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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사회에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던 학부모가 한국교육의

핵심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고취하는 제도적・정책적 지
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학부모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부

모의 삶을 학습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생애사를 활용하여 부모에서 학부

모로 이행하는데 일어나는 ‘학습활동의 양상’과 ‘이행의 특성’을 탐구하였다. 이

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에서 드러나는 학습활동의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에서 나타나는 이행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에 연구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자 상위권 성적의 자녀를 둔 초등

학교 학부모’ 1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경험한 주요 학습사건을

‘학부모 네크워크’, ‘가족(자녀와 배우자)’, ‘사교육기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초기 타 학부모와의

활발한 관계 맺기를 통해 학부모 네트워크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자녀의 교우

관계 형성과 교육정보 탐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후 만족도나 필요성에

따라 각자 신뢰할 수 있는 학부모네트워크를 재구성하며, 특히 비교경쟁으로

인한 불안, 다른 학부모들의 견제, 교육정보의 불만족 등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에 따라 고학년에 이르러 학부모 네크워크의 참여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저학년 때 학교생활에 서툰 자녀를 대신하여 연구참여

자들이 교우관계, 학습관리, 시간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였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후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는 줄어들었다. 또 배우자의 지지와 개입은 연구참여자들의 양육 행위를

조절하였다.

사교육기관은 다양한 자극과 소질계발을 위해 활용되었으며, 학교교육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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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습의 한계, 성적하락을 경험하면서 고학년에 이르러 대부분이 사교육을 이

용하였다. 이들은 학원을 이용하면서 자녀의 학습관리를 외부에 위임하였고 교

육정책과 입시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었으며, 학원의 과도한 학습량을 걱정하면

서도 경쟁적인 입시환경과 선행・심화학습에 익숙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이행의 특징을 살펴보면, 입학 초기 타 학부

모와의 활발한 ‘관계 확장’을 통해 ‘학부모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는 학부모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학습공간을 만드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적

비교’를 하며, 적극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

또 자녀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학부모 네크워크’, ‘가족’,

‘사교육기관’은 ‘상호 연관성’을 맺으며, 서로에게 역동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

부모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학습사건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성찰을 통

해 다른 관계 공간으로 파급된다. 이는 관계 공간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도,

의존도, 개입정도를 변화시키며, 학부모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학부모 이행의 개별성은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 ‘사교육기관의 의존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세 관계 공간의 변화 정도에

따라 초등학교 학부모 이행의 유형이 달라지며,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분석

한 결과 ①적극주도형 ②적응형 ③중간진입형 ④독립안정형 ⑤이탈형의 유형

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학부모들은 학부모 네트워크를 학습공간으로 모방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자녀를 관리하는 방법과 사교육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들은

학부모 네트워크와 사교육의 만족도, 자녀와 배우자의 반응에 따라 주변 학부

모들의 방식을 답습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새롭게 고안하기도 한다. 이

와 같이 학부모들은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다양한 학습사건을 계기로

상호 연관되는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 ‘사교육기관’과의 관계를 조정해가면

서 학부모 정체성을 형성하고 학부모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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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부모를 학습자로 인식하고, ‘학부모 되기’를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학습활동으로 탐구하였다. 이는 평생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습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며, 끊임없이 다른

존재로 되어가는 우리의 삶과 학습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또 학부

모의 학교 참여를 고취하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수행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교육기관의

관점이 아닌 학부모의 입장에서 실제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

주요어 : 학부모, 이행, 생애경로, 생애사, 학습, 학부모네트워크

학 번 : 2015-2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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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에서 학부모는 각종 문제들을 일으키는 일등 공신으로 지적받아 왔

다. 세계 상위권의 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에도 불구하고 과열된 입시경쟁

과 학업 스트레스,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아동・청소년들의 낮은 행복지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원인은 주로 학부모들의 극

성스러운 ‘치맛바람’과 교육열로 진단되었다.

