지 않으며 일종의 메타포로 이해될 수 있음에 

이같이 명명하기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라는 단어는 다분히 젠더편향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13) 그럼에도 ‘엄마’라는 단어를 통해 논의를 진행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교육 논의가 주로 ‘엄마’의 사교육 참여 양상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간여하는 것은 아빠들이 아닌 엄마

들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자녀 사교육 활동에는 보편적으로 아빠보다

는 주로 엄마들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돼지엄마’

의 수사는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보습학원엄마’라는 

명명은 ‘돼지엄마’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소 한계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보습

학원엄마’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13) ‘여성’과 ‘엄마’가 의미하는 것은 또한 다르다. 나윤경 외(2007)는 여성이 모성
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평생학습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간다고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단순히 여성을 어머니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인식해오던 
것과는 다르게 어머니로서의 여성, 학습자로서의 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부장제를 벗어난 여성의 의미를 제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나윤경 외(2007)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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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보습학원엄마의 사교육 참여 양상14)

제 1 절 학원이 필요한 이유: “그나마 학원가서 공부를 

해요”

 자녀가 스스로 공부할 줄 모른다는 생각은 보습학원엄마들이 공통적

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이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등 학원 공부를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학부모들의 일방적인 생각은 아니다. 학생

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학원 수업에 길들여지고, 학원 선생

님이 내준 숙제를 해오는 데 익숙해져 본인 스스로도 학원에 다니지 않

으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한다.

자기 스스로 풀어야 하는데, 너무 학원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얘도. 불안한거야. 해보니까. (가을, 27)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불러서 공부 시켰으니까. 시험 끝날 때까

지. 학원빨이죠 학원빨 (으뜸, 13)

 보습학원엄마들은 자녀들이 그나마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부는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녀들이 지금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일정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한데 학원에서 공부 방법이나 시간을 통제

14) 직접인용한 부분에서는 (자녀이름, 페이지)로 전사기록지의 출처를 표기했으며 간접
인용이나 화를 옮길 시에는 자녀와 학부모를 구별하여 OO어머님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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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된다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

으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아 최소한의 공부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자녀의 성적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든 좋지 못한 학생이든 학부모들은 모두 자신의 자녀가 

“스스로 못하는 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스스로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거나 의지가 있어도 공부 방법을 모른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원을 통해 공부 방법이나 습관을 형성할 

것으로 기 한다. 비록 공부 방법, 공부습관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

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말이다. 

자극을 받았으면 (시원, 16)

가이드를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 (힘찬, 19)

기술적인 부분을 (...)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조이, 40)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을 텐데. (으뜸, 33)

안 할 놈은 억지로 학원을 보내서 시켜야 되니까…. (가을, 29)

어쨌든 그래도 단어는 외우지 않냐. (새빛, 23)  

 학원 수강을 통해 기 하는 공부란 학부모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

게 이해된다. 공부에 한 동기(자극)가 필요하다고 여기기도 하며, 구체

적인 공부방법이나 공부 기술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 하기도 한다. 전

반적인 공부습관이 정착되거나 적어도 억지로라도 공부하는 습관이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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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계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각자의 기 요소는 다

르지만 공통적으로 학원은 자녀가 공부를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

에 그 방법과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곳으로 이해된다.

얘가 되게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아이라고 독립적이라 저는 생각했는데, 

그냥 평범해서…. 학원가서 뭐 시키면 거기까진 되게 잘 해요. 그 이상을 

안 하는 거지 (조이, 40)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는 성향이라는 것은, 조이어머님의 이야

기에서처럼 자녀의 성격이 독립적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조이는 자

기주장이 확실하여 취향 또한 확고하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반적

인 또래문화나 놀이문화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생각이 자기 주관이 되게 뚜렷해서 (...) 자기가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딱 

짤라버리는 (...) 첫째라서 그런지 심성이 좀 생각 보다 자기가 원하는 거 

딱 하(고 그래요) (조이, 9~10)

 조이가 이렇게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임을 조이어머님은 알고 있

고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공부방법과 습관에 있어서는 상 적으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공부를 ‘스스로’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다. 이 때문에 자녀가 학원에 다니도록 강요하여 공부량을 채우고자 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고등학교 (내신이) 반영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정해줘야겠다…. 

제가 그냥 짤라서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조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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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매 학기 매번의 지필고사 성

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내신 시스템에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공부를“혼자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위험을 수반한다. 고

등학교에 입학 후 한 번도 쉬지 않고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공부 스케쥴

이나 방법을 따라 왔기 때문에 갑작스레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다름없다. 

 으뜸은 내신 1점 중후반 의 상위권의 학생임에도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 때문에 으뜸어머님은 으뜸이가 “학원가

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하니까”(으뜸, 17)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이

야기한다. 집에 와서 공부해야 하는 데 학원에서만 하고 집에서 공부하

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학부모들이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되기

도 한다. 학부모들은 학원에 다니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원 숙제는 잘”(으뜸,11)한다는 이야기나, “그

나마 학원 가서 공부하는”(시원, 2-29)아이라는 것, 혹은 “시키면 시키

는 로 하는 아이”(새빛, 13)이기 때문에 적어도 학원에서는 공부를 한

다고 생각된다.

 학원을 보내면 집에서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계속 학원에 보내는 순환이 일어난다. 한 번 학원에 보

내기 시작하면 웬만해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

런데 이것은 실제로 자녀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는지 아닌지와는 별개의 

인식이다. 왜냐하면 보습학원엄마들이 자녀들의 학원에서의 학습량을 꼼

꼼히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원에 다녀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도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

다. 보습학원엄마들에게 ‘학원에 보내면 공부를 하겠지’라는 생각은 

일종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보습학원엄마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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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보내는 것은 객관적인 학습량이나 학습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성뿐

만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가 개입되어있다. 흔히 이야기되는 학부모의 

“불안심리”(박소진, 2009; 이두휴, 2008; 황성희, 2014)가 표적이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이야기한다.

 박소진(2009)는 이 같은 학부모의 불안함이 신자유주의적 발전 하에서 

교육을 통한 어머니의 “가족경영”의 책임에서 기인한다고 논한다. 다

시 말해 자녀의 교육은 가족의 생존과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기제이다. 

‘어머니’는 이와 같은 책임을 떠맡고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에 자녀교

육의 실패는 어머니 역할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

로는 자녀의 성적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입시에 실패할까봐 불안하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스

스로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이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고 학입시에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혼자 공부하는 것을 시도하고 싶어

도, 쉽사리 시도하지 못한다. “ 입이 그게 안 들어가면, 시도해보겠는

데”(가을, 28)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학입시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학

원에 보내지 않고 한 학기를 보낸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무모한 도전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 불안감은 주위 학부모들로부터 조성되며 강화된다. “누가 그

러는데 옆집 아줌마는 조심하라고….”(조이, 44)라는 조이어머님의 이야

기는 이 불안감이 실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교육 환상 같은, 

떠도는 이야기라는 것을 암시한다. 보습학원엄마들은 ‘불안감’이 주변 

분위기로부터 형성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를 떨치고자 노력하기도 한

다. 그럼에도 실제로 이를 극복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조이어머님은 조이가 어릴 때 수영교실에 보냈던 일을 상기하면서 수

영교실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영복에 집착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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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좋은 수영복을 입히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이어머

님은 처음에는 수영선수도 아닌데 수영복이 무슨 상관이며, 조이는 저렴

한 수영복을 입고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못 입히면 부모로서 또 거지같이 키우고 있나 생각이 

들”(조이, 48)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화는 조이가 크고 난 후의 사교육 참여의 맥락으로 이어

진다. 주위는 다 시키는데 내 자녀만 시키지 않으면 내가 부모로서 도리

를 다하지 못하는 것인가, 내 아이만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

겨난다.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는 주위로부터 “아이를 방치한

다”(조이, 42)고 여겨진다.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하”(시원, 29)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음에 한 질책이다. 학부모는 사교육에 참여하

지 않는 것을 어머니의 역할에 뒤처지지는 것으로 여겨 불안감을 느낀

다. 그러므로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이 불안감을 일정 정도 무마할 

수 있는 장치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이랄까. (신비, 41)

학부모에게 사교육 참여는 다수의 흐름에 편승하는, 안정적이고 안심되

는, 따라서 불안감을 얼마간 해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만일 자녀가 원

하는 사교육을 시켜주지 못하면 부모는 절망하고 괴로워한다. 부모 역할

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가을어머님: 원하긴 했어요.

연구자: 원했어요?

가을어머님: 그러니까 막 절망적인. 막 자기는 왜 이렇게 안 해야 되냐고. 

(가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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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현재 학생인 가을의 누나의 이야기로, 고등학교를 다니던 당시

에 가을 아버님께서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원하던 

사교육을 시켜주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가을의 누나는 가정형편 탓에 원

하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해 “절망적인” 심정을 느낄 정

도로 속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또한 원하는 사교육을 제공해주지 못했던 

가을어머님 또한 “말도 못 하게 속상했다”(가을, 42)라는 심경이었다고 

회고한다. 이는 사교육 참여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방증한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교육을, 그것도 자녀가 원하는 사

교육을 시켜주지 못하는 부모는 “무능한”, “방치하는”, “의무를 다

하지 않는” 부모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처럼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의

무,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인 불안감 등이 결합되어 사교육 참여의 정당

하고 합당한 이유를 구성하게 된다.

제 2 절 학원에 거는 기 : “사교육은 투자예요”

 사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기 하는 것은 적어도 겉으로는 명약관화하다. 

모든 학부모는 ‘성적향상’을 위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낸다고 이야기한

다. 그런데 자녀의 성적향상과 학원 수강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이어

지지 않는다. 모든 학생이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성적향상의 결과를 얻

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학원이 성적향상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사교육이 

문제로 일컬어질 이유가 줄어들 것이다. 

 사교육 “신화”(김동석, 2015:170)라는 표현은 사교육의 실제 효과성

이 마치 ‘신화’처럼 불확실하며 떠도는 이야기라는 것을 나타낸다. 물

론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켰다고 분석한 양적연구

도 존재한다(백일우·정한나, 2013). 그러나 학업성취도가 오르는지 오르

지 않는지에 한 분석 결과가 상이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교육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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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된다. 사교육은 언제나 확실하고 명확하게 성

적을 향상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상이하게 학부모들은 “그나마” 성적이 

유지되거나 지금 성적이 나오는 것이 사교육 덕분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학원을 통한 성적향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새빛어머님은 주위 학부모

들의 사례를 통해 목동 지역에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돌리며 사교육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적향상에 도움

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지금 그거로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

요...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

어요. (새빛, 39)

 새빛어머님은 이를 본인의 경험에도 적용한다. 새빛은 고등학교 3학년

까지의 내신 성적을 평균 3.2점 정도로 마무리했는데, 그나마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온 것이 사교육 덕분이라고 새빛어머님은 생각하고 있다. 새빛

어머님은 새빛의 사교육 참여를 돌아보며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

(새빛, 39)을 한다. 학원 수강이 성적향상에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

고 있다. 그러나 새빛어머님은 사교육 예찬론자가 아니다. 새빛을 많은 

사교육에 ‘뺑뺑이’돌리지도 않았으며, 역설적이게도 주말까지 타 지역

으로 학원을 보내는 일부 학부모들의 행태에 해서 되려 비판적으로 생

각한다.

새빛어머님: 주말마다 애가 목동으로 가요

연구자: 그런 거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빛어머님: 전 미쳤다고 보죠. (새빛,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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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학업성적이 사교육 덕

을 보았다는 다소 아이러니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렇듯 사교육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관계없이, 사교육에 참여한다

면 공통적으로 성적향상 혹은 유지를 기 하며 일종의 ‘믿음’을 견지

한다.

 조이어머님 역시 사교육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조이를 

“쿨하게 키우고 싶어서”(조이, 13)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많이 참여시

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현재 조이를 사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은 

“성적을 아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쿨함은 없어서”(조이, 32)라고 말한

다. 즉, 사교육은 일정 수준의 성적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이해

되고 있다. 

가을어머님: 불안해서. 그러니까 잘 하는 애 같으면 내가 조금 (사교육에 

참여를) 낮춰서 해보겠는데, 얘 가지고는 지금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연구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게 불안하신거에요?

가을어머님: 내신.

연구자: 내신을 혼자 하면은?

가을어머님: 애가 혼자 하면 확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더 이상 떨어지

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을, 27)

 가을어머님은 가을이가 학원을 그만두면 내신이 “확 떨어질” 것 같

다며 불안해한다. 적어도 학원에 참여함으로써 지금의 성적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 학부모들의 말에서 자녀의 학원 참여가 일정 수

준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믿음이 드러난다.

성적은 그 로 갔으면 아마 뭐 아마 5등급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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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요. (힘찬, 11)

제 생각에는 그나마 다녀서 그 정도…. 3등급 (...) 그래도 성적이 많이 오

르지 않았냐. (새빛, 20;21)

그나마 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 애니까 (...) 영어만 5등급 나왔어요. 4등

급? 5등급? 그니까 영어학원 선생님이 해주신 것만 공부 한 거예요. (시

원, 2-29; 17)

 학부모들의 학원 참여에 한 기 는 “아마”, “그나마”, “그나마 

다녀서” 등의 표현들로 이야기된다. 학부모들은 막연하게나마, 그래도 

학원이 자녀의 성적 유지 혹은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

시 한번 내비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은 자녀의 현재 성적 수준에 따라 학부모 간에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성적이 중위권 혹은 그 이하인 학부모

들은 ‘적어도’ 지금의 성적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성적이 상위권~최상

위권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성적이 향상되기를 바

라고 있다.

 중학교를 전교 최상위권으로 졸업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친 한결의 어머님은 한결이 사교육에 참여하며 “아주 막 못 했던 게 

막 올라가고”(한결, 8) 그러진 않았다고 한다. 중상위권의 성적이 유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것에 다소 

실망하며 “지금 학원을 옮겨야 하나 고민 중에 있다”(한결, 17)고 토로

한다. 

 으뜸어머님은 으뜸이 성적이 좋지 못한 과목에 해서 따로 학원을 

알아보고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으뜸이 “머리는 똑

똑한데 공부를 안 하는”(으뜸, 2)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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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오른다면 상위권 학에 진학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적 향상에 한 기 를 가지고 여러 방법들을 찾아

보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은 단순히 “신화”로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교

육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로 여겨지며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

에서의 고려 상이 된다(Bray, 1999; Park et al., 2011). 학부모는 자녀에

게 평생에 걸쳐 사교육을 제공해주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사교육

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고, 따라

서 지금이 사교육이 필요한 적정시기라고 여긴다. 그런데 보습학원엄마

들은 이 시기를 보다 좁게 설정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초등학교 입

학 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레이스에 참여하는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들

과는 다르게 보습학원엄마들은 자녀에게 제공하는 사교육을 특정한 시기

에 집중하고자 한다. 

연구자: 그러면 시킬 생각 있으세요? 지금?

으뜸어머님: 지금은 조금 있어요. (으뜸, 25)

 

 으뜸은 내신 성적이 완료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따라서 지금 현

재 내신 비를 하는 학원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학입시를 위해서

는 수능 비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이나 논술 전형을 비해주는 학원이 

필요하다. 으뜸어머님은 으뜸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이 어려우리라 

판단하여 조금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도록 논술 학원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 비용이 부담스러울지언정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투자할 수도 없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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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럴 때 이런 교육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여겼을 때 딱 넣을 거예요. 

(힘찬, 34)

 힘찬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끝마쳤다. 힘찬어머님은 힘찬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투자를 

집중할 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힘찬어머님에 따르면 힘찬은 

“지금 한 백만 원어치 투자하면 자기가 이백으로 돌려주겠다고”(힘찬, 

31)하며 자신의 투자 가치를 어필한다. 지금은 자신의 사교육비에 투자

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힘찬은 지난 시험에서 전교 8등을 한 상위권 학생이다.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사교육이 적절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있

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어떤 학원에 다니고 싶은지를 설득하는 과정 중

에 있다. 힘찬어머님은 힘찬의 이러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무작정 

많고 다양한 사교육에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기보다는 “이럴 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인터뷰가 진행되던 때에는 힘찬이 두어 달 동안 힘찬어머님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으며, 힘찬어머님은 힘찬에게 국어 사교육을 제공하려고 생각하

고 있다. 지금이 적절한 투자 시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이 힘찬의 사례처럼 사교육 참여에는 자녀들의 의지가 작용하기

도 한다. 자녀들이 스스로 사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사교육 참여의 이유가 된다. 자녀들이 사교육에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는 

뜻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이다. 사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성

적향상이라는 ‘수익’을 얻겠다는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다. 혹은 이와 

반 의 경우로는 학원에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없다고 여기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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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가을, 

23)

이제는 영어는 혼자 해도 되겠다 본인도 그랬고. 시간을 너무 뺏기니까 

그러면은 피곤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 다니자 해서 그만 다니고…. 