2014년 한 방송사에서 방영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다큐프로그

램<부모 VS 학부모>편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열로 인해 한국사회와 가정

이 겪고 있는 폐해를 분석하였고, 그 해결의 실마리로 학부모들의 변화를 제안

한다(SBS스폐셜, 2015). 오욱환(2000)도 한국사회의 과열된 교육열을 지적하

며, 사교육비 부담, 무력한 학습과 가정 내 갈등은 우리사회의 풍토와 자녀들

을 출세시키려는 부모(학부모)의 욕구가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쟁체제로의 변화와 함께 자녀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학부모의 적

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 박혜경(2009)은 자녀교육의 사회적 맥락

이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녀양육뿐 아니라 자녀교육에서도 어머

니의 노동을 요구하며 자녀학업의 전 과정에서 어머니 지원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한다. ‘매니저 엄마’ 담론이 보여주듯 학부모는 교육경쟁 속에서 자녀교육

의 관리자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종각

(2014)는 교육열의 양가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학부모의 교육열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육열을 교육투자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

한 동력이며 정책 환경의 변화 기제이자 교육의 정서자본(성취동기)으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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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한 때 비판적으로

보던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관심을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요건으로 인정하

고 있다(류방란 외, 2015; 박영아, 2009).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와는 독립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들은 그 근거를 뒷받침 하였고(원지영, 2009; 김영희, 2002, 김경근,

2000; Eccles & Harold, 1996, Dauber & Epstein, 1993), 정부는 공교육 혁신

을 위해 학부모와 학교의 파트너십을 독려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지

원1)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학부모는 ‘교육열’을 중심으로 설명

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 교육열을 정상을 벗어난 상태 혹은 강한 집착을 나타

내는 부정적인 개념으로(오욱환, 2000)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종각(2014)은 보

다 중립적인 개념으로 학부모들이 가진 동기체제라고 설명한다. 그는 교육열을

자녀애와 성취욕구가 합쳐진 ‘자녀 성취 욕구’라고 정의했다.

교육열 즉, 자녀 성취 욕구를 표현하는 학부모의 방식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때로는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논의 되어왔다. 교육에서 정부와 교원에

권력이 집중되어있었던 시기, 학생들은 획일적인 관리의 대상이었으며 학부모

들의 참여와 관심은 자녀이기주의로 비판받았다.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교육개

혁이 추진되면서 학부모는 수요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다양해진 입시제도에서

창의성이 강조되면서 학부모가 자녀의 적성을 찾아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1) 1995년 5・31 교육개혁의 기본구상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포함되었고, 학교운영위

원회가 도입되어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사회 등 단

위학교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

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가 단위학교에 보편화되었으며, 학부모의 학교운영

에 대한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안병영, 하연섭, 2015). 2009년 최초로 학부모정

책 전담부서가 출범되었고, 학부모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학부모 참여 증대’(단위학

교 학부모회 육성, 학부모 의사결정 참여), ‘학부모 역량강화와 가정교육 충실’(학부모

교육 실시),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강화’(관련 법령개정, 정보제공 및 상담확대 등)를

제시하였다(박진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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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상적인 학부모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학부모의 정체성이 자녀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

열이 그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사회 학

부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정부 정책과 더불어 한국교육의 주요 현상이나 문제

점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세력이라는 점에서(이종각, 2013) 학부모를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은 학부모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자, 한국교

육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정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삶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를 살펴보아야 한다. ‘학습’은 그런 삶의 과정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강대중, 2012). 이에 연구자는 학부모의 삶을 학습의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

다. 학습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획득된

변화로서 학습경험은 전 생애동안 일어난다(한숭희, 2009). 강대중(2012 :153)

은 “학습은 인간이 주체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과정이자 방식이며, 인

간이 스스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는 힘은 학습에서 나온

다.”고 설명한다. 학부모도 일상생활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실천하고 성찰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학습자’라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좋은 학부모

가 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는데, 이는 학습에서 비롯된다. 학부모를 학습자로

전제하고, 일상의 경험들 중에서 무엇을 학습하고 그것이 어떻게 삶을 구성하

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그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데 다가갈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기관 입학으로 부여되는 새로운 지위이므로 부모에서

학부모로 되어가는 과정 즉, 이행(transition)이 일어나는 과정에 주목할 때, 그

들이 학부모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해나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Lindeman(2013)은 ‘성장하여 다른 존재로 되어가기(becoming)’가 인생의 궁극

적인 목적이며, 학습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지속되어야만 이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저서 성인교육의 의미 에서 옮긴이 강대중・김동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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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존재로 되어가는 과정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삶의 이행장면

(transition)라고 설명한다(Lindeman, 2013).

이행(transition)은 생애단계(life stage)나 생활영역(life domain)을 이동할 때

일어나는 행동양식의 변화로써 이전과 다른 존재로 되어가는 과정이다(Kang,

2015; 문혜진, 2010; Ecclestone, 2009). 이러한 이행은 사회적 제도나 규범적

인 단계를 이동해가면서 행위자성(agency)을 발휘하며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Ecclestone, 2009). 부모도 자녀의 학교 입학으로 심리적・환경
적 변화를 겪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맥락 속에서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역

할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존재, 학부모가 되어간다. 이행 과

정에서 그들은 사회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학부모의 역할을 인지하고 일상

의 실천과 성찰을 반복하는데,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학습이 요구된다. 따

라서 이행은 ‘학부모 되기’를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학습활동으로 이

해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 입학이 제도적 교육의 시작으로 아동은 물론

학부모도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고 보고한다(송복순, 2014; 이윤미, 2008; Leah

O'toole et al, 2014; Elkind, 2003). 송복순(2014)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녀

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기대와 더불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낯선 변화에서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학

부모 역할수행은 학부모로의 급격한 정체성의 이행을 수반한다. 부모에서 초등

학교 학부모로 정체성의 이행을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탐구한다면, 한국의 학교

교육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부모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효과

성(류방란 외, 2015; 이강이 외, 2015; 김승보, 2015; 서현석, 최인숙, 2012), 학

부모의 교육열(이기석, 2014; 이종각, 2013; 김소희, 2004; 오욱환, 2000)에 주된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정 주제 혹은 자녀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홍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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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미식, 김희재 2013; 오경희, 한대동, 2009), 학부모의 교육권(고전,

2015; 김장중, 2015; 안선회, 2015; 권정숙, 임정희, 2009), 학부모 교육(서현석,

2014; 전세경, 어성연, 2014; 추갑식, 2014; 홍후조 외, 2013;)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부모의 인식이나 교육지원활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외부로 드러나는 학부모들의 인

식이나 행위에 주된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학부모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학부모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활동을 탐구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경험하는 학습활동의 양상과 이행의 특성을 ‘생애사’을 활용

하여 밝히고자 한다. 생애사(life history)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체가 경험하는

여러 사건과 그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별적

인 삶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며,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애사는 구조와 주관성을 담아낸다(강민수, 문용린, 2007). 따라서 생애사는

사회적 행위주체가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특정한 삶을 구성하는

지 탐구할 수 있으며(Ojermark, 2007),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학부모가 이끌어나

가는 삶의 과정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학습생애사’는 참여자가 구술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학습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학습생애사 분석을

통해 인간의 평생에 걸친 학습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강대중, 2009) 부모

에서 학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탐구하는데 적절하다.

이는 평생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습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

을 확인시켜주며, 끊임없이 다른 존재로 되어가는 우리의 삶과 학습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또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고취하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수행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교육기관의 관점이 아닌 학부모의 입장에서 실제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부모의 삶을 학습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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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서 초등학교 학부모로 이행하는데 일어나는 학습활동의 양상과 이행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2. 연구문제

(1)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에서 드러나는 학습활동의 양상은 어떠한가?

학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일상에서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경

험을 하게 된다. 그 시기에 전개되었던 주요한 학습사건을 탐색하는 것은 학습

이 어떻게 학부모 이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일

상에서 경험한 주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어느 시기에 어디서 어떻게 학습활

동이 이루어졌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에서 나타나는 이행의 특성은 무엇인가?

학부모는 사회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학부모의 역할을 인지하고 일상의

실천과 성찰을 반복하는데,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학습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학부모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조건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행의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삶과 그들이 속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에 학부모로의 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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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부모

1) 학부모의 개념

학부모는 ‘배울 학(學)’과 ‘부모(父母)’를 합친 단어로,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

니로서 학생의 보호자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현재 우리나라

헌법2)과 교육기본법3)에서는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법정 의무교육기관에 자녀

를 취학시킬 의무를 지니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학교교육 과정에서 능력과 적

성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다(고전, 2015). 또 교육기관에서 학부모는 교사, 학생과 더불어 교육의 주체

로서 세금과 등록금, 학교 운영지원비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

담하고 나아가 교육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서현석 외, 2014).

2) 우리나라 헌법에서 학부모 및 부모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는 않지만 현행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보호하는 관계’로 부모와 자녀관계를 상정하고 있으

며, 동시에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는 자녀로 하여금 법정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3)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기본법은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

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 조항으로 구체화시켰고, 교육당사자의 일원으로서 부모 등 보호자의 법적 위

상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기본법상 학교에서의 부모, 즉 ‘학부모’라는 명칭으로 보장된

권리는 제5조와 법령에 근거한 학교운영에 참여권(교직원, 학생, 거주주민과 공동 참

여권),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학교에의 의견 제시권 및 학교로부터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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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부모의 개념은 부모와 명확한 구분 없이 유사하게 통용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곧 어머니의 자녀교육 지원활동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진다. 학부모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근대 가족의 형성과 모성

이데올로기, 사회적 맥락의 변화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성장과 직업구조의 근대화,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확대에 따라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이라는 가정의 성별분업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

었고, 이에 따라 아내가 자녀교육을 전담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노릇은 곧 자

녀교육’ 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윤택림, 2001). 한편, 우리사회에서 학벌이

계층 상승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되면서 경제부흥과 함께 자녀교육의

투자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자녀의 명문대 진학은 곧 가족의 명예와 영광이자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상징이 되어 ‘교육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윤

택림, 2001). 이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

작하였으며, 한국사회에서 학부모의 정체성은 어머니의 정체성과 일정부분 혼

재되어 있다.