(신비, 26)

 가을이 “안 되겠다” 싶었다고 말한 것은 성적이 원하던 로 나오

지 않아서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느꼈다는 의미이다. 사교육에 

투자하여 성적을 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반면 신비는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는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필요 없다고 느껴 영어학원을 그만둔 경우이다. 투자 

가치 비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교육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도 한다. 자녀들은 사교육에 수동적으로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주체

이다. 자녀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학부모와의 타협을 통해 받아들여지기

도 하며 내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성적을 ‘투자’의 결과로 본다면 사교육 투자는 성적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 보습학원엄마들은 사교육 참여로 언제나 원하는 결

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즉각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이 성적향상이라는 통념과는 배치되는 행동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점수가 지금까지도 점수가 (안 나와서) 끊어야 하는데 그니까 이제 

사람 인식이라는 게 혹시나 혹시나 계속 그랬더니 영어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다 안 나온 거예요. (으뜸, 14)



- 57 -

성적이 잘 안 나와 하는 거만큼…. (신비, 28)

옛날 중학교 때부터 쉬운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데 학원 안 다닐 때도.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 기본이 흔

들리는 거 같아서. 근데 학원을 다니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조이, 

36)

 으뜸은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기존 학원에서 수학 수업만 받고 있었

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 수업을 추가로 수강하기 시작했다. 이

전까지는 다른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받았지만, 지속해서 점수가 안 나

왔고 학원을 옮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원을 옮기게 된 것은 성적문제가 아닌 다른 계기였

다.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을 따로 다니기 힘들고 불편하다는 으뜸 친구 

엄마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다니던 수

학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섭외하여 수업을 시작한 것이다. 으뜸 어머님은 

여기에 큰 의견을 제시하는 쪽은 아니었고, 으뜸 또한 무던한 성격이었

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는 로’ 따라서 영어학원을 옮기게 되었다.

 학부모들의 요청에 시작한 영어 수업은 이른바 “ 치동에서 온” 강

사가 맡았다. 하지만 기 만큼 성적은 나오지 않았다. 학원을 옮기기 전

후가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변화를 싫어하

는” 으뜸의 성향도 있었고 으뜸어머님의 “혹시나”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여 으뜸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이 산출된 지금까지 학원을 

옮기지 않았다.

 신비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작년 초인 고등학교 1학년 초반부터 

수학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수학 과외를 받았으나 “선생

님과 (성향이) 맞지 않아”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신비는 첫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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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느낌을 중요시하는 성향의 학생이다. 이전 과외 선생님과의 관계에

서도 그렇고 여타 사교육 강사들을 볼 때 직관적인 인상을 중요하게 생

각한다고 한다. 다행히도 고등학교 1학년 초반부터 다니기 시작한 학원

의 강사와는 “친해져서” 별 탈 없이 수업을 받고 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이 문제이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적이 나오지 않

는 것에 혹시 학원을 옮길 생각은 안 해보았느냐고 물어봤다. 신비어머

님은 “20프로 정도”라고 답한다. 옮길 생각이 거의 없다는 답이었

다. 이는 어머님 본인은 학원을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지만, 

신비가 원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였다. 신비는 굳이 다른 학원

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학원을 옮기기를 꺼린다. 

 조이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중학교 때부터 “기본이 부족한 것 

같아서” 수학학원에 다녔는데 지속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고등

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수학학원을 그만두었고, 방학이 

끝나고 2학기 중간고사 기간부터 영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긋난다. 

조이어머님의 말로는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영어 빼고는”(조이, 23)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즉, 상 적으로 성적이 잘 나온 영어는 새로 

학원을 등록하고, 성적을 잘 받지 못한 수학은 학원을 그만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사교육 참여가 성적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공식과는 배

치된다. 조이가 학원을 그만둔 이유가 수학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었다면 수학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전략을 취했어

야 한다. 실제로 조이어머님은 학원을 그만둔 이유를 성적 이외의 여타 

상황으로 지적한다.

인강을 선생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 조이만 고등학교가 달라서 얘 진

도에 맞춰서 선생님이 찍어서 (관리)해주셨었어요. (...) 수학 선생님이 그

렇게 해줬었는데, 벅차셨나 봐요. 얘만 다른 학교라서…. (조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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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부터 다니던 학원에서는 조이만 다른 학교로 고등학교를 배정

받자, 학원에서 강사분이 따로 인강을 찍으면서까지 조이의 내신을 관리

해주었다. 그러나 보습학원의 특성상 이는 오래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보습학원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사가 따로 조교를 두지 못

하고 다수의 학생을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1:1로 관리해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강사의 처지에서 조이를 관리하는 것은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따라서 조이는 점차 “피드백이 잘 안”됨을 느껴 학

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즉, 조이의 성적 하락은 학원을 그만두는 데에 직접적인 이유라기보다

는 부차적인 이유이다. 조이어머님은 조이를 따로 관리해주는 것에 해 

“고마워서 그 학원을 계속 다녔”(조이, 21)다고 한다. 비록 성적이 오

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성적보다는 학원 강사의 관리가 소홀

해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것이 더욱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조이의 수학 성적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성적을 향상시

켜줄 수 있는 학원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조이는 수학학원을 새로 등록

하지 않았다. 조이어머님은 조이가 “수학을 다녔으면 좋겠는데”(조이, 

23)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수학학원을 보내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인 한결의 어머님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성적향

상”보다 학원 선택과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저는 학원 막 이렇게 옮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가

야되고 문제가… 선생님하고 애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그건 빨리 옮겨야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옮기지 않아요). 공부를 못 하는 건 애의 문제

지 하하하. 우리 애부터 봐야 돼. 그거를 무조건 학원 탓하고 학원 막 옮

겨 다니면 뭐할 거에요? (한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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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어머님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비록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지라도 한 학원에 꾸준히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사이에 학원을 옮

기는 경우는 “선생님하고 트러블이 있는” 경우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은 “적어도 지켜봐야”(한결, 8)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한결은 현재 

학원에서 6개월 이상 수강을 하고 있고, 성적이 뜻하는 만큼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즉각적으로 학원을 옮기지 않고 현재 아직 “고민” 

중이며 “지켜보는” 상태에 있다.

 정리하자면 보습학원엄마들에게 성적향상과 하락은 학원의 직접적인 

변경 요인이 아니다. 이는 자녀의 성적이 학원 선택과 유지에 있어 중요

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성적은 물론 사교육 참여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부분이다. 그러나 보습학원엄마들은 “공부는 애가 하는 것”, “친

구관계”, “강사와의 관계”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학원 변경을 고

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원 선택은 ‘사교육 투자’라는 한 가지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자녀에게 맞는 학원 찾기: “선생님이랑 맞아야 

돼요”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종류가 천차만별일뿐더러 

사교육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렇듯 학원의 

종류가 많고 다양한 상황에서 내 자녀에게 맞는, 내 자녀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학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학원 정보를 공

유하기 위해 지역 학부모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맘

카페를 중심으로 사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또한 발달하

고 있다. 학부모들은 수많은 학원 중에 어떤 학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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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판단하여 자녀에게 맞는 학원을 제공해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본 절

에서는 보습학원엄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맞는 학원을 찾고 

선택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보습학원엄마들은 자녀를 중심으로 전략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중심적 전략’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만큼 학부모들은 사교육 

참여에 있어서 자녀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자녀의 성적과 성향에 따라 

사교육 종류를 결정하며, 자녀가 스스로 사교육에 한 정보를 알아오도

록 하여 이를 존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녀의 성적이나 성향 같은 상황에 적합한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모든 학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사교육을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습학원엄마들은 

사교육 참여를 조직하고 구성함에 있어서 부모의 의견 보다 자녀의 의견

을 우선시하며 나아가 자녀에게 학원에 한 정보 수집과 결정을 의존하

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자녀가 학원에 다니길 원해야 사교육 참여가 시작할 수 있다. 부

모는 자녀가 학원 참여를 원할 때까지 기다린다. 자녀가 스스로 필요성

을 느낄 때까지 사교육 참여를 크게 종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간고사 때 (학원)다닌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한 달 전에는 다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내버려 두고…. (조이, 33)

중학교 때부터 공부 안 했을 때 그냥 기다리는 것도 (...) 자기가 선택한 

로(존중해줘요) (힘찬, 17;18)

우리 아들이 자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으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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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도 저는 강요는 안하거든요?(신비, 46)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힘찬은 지금 게임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게임하는 데 할애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힘찬어머님은 “힘찬이한테는 

아마 그 게임이 지금 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어요”(힘찬, 33)라며 고등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치고는 학업 및 시간관리에 해 여유롭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이어머님의 경우에도 조이가 어릴 때

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학원을 안 보냈”(조이, 43)다고 하며 강제

적인 사교육 참여보다 자녀의 의견을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필요성을 느끼기를 기다리는 학부모의 마음이 마냥 편

안한 것만은 아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학원에 다닌다고 해도 학부

모가 보기에 시원찮은 학습태도를 보이면 이에 해서 채근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을 독려하기도 한다. 심지어 인터넷 강의 같은 추가적인 

사교육을 학부모가 직접 구매해서 제공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 시

원어머님의 경우에는 시원의 학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인터넷 강의를 

들으라며 시원을 독촉하였다. 또한, 으뜸어머님은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인 으뜸이 집에서는 공부하지 않는 모습이 못마땅하여 다소 일방적

으로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였다. 으뜸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논술전형을 노리고 있다. 당장 앞에 닥친 입시에 으뜸

어머님은 초조한 마음에 논술 사교육을 받을 것을 으뜸에게 제안하지만 

으뜸은 본인이 딱히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 둘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린

다.

으뜸어머님: 논술 같은 경우는 (...) 안 되면 이제 과외도 붙여주겠다 니 

스스로 안 하려면 몇 번만 해도 되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

으니까. (으뜸이는) “엄마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인드….

연구자: 엄마 알아서 하세요(가 무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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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어머님: 그니까 과외 시켜주면 받을 거(라는 거죠.) (...) 받을 마음은 

있는 거예요. (으뜸, 25)

 인터넷 강의의 경우에도 으뜸어머님은 으뜸의 친구들이 모두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것에 불안하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메가

스터디를 3학년 돼서 끊었”(으뜸, 32)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를 듣지 않

는 으뜸에게 왜 안 듣느냐고 채근하자 “엄마가 했잖아”(으뜸, 32)라며 

받아친다. 

 이처럼 보습학원엄마들은 자녀가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지만은 않는다. 시원어머님 또한 중학교 때까지는 기다렸지

만 “고등학교 보낸 그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지니까”(시원, 5) 뭐라고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녀를 닦달한다. 한결어머님 역시 “과학을 

하나 더 해줘야 하지 않나”(한결, 29)라며 자녀에게 추가적인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보습학원엄마들은 자녀들을 

심하게 채근하거나 강제로 사교육에 참여시키지는 않는다. 자녀가 필요

성을 느끼고 이에 따라서 본인에게 적합한 사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니가 필요로 하면 얘기를 해라 (한결, 29)

뭔가 하면…. 억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새빛, 14)

안 맞으면 저도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애

가 받아 주면 받고. 애가 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으면 시켜 보는 거

고…. (가을, 40)

“억압적으로 하지 않”는 것, “안 맞으면” 하지 않는 것,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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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하는 것. 보습학원엄마들에게 사교육 참여는 자녀가 원하는 방향

을 중심에 두고 타협하며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보습학원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직접 사교육에 한 정

보를 알아오라고 요구한다. 자녀가 필요해서, 자녀가 원하는 사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보습학원엄마들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레 자기 

자신이 다녀야 하는 사교육에 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가 된다. 따라서 보습학원엄마들은 상당 부분 자녀에게 사교육 선택

을 위한 정보 수집을 의존한다. 

물어봐요. 농담식으로 물어봐요. 니네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누

구야? 걔는 학교 학원 어디 다니는지 한번 알아봐 학교는 어떤지 알아봐. 

이렇게 해서(학원 정보를 알아내요) (한결, 24)

본인이 찾아서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힘찬, 

10)

 이렇게 자녀가 주위 친구들을 통해서 알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보습학

원엄마들은 학원과 사교육의 종류를 알게 되고 나름의 정보를 습득한 

후, 자녀와 함께 학원에 상담을 가서 최종 결정을 하는 순서로 학원이 

선택된다.

 혹은 부모가 먼저 주위 학부모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학원

을 자녀에게 제시하고 자녀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일도 있다.

어때 한번 가볼래? 근데 아이가 주위 친구들한테 얘기를 가서 얘기를 들

었을 거 아니에요. 애는, “엄마 거기 별로래 나는 안가” 이러면, “아 

그래? 그러면은 뭐... 엄마가 또 알아볼게”(새빛,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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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에 새빛어머님이 알아온 학원이 새빛이 원하지 않는 학원이

었다. 따라서 새빛어머님은 새빛에게 자신이 알아온 학원을 강요하지 않

고 다른 학원에 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자녀 중심

적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부모가 부모의 정보력을 통

해 좋은 학원을 알아왔어도 자녀가 선호하지 않는다면 보내지 않는다.

 또 다른 경우는 한결어머님의 경우이다.

엄마들한테 물어봐서 미리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그런 적은 있죠. 그치만 

애한텐 얘기 안 하지. (한결, 29)

 앞서 언급했듯이 한결은 중상위권 성적이 나오는 학생으로 한결어머

님은 자녀의 성적향상에 한 욕심이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결어머님은 주위 학부모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학원에 방문해 상담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한결

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지가 필요

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엄마가 먼저 가서 정보를 얻는 것은 사교육 참

여를 강요하고자 함이 아니라, 한결이 필요하다고 말할 그때를 비한 

방비책인 것이다.

 자녀가 필요성을 느껴 학원에 다니기로 결정했다면, 보습학원엄마들은 

학원을 선택 하는 과정에서 학원강사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한

다. 동네보습학원은 부분 소수의 인원을 한 반으로 구성하여 강사와의 

1:1 관계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학원과는 차별화

된다. 따라서 보습학원엄마들은 자녀와 강사의 “성향이 잘 맞”(시원, 

9)거나 “코드가 잘 맞는”(한결, 8) 것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는 학원 

선택 단계에서부터 작용하는데 “선생님이 마음에 들”(조이, 25)어야 우

선 학원에 등록을 한다. 아무리 유명한 학원의 유명한 강사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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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녀와 맞지 않으면’선택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동네 

보습학원의 특징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

면 학원에 다니는 것은 A학원에 다닌다는 것보다, A강사와 관계를 맺는

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비단 자녀들의 의견과 성향뿐만 아니라 강사에 한 학부모의 

의중 또한 중요하다. 보습학원엄마들은 한 번 학원을 정한 이후에는 별

다른 이벤트가 없다면 강사와는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드물다. 

이 때문에 다수의 보습학원엄마들이 강사를 직접 만나는 때는 주로 학

원을 선택하는 시기에 자녀와 함께 학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때라

고 이야기한다. 강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강사의 인상과 수업방

식 등으로 판단하여 강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성향이 자녀와 맞는지, 그

리고 학부모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지에 해서 결론을 내린다.

너무 많이 마음에 맞는 거야, 원장선생님하고 (...) 그래서 새빛이가 그 얘

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어떡하고 싶어?(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그냥 엄

마 선생님이랑 맞는 거 같애 여기가 좋아.” 그래서, 그래 그럼 여기를 

다니자(라고 했죠) (새빛, 17~20)

 위의 내용은 새빛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의 원장선생님에 한 새

빛어머님과 새빛의 생각이다. 처음에 학원을 고르게 될 때 원장선생님이 

하는 말이 신뢰가 가서 새빛어머님은 현재 학원에 다니기로 했으며, 배

우는 것이 다소 ‘느린’ 새빛이는 꼼꼼하게 짚어주고 강요하지 않는 선

생님의 성향이 마음에 들어 다른 친구들이 학원을 옮길 때도 한 학원에 

남아있었다.

 새빛어머님은 새빛이와 지금은 학생인 새빛이의 오빠의 학원을 정

할 때 몇 군데를 자녀와 함께 돌아보면서 강사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

였다. 그중 강사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동네에서 유명한 학원이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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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지 않은 예도 있었다. “믿음이 안 갔”(새빛, 27)다는 것이 이유였

다. 학부모들은 객관적인 강사의 실력만큼 강사에 한 주관적인 신뢰

감, 그리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 학부모들이 강사를 직접 만나는 일은 드물다. 

초반 상담 이후의 판단과 자녀의 학원 생활을 확인하기 위해 사교육 강

사와 연락을 주고받느냐는 질문에 학부모들은 소극적으로 답한다. 

내 아이를 그 학원에 보내면 저는 전적으로 그냥 믿어요(새빛, 27)

 전적으로 그냥 믿는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강사의 

교육활동에 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습학원엄마들

은 학원에서의 수업이나 성적관리 등에 해 높은 수준으로 간여하지 않

는다. 시원어머님처럼 원래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등의 특별한 경

우가 아니라면 강사에게 연락을 먼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주로 강

사 측에서 학생관리 차원의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신비, 35; 힘찬, 11) 특

별한 전달사항이 있는 경우(가을, 25)에 연락했다. 조이어머님은 사교육 

강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러워서(조이, 36) 

연락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한다.

 종합해 보았을 때, 학부모들은 학원에 등록하고 난 이후에 강사와의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으며, 강사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직

접적인 방법보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얻고 있었다. 주로 자녀의 이야

기를 듣고 강사의 성향과 수업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을이 말은 그래. 엄마, 원장님도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 카리스마가 있

어. (가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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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의 말을 전함) 엄마, 여기는 잘 모르면 질문을 하면은 남아서 좀 이

해시키고 막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어…. 학생이 좀 있어서 그

러는지 모르지만, 그냥 말 그 로 막 진도만 빼고…. (새빛, 16)

 따라서 자녀가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나 강사의 수업방식에 해 미주

알고주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학부모는 학원 수업에 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자녀가 크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성적이 현저하게 낮게 나

오지 않는다면 학부모는 자녀가 학원에서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위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사의 스타일에 

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이 있다(조이, 36). 학부모들 사이에서 

강사들의 실력은 입소문을 통해서 입증된다. “이 동네에서는 유명”(가

을, 20; 시원, 11; 조이, 34)하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강사를 신뢰하는 계

기가 된다. 입소문은 자녀의 증언과 함께 학부모들이 강사를 판단하는 

거의 유일한 척도이다. 학부모들은 강사들의 수업을 자신들이 직접 들을 

수도 없고 듣는다 해도 어떤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엄마가 뭘 알겠어요? (새빛, 20)

 앞서 강사와의 상담에서 이미지가 좋았다고 이야기했던 새빛어머님 

또한 자신은 강사의 실력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그 

때문에 학생인 아들과 함께 새빛이 다니게 될 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하

고 판단을 내린다. 이처럼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에 해서 보습학원엄마

들은 자녀를 통해 전해 듣거나 다른 학부모들에게서 들리는 소문에 의존

하는 경향을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특히 강사가 강남 지역, 특히 치동에서 강의했었다는 

정보는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강화해준다. 강남, 치동의 강의 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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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에게 강사의 실력에 한 일종의 보증수표로 여겨진다.

선생님은 강남 쪽에서 많이 강의를 하셨었나봐요. (...) 강남에서 학원 국

어학원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을) 모셔가지고…. (힘찬, 10;26)

아, 이 원장님이 아마 서초에서 하다가 오셨다고 막 그러던데. (...) 강남 

쪽에서 하시다가…. (가을, 20)

 그러나 강사가 강남에서 왔다는 사실, 치동에서 강의했었다는 경력

만으로는 학원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지 못한다. 강사의 실력

만큼, 혹은 실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사와 자녀가 성향이 맞는 것, 학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다. 

그분도 좀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나름…. 그분이랑도 안 맞아

가지고…. (시원, 11)

네네 중학교 때부터 그 학원을 쭉 다니다가…. 선생님이 신경 많이 써주

셔서…. (조이, 24)

처음엔 약간 시큰둥했는데…. 다니다보니까, 선생님하고 좀 친해져서…. 

(신비, 28)

 시원어머님은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시원이가 수학학원 선생님과 트러

블이 있었던 경험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수학학원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시원이의 수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수학 성적이 걱

정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수학 사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은 것은 비단 수

학 강사와 시원이 둘만의 관계가 틀어져서는 아니다. 강사와 시원이의 

트러블을 중심으로 시원의 부모님은 시원을 학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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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탓이라며 다그쳤고 이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어긋난 경험이 

있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이와 같은 갈등은 다시 수학 사교육을 구

하고 시작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보습학원엄마들은 자녀와 강사와의 관계, 학부모 자신과 강사

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듯 우선 강사

와의 관계에 믿음이 생기면 그 이후에는 자녀의 학원 생활에 해서 크

게 간섭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학원 강사에게 직접 압력을 넣는 등의 

행동을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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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타협으로서의 보습학원

제 1 절 보습학원엄마의 딜레마

 부모는 자녀가 사회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Irwin 

& Elley, 2011). 이러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

로 존재하지만, 역할이 행위 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것이 

발현되는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미국 맥락을 바탕으로 한 Lareau(2003; 2012)의 연구는 부모의 역할이 

계층별로 다른 논리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여준다. 중산층 부모들

은 집중양육방식을 통해 자녀를 교육해 성공적인 학입시나 사회적인 

위치에 오르도록 돕는다. 반면 노동/빈민층 부모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들

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동/빈민층 부모들은 자녀에게 특별

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집 밖에 산재하는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에서 아이들

을 지킬 수 있어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신체적인 보

호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Lareau는 이러한 양육방식의 차이를 ‘문

화적 논리’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학부모들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

적 논리가 다르므로 다른 양육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교육을 통한 보습학원엄마의 자녀에 한 교육 개입 활

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습학원엄마는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사회에 입문시켜야 한다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나



- 72 -

라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리적인 위험에서 자녀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 이 때문에 물리적인 위험보다는 고등학교(혹은 학교) 졸

업 후의 ‘사회’라는 추상화된, 은유적인 위험 상황에서 자녀를 지켜주

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입문할 수 있는 가장 일반

적이고 기본적인 관문은 학진학이며, 학진학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의 학업성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자녀를 추가적인 교육적 활

동이나 사교육에 참여시켜 성적을 잘 받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학

교성적을 잘 받는 것은 자녀의 사회입문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부모의 역

할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열망은 그들의 사회경제적인 한계로 

인해 제약받는다. 따라서 흔히 알려진 과도한 형태의 사교육 참여의 모

습을 보습학원엄마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 자녀의 교육에 모든 것을 투

자하는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와는 다르게 보습학원엄마들은 무리하지 않

는 선에서 사교육에 참여한다. 보습학원엄마는 자녀의 남은 인생 모두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만일 자녀가 사회에 진입하기에 

실패한다면 그것을 보상해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본이 부족하다. 따라

서 확실하지 않은 사교육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불안정한 미래를 만

들어 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부모의 기본적인 역할과 사회경제적 자본의 제약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낸다. 보습학원엄마는 이 둘 사이에서 끊임

없이 갈등하며 지속적인 일종의 타협과정을 거친다. ‘보습학원’은 이 

둘을 중재해주는 아주 좋은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습학원에 자녀

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의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되는 

동시에, 본인들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자본 아래에서 무리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사교육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보습학원엄마에게 ‘보습학원’은 

타협의 결과로서 작동하는 사교육의 형태인 것이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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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 그림 3 >과 같다. 이와 같은 갈등과 타협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

나는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 그림 3 > 타협으로서의 보습학원

제 2 절 보습학원엄마의 사회경제적 한계

 본 연구의 참여자인 보습학원엄마들은 소득수준으로는 월 가계 소득 

400~600만 원, 학력수준으로는 부모 중 한 명은 졸(주로 아버님), 한 

명은 고졸(주로 어머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에서 예외적

인 경우(600~800만 원의 월 소득이나 부모 두 명 모두 졸 혹은 아버님

이 학원 졸업)도 있었지만,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 즉 소득수준이 600

만 원 이상이면서 두 명 모두 졸자 이상인 사례는 없었다.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준은 학자에 따라, 연구에 따라 다양하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중산층을 그 내부에서도 중상류층(upper middle class)과 중

하류층(lower middle class)로 세분하는 경향성을 보인다(Whee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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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2019). 또한, 본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중산층의 사교육 참여 

양상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을 때(박소진, 2007; 이두휴, 2008; 

황성희, 2014), 본 연구의 참여 상이 되는 학부모들은 주로 계층적으로 

중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하층은 중산층(중상류층)에 속하지 않

으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하층에도 속하지 않는, 

그 중간에 위치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자본 또한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자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엄격한 잣 를 통해 계층을 설정하는 성격의 연구는 아니

다. 따라서 보습학원엄마가 어떤 계층에 속해있는지를 엄 히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된 과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 참여자들의 계층

적인 특성은 매우 중요하게 분석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유한 자본의 

상황에 따라 자녀교육개입활동의 종류와 양상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교

육관이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자본을 가졌는지에 한 객관적인 상황 및 이들이 위치해 있

는 맥락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크를 통

해 획득할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Lamont & Lareau, 1988; Swartz, 

1997). 사교육 참여에서 사회적 자본은 주로 사교육 정보 그 자체이거나 

사교육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가 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양질의’ 것일수록 양질의 사교육 정보를 획득하는 데 유리

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관리문화가 팽배한 지역에서는 사교육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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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공개하려 하지 않으며, 친한 엄마들끼리만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있다(박소진, 2009; 황성희, 2014).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돼지엄마’의 수사는 배타적인 정보공유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보습학원엄마들의 사회적 자본은 여러 방면에서 제약을 받

는다. 우선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지역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아, 정보를 획득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이야기된다. 보습학원엄

마들은 주위 학부모들을 통한 정보획득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동시

에, 입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교육 또한 한계가 있다고 인식한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는 교육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지와 관련이 있다. 강남 8학군15)이 표적인 예시이다. 보습학원엄마는 

자신을 지칭함에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결, 39) 혹은 “이 동네

는”(조이, 25) 이라고 표현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정보력의 한

계를 토로한다.

 학부모의 정보력은 사교육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Choi & 

Park 2016; Park et al. 2011). 앞서 보습학원엄마들은 학원에 한 정보 

수집을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에게 학

원에 관한 정보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자녀만 믿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것은 자녀를 ‘방치’하는 것이며 부모 노릇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보습학원엄마들도 정보를 얻고자 노력

한다. 그런데 보습학원엄마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란 일반적으로 “주위 

소문”으로 “알음알음” 정도에서 형성된다. 

15) 1974년 고교평준화정책 실시 이후 강남 지역의 유명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
역적 구분이다. 8학군은 이후 “한국의 교육열과 교육문제를 상징하는 지역”(오제연, 
2015:215)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애초에 중산층 이상의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거주
하는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가 유입되며 배타적인 교육환경을 형성하게 되며 8학군 구
분은 보다 공고해진다(오제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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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럼 보낼 만하다 아니다 기준은 뭔가요? 어떻게 그걸 판단하는

거에요?

조이어머님: 일단은 주변에 물어보고요, 저는

연구자: 주변이라고 하면은?

신비어머님: 엄마들 입소문이에요.

조이어머님: 친구엄마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가서 어떻게 배우는

지, 선생님 스타일이 어떤지 보고…. (신비, 조이, 25)

 그런데 정보력은 사교육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입시를 위해서도 필

요하다. 학입시의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입시 준비는 어느 정도의 정보

력을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2

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입시정보를 본격적으로 필요로 할 시

기이다. 입시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고 있냐는 질문에 보습학원엄마들은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시원어머님: 인터넷 검색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전문 에 한 그런게 많

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교육청 통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교

육청에 관련 입시 진로 선생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상담신청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구자: 아~ 아직 해보시진 않으신거구나.

시원어머님: 해보지는 않았어요. (시원, 33)

 시원어머님은 시원을 전문 에 진학시키고자 생각 중이다. 그런데 정

보를 찾을 루트가 다양하지 않다. 주위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례가 많이 

없을뿐더러 전문  관련한 입시정보는 ‘좋은 학’에 한 정보에 비

해 다수의 관심 밖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의 제한 탓에 시

원어머님은 입시에 관련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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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문  진학처럼 주류 입시정

보에서 벗어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상 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위

한 입시정보를 얻고자 하는 부모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자 노력하

지만, 입시정보를 얻는 루트가 제각각이고 각각의 정보가 어느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지 학부모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혼란을 겪기도 한다.

 교과 내신성적이 1등급 후반 가 나온 으뜸의 어머님은 으뜸이 어떤 

전형으로 학에 진학해야 하는지에 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구하

고자 노력한다. 우선 으뜸이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에서 학생부 자료와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고, 지역 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입

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으뜸어머님은 입시관련 정보를 주로 학교 밖

에서 얻으려 하고 있었다. 으뜸이 2학년 때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따로 상담을 못 했어요. 그니까 제가 상담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문자)했

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선생님 시간 언제 되세요, 답장이 없어서…. 그

냥 말았죠. (으뜸, 40)

 다행히 3학년이 된 지금은 담임선생님과 입시 상담을 진행했다. 그런

데 담임선생님은 학원에서 조언해 준 내용과 정반 로 이야기를 해 주었

다. 으뜸이 2학년 때의 학생부에 적혀있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을 두고 

학교 담임선생님은 ‘그 정도는 오히려 솔직해서 괜찮다’라는 입장이었

고, 학원에서는 그 내용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리스

크가 있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이 부분에 해서 지역 센터에서

도 상담을 진행했으나 상담 운영 시스템상 첫 번째 상담과 다른 상담 선

생님이 상담을 진행하는 바람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기는 어려워 그다

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으뜸어머님은 “(지금의) 담임선생님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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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의 선생님이 쓰신 것이니 좋게 말해주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

며 나름의 판단을 내렸다. 더는 이에 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딸을 자사고에 진학시킨 가을어머님은 가을이 다니고 있는 일반

고등학교와 맏이가 다녔던 자사고를 비교하며 일반고등학교에서 제공하

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력이 한참 뒤떨어진다고 불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게 없어요. 보니까. 무조건 부모가 찾아야 해요. 정보

력을…. 그러니까 정보는 부모님도 찾아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많은 정보

를 애들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자사고는) 공유가 되어 있어요, 

애들끼리도 해줘요. (정보에 한) 말을. 그리고 외부에 다니는 애들이 이

야기도 많이 해줘요, 얘들한테. 여고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

데 여기 (일반)고등학교는 또 (정보가) 한정되어 있더라고. 너무 진짜. 그

래서 엄마들이 왜 저기(자사고)를 보내는지 알겠더라고. (가을, 31)

 가을어머님이 지적하는 것은 학부모들끼리의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자

녀들끼리의 정보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자녀와 학부모는 입시라

는 목표지점을 향해 두 발을 맞춰 달려가야 하는데, 미래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두 가지 모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부족한 자본에 나름 로 처하는 방법은 있다. 힘찬어머님은 자신만

의 전략을 통해 지역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도서관에 많이 다니다가 벽에 붙어있는”(힘찬, 24) 정보

를 보거나 지역 공동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무료교육이나 조금 더 질 높은 교육…. 저는 좀 전반적으로 전 교과목을 

조금 새롭게 가르치는 정보는 제가 조금 많이 아는 것 같고…. (힘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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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제공하는 “폭넓은 교육”에 해서는 자신

감이 있지만,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반 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냥 뭐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학원이 좋은지 이런 것도…. 그냥 

여태까지 잘 안 보냈었으니까 고를 방도도 없고. (...) 고등학교 영어는 안 

가르치고 있는 학원이었는데, 전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일단은 보냈

어요. (힘찬, 9)

 힘찬어머님을 비롯한 보습학원엄마들의 부분은 사교육에 해 보다 

나은 정보를 얻고자 애를 쓰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정보력 하에서 사교육 

참여를 조직하려 한다. 현재 자신이 보유한 자본의 범위를 애를 쓰고 벗

어나려 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자본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습학원엄마들은 많은 

돈을 사교육에 쓰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부분이 

사교육비에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사교육비가 부담되느냐는 질문

에 부분이 “그리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답한다. 최 한 자신이 보

유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사교육 참여를 조직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과 연관되어있다는 점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2. 경제적 자본과의 연결

 보습학원엄마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려 고군분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과 연관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두 가

지 자본은 상호관련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Swartz, 1997). 보습학원엄

마들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서 자녀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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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할 수 있는 부모들을 두고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습학원엄마가 느끼는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계층 간에…. 다 계층이 있는데 사실 그들만의 리그들이 너무 많잖아

요. 그 정보력 (경제력이랑)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이, 54)

연구자: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결어머님: 그렇지 그렇지. 그만큼 투자를 하잖아요.

연구자: 정보에요?

한결어머님: 그럼 내가 모르면 사람을 사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몰라, 그럼 입시 전문 선생님을 찾아가 돈 주고 

정보를 얻어요. 요즘 공짜가 어딨어. 자소서 써주는데도 다 

돈 받고 써주는데…. (한결, 40)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편의 벌이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인제 와서 본

인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녹록지 않다. 따라서 “가격이 적정한”(조이, 

39) 수준에서 사교육을 찾아왔으며, “형편을 생각해서”(힘찬, 24)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교육에 참여해왔다. 

(학원을) 안 보내다가 보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항상 그 정도로 지출해

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는 안 하다가 갑자기 그만큼 확 나가니까 와 이

렇게 하다간 휘청휘청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 그때부터 제가 걔가 그동안 효녀였구나(웃음)…. 그래서 더 안 다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가 더 많이 챙겨보고 이러면서…. (조이, 40)

 경제적인 능력과 사교육 참여 사이에서 보습학원엄마들은 수 없이 타

협점을 찾는다.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은 경제력이 단순히 제1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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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항으로 작용하여 사교육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경제적 여건이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하층의 논리(모수원, 2007)와는 다르게 보습학

원엄마들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녀의 학원비를 보강할 수는 

있다.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되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는 조이어머님도 “애가 간다고 했으면 (...) 엄마가 식당에서 밥해서

라도 보내겠”(조이, 55)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어학원을 추가로 다

니고자 하는 힘찬의 설득에, 힘찬어머님은 “직장 나가야 될 것 같아

요”(힘찬, 30)라며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하고자 고려하고 있다.

 자녀가 원하는, 그리고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을 보내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다. 따라서 보습학원엄마는 자녀가 원한다면 추가적인 사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 수입을 벌 일자리

쯤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습학원엄마들에게 경제적 자본은 무시

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학원 한두 개 더 

보내는 정도의 경제적 자본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점은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과 이어진다

는 사실이다. 경제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과 연결되어 “그들만의 리그”

를 형성한다. 보습학원엄마들은 그 리그에 들어가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

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경제력은 일단은 그걸 보내려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같이 뭔가

를 해야 하는데…. (신비, 54)

 사회적 자본의 중심이 되는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원비 지출을 넘어서는 경제적 자본을 요구한다. 자녀의 과외 

활동이나 엄마들 네트워크의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자녀교육 경쟁은 경제력과 어머니의 집중적인 노동을 모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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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박혜경, 2009:20)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습학원엄마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논리를 구성한다. 즉, 보습학원엄마들에게 사

회·경제적 자본적인 한계는 한계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한계 내

부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구성하는데 하나의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보습학원엄마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모 역할 논리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자본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리고 보습학원엄

마는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 보습학원은 그러한 

타협의 결과이다.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타협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 살펴보겠다.

제 3 절 보습학원엄마의 타협 전략

1. 부모의 역할: “부모의 책임” vs “우리 인생은 우리가”

“나는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새빛, 28) 부모는 자녀

의 성장을 돕는 존재이다. 자녀의 성장은 비단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성

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성장을 의미

한다. 보습학원 엄마들은 자녀가 최고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놓여있는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무수한 난관

을 헤쳐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에서는 사교육을 통해 자

녀 교육활동을 조직하거나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자녀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약화할 수 있다. 자녀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서는 사교육비,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 자녀와의 관계악화 등의 문제들

을 해결하거나 혹은 눈앞의 문제는 미래의 성취를 위해 무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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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이 있어야 한다.