또 신자유주의, 지구적 경쟁체제 하의 교육경쟁 심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인

해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는 어머니의 참여와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박

혜경, 2009; Park, 2007).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매니저 엄마’ 담론은 학부모

회 임원활동 및 학교방문, 교육(학교선택, 사교육 결정 등) 정보수집 및 네트워

크 관리 등 학부모로써의 활동을 자녀의 학업 성공을 위해 어머니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제시한다. 즉, 자녀학업 지원활동은 어머니의 가사노동 중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활동으로(박혜경, 2009), 어머니의 학부모 역할은 강조

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부모의 공동육아와 아

버지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김두섭, 2015) 기존의 어머니를 중심

으로 한 학부모 개념이 아버지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버지의 자녀교육 역할과

학교 참여활동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아버지회 조직과 아버지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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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교육현장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모와 혼용되고 있는 학부모를 규정할 수 있는 핵

심은 ‘자녀의 교육기관 위탁’이라는 점이다(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4).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 입학함과 동

시에 부모는 학부모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누리과

정4)의 도입으로 학교 취학 전 아동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이 대중화되고

있으며, 대학과 대학원의 진학률 증가와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자가 학부모라는

점에서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상당기간을 ‘학부모’로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조기교육과 사교육의 팽창, 평생학습관과 문화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의 교육기

능 확대로 인해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에서 부모들에게 학부모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학부모는 자녀가 유아

때부터 고등교육을 받을 때까지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을 막론하고 자식을

교육기관에 위탁한 사람(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0)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부모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교육제도

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과 기대 역할 또한 교육현

상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4)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한다. 2012년 3월 5

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부

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교

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2016n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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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의 위상 변화와 학부모 정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부모’는 자녀가 교육기관에 입학하면서 부여되

는 지위이므로 학부모는 교육제도, 교육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대적 변

화와 함께 교육제도 내에서 학부모의 위상과 역할은 계속 변화해왔으며, 학부

모에 대한 담론과 역할도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학부모 활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5년 해방 이후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재정적 후원 역할을 하는 학부모 조직이 구성되었

다. 19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완성, 1969년 중학교무시험제, 1973년 고등학교평

준화정책 실시, 1980년 대학정원제 확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규모는 확

대되었으나 급격한 공교육 확대에 따른 만성적인 교육예산부족으로 교육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 되었다(김명신, 2004). 학부모 조직은 학교별 후원회

(46~52년), 사친회(53~62년), 기성회(63~70년), 육성회(70~95년)와 같이 명칭과

방식을 달리하며 90년대 중반까지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학부모들의 재정 후원

기능이 관행으로 변질되어 찬조금 등 불합리한 금전 징수와 수수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로 인해 학부모 조직은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되었고 정부는 그때마다 학부모회 명칭을 바꾸었지만, 이

시기 학부모 조직은 여전히 부족한 재정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

다고 볼 수 있다.

1983년부터는 정부 권장에 의해 ‘새마을 어머니회’가 설립되어 학부모회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육부에서는 ‘학부모

회 규약’을 마련하여 학부모회 활동을 장려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렇

게 시작된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은 ‘녹색어머니회’,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

‘교육도우미’, ‘급식 모니터단’ 등 다양한 활동의 형태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는 주로 재정적 후원이나 봉사성격을 지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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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활동에 치중되면서(김승보, 2015), 교육 방향의 설정이나 정책적 결정으로

부터는 소외되어 왔다. 이처럼 교육제도 내의 비교적 낮은 학부모 위상은 우리

나라의 ‘국가주의 교육’과 관련된다. 1960년대 이래로 공교육을 확산시키는 과

정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거의 독점적으로 교육 통치 권력을 발휘하며, 교육

의 방향과 정책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왔다. 즉, 국가가 교육의 유일한 주체로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하여 중앙집권적

교육통제 구조를 구축하였다(김명신, 2004).