 보습학원엄마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닌 카드가 많다고 볼 수 없

다. 부족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인한 부족한 정보력, 지역적인 특성 탓에 

제한되는 교육여건, 모자라지는 않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계형편. 이러한 

제한적인 카드들로 자녀가 교육적 성취를 통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따라서 보습학원엄마들은 “기본”이라는 나름의 기준을 정한다. 부모

로서 자녀에 한 최소한의 책임은 “기본”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것

은 자녀의 현재 성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 학입학’, 그리고 학입학에서 이어

지는 ‘취업’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또한 역시 보

습학원엄마들이 바라는 ‘ 학’은 최고 명문 를 의미하지 않는다. 명

문 를 바란다는 것은 ‘기본’을 넘어서 ‘최고’가 되는 것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쏟아부을 카드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카드를 얻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기본”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교육에 참

여시키는 것이다. 비록 최고의 사교육을 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기본”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사교

육에 참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학업성취를 가져오며(비록 실제로 그렇지

는 않더라도) 이는 학입시로, 학입시는 취업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는 자녀가 “기본”은 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다. 이러한 생각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공감되는 만연한 분위기이자 일종의 집단적인 문화로 형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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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근데 아까 한편으로 잠깐 말씀하셨는데 부모의 도리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조이어머님: 그게 주변에 너무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뭐 애가 만약에 

혼자 해도 잘 됐을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혼자 냅두면 방

치하는 느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계

속 이렇게 (학원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구자: 안 보내면 방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건가요?)

조이어머님: 네네. (조이, 42)

 사교육의 효과성이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행위 

자체는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일종의 보증이자 안전장치가 

된다. 사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기본적인 학업성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추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해서 ‘선택지’가 넓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는 시켜야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한 어느 정도 밑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사교육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래서 이제 싫어

하지 않는, 튕겨나가지 않는 이상은 서포트를 어느 정도 해주고…. 중학

교 때까지는 해주고, 고등학교 때 가서 자기가 정확하게 나는 뭐 하고 싶

다라는 게 생기면 그때는 조금 더 생각을…. (시원, 50~51;53)

 사교육 참여는 “밑바탕”을 깔아주는 것이다. 밑바탕이란 학업성적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학업성적은 자녀가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준다. 으뜸어머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학업성적과 ‘기본’의 연

관성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어쨌든 공부 잘해야지. 나중에 어쨌든 너가 고생하지 않으려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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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으뜸, 24)

 공부를 잘 하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을 제

공해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교육 참여 전략에서는 보습학원엄마들

이 성적향상의 논리로만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

원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보다는 자녀가 

학원 강사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나, 성향이 맞지 않는 경우를 주로 고

려한다고 분석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보습학원에 참여하는 것은 성적향상을 위한 투자의 논리, 

즉, 사교육 투자의 논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사교육 투자 비용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은 부모의 역할을 다한다는 감각이다. 보습학원엄마들은 자녀를 보습학

원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너한테 헌신했다”(시원, 2-49)는 감각

을 새겨놓는다. 

 반 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혹은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자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

으로 인식되어 주위 부모들로부터 의심과 우려의 눈초리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근데 학원비가 애 하나한테 거의 100만원 들어간 . 그러면서 뭐하냐고? 

이런 요. 안해요, 선배는? (라고 하더라고요) (새빛, 41)

 기존 논의되었던 사교육 참여로 표되는 자녀교육에 한 부모들의 

불안심리(이두휴, 2008; 황성희, 2014)는 이 같은 지점에서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다른 부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아서 

자녀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 그래서 자녀가 사회로의 진입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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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질 수 있다는 수월한 사회진입의 실패에서 오는 불안과 동시에 자녀

를 책임지지 못한 내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부모의 책무 

수행 실패의 불안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설정한 “기본”은 해야 한다는 기준은 자녀가 학업적

으로 기본을 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부모의 기본 도리를 다해야 한다

는 이중의 의미가 중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비어머님: 학원을 보내면 뭔가 일단 뭔가를 하고 오겠지라는 기 감이 

있기 때문에….

조이어머님: 보험드는 약간 그런 기분. 할 것을 하는 (기분) (조이·신비, 

41)

 신비어머님은 “일단 뭔가를 하고 오겠지”라는 기 를 한다. 자녀의 

최소한의 학업량이 사교육 참여로 인해 확보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자녀가 학업적인 ‘기본’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이어

머님은 ‘할 것’을 한다고 하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할 

일을 하는 느낌을 준다고 한다. 부모의 ‘기본’을 한다는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과반수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맥

락에서,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모들의 보편적인 양육방식이라

고 할 수 있다. Lareau(2003; 2012)의 연구에서의 빈민층이 자녀를 범죄 

등의 물리적인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시

키는 것은 사회라는 은유화 된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설사 그것이 실질적인 성적향상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준다. 안전망이란 자녀에게는 최소한

의 성적(혹은 그나마 공부했다는 감각)이며 학부모에게는 역할을 다했다

는 감각이다.

 그러나 보습학원엄마들이 “기본”에만 만족하기 때문에 “기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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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또한 다른 학부모들처럼 사교육을 통해서 

높은 성적, 좋은 학, 사회적 지위 향상 같은 성공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다. 연구자가 드라마 <SKY 캐슬>에 나오는 학부모들의 예시를 들며, 

그와 같은 사교육 행태에 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도 

돈이 있다면 저렇게 시키고 싶을 거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만일 

SKY 캐슬의 예서16)처럼 본인이 원하고 시키는 것을 충실히 해내며, 여

건이 된다면 “시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렇게 돈이 많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거든. 저 정도 지위에 저 정도

의 주변 환경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 주변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지. (한결, 26)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자본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기에 이

와 같은 사교육 참여 양상을 보이지 못한다. 그리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표현하거나 “필요할 때가 아니다”라

는 말로 타협한다. 물론,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는 이들은 조금만 무리한다면 중산층의 사교육 참여 양상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취업, 빠듯한 생활비, 자녀

와의 관계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위험이 따른다. 또한 

‘무리’에 따른 보상이 불확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습학원엄마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교육을 조직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타협의 

과정은 사회경제적 제약을 바탕에 두고 지속해서 발생한다.

 16) 드라마 <SKY 캐슬>의 중심 등장인물로, 아버지의 명석한 두뇌에 엄마의 야망을 유
전자로 받아 공부에 있어서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1등을 하지 않으면, 잠도 잘 못 
자는 근성의 소유자로 그려지는 인물(JTBC 드라마 SKY캐슬 등장인물 소개 발췌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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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생은 우리가”(한결, 37)  ‘무리’하지 않기 위해 보습

학원엄마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 정도를 설정해 놓는

다. 보습학원엄마들은 자녀를 언제까지고 책임질 수 없다. 사회경제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혹은 “ 학

교 등록금까지만” 정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

을 설정한다. 따라서 앞서 논한 “기본은 해야” 한다는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획득된다고 한다면, 사교육을 제

공하는 시기인 학령기까지가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기로 이해된

다.

가을어머님: 기본 있죠. 거기서 잘 하면은, 해주면, 따라오면 해야 되는거

고. 안 되면은 어쨌든 어쩔 수 없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해

봐야 된다. 할 수 있는 데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연구자: 언제까지 한 번 해봤을 때 가능성이 보일 것 같으세요? 

가을어머님: 고등학교까지. (가을, 40)

 가을어머님은 자녀에게 사교육을 제공해주어, 자녀의 가능성을 확인하

는 시기를 “고등학교까지”라고 설정하고 있다. 앞선 면담 내용에서 가

을어머님은 “끝까지 가고 싶잖아요, 시킬 거예요. 얘가 거기서 너무 힘

들면, 어렵다 싶으면 (...) 중간까지 봐야죠.”(가을, 40)라고 이야기했다. 

이 답변을 듣고 처음에 연구자는 자녀가 힘들어한다면 사교육을 중단하

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나, 가을어머님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사교육은 시키되 욕심내지 않고 시키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고

등학교 때까지 사교육을 제공해주는 정도가 부모가 “할 수 있는 데”라

고 인식하고 있다.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자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부모에게 의지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설계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한결어머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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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 학 등록금까지만  줄거야”(한결, 38)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부모) 인생은 우리가 (살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를 지원)했으니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살아야…. (한결,37)

 보습학원엄마들은 자녀에게 최고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자녀

가 부모를 부양하기 또한 바라지 않는다.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를 원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녀가 성공해서 집안을 이끌어나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중심으로 한 가문번영 논리(김두

환, 2016)는 보습학원엄마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문을 이끌지

는 못하더라도 각자의 인생을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을 배양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사

교육의 종류나 내용, 방식 등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시원어

머님은 “고등학생 정도 되었으면 자기주장이 생길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며 고등학생 때부터는 적어도 자신의 주장에 따라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교육 뺑뺑이”는 보습학원엄마들에게 배척된다. ‘사교

육 뺑뺑이’는 각자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과는 정반 로 자녀의 적극성

과 능동성을 해치는 교육방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 

뺑뺑이’를 돌린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최 한의 투자를 기울여서 

최 한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의 욕

심”이 과하면 자녀의 능동적인 자립을 해칠 가능성이 생긴다. 

얘는 우스갯소리로 딸이 결혼해서 애가 울면 애가 왜 우는지 몰라서 들

여다보고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그러더니 딱 그 짝이 나겠구나…. (시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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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부모의 욕심은 가족경영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것이라는 기 에서부터 온다(박소진, 2009). 보습학원엄마

들은 최 한의 투자를 기울일 수도 없으며, 자녀를 최고로 만들고자 욕

심을 부리지도 않는다. 그저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사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이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기본”만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시원어머님의 말처럼, 

‘사교육 뺑뺑이’에 참여한 자녀는 이후의 삶에도 부모에게 의지하게 

될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으로‘부모의 욕심’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교육 뺑뺑이’는 자

녀의 행복과도 척점에 놓여있다. 부모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활동에서 

자녀는 수동적으로 참여하기만 하고 부모의 욕심에 희생되어 “불행”해

진다. 자녀의 불행은 가정의 불행으로도 이어진다. ‘사교육 뺑뺑이’는 

보습학원엄마들의 가치관을 가정의 행복, 가족의 평화의 측면에서도 무

너뜨린다. 

엄마가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욱여넣듯이 하는 거는 불행 하다고 그

렇게 생각 하거든요. (신비, 45)

그건 옳지 않지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 (한결, 26)

 즉, 자녀를 중심으로 사교육을 조직하고자 하는 전략에는 자녀의 행복

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가치관과 현실적으로 자녀의 졸업 이후까

지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편에 비해 지나

치게 많은 돈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보습학원엄마들에게 지양해야 

할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선 사교육은 그 자체의 효과성이 불확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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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보장해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지만, 학부모들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다. 사

교육이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녀의 가족

경영 전략이 언제나 성공하지는 못한다는 것이고 이는 가족의 전체적인 

삶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공한다. 또한, 수동적으로 참여

하는 자녀가 불행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정의 행복과 사교육 참여에

서 보습학원엄마들의 타협점을 찾도록 한다. 지나친 사교육 참여로 가정

의 행복이 깨지느니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여 타협하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의 결과로, 보습학원엄마들은 확실하지 않은 결과에 많

은 자원을 투자해서 높은 성과를 얻기보다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원

을 투자하고 결과를 기 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

이 부모는 부모의 이후 삶이 있으며, 자녀는 자녀 나름 로의 삶을 스스

로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새빛어머님은 결

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사교육에 과하게 투자하는 것을 두고 “돈낭비”

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연구자: (사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빛어머님: 전 미쳤다고 보죠

연구자: 왜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새빛어머님: 아이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새빛이 오빠처럼 (잘 했

다면 괜찮지만) (...) 저는 제 처지가, 지금 그럴 여유가 안 되

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보습학원엄마의 사회경제적 한계는 부모의 책임의 범주 안에서 이와 

같은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 같은 딜레마는 다음에 살펴볼 가치

관 및 교육관이나 자녀에 한 기 , 학입시에 한 인식에서도 동일

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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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관 및 교육관: “공부만 중요한 세상은 지났어요” vs.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공부만 중요한 세상은 지났어요” 보습학원엄마들은 학교성적

을 자녀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가치로 두지 않는다. 이는 학

교공부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공부 이

외에 여타의 능력이나 자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보습학원

엄마들은 앞으로의 사회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의 능력만으로는 살아가

기 어려운 세상임을 알고 있으며 자녀가 사회에 입문하여 살아갈 때 어

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부모로서 다양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특히 힘찬어머님은 여유로운 태도로 이와 관련된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말한다. 힘찬어머님은 다른 학부모들과 자신의 교육

방식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힘찬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잘하는 이유를 자신의 교육방식 덕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저는 하하 제 성과를 좀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키웠잖아요. 우리 아들이

잖아요. (힘찬, 25)

 힘찬은 중학교 때까지 학업 면에서 특출 난 학생은 아니었다. 힘찬은

“상위 20%정도”하는 평범한 성적의 학생이었고, 영어 수준별 수업에

서 중간등급인 B반에 들어가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

어와서 힘찬은 1학년 1학기에 전교 8등의 성적을 거두게 된다. 교과 관

련 사교육은 중학교 3학년 후반부터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해 “가장 

뒷차”(힘찬, 8)를 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의 큰 도움 없이 높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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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받은 것이다. 이전까지는 힘찬이 원하는 여러 예체능학원에 보내거

나 주민센터나 지역 활동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적절한 

활동에 참여시켰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다니던 영어 학원

의 표님이 진행하는 토론 수업에 참여시켰다. 토론 수업은 강 다음

과 같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토요일에 세 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데 (...) 강의를 한 시간 반 정도…. 정

해놓은 역사 강의를 하시고, (나머지) 한 시간 반 정도는 애들한테 이제 

쓰기를 잠깐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너 다음 주까지 너는 경매에 해

서 좀 알아 와서 앞에 나와서 발표해”(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에

요) (힘찬, 16)

 힘찬어머님은 이와 같은 수업 방식이 자신의 교육관과 부합한다고 여

기고 있으며 이에 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제 공부를 되게 폭넓게 깊게 정확하게 시키는 거잖아요. 왜냐면 앞에다 

발표까지 시키는 공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상식이 되게 

넓어지게 하는 공부를 시키셨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그걸 하면서 약간 

공부량을 좀 더 늘렸다고 할까요? 원래 같으면 이제 (힘찬이는) ‘꾀보’

여서 딱 하라는 거만 딱 했으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성적이 안 올랐을 

텐데….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좀 더 넓게 (공부했으니까 성적이 올랐

던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말 그 로 1퍼센트 나온다고 하는 어떤 

거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었겠죠. 조금 넓게 하니까 (힘찬, 19)

토론수업은 힘찬이 “폭넓게 깊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따

라서 힘찬의 상식이 넓어졌고 이 덕분에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오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힘찬이 ‘꾀보’였던 점을 보완해주는 수업

이었다. 힘찬어머님에게 ‘꾀보’란 자신이 필요한 공부만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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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골라서 공부해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을 일컫는다. 

‘꾀보’이기 때문에 딱 선생님이 요렇게 요렇게 공부를 하면 요렇게 요

렇게 성적이 오르고, 내신도 이렇게 해서 오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이

렇게 해서 오를 것이다…. 이거를 해주는 사람, 가이드를 잡아주는 사람

이 (힘찬이에게는) 필요한거죠. (힘찬, 19)

 ‘꾀보’인 힘찬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필요한 수업

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실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줄 학원을 스스로 알아 와서 시켜달라고 엄마를 설득 중이다. 

‘꾀보’는 필요한 공부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한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힘찬어머님은 힘찬의 ‘꾀보’로서의 특징이 단점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힘찬어머님에게 있어서 공부는 “폭넓게, 

깊게”하는 것이다.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힘찬어머님은 숫자로 나타내지는 ‘성적’이 

오르는 것보다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꾀보’처럼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장 눈앞에 놓인 성적에만 

급급한 학부모들이 “답답하다”(힘찬, 27)고 이야기한다. 

 힘찬어머님에게 당장 눈앞의 학교공부나 성적, 학입시는 그렇게 중

요한 문제가 아니다. 학교공부를 잘 해서 받는 성적 자체보다는 공부라

는 도구를 통해 학습하는 세상에 한 전반적인 경험, 자녀 자신의 자유

로운 선택, 책임감, 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는 힘찬의 교육에 한 생각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힘찬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였고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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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충분히 좋은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다. 재주도 많고 본인의 

주관도 뚜렷하며 인관계도 원만하여 이미 선배들과 선생님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학생부도 잘 관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힘찬어머님은 성적과 학생부 관리에 욕심내지 

않는다. 일단 “목표는 서울 ”라고 말하면서도 “아유 아까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워... 그냥 이렇게 안하

고”(힘찬, 33) 서울 에 입학하는 것보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

고 시험을 치르냐를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다음의 면담 내용에서 보듯이 힘찬은 기말고사 때 성적이 조금 떨어

져서 한 과목에서 2등급을 받았다. “자유롭게” 게임을 하도록 허락해 

준 탓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힘찬어머님은 생각하고 있다.

게임이 너무 재밌는 게 있다면서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중간)시험 끝나

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하겠다고 이거를. “너무 재밌을 거 같은데” 

이러더니 하루가 갈까, 이틀이 갈까 했더니 시험 딱 보고서 깔았어요. 하

하하 그래서 (1등 못하고) 8등을 한 거거든요. 그니까 자기가 안 했기 때

문에 그만큼 성취를 못 했다는, 그런 것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은 학교

가 꼭 서울 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니까 지금이 그걸 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에요). 힘찬이한테는 아마 그 게임이 지금 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힘찬, 33)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게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과목에서 1등급

을 받아 더 나은 등수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힘찬어머님은 성적

이 낮게 나왔다는 것 자체를 후회하지 않으며, 힘찬이 지금 공부하는 것

보다 “게임이 지금 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공부는, 학교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낮게 

나왔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관계없다고 한다. 즉, 공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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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삶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객관적인 성적이 잘 나오는 것보다 중요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공부외의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더 소중한 가치라고 인식한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봤을 때 막 공부잘한다고 그래서 정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부지런만 하면 먹고산다고 그러잖

아요. 그게 아니거든 (...) 애들한테 마악 공부공부 이거는 아닌거 같다는 

생각을 하죠. (한결, 37)

 한결 또한 힘찬과 비슷하게 비교적 성적이 좋은 학생이지만 한결어머

님은 한결이 공부로 최고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한편으로는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몫을 하기 위해서는 “기

본”은 해 두어야 한다고 본다. 한결어머님에게 “기본”이란 일정 이상

의 학교성적을 받는 것이다. 한결이 아직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나

중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본”을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기본”에 한 정확하게 명료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결어머님은 “중앙  이상”이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왜 그러한지, 어느 수준인지 정확하게 이야

기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언제나 “기본”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에

도 예외는 있다. 자녀가 만일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자신이 특출나게 잘

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학진학여부와 관계없이 그 분야를 지원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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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만약에 얘가, “엄마 나 가수가 될 거에요” 이랬으면 보컬 그쪽

으로 보냈을 거야. 그쪽으로 보냈을 거예요. (한결, 31)

 한결어머님이 정말로 그랬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

결은 가수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공부’ 즉 ‘학교성적’이 학부모들에게 

제 1의 목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마악 공부공부”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방식이라는 가치관이 학부모들에게 자

리 잡고 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공부만 할 줄 아는 것은 

이후 자녀의 사회적 삶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

습학원엄마들은 공부나 학교 성적 이외에 여타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

한다.

 새빛어머님은 자녀들이 가져야 할 내적가치를 특히나 중요하게 여기

고 있었다. 중학교 때 새빛이 봉사활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주위 학부

모들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가지 않고 봉사 시간을 받아오는 것이나, 봉

사활동 기관에서 2시간 봉사활동 한 것을 3시간으로 적어주는 것에 해

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새빛, 55)라고 놀라며 봉사 시간을 채우

기 위한 봉사활동의 행태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부에 봉사활동 시간을 기재하는 것을 순수한 봉사의 목적으로만 보

기는 어렵다. 학생부의 봉사활동 시간이나 봉사활동의 내용들은 추후 

학입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종의 ‘스펙’으로 여겨지기도 하

기 때문이다.17)

 이러한 행태, 즉 봉사를 봉사의 순수한 목적 자체로 접근하지 않는 것

에 해서 새빛어머님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봉사를 통해서 자녀가 

17)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04235_24634.html '입시용' 전락 
봉사활동…인기 봉사 30초면 '마감' (MBC 뉴스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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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수 있는 나눔의 정신, 공동체 의식 등의 가치관이 무색해진다는 것

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만’ 잘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부 잘 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추후 자녀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자녀가 자신의 성격에 맞

고 적성에 맞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스트레스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신념에서 비롯한다. 새빛이 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새빛어머님의 이와 같은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새빛은 유수한 성적으로 한양 에 진학한 오빠에 비한다면 공부를 잘 

하는 편이 아니다. 성격 또한 꼼꼼하고 철저한 편인 오빠와 많이 달라, 

발랄하고 낙천적인 성격이다. 이 때문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내신성적

도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고, 성적산출 이후 수시전형을 지원

하는 때에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세심하고 전략적으로 작성하기보

다는 오빠와 엄마가 보기에 다소 허술한 면을 보인다. 새빛어머님은 이

러한 모습을 답답해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새빛의 성격을 결국엔 긍정

적으로 평가한다.

하 내가 봐도 정말 속 터질거 같애 우리 애가.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애가 편할 수도 있어요. (...) 어쨌든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새빛, 22~23)

 새빛어머님은 “달란트”라는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며, 아이들이 각

자 자신의 능력과 선호가 다르므로 한 가지의 길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

다고 이야기한다. 새빛은 친오빠가 입시과정을 스스로 꼼꼼하게 관리하

여 좋은 학교에 갔기 때문에 주로 오빠에게 입시와 관련한 도움을 얻

고 있다. 집에서 남매가 앉아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입시전략을 짜는데, 

새빛어머님은 새빛을 답답해하는 새빛의 오빠에게 “새빛이는 너랑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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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다른 아이야”(새빛, 21)라고 이야기하며 각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

문에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새빛은 성적이 좋은 학생은 아니었지만 새빛어머님의 말로는 성격이 

좋고 착해서 학교 선생님이 “이뻐한다”고 한다. 주위 학부모들은 새빛

이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잘 챙겨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새빛어

머님이 전한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은 선생님

이 챙겨주지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새빛, 24)것이 현실이

기 때문이다.

 공부만이 중요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크면 된다는 가치관은 학부모

들의 지나온 경험에 비추어 강화되기도 한다.

굉장히 저도 한 번도 공부에 해 물어본 적 없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게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부 (얘기하지 않아요) (새빛, 9)

 새빛어머님이 보기에 새빛은 “행복”해 보인다. 공부를 강요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새빛 또한 “엄마가 계속 그렇게 뭐 학원 돌리고 공부에 

해서 그렇게 했으면 나 아마 집 나갔을거”(새빛, 44)라며 어느 날 엄

마에게 “고맙다”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거치며 새빛어

머님은 공부 잘하는 것 이외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 그리고 어

떤 다른 가치보다도 “애가 착한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아이가 착하려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며 부모 또한 

“정성을 들여야”(새빛 36)한다.

 시원어머님 또한 시원에게 공부를 강요하다가 “크게 트러블이”(시

원, 27) 난 적이 있다. 이후 시원어머님은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

를 가져온다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착하니까”(시원, 28)라는 마음가

짐을 가지게 되었다. 착한 아이는 새빛이 선생님의 관심을 받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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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가서도 원만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생기면 안되니까” 공부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어떤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는가? 보습학원엄마들은 여기에 ‘관

계’라는 답을 내놓는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는 보습학원엄마들의 한

계와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사교육을 과도하게 시키지 않는 것은 관

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보습학원엄마들은 앞

서 말했듯, 사회경제적 자본의 한계로 인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

기 때문에 ‘사교육 뺑뺑이’와 같은 과도한 사교육 참여를 지양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족관계의 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보습학원엄마들은 이를 “사교육 부작용”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사교

육 부작용이란 엄마를 중심으로 사교육을 과도하게 시켜 자녀가 엇나가

거나 공부에 질려버리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일컫는

다. 사교육에 지친 자녀는 자연스럽게 사교육을 강요한 엄마를 원망하게 

되어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가족관계가 와해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보습학원엄마들은 ‘사교육 부작용’이라는 말로 함의한다.

신비어머님: 억지로 보내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안되니까.

연구자: 부작용이라 하면 오히려?

조이어머님: 원수 되는 거지 둘이.

연구자: 네?

조이어머님: 둘이 웬수 되는거지. (웃음) (신비, 조이, 30)

 자녀와의 관계유지는 부모들에게 그 자체로 가치있는 일이며 지켜내

야 하는 가치이다. 신비어머님과 조이어머님은 공통적으로 사교육을 억

지로 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불러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원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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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다. 사교육을 억지로 시켜 부작용이 생기기보다

는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빛어머님 또한 사교육을 많이 시킴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

를 하게 되고 공부를 강요하게 되는 상황에서 “너랑 나랑 관계가 뭐 이

렇게 멀어져서 뭐하겠니?”(새빛, 37)라며 사이가 틀어지며 공부를 하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내비친다. 사교

육을 과도하게 시키거나 공부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자녀와의 트러블을 

만들어낸다.

 으뜸어머님은 고3인데도 으뜸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

이다. 때문에 이 지점에서 자녀와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으뜸은 비

교적 순하고 착한 성격이며 내성적인 편이라 부모와의 갈등을 키우지 않

으려 한다. 이러한 성격 탓에 으뜸과 으뜸어머님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갈등은 가시화되지 않을 뿐 갈등상황이 보류되는 것

처럼 보인다.

뭐 공부하고 와서 학원 갔다 오면 10시 반 정도 돼요. 하루 한 시간만 해

라. 1학년 때부터 얘기했어요. 많이 말고 딱 1시간만. 근데 안 하는 거예

요. 자기 그럼 학교 지장 있어서 안 된 요. 뭐 시험기간에도 빈둥빈둥 

놀아요. 시험기간에 하루 한 과목도 안 보니까…. 그 시험기간 만이라도 

솔직히 밤새도록 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으뜸, 

11)

 으뜸은 딱 한 시간만 공부하라는 엄마의 말에 직접적으로 반박하거나 

싸우려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지장 있어서 안 된다”며 돌려 표현한

다. 이처럼 으뜸은 갈등을 회피하는 성격이어서 갈등이 전면적으로 드러

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갈등이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으뜸어머님

은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서는 공부하라는 압박을 자주 하는 편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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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으뜸이 입시를 목전에 둔 고3 수험생이라는 점도 작용한다. 으뜸어머

님 또한 심하게 압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타 보습학원엄마들과 마

찬가지로 알고 있다. 심지어 공부 압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

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그렇게 될까봐 무섭기도 하다”고 한다. 즉, 

으뜸어머님 또한 사교육이나 공부에 한 강요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나 자녀의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에도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 공부를 종용하는 정도가 높아 보이는 것은, 

으뜸이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순한 성격의 아이라는 것과, 직접적으

로 다가오는 입시라는 압박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시원어머님은 고등학교 입학 후에 시원과 트러블이 있었다. 직접적인 

이유는 수학학원 선생님과 시원과의 갈등이었는데, 시원이 그래도 학원

에서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공부할 것을 닦달했다고 한다. 그러

면서 시원은 학원에서 선생님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님

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가 쌓였다. 이것을 계기로 시원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공부를 “놔버렸다”고 한다. 이후 다른 수학학원을 

알아보고 과외도 잠시 시켜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선생님과 맞지 않

는다”는 이유로 그만두곤 했다. 그 과정에서 지속해서 갈등이 발생해, 

시원어머님은 수학학원을 더는 강요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원은 아직까지도 수학관련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 시원어머님은 연

구자에게 “수학 과외 좀 해주세요”, “수학을 해야 하는데”(시원, 18)

라며 수학성적에 해서 걱정을 표현하면서도 시원에게 권하기가 “수학

은 되게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이는 사교육을 강요하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경험에서 생겨난 조심스러움이다. 자녀와의 관계

를 해치는 정도까지의 사교육은 시켜서는 안 되고 시킬 수도 없다. 시원

어머님은 자녀의 힘듦을 무시한 채 공부를 강요했던 지난 자신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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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했으며, 이에 해 시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나름

로 힘들었을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몰아붙이기만 했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으며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다행히 시원어머님과 

시원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시원어머님은 이러한 경험을 

주위 엄마들에게 전하며,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저는 그 이제 주변에 그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아이랑 다시 좋아졌으니까…. 지금 친하게 지내니까 이런저런 얘기

를 할 수 있는 거야. (시원, 28)

 조이어머님 역시 조이와의 관계가 그마나 유지되는 이유로, 과도한 사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을 든다. 조이는 자기주장이 확고하고 주관이 뚜

렷한 성격으로 그려진다. 그러한 성격 때문에 엄마와 직접적으로 부딪히

는 부분들이 많다. 조이어머님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조이를 그

냥 두고만 볼 수는 없기에 “강력하게 얘기”(조이,33)하는데 조이는 여

기에 “더 강력하게 반발을”(조이, 33)한다고 한다. 이처럼 조이어머님

은 조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같은 설득을 하는 것이 자녀와 부딪히

는 지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조이가 공부를 “잘 

해주면 좋겠다”(조이, 13)는 생각에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만 이와 같은 잔소리에도 타협점은 있다. 

근데 지금 그나마 우리 아이랑 좀 그게(관계유지가) 되는 건 엄마가 억지

로 널 어디로 잡아 넣거나 시키거나 이러진 않지 않았냐 그러면, (조이

는) 그거는 또 인정을 해서…. 웬만하면 (우리가) 상의해서 해야 한다. 너

랑 나랑 같은 편이 돼야 한다. 그래서 헤쳐 나가야 한다. (조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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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로 조이어머님은 사교

육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이는 아이러

니 하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생

들은 공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교육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해서 그나마 공부를 시키거나 학업에 한 최

소한의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은 학부모들

에게 지속적으로 고민거리를 만든다. 

억지로 막 학원 돌리고 이런건 싫어서 그냥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깐 

그런데 또 쿨(cool) 하진 못한 거지 잘 해주면 좋겠잖아요. 엄마 입장이. 

(조이, 13)

 보습학원엄마들은 이 지점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자녀가 “너무 나

간다” 싶으면 개입하여 관리하고자 했다가, 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

이 들면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 애쓴다.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못하는 것을 조이어머님은 “쿨 하진 못한”것이라고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는 많은 학부모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고민지점이

다.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은 학업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성공

만은 아니다. 적어도 보습학원엄마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엄마도 나중에 힘들 거 같고…. 아이도…. 일단은 아이를 위한 거 라고 

하지만 아이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신비, 46)

 신비어머님의 말에서 “엄마도”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만하다. 흔히 

가지고 있던 어머니의 이미지는 “헌신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 부모

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던져서 자녀의 성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다. 학이 소를 팔아 세워졌다는 뜻의 ‘우골탑’이라고 일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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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 이를 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습학원엄마들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되 희생하지는 않는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자녀를 위해 자신

의 모든 것을 내던지지는 않으며 자녀를 사교육의 늪으로 극단까지 몰고 

가지 않는다. 사교육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학업에도 실패한 최

악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보상해 줄 수 없다. 보습학원엄마들의 

책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즉, “사교육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된다

는 것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부모로서 사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딜레마가 상호보완/갈등적으로 타협점을 찾아 나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자녀에 한 기 : “끝까지 가고 싶잖아요, 시킬 거예요” vs. 

“욕심만 버리니까 되더라고, 혼자”

“끝까지 가고 싶잖아요, 시킬 거예요” 부모라면 응당 자기 자

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습학원엄마 역시 자녀가 성적을 

잘 받아 학업적으로 성공했으면 하고 바란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나 

그렇지 못한 학생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부했으면, 조금 더 좋

은 성적을 받았으면 한다. 자녀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각기 기 하는 바

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공통으로 자녀가 학업적으로 지금보다는 나

은 성취를 했으면 하고 바란다.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의 공통적인 고민

을 보습학원엄마들도 공유하고 있다.

아 이거(성적)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결, 22)

 앞서 수차례 논의했듯이 부모의 역할은 교육적 개입으로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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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공부를 잘 했으면 하는 부모의 걱정스런 마음은 학업에 한 

잔소리로 시작한다. 보습학원엄마는 자녀가 조금 더 공부에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에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무릅쓰고 학업에 해 잔소리

를 한다. 부모의 생각으로는 자녀가 단 몇 분이라도 더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부분 자녀는 부모의 기 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

다.

엄마랑 그런 점에서 많이 부딪히는거 같아요. 저희는 그런 게 되게 불성

실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조이, 8)

엄마 입장에서는 닦달을 하게 되니까…. (시원, 5)

내가 봐도 정말 속 터질 거 같애 우리 애가…. (새빛, 22)

 그러나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자녀가 안 하던 공부를 뚝딱 해내는 것

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모는 사교육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 조

금 더 나은 학원, 조금 더 나은 분위기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을

까 하는 기 를 품고 있다. 여기에는 “내 아이가 남들보다는 좀 더 앞

서 갔으면 하는 마음 (...) 1등을 했으면 좋겠는 엄마 마음들”(시원 45)

이 기저에 깔려있다. 

상중하가 있으면, 끝까지 가고 싶잖아요, 시킬꺼에요. (가을, 40)

 끝까지 시키고 싶다는 가을어머님의 말은 이와 같은 마음을 잘 보여

주는 표현이다. 비록 ‘자녀가 따라 오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부모라면 자녀가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은 부모의 욕심스러운 마음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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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교육이라고 보습학원엄마들은 잘 알고 있다. 부모의 직접적인 잔소

리는 자녀와의 갈등을 키울 뿐이다. 따라서 사교육을 중간자로 삼아 부

모의 기 를 충족시키고자 시도한다.

아 좀 공부 좀 시켜주세요. 내가 막 그랬죠. 걔 성적 보셨죠? (한결, 22)

 한결어머님은 한결의 성적이 기 만큼 나오지 않자 다니던 학원 강사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비록 소극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성적에 해 기 를 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 기

관을 통해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좀 더 나은 학업 분위기를 제공하면 학업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

을까 하는 마음에 치동 쪽에 있는 학원에 다녀보라고 종용하기도 한다

(조이어머님). 이를 위해 치동에 가서 학원 입시 설명회를 듣고 오기도 

한다(신비어머님). 자녀가 원하지 않아 치동에 보내고자 하는 시도는 

무산되었지만 이와 같은 시도에서 ‘ 치동’으로 표현되는 부모의 기

와 욕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속물적이지만 자식이 공부 잘 하면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신비, 46)

 신비어머님은 스스로 이와 같은 욕심이 ‘속물적’이라고 칭한다. 공

부에 한 강요는 부모의 속물적인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다음 

꼭지는 보습학원엄마들이 부모의 속물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녀에 한 

기 를 제한하고자 하는 가치관에 해 논한다.

“욕심만 버리니까 되더라고, 혼자” 학부모들에게 ‘기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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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선 지나친 사교육은 “욕심”이다. 그리고 특히 그 욕심이 자녀의 

욕심이 아닌 “엄마의 욕심”이 되는 것을 학부모들은 경계한다. 흔히 

말하는 “사교육 뺑뺑이”를 돌리는 것은 엄마의 욕심을 표하는 수사

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을 지양하려 한다.

 사교육을 지양하는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욕심을 내지 않는”것이 

올바른 가치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된다. 위에서 자녀의 성적이 올랐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과는 역설적이게도 부분 학부모에게서 

욕심을 내지 않는 태도가 이야기된다. 이는 자녀의 성적과 관계없이 성

적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공통으로 드러난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마치 

학부모의 기본적인 가치관처럼 이야기된다. 새빛어머님은 자녀들에게 

“공부 얘기는 정말 안 한다”(새빛, 6)고 하며 자녀의 학업에 한 욕심

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되려 이렇게 욕심을 내는 엄마들이 “이해가 안 

간다”(새빛, 6)고 이야기하며 자녀 학업에 욕심을 부리는 엄마들에 해 

답답하거나 긍정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이어머님은 한 

술 더 떠서 “사교육 뺑뺑이”를 돌리는 주위 학부모들이 “미쳤다고 생

각한다”(조이, 47)고 이야기한다.

연구자: 왜 미쳤다고 생각 하시는거에요?

조이어머님: 저는 그니까 무슨 애를 뭘 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전부 다 짜

서 뺑뺑 돌려가지고 최고로(만들려고 하는 게)…. 잘하는 거

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애는 보이지 않고 일단 엄마가 “그

렇게 키울거야”라는 목표만 세우고 계속 거기를 돌리면서 

자기(엄마)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 잘 키우고 있

다. 우리 애는 최고로 키우고 있다.

연구자: (그런게) 부모의 만족 이다(는 거죠)?

조이어머님: 그땐 그게 많아 보였어요. 저는. (조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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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어머님은 “부모의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교육 뺑뺑이는 부모의 욕심이며 “아이(의 

정체성, 희망)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조이어머님은 사교육

에 욕심을 내서 참여하지 않는 것에 해서 “애들이 뱀머리 정도”(조

이, 43)에 만족하기를 원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조이, 43) 원해

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기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자녀가 어떤 

학에 가면 좋겠느냐, 졸업 이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느냐는 연

구자의 질문에 학부모들은 없다고 하거나 모호하게 답한다.

연구자: 아직은 정하지 못했고. 혹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런건 있어

요?

가을어머님: 저도 없어요. 하하. (가을, 14)

 가을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쳤다. 내신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

지만 그렇다고 하위권의 학생은 아니다. 평균 3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

다고 하니, 중~중상위권의 성적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내

신 관리나 학생부 관리가 학입시에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

다. 내신 성적을 한 번에 많이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학생부에 들

어가는 독서기록이나 과목별 세부 특기 능력 사항 등을 관리한다면 한두 

단계의 높은 학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을어머님은 가을이 아

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고, 자신도 가을에게 원하는 진로가 딱히 없다고 

답한다. 연구자가 이에 이어서 그럼 자녀의 성적관리나 입시전략이 있

느냐고 재차 물어보았을 때 “성적 맞춰서”, “나오는 거 봐서”(가을, 

14) 정하겠다고 답한다. 즉 최종적인 내신 성적이 나오고 어떤 학교에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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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학에 해서도 특정 학이나 전공이 아니라 “취직 잘 되

는”(가을, 15) 전공을 가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면담에서는 “전자과”

라고 특정하여 이야기했지만, 전자과가 가을의 적성에 맞기 때문에 희망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확률이 상 적으로 높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가을은 “생명공학 하다가 화공하다가”(가을, 14) 

하며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가을어머님은 생명공학이나 화학공

학이 ‘연구원’ 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연구원이 되면 취직이 

어려워서 선호하지 않는다. 때문에 ‘전자과’는 ‘생명공학이나 화학공

학’의 반 급부에서 취직이 잘 되는 학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학부모의 이 같은 희망사항은 ‘욕심’ 이 아닌 ‘기본’이다. 보습학

원엄마들은 자녀에게 최소한의 것을 바라기는 하지만 자녀가 출중한 성

적을 얻거나 최고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전자의 것은 ‘기본’적인 

부모의 역할이자 책임이며, 후자의 것은 ‘욕심’이다. 가을어머님은 본

인이 “욕심을 버렸다”(가을, 24)고 이야기한다. 

내가 욕심 좀 버리니까, 부모 욕심 버리니까 혼자 할 수는 있더라고…. 

(가을, 24) 

 부모의 “욕심”은 주로 사교육 참여로 표현된다. 따라서 “혼자 할 

수는 있”다는 것은 사교육의 도움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많

이 시키는 것, 특히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 시키는 것은 “욕심”이

다. ‘욕심’을 버리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혼자 할 수 있다는 믿

음이 있다.

 부모의 ‘욕심’에 관련해 한결어머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결

어머님은 주위의 학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영어유치원 등의 사교

육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것이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 따라서 욕심부려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학교 방과 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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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나 동네 보습학원 같은 “기본적인” 사교육에만 참여해왔다. 이

런 모습을 스스로 “소박하다”(한결, 27)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것이 사

회적 자본의 한계로 인한 것임을 밝힌다. 

부모가 10을 보면 그 자식도 10을 볼 수가 있는데, 부모가 5개밖에 못보

면 그 자식도 5개밖에 못 보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 (...) 나쁘게 얘기하

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하지 않

나…. (한결, 27)

 “소박하다”는 것과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라는 두 가지는 서

로 부딪히기도 하며 서로를 강화하기도 한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요만큼”은 “소박”함을 만들어내고, 이 “소박”함 가운데서 나름

로의 “행복”을 찾아간다. 따라서 “요만큼”의 범위를 벗어나 욕심을 

부리는 것은 행복을 깨뜨리는 위험을 수반한다.

 한결의 고등학교 진학 또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결은 중학교를 유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남

학생 중에서는 1등, 여학생을 포함하면 6등이었다. 때문에 중학교 때의 

담임선생님은 한결어머님에게 한결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로 진학시킬 것을 종용하였다. 중학교 선생님은 한결이 조금만 더 노력

하면 실력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결 중학교 선생님이 말하기를) 어떤 애는 100% 노력을 해서 예를 들

어서 95점이 나오는 애가 있는가 하면, 한결이는 자기가(선생님이) 봤을 

때 80%밖에 노력을 안 하는 데 95점이 나오는 것 같다. 얘는 좀 더 푸쉬

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능력을 많이 발휘할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구 (...) 자사고를 보내시라구 일반고 보내지 말구…. (한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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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결은 자사고에 진학하지 않았다. 한결이 자사고에 가지 않은 

이유를 한결어머님은 자신의 생각과 한결의 생각을 들어 다음과 같이 이

야기한다.

딱히 뭐 자기가 자사고를 가야 할 그리고 우리도 뭐 딱히 얘를 그렇다고 

막 멀리 막 보내기도 뭐하고 가까운데가, Z역 근처에 있는 은하고(가칭)

가 자사고거든요. 저는 그래요. 학교나 학원은 집에서 가까워야된다고 (생

각해요) 너무 멀면 힘들잖아. (...) 너무 동떨어지면 주변에 너무 나랑 (알

던) 사람이 없잖아. 은하가면은 자기 혼자잖아.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목표가 없는 거 같애. 자기가 뭘 

이루고자 뭘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쪽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

지 않은 거지) (한결, 12)

 요약하자면, 한결이 자사고에 가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별 다른 목

표가 없어서”, 두 번째로는 “거리가 멀어서”이다. 그러나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비록 구의 경계를 넘

어가고 안 넘어가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리상으로나, 중교통을 이

용한 이동시간의 측면으로나 고려했던 자사고는 지금 한결이 다니는 학

교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유가 아닌 첫 번

째 이유와 더불어 자사고의 특징을 통해 숨어있는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자사고는 “귀족학교”, “특권학교”18)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평균

적으로 비싼 학비를 자랑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한 매체를 통

해 평균적으로 일반고보다 자사고의 학비가 9.2배 비싸다고 분석했다.19) 

18)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7080000055 군산 시민단체 "귀족학교·특권교
육 자사고 폐지하라"(연합뉴스, 2019-07-17)

19)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26/94290052/1 전국단위 자사고, 일반고 
비 학비 9.2배 비싸(동아닷컴,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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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에 사교육비까지 생각한다면 한결이 “별 다른 목표가 없는” 상황

에서 선뜻 자사고에 진학시키는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20)

 한편 위의 면담자료에서 언급된 한결이 “별 다른 목표가 없다”는 

것에 한 한결어머님의 반응에 주목해볼 만하다. 한결은 어릴 때부터 

무엇이 되고 싶다고 딱히 말하지 않았으며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뚜렷한 

목표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방면으로 재주가 있어서 중학교 때부터 

밴드부 보컬을 하고, 친구들과 동네 노래 회 등 장기자랑에 나갔으며, 

학생 표로 모의 UN등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결어머님은 한

결이 이렇게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두루 활동하는 모습을 “조금 걱정”

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결이 진로나 적성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돕지

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연구자: 그럼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뭐 이건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

우는 없구요?

한결어머님: 저는 그냥 편하게 생각해라.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드물 드물잖아요. 그냥 너 편하게 생각하구, 니

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구, 그래서 너가 그 꿈을 찾을 수 있

으면 너무 좋은데…. 네 방향을 정 못 찾으면, 나중에 그거 너 

공무원 해! 시험봐가지고. 야~ 공무원도 좋아, 공무원도. (...) 

정 못 찾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전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다 꿈을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 (한결, 14)

20) 한편으로 위와 같은 답에 바람직한 답의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개입되지 
않았을지 추측할 수 있다. 한결어머님은 한결이 진학을 고민했던 자사고가 올해 일반
고로 전환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해 “이야 잘됐다”(한결, 12)라는 감상을 들려준
다. 만일 자사고를 못 보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면 “잘됐다”라는 반응은 어울리지 않는다. 짧은 면담 시간 동안 가정사를 
모두 내놓아 이야기할 만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분석에 한
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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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한 지나친 기 는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보습학원엄마의 제한적인 사회경제적인 자본은 ‘욕심을 내지 

않는’ 가치관을 강화한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딱히 없지만, 취직이 

잘 되는 전공을 갔으면 좋겠는 마음, 부모가 욕심을 내지 않았더니 사교

육을 굳이 많이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소박한 마음을 갖고 살지만, 부

모의 소박함은 자녀의 경험을 한계 지을 수 있다는 것 등이 모두 보습학

원엄마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계에서 기인한다.

4. 학진학에 한 인식: “ 학은 중요하지 않아요 vs. 그래도 

학은 필요하죠”

 학에 한 이해방식에서 보습학원엄마들의 양가감정이 가장 잘 드

러난다. 보습학원엄마들은 “ 학은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학은 필요하죠”라며 학진학이 필수적이라고 딱 잘

라 이야기한다. 이는 부모 역할의 딜레마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두 가지의 부딪히는 가치관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 학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학의 종류(레벨) 또는 학

에 입학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습

학원엄마들은 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을 입학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느냐, 학을 가서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고 계발하느냐, 

학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여기

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자녀의 행복이다. 일류 학에 입학하면 물

론 좋겠지만, 그것이 자녀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니까 자기가 안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못 했다는 거 그런 것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은 학교가 꼭 서울 학교가 아니여도 상관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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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힘찬, 33)

 그런데 그럼에도 “ 학은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면 ‘좋은 

학’에 가야한다. 학 그 자체만으로 자녀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지

는 못하지만 ‘좋은 학’에 간다면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학을 가는 것 자체를 나

쁘게 생각하지 않으며 자녀의 좋은 학진학을 원하기도 한다. 

학은 좋은 데 가면 좋죠. (새빛, 32)

 가을어머님은 ‘좋은 학’이 가져다주는 메리트에 해 다음과 같

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보통 학벌위주잖아요. 이야기 할 것 아니

에요. 그리고 회사 들어가면 그 학별 애들끼리 그 진급에 있어서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회사 들어가면 그러

니까 뭐 상중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같은 세 명이 있는데, 상중

하 학교에 학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상, 그러니까 부장, 위에, 고위층 

사람들이 만약에 A라는 사람, 학을 나왔어, 그러면은 이 A라는 학을 

더 우선시하지 C라는 사람을 우선시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게 있

다고 보구요. (가을, 52)

 지금 현재의 사회구조에서 좋은 학을 가는 것은 유리한 위치에서 

사회에 입문할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 학진학=취업’의 공식은 일반

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식된다. 학벌이 취업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지, 좋

은 학에서 좋은 인맥을 쌓는 것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는 조금

씩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럼에도 좋은 학에 진학하는 것은 수월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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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인식은 자녀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기 로 발현된다. 그러나 이미 논의한 바와 같

이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의미도 없을뿐더러 자녀와의 관계를 망칠 

가능성이 있다. 보습학원엄마들은 이 지점에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

다. 한결어머님은 단도직입적으로 ‘ 학진학=취업’의 공식의 역을 언

급한다. 학진학은 취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취업이 필요 없다

면 굳이 힘들게 공부를 해서 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학을 왜 가겠어, 잘 먹고 잘살라고 가는 거 아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

나 다 많이 누리고 싶고 잘 먹고 잘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

면 왜 죽어라 공부를 하겠어. 놀고먹지. 저는 그래요. 집에 돈이 많으면 

굳이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이 그렇게 많고 

쓸 돈 많은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한결, 41)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에 가지 않고 먹고 살 길을 모색하기가 여의

치 않다. 그러므로 힘들게 공부해야 한다. 공부해서 학에 들어가야 한

다. 따라서 한결어머님 또한 한결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굳이 

“공부공부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에

서는 한결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아 좋은 학에 진학하기를 바란다. 

보습학원엄마들은 행복과 학입시,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

고 균형 맞춰오며 그들의 타협점을 구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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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부모 윤리의 충족과 자녀 성공과의 갈등

  부모는 자녀가 사회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에서 자녀가 사회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

다. 따라서 자녀교육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러

나 ‘교육’은 단순히 사회적 입문을 넘어서 지위 상승의 매개로 작동한

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회로의 ‘입문’을 넘어서 부모는 자녀에 한 

교육적 개입을 통해 자녀가 조금 더 공부를 잘 해서 높은 학업성취를 얻

기를 원한다. 즉, 부모의 자녀교육개입은 자녀가 높은 성취를 얻었으면 

하는 부모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Irwin & Elley, 2011; Park et al., 

2011).

 한편 자녀교육개입의 방법은 개인이 처해있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

르게 발현된다.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공교육 시스템이 획일적으로 이

루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사교육을 거쳐 부모의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진

다(박소진·박병영, 2004; Matsuoka, 2018; Park et al., 2011). 이는 위 국

가에서 상 적으로 사교육이 만연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는 1974년 시행된 고교평준화를 이래로 지속해서 공교육 시스템의 획일

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비록 이후 5.31 교육개혁 

등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같은 형태의 엘리트 

학교가 생겨났지만, 이는 일부를 위한 선택지일 뿐이었다. 따라서 다

수 학부모는 공교육을 통해 자녀의 교육에 개입할 여지가 적었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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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입에 한 열망을 충족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게 된다. 

 단순하게 본다면 사교육은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교육은 도구적 목적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사교육 자체가 성적향상이라는 도구적 목적을 충실히 충족시켜주고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보습학원엄마는 학원에 보내고도 자녀의 성적이 오르

지 않음을 토로한다. 그러나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쉽게 옮기지 않거나, 강사에게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다. “한 번 다니면 6개월은 다녀야 돼요”라든가, “일단 보내면 무조

건 믿어요”라고 말하며 성적이 오르지 않음에도 계속 학원에 자녀를 보

낸다. 이와 같은 양상은 사교육 참여를 도구적 목적으로 설명하기 어려

운 부분이다. 

 또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점차 교육적 성취를 통해 지위 상승할 기

회가 줄어들고 있다(김두환, 2016)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두환(2016)은 

세 론을 기반으로 베이비부머 세 의 자녀 세 인 에코세 는 고학력 

자본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졸자의 공급이 많아지며 졸 프리

미엄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베이비부머 세 에 열렸던 

‘기회의 문’은 지금 시 에는 닫혀있다는 것이다. 굳이 강조하지 않더

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졸업장 자체가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지 못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교육에 투자해 참

여하는 것을 ‘ 학진학을 위해서’라는 단순한 목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사교육 참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모의 자녀교육개입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부모의 자녀교육개입 활동은 자녀가 사회

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사교육은 자녀교

육개입이라는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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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부모의 “불안심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

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과열된 경쟁상황에서 자녀의 성적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도구적

인 이유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분석했다(김미숙, 2003; 김형준, 2017; 박

소진·박병영, 2004).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유와 더불어 사교육에 참여

하지 않으면 부모가 부모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이며, 부모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할 수 있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불안감을 주장한

다. 

 이는 중산층 여성들이 느끼는 ‘자녀교육실패 담론’에서 오는 불안

감(김형준, 2017; 이민경, 2007; Park, 2007)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다른 층

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 ‘자녀교육 실패 담론’에서 부모는 내 자녀가 

뒤처질까 봐, 좋은 학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그래서 ‘못난 엄마’가 

될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보습학원엄마 또한 비록 자녀의 교육적 성

공에 과도하게 욕심내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지만, ‘교육 실패’에서 오

는 불안감을 완전하게 떨쳐버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 성공’이 ‘사회적 성공’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 시 에, 

이들의 불안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부모의 정체성 형성으로부터 온다. 

사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는 자녀교육에 개입함으로써 부모의 역할

을 최소한이나마 수행했다는 감각을 새긴다. 부모로서 적어도 자녀를 

‘방치’하지 않고, ‘돌보았다’, ‘신경썼다’, ‘헌신했다’는 최소한

의 감각인 것이다. 이러한 감각은 “부모의 존재론적 불안”(류황석, 

2016)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지만 얼마간 유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로 기능한다.

 그러나 물론 개인에 따라서, 또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교육에 참여해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지는 다르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한 개인 내부에서도 지속해서 변화하며 갈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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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인다. 보습학원엄마는 이와 같은 ‘불안’과 ‘만족’ 사이에

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불안’이란 부모로서

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에 한 ‘불안’이며, ‘만족’이란 사교육을 

충분히 시켰다는 ‘만족’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극단의 간극에서 보

습학원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타협점을 부모에게 제공하면서 최소

한의 자녀교육 개입에 한 감각을 새겨주는 일종의 안전망으로서 작용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교육경쟁’을 통한 성공의 문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교육경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사교육 투자 현상의 일부 빈틈을 메울 수 있다. 중산층의 과도하

리만치 많은 사교육 투자와는 반 로 평균 정도, 혹은 그 이하의 사교육

비를 투자하는 것에 한 설명은 그동안의 사교육 분석으로는 제한적으

로 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보습학원에 고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평

균 혹은 그 이하의 사교육 지출을 보이는 학부모들이다.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 지출을 보이지 않는 신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실질적인 교육투자 효용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계속

해서 지출된다. 이러한 사교육 지출은 부모의 역할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신이 살아온 때와는 다른 시 에서 

살아오며 부모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다(류황석, 2016). 

이러한 혼란 가운데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해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전

통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습관처럼 전수되어 온 자녀교육개입으로서의 사

교육이다. 그러므로 ‘보습학원’으로 표되는 일정 정도의 사교육 참

여는 부모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보증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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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경제적 자본의 제약으로 인한 교육적 열망

의 상쇄

 앞서 보습학원이 ‘일정 정도’의 사교육 참여라는 것을 밝혔다. 그러

나 어느 정도가 ‘일정 정도’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인지는 각 부모가 

처한 사회경제적 자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습학원엄마는 중하층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가지고 자신의 사교육 참여를 ‘무리하지 않는 선’

에서 조직한다. 보습학원엄마가 보유한 사회경제적 자본의 한계는 사교

육 참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열망 또한 상쇄하는 모습을 보인

다.

 교육적 열망의 상쇄는 ‘그들’과 ‘우리’를 구분 짓는 데서 시작한

다. 거주하는 공간이 강남인지 강북인지에 따라서 사회적 삶의 위계가 

나뉜다는 “공간적 위계수사”(박소진, 2007)는 굳이 강을 건너지 않더라

도 유효하다. ‘그들’이 사는 세계는 상 적으로 풍부한 사회경제적 자

본을 바탕으로 하여 촘촘하게 조직된 사교육으로 표현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부모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자녀의 사교육을 조직한다. 

아주 가까이에서 보습학원엄마는 이를 목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만큼의 자

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학원 한두 개를 더 보낼 

수 있는 경제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보이

지 않는 선으로 구별이 지어져 있다. 

 사교육이 사적재원을 바탕으로 조직되는 활동이라는 특징은 사교육이 

필연적으로 계층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행위 될 수밖에 없도록 한다.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교육 시장이 거 하게 조직되어있고 수많은 선택

지가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통

해 얻는 양질의 사교육 정보가 사교육 참여를 조직하는 데 필수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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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다. 부모의 사회적 자본이 자녀의 교육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Gillies, 2006a; Small, 2009). 따라서 학원을 한두 

개 더 보내는 것은 무리 없을지라도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생성해내는 

“그들만의 리그”에 편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진다.

 이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습학원엄마의 교육

적 열망은 해체되고 분해되며 다시 형성된다.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과 

사회적 성공의 열망을 한 켠에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가시적으로 드

러내지는 않는다. 이들의 열망은 교육을 통해 어떻게든 계층상승을 이루

거나 현재의 계층을 유지하려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과도하리

만치 교육에 집중하는 교육 열병(education fever)과는 분명히 다르다. 왜

냐하면 ‘그들’처럼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은 일종의 절망감마저 불러오

며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보습학원엄마의 교육

적 열망마저 해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망적인 해체는 절망 그 자체

로 남아 모든 교육적인 활동을 제한하거나 포기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의 간극 사이에서 보습학원엄마

는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한다. 보습학원엄마는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인 상황을 바탕으로 새로운 탈출구의 실마리를 찾는다.

 “욕심내지 않는” 것, “ 학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부모 욕심

을 버린다”는 것 등의 표현은 보습학원엄마의 교육적 열망을 그들의 사

회경제적 상황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한된 사회경

제적 자본으로는 기존의 문화적 논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적 열망 및 자녀에 한 기 를 재구조화하고 나름

의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습학원엄마의 제한되고 타협된 교육 열망은 사교육 참여 양상을 문

화적인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화는 고정된 가치관

이 아니며, 자신들이 속해있는 사회적 상황을 바탕에 두고 다시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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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해되고, 구성된다(이소영, 2011; Lareau, 2015; Small, Harding, & 

Lamont, 2010). 그러므로 보습학원엄마의 사교육 참여 또한 자신의 사회

경제적 자본의 제약 하에서 타협의 과정을 거쳐 교육구조 및 사교육 시

장을 다시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3 절 보습학원엄마의 문화적 논리의 가능성

 ‘사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문화적 논리’는 우리나라 전반을 

관통하여 다수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Lareau(2003; 

2012)가 중산층의 문화적 논리로 일컬었던 ‘집중양육방식’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만의 문화적 논리는 아니다. 자녀교육에 헌신해야 

한다는 논리는 역사·사회학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천에서 나는 용’의 

신화로부터 이어진다. ‘개천에서 나는 용’의 신화는 자녀의 교육적 성

취가 자녀 본인의 사회적 성공뿐만 아니라 가문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실

제 사례들을 통해 부모들의 감각 속에 각인되어왔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교육적 성취를 이루는 ‘용’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존재

였다. 자녀를 ‘용’으로 만든 부모는 훌륭한 부모로 여겨졌다. 따라서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든 부모는 자녀의 교육적 

개입을 당연지사 부모의 역할로 여겨왔다. 집안이 가난하다면 소를 팔아

서라도 자녀교육을 뒷바라지했다. 이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교육적 

성취를 이루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부모의 자녀 교육적 개입은 지금

에서는 ‘사교육’으로 실현된다. 부모가 직접 공교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Park et al., 2011). 부모의 사적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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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사교육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교육에 개입하는 보

편적인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는 자녀교육개입이라는 기본

적인 부모의 역할이며 자녀의 미래의 삶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전 시 와는 다르게 지금은 ‘소를 파는’ 등의 경제적인 

뒷받침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자녀의 교육활동을 조직하기 어렵다. 사교육 

시장이 극도로 발달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에서, 사교육은 단일한 형

태가 아닌 무수한 선택지를 학부모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

로 된 ‘집중양육방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무수히 많은 선

택지 중 자신의 자녀에게 맞는 사교육 종류를 적절하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부모의 사교육 선택 능력은 경제적인 자본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 그리고 부

모가 사교육 시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화적 자본까지 필요로 한다(박

소진, 2009; Lareau, 2003; 2012; 2016; Wheeler & Green, 2019).

 기존에 사교육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중산층의 “자녀관리문화”는 

높은 수준의 사회 경제 문화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학부모의 ‘집중양육

방식적인 사교육 참여’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에 열

렬히 관심을 갖고 시간과 정력을 쏟으며 부모는 어떻게든 가장 나은 방

법을 찾으려고 한다.

 보습학원엄마는 적어도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이 같은 집중

양육방식의 문화적 논리를 공유한다. 드라마 <SKY 캐슬>에 나오는 학부

모들이 집중적으로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보며 “저렇게 시키고 싶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자녀가 “그래도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자녀의 교육에 심적·물적인 투자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을 

보여준다. 즉, 중산층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부모의 문화적 논리인 부

모의 자녀교육개입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누구나 자녀에게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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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비롯한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기 를 한다. 

보습학원엄마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Lareau(2003; 2012)가 제시한 것처럼 중산층의 논리와 

노동/빈민층의 논리가 다르게 드러난다는 점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록 집중양육방식이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바

탕으로 구성되는 그들만의 논리였을지라도 이는 점차 사회 전체의 단일

한 논리로 구성되었다(Bennett et at., 2012; Ishizuka, 2019). 이는 중산층

의 사교육 참여 방식이 우리사회에 익히 알려진 자녀교육 방식이며 따라

서 하나의 문화적인 규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Ogbu, 1993)으로 분

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문화적인 규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자의 행위 방식은 

보유하고 있는 자본, 자녀에 한 이해방식, 정보력 등에 따라서 달라진

다(Bennett et at., 2012). 보습학원엄마는 사회경제적 자본의 제약이라는 

결정적인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다. 중산층의 문화적 논리를 사교육 참여

를 통해 그 로 발현하려면 그에 맞는 자본이 있어야 한다. 보습학원엄

마는 자녀를 좋은 학원에 한두 군데 더 보낼 정도의 여유는 있지만, 중

산층의 사교육 참여는 학원을 한두 군데 더 보내는 것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바탕으로 ‘끼리끼리’

형성되는 학부모들의 네트워크를 “그들만의 리그”로 칭하며 보이지 않

는 선을 넘을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녀교육에 한 책임은 여전히 학부모를 관통하는 가장 강

력하고 분명한 문화적 논리이다. 사회경제적 자본 등의 제약사항이 있다

고 해서 자녀교육에 한 책임을 방만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보유한 자

본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을 꾸려가야 한다. 그러므로 보습학원엄마는 지

향점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해야 한다. ‘보습학원’은 이들의 적절

한 타협점으로 기능한다. 보습학원은 ‘사교육을 시켰다’는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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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역할을 충족하는 동시에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사회경제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사교육 종류이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집중양육

방식적 사교육 참여’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제약’ 사이에서 생겨나

는 끝나지 않는 갈등과 긴장을 보습학원엄마는 ‘보습학원’이라는 타협

점으로 소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습학원엄마의 가치관이나 교육에 한 이해방식, 제도에 

한 이해방식은 끊임없는 타협을 통해 재구성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

다. “공부만 중요한 세상은 지났어요”라며 학업성적에만 목매달지 않

는다는 말이나,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원하는 사교육을 시킨다”는 것, 혹은 “ 학은 중요하지 않아

요”라고 언명하는 것 등은 보습학원엄마가 교육적 논리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보습학원엄마는 단순히 지배적인 문화 현상에 포섭

(Ogbu, 1993)되어 무비판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

는다. 사회경제적 자본이 단순히 ‘제약’에서 그치지 않으며 ‘타협’

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기존 사교육 참여의 문화적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적 논리를 구성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으뜸어머님과 같이 자신의 

교육관을 확고하게 주장하며, 오히려 다른 학부모들이 “답답하다”는 

강력한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한다. ‘좋은 교육’에 해 새로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새빛어머님처럼 무작정 사교육을 시키기 이전에 자녀

와의 관계가 좋아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이야

기할 수 있다. 비록 이들이 가치관을 주장 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화적 

논리와의 딜레마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습

학원엄마가 만들어내는 타협의 논리는 문화적 “긴장과 가능성의 역

동”(Small et al., 2010:15)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인 시각을 제공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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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 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보습학원엄마의 사교육 참여 양상과 교육관이 새로운 논리

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문화적 논리라는 분석 틀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보습학원이라는 사교육 참여 양상을 

고찰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가 제한적인 탓에 

필연적으로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연구 상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질적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맞는 지역과 학부모를 특정하

여 선정하였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보습학원엄마의 문화적 

논리는 특정한 지역과 학부모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의 또 다른 교육적 상황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관찰될 수 있다. 본 연구

의 논의는 추후의 서로 다른 지역이나 교육적 상황을 고려하여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습학원의 정의 설정에 해 한계점이 있다. 2장에

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보습학원의 정의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제한적이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보습학원이라는 학원의 개념

에 해 조금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습학원이나 우리나라 학원의 종류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였다는 점이

다. 학부모는 분명 사교육 참여에 있어 중요한 주체이지만 실제로 사교

육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학생이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면 

보다 입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사교육 참여 양상에 해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학생을 포함하여 사교육을 둘러

싸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적 논리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

다.



- 128 -

< 참 고 문 헌 >

강인원, 전성일(2003). 학벌주의가 학부모 인식과 사교육 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4(1), 141-157.

강창희, 박윤수(2015). 사교육이 학생의 인지, 비인지 역량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학집, 38(4), 

31-56. 

김경근, 황여정(2009). 중학생의 사교육 수요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학

연구, 15(1), 77-105.

김동석(2015). 사교육 수요유발 요인과 책의 논리. 교육혁신연구, 25(3), 

151-179.

김두환(2016). 한국 교육열의 역설: 고학력 청년 (에코) 세 의 등장과 교

육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사상과 문화, 19(1), 297-335.

김미란(200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영향요인 분석, 교육재정경

제연구, 18(2), 1-25.

김미숙, 상종열.(2015). 중산층 집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학부모들의 

자녀교육문화: 분당구 사례. 교육사회학연구, 25(3), 1-30

김수현(2014). 한국 중소도시 사교육기관의 다기능적 성격과 역할 -경남 

거창군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경북 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순남 외(2011).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진단 및 책: 정책 추진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김순래, 김종환(2018). 고등학생의 학입시를 돕는 어머니 역할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9(3), 1129-1143.

김영천(2018). 학교교육과 그림자교육 (shadow education) 사이에서: 한국 

학생들의 탈경계적 학습문화. 열린교육연구, 26(4), 23-46.

김영화(2004). 사교육 선호 경향 및 선호 요인 분석 연구, 교육학연구, 



- 129 -

42(2), 335-365.

김영화(2012). 한국의 문화자본 연구 동향 분석: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4). 51-81.

김왕배. (2014). 한국의 교육열. 지식의 지평, 17, 104-122.

김위정, 염유식(2009). 계급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

학, 43(5), 30-61.

김진영(2008). 우리나라 가구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과 사교육 정책에 

한 함의, 교육재정경제연구, 17(3), 1-28.

김형용(2013). 지역사회 불평등과 자녀 교육투자: 근린사회 효과

(Neighborhood Effect)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6, 

109-133.

김형준(2017). 사교육의 잠재적 기능과 교육경쟁의 동학-중산층 학부모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3, 311-377.

김혜숙, 한 동, 김희복(2017). 학부모의 사교육 지원 현상에 관한 근거이

론적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9(1), 65-91.

김혜숙, 한 동, 남현숙(2012).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 251-278.

김화리(2016).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학부모의 문화자본과 양육행위 및 

교육실천: 강남지역과 비강남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학

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윤경, 태희원, 장인자(2007). 자녀 사교육을 통한 모성 구성과정 - 평생

학습자로서의 성인 여성에 한 이해의 한 방식. 평생교육학연구, 

13(4), 55-87.

나종민, 김천기(2015). 부르디외의 장 이론 관점에서 본 혁신학교 교원들

의 권력관계 특성. 교육사회학연구, 25(1), 79-103

노현경(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



- 130 -

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97-118.

류소영(2014). 빈곤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이화여

자 학교 박사학위논문.

류황석(2016).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사회의 교육열: A. Giddens 의 

하이모더니티 (high-modernity) 론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6, 

1-24.

모수원(2007). 소득계층과 교육계층별 사교육비 지출패턴 분석, 상업교육

연구, 15, 213-230.

박선영, 마강래(2015). 지역의 교육환경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31(3), 3-17.

박소진(2007). 공간적 위계수사와 구별짓기: 강북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내러티브. 한국문화인류학, 40(1), 43-81.

박소진(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시 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

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사회, 12-39.

박재원, 최은식(2013). 부모와 학부모 사이 : '행복과 성적' 두 마리 토끼

를 잡는 감동과 기적의 부모학교, 서울: 비아북.

박현정(2008). 학교교육의 질과 사교육 참여의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

구, 9(4), 91-110.

박현진, 김영화(2010). 가정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영어학업성취에 미

치는 영향에 한 잠재성장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4), 55-82.

박혜경(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25(3), 5-33.

반경하, 서현아(2009).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

취 기 에 따른 조기영어교육 인식 및 실태 연구. 인문학논총, 14(1), 

121-148.

배재근, 조인숙(201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 131 -

Education and Self-study Hours, 한국자료분석학회, 18(4), 1797-1805.

백병부(2012). 문화자본의 보유 및 학업적 보상 양상에 한 교사들의 인

식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2(2). 65-95.

백병부, 김경근(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

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 101-129.

백일우, 정한나(2013). 국내 사교육 문헌 분석, 교육과학연구, 44(4), 1-39. 

백학영, 안선영(201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

출 변화, 한국사회정책, 19(3), 9-47.

변수용, 김경근(2008).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한 문화자본의 영

향. 교육사회학연구, 18(2), 53-82.

변윤언, 이광호(2009). 한국엄마 자녀교육론으로서 ‘그림자교육’의 구

조와 내용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7(4), 33-42.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0). 아깝다 학원비! : 한민국 최초로 밝힌 사교

육 진실 10가지, 그리고 명쾌한 해법!. 서울: 비아북.

서덕희(2010). “나를 넘어선다는 것”: 홈스쿨링을 통해 본 “부모-되

기” 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41, 121-153.

서지연(2014). 사교육 및 사교육정책 관련 연구동향분석: 1990년부터 

2013까지 보고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경희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명호(20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217-246.

오욱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 기원과 심화, 서울: 교육과학사.

오제연(2015). 1976년 경기고등학교 이전과 강남 ‘8학군’의 탄생. 역사

비평, 113, 198-233.

유지연, 박창순(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비가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6(1), 123-139.



- 132 -

이건만(2006). 문화적 계급지배와 교육불평등-Pierre Bourdieu 문화재생산

이론의 음미. 교육사회학연구, 16, 111-139.

이광현, 권용재(2011).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

과분석: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접근, 교육재정경제연구, 20(3), 

99-133.

이두휴 외(2007). “학부모 문화 연구 - 자녀교육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이두휴(2008). 자녀교육지원활동에 나타난 학부모 문화 연구. 교육사회학

연구, 18(3), 135-165

이민경(2007).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 자녀교육 지원태도에 

한 의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3), 159-181.

이소영(2011). 부르디외의 문화이론과 재생산으로서의 교육에 한 철학

적 고찰. 교육철학연구, 33(1), 129-159.

이수정(2007). 명문  중심 입관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 분석: 사교

육 원인에 한 사회심리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25(4), 455-484.

이재정(2011).사교육과 민주주의, 그 역설적 관계의 이중성, 한정치학회

보, 18(3), 207-231.

이종각(2013). 한국 학부모 교육열의 정책적 시사점과 새 연구 방향의 탐

색, 한국교육, 40(4), 121-153.

이종각(2014). 학부모학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이종각(2015). 디카플링 해소와 국가총교육기능의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

적 공교육개념의 모색, 한국교육, 42(4), 57-85.

이종재, 이희숙(2008). 사교육 현상에 한 세계적 동향 분석: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기제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2), 203-228.

임성택, 어성민(2013).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와 부담감의 관계, 교육학연

구, 51(2), 63-87.



- 133 -

임성택, 어성민, 조유미(2012). 자녀에 한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 척도개

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과학연구, 43(4), 271-296.

장은주(2011). 한국사회에서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교육문제, 사회

와 철학, (21), 71-106.

장준환(2015). 중·고등학생의 영어 보습학원 선택요인, 만족도 및 연속

수강 의사에 관한 연구, 연세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우찬(2010). 학벌주의에 한 학부모의 인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양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웅, 한국학원총련 4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학원총연합회(1997). 韓國

學院總聯40年史, 韓國學院總聯 40年史 編纂委員會.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신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 연구, 경제와사회, (64), 148-173.

조주은(2013). 기획된 가족. 파주: 서해문집.

천세영(2004). 사교육비경감 책의 교육재정경제학적 접근, 교육재정경제

연구, 13(2), 291-322.

최선주, 강 중(2014). 상장교육기업 최고경영자의 교육 담론:‘악한 사교

육’담론의 균열과 재구성.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15(2), 1-27.

홍두승(2005). 한국의 중산층 = (The)Middle classes in korea (서울 학교 

한국학 모노그래프 ; 27). 서울: 서울 학교출판부.

홍우형, 남준우(2009). 사교육비 엥겔커브 및 소득탄력성 추정. 한국경제

연구, 25, 45-68.

황규성(2013). 한국 사교육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에 한 정치적 분석: 

공급자의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0(2), 

233-260.

황성희(2014). 중소도시 중산층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 지원 문화에 관한 



- 134 -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4(2), 277-303.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2018). 서울서베이,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http://data.seoul.go.kr.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교육청.

통계청(2018).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MBC 뉴스 (2019. 9. 19.). 입시용 전락 봉사활동…인기 봉사 30초면 마감.

연합뉴스 (2019. 7. 17.). 군산 시민단체 "귀족학교·특권교육 자사고 폐

지하라. 

동아닷컴 (2019. 2. 26.). 전국단위 자사고, 일반고 비 학비 9.2배 비싸,

Agger C., Meece J., Byun SY. (2018). The Influences of Family and 

Place on Rural Adolescents’ Educational Aspirations and 

Post-secondary Enroll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 

2554–2568.
Baker D., LeTendre G. (2005). National Differences, Global Similarities: 

World Culture and the Future of Schooling, Stanford University 

Press.

Bennett, P. R., Lutz, A. C., & Jayaram, L. (2012). Beyond the 

schoolyard: The role of parenting logics, financial resources, and 

social institutions in the social class gap in structured activity 

participation. Sociology of Education, 85(2), 131-157.

Bodovsky K, Farkas G(2008), “Concerted cultivation” and unequal 

achievement in elementary school, Social Science Research, 37, 

903-919.



- 135 -

Bray M. (1999). The shadow education system: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lanner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Bray M. (2006).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comparative 

perspectives on patterns and implications,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36(4), 515-530.

Bray M. (2009). Confronting the shadow education system: what 

government policies for what private tutoring?,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Bray M., Kwok P. (2003). Demand for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2, 611-620.

Buchmann C., Dalton B. (2002). Interpersonal Influences and Educational 

Aspirations in 12 Countrie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Context, 

Sociology of Education 75(2), 99-122.

Bourdieu, P. (1995).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 삐에르 부르디외 

지음 ; 최종철 옮김. 上,下. 서울: 새물결. (2005)

Chua, A. (2011).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 Bloomsbury 

Publishing.

Choi Y., Park H. (2016). Shadow education and educational inequality in 

South Korea,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4, 

22-32.

Gillies, V. (2006a). Marginalised mothers: Exploring working class 

experiences of parenting. Routledge.

Gillies, V. (2006b). Parenting, class and culture: exploring the context of 



- 136 -

childrearing. Community Practitioner, 79(4), 114.

Ireson J. (2004). Private tutoring how prevalent it is, London Review of 

Education, 2(2), 109-122.

Ireson J., Rushforth K. (2005). Mapping and evaluating shadow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Irwin S., Elley S. (2011). Concerted cultivation? Parenting values, 

education and class diversity, Sociology, 45(3), 480-495.

Ishizuka, P. (2019). Social class, gender, and contemporary parenting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experiment. Social Forces, 98(1), 31-58.

Lamont, M., & Lareau, A. (1988). Cultural capital: Allusions, gaps and 

glissandos in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s. Sociological theory, 

153-168.

Lareau A. (2015), Cultural Knowledge and social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0(1), 1-27.

Lareau A. (2016). The Rules of the Game and the Uncertain 

Transmission of Advantage: Middle-class Parents’ Search for an 

Urban Kindergarten. Sociology of Education, 89(4), 279-299. 

Lareau A. (2003). 불평등한 어린 시절 :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의 

물림 (박상은 역) 서울: 에코리브르. (2012).

Lareau, A., Weininger, E. B. (2003). Cultural capital in educational 

research: A criticarl assessment. Theory and Society, 32, 567. 

Lee, J., Zhou, M. (2014). The success frame and achievement paradox: 

The costs and consequences for Asian Americans. Race and Social 

Problems, 6(1), 38-55.

Matsuoka R. (2019). Concerted cultivation developed in a standardized 



- 137 -

education system. Social Science Research, 77, 161-178.

Maxwell C., Aggleton P. (2013). Becoming accomplished: concerted 

cultivation among privately educated young women. Pedagogy, 

Culture & Society, 21(1), 75-93.

Ogbu, J. U. (1993). Differences in cultural frame of re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6(3), 483-506.

Olson K. (2007). Hyperventilating: The Concerted Cultivation of the 

Teenager. Journal of College Admission, 196, 30-31.

Park H., Buchmann C., Choi J., Merry J. (2016). Learning Beyond the 

School walls, Th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2, 231-252.

Park H., Byun SY., Kim K. (201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Cognitive Outcomes in Korea: Focusing on Private Tutoring, 

Sociology of Education, 84(1), 3-22.

Park. S. J. (2007). Educational manager mothers: South Korea’s 

neoliberal transformation. Korea Journal, 47(3), 186-213.

Park, S. J., Abelmann, N. (2004). Class and cosmopolitan striving: 

Mothers' manag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645-672.

Saldana, J. (2012)..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Sage.

Seth, M. J. (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Sharon W. (2018). ‘Essential assistance’ versus ‘concerted 

cultivation’: theorising class-based patterns of parenting in Britain. 

Pedagogy, Culture & Society, 26(3), 327-344.

Small, M. L., Harding, D. J., & Lamont, M. (2010). Reconsidering culture 

and poverty.



- 138 -

Small, M. L. (2009). Unanticipated gains: Origins of network inequality 

in everyday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Swartz, D. (1997). Culture & power : The sociology of Pierre Bourdieu,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incent, C., Maxwell, C. (2016). Parenting priorities and pressures: 

Furthering understanding of ‘concerted cultivation’.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37(2), 269-281.

Vincent, C., Rollock, N., Ball, S., & Gillborn, D. (2013). Raising 

middle-class black children: Parenting priorities, actions and 

strategies. Sociology, 47(3), 427-442.

Wheeler, S., Green, K. (2019). ‘The helping, the fixtures, the kits, the 

gear, the gum shields, the food, the snacks, the waiting, the rain, 

the car rides…’: social class, parenting and children's organised 

activities. Sport, Education and Society, 24(8), 788-800.

Yin, R. K. (2015).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Sage publications.



- 139 -

< 부록 1 >

면담 질문 프로토콜- 왜 학원에 보내는가?

본인소개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 부탁드립니다(성함, 나이, 사는 곳, 괜찮으시면 직업 등)

자녀에 한 질문

1. 자녀분에 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분의 이름과 학년은 어

떻게 되나요? 성격은 어떤가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자녀분의 이미지를 

제가 그려볼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 다니는 학교, 학교의 특징, 좋아하는 것(운동, 음식, 취미)

 

2. 자녀분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평소에 화를 많이 하시나요?

 2-1. (평소에 화를 많이 한다면) 학교생활에 해서도 많이 이야기 하시나요? 

주로 어떤 부분에 해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2-2. (평소에 화가 잦지 않다면) 자녀분의 학교생활에 해서는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3.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학업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편인가요?

 3-1. (신경쓰는 편이다)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쓰시나요?

 3-2. (신경쓰지 않는 편이다) 신경안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너무 잘해서, 

잘 몰라서 등등)

 3-3. 자녀분은 (학생으로서)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업에 충실한, 

머리는 좋으나 노력을 하지 않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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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분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 & 주요과목(학원수강과목)

5. 목표하는 학이 있나요?

 5-1. 자녀분의 목표하는 학/과는 무엇인가요?

 5-2.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학/과는 무엇인가요?

6. 자녀분의 목표 진로는 무엇인가요?

 6-1. 자녀분의 목표하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6-2.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진로는 무엇인가요?

7. 요새 자녀분에 해 걱정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걱정이신가

요?

학원과 사교육에 한 질문

1. 전반적인 사교육 수강에 해 여쭤보겠습니다.

 1-1. 몇 살 때부터 사교육을 시작했나요?

 1-2. 학원을 다닌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이전 학원 포함)

 1-3. 어떤 종류의 학원을 다녔나요?

2. 학원에 다니는 것 때문에 자녀분과 갈등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3. 학원에 다니는 것은 자녀분의 의지인가요? 학부모님의 의지인가요? 누구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4. 자녀분이 지금 다니는 학원에 해 여쭤보겠습니다

 4-1. 학원에 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학원비*, 수업시간*, 학원규모*, 같은 학

원에 얼마나 다녔는지*, 커리큘럼;내신중심/수능중심, 차량운영여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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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학원 분위기 등등(*항목은 필수질문)

 4-2. 학원은 부모님께서 선택하셨나요, 학생이 선택했나요?

 4-3. 학원의 어떤 점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나요?

 4-4. 학원관계자와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나요?

 4-5. 누구와 주로 연락하나요? (원장선생님, 강사분, 차량기사분, 알바생 등등)

 4-6. 자녀분을 담당하는 강사는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신다면 아는 정

도까지만 말씀해주세요

 4-7. 학원에서 학생을 관리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나요? (문자메세지, 전화 상

담, 월례모의고사 등등)

 

5. 학원을 고를 때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셨나요? 

5. 학원을 고를 때 누구의 추천을 받았나요?

 5-1. (받았다면) 그 분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5-2. 뭐라고 하면서 추천해주셨나요?

 5-3. 그 분의 추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요?

6. 다수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6-1.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6-2. (그렇다면) 그것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ex. 긍정적/부정적, 어쩔 수 없음...)

 6-3. (아니라면) 자녀분은 특별히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7. 사교육에 보내면서 기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7-1. 기 한 로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7-2. 기 한 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에 어떻게 처하시나요? 

 7-3. 기 한 효과가 나오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4. 혹은 학원의 다른 효과(긍정적, 부정적 모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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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교육비가 저렴한 편은 아닌데, 혹 부담되지는 않으신가요?

 8-1. (부담되지 않는다면) 교육비라서 아깝지 않은 것인지, 필수적인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8-2. (부담된다면) 그럼에도 사교육을 보내는 데 어떤 생각이 가장 크게 작용

하나요?

9. 우리나라 사교육 현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10.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부분이 바뀌면 사교육을 안 시킬 것인가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으시다면 가상의 상황을 말씀해주세요(ex. 학 서열이 없어지

면, 내신이 쉬워지면...)

주위 학부모에 한 질문

1. 학부모총회에 참여하시나요?

 1-1. 학부모 총회에 참여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1-2. 표 학부모를 맡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 분과도 교류를 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분이 0번에 포함되어있는 분인가요? 아니라면 얼마나 자주 

만나시나요?

2. 학부모총회 이외에도 다른 학부모들의 네트워크가 있나요?

 2-1. (있다면)

  2-1-1. 어떻게 알게 된 학부모들인가요? 

  2-1-2. 얼마나 자주 만나시나요?

  2-1-3.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시나요?

  2-1-4. (혹시 있다면) 학부모님과는 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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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 그 분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나요?

 2-2. (없다면)

  2-2-1. 주로 자녀교육에 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2-2-2. 그 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가나요?

  2-2-3. 그렇게 얻은 정보가 (영어)학원 선택과 자녀교육의 방향에 많은 영향

을 주나요?

3. 얼마 전에 방영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셨나요?

 3-1. (봤다) 한서진이 예서를 교육하는 것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3-2. (얘기만 들었다) 거기에 나오는 엄마들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3. (안봤다) 질문없음

4. 주위에 실제로 스카이캐슬처럼(혹은 강남엄마) 자녀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있나요?

 4-1. [있다면]

  4-1-1.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자녀교육을 하고 있나요? 아시는 선에서만 말

씀해주세요.

  4-1-2. 그 분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4-1-3. 학원을 고르거나 보내는 데 그러한 부모들이 영향을 주었나요?

 

 4-2. [없거나 모르겠다면]

  4-2-1.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 치동 엄마들 혹은 매니저 엄마들’에 

해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남엄마; 매니저 맘 에 한 간략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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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그들의 사교육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전반에 한 질문

 1. 현재 교육제도나 입시제도에 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0~10점으

로 자기평가)

  1-1. 입시제도에 해서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입시제도를 잘 알고 계

신가요?

  1-2. 현 입시제도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말씀

해주세요.

  1-3. 자녀분은 학진학계획이 있나요?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

나요? 왜 그 전형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4. 자녀분과 평소에 이러한 내용에 해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자녀분께서

는 학입시에 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1-5. 1-4 질문에 해서 자녀분과 갈등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있나요?

 2. 우리나라 학이 서열화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학 진학이 자녀분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

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4. 우리나라 현재의 입시제도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

나요?

  4-1. (그렇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4-2. (그렇지 않다) 현 입시제도에서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4-3. (그렇지 않다)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면 좀 더 평등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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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 146 -



- 147 -



- 148 -



- 149 -

< 부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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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s’ Cultural Logic of 

attending Local Academy(Bo-seup 

Hakwon)

- Exper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Parents

Lee, Kyubin

Department of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parents'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shadow education) through the concept of cultural 

logic(Lareau, 2003; 2012). Since cultural logic is organized differently 

by class, the research was designed to question whether all private 

education participation is based on the same cultural logic.

 Participating in private education can be understood as an overall 

parental involvement for children's education, not simply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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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nvestment. Not only how much economic capital parents 

have, but also what values and educational ideas they have, and 

how they understand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university 

system are intertwined and reflected in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ducation.

 Participating in a “local academy(Bo-seup Hakwon)” requires a 

different explanation than the existing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which is represented by intensive private education 

investments. Firstly, a local academy cannot effectively perform its 

function of improving academic performance compared to a cram 

school or a enterprise institution that aims to enhanc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with a detailed and intensive strategy. 

Especially for the case of high school students who need immediate 

results for the test score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there is a 

limitation to understanding for attending local academy only by the 

logic of investment for academic succes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revealing why parents send their 

children to local academy will provide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in-depth logic of parents who are navigating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in a different way than previously understood.

 The researcher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seven 

parents to explain the logic of participating in a local academ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parents feel obliged to play their role 

as a parent through educational involvement especially by 

participating in shadow education. Those sense of obligation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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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from the universal cultural logic of every parent. However, 

this is constrained by the socioeconomic limits they face, so they 

have to find their own way. In this conflict situation, the “local 

academy” is acting as a compromise properly mediating parents’ 

dilemma.

keywords : private Education, cultural logic, parenting, parental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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