이후 1980년대의 교육민주화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교육기회의 민주적 분배’와 더불어 ‘교육제도의 민주적 통제’에 관한 요구5)도

활발해졌다(김성열, 2007). 교원뿐만 아니라 국가주의 교육 속에서 공교육비를

조달하던 학부모들은 1980년대 말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자신들을 교육주체로

인식하면서 학부모 운동을 전개하였다(김명신,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이르러 정부와 함께 교원이 교육정책과 방향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교원의 교육민주화’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평가되지만, 동등한 교

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

체’의 교육민주화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종각, 2014).

그런 점에서 1995년 5・31 교육개혁은 학부모가 학생과 더불어 교육서비스

의 수요자이자 중요 교육주체로서 권리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5・31
교육개혁은 자율과 경쟁, 다양화와 특성화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체

제를 지향하며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쳤다(안병영, 하연섭, 2015).

이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기본구상과

‘학부모운영위원회’의 도입은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

5) 1980년대 후반 이래 1990년대까지 교육계의 화두는 교육민주화였으며, 민주주의를 위

하여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하고(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교육의 기회를 평

등하게 배분해야 하며(교육기회의 민주적 분배),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교육제도의

운영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교육제도의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었다(김성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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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놓았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학습

자)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학교와 교원들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온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은 학생의 능력과 이해도, 학부모와 학생의 욕구,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학교급의 입학과정과 교육과정에서 학

생과 학부모의 선택은 신장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

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학생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반

영하여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학부모운영위원회(학운위)는 학

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사회 등 단위학교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학

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며,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

하였다(안병영, 하연섭, 2015). 따라서 5.31 교육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은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로서 학부모의 입장을 강화한 일련의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적・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 학부모위원(학운위)들의 참여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학부모

들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참여를 보고하고 있다. 서정화, 김진성(2005)는 단

위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운영 성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장들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을 소극적으로 평가하며, 운영위원들의 전문성과 참여의

욕 부족으로 학교 측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따른다고 주장한다. 또 김병찬

(2007)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을 분석하여 교장 주도, 비전문주

의, 행정업무중심 심의, 보고와 설명 위주 등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따

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표면적으로는 학교체제의 개방화, 민주의식 고양 등을

변화시켰다고 보지만(김병찬, 2007) 이는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 형식적인 것

에 불과하며, 정부의 관점에서 시행된 하향식 제도라는 점에서 학부모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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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서정화, 김진성, 2005). 따라서 실

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이 학교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평적인 소통체

제를 구축하고,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 간의 적절한 의사결

정력을 분배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조된다.

한편 학부모의 법적 위상은 1998년 교육기본법의 ‘학습권’ 조항을 구체화함

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

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 조항으로 구체화시켰고, 교육당사자의 일원으로

서 부모 등 보호자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기본법상 학교에서의 부

모, 즉 ‘학부모’라는 명칭으로 보장된 권리는 제5조와 법령에 근거한 학교운영

에 참여권(교직원, 학생, 거주주민과 공동 참여권),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학

교에의 의견 제시권 및 학교로부터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

었다(고전, 2015).

고전(2015)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교육법학적 방법으로 살펴봄으로써 학부모

의 교육권과 헌법정신, 교육기본법상의 교육당사자론, 학부모회 조례를 통한

학교자치론에 이르는 최근의 자치입법 동향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권과 위상을

설명하며, 학부모관련 법규법과 법 현실(인식)간 괴리를 밝혀 학부모 관계법에

관한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 김장중(2015)는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학부

모관련 입법 활동을 분석하여 학부모관련 입법 활동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

고 처리된 법안의 사례를 소개하여 학부모의 권익보호와 참여를 촉진하는 생

산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학부모의 교육권이 신

장되고 있으며 관련 입법 활동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부모와 학교의 협력이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되면서(류방란 외, 2015),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실

시되고 있다. 또 학부모가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교육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

휘하면서 올바른 역할수행을 위한 학부모 교육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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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이후 최초인 학부모정책 전담부서6)의 출범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현

장의 실천과 정책적 지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부모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는 ‘학부모 참여 증대’(단위학교 학부모회 육성, 학부모

의사결정 참여), ‘학부모 역량강화와 가정교육 충실’(학부모교육 실시), ‘학부모

를 위한 서비스 강화’(관련 법령개정, 정보제공 및 상담확대 등)를 제시하였으

며(박진상, 2009),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도록 여러 기

관(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부모 지

원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교육학기술부(현 교육부)가 국가평

생교육진흥원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2011년에 국가 차

원의 학부모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출범하였

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

장했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

육사업 등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이는 각 학교에서 자

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를 제도화하여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어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지원하는 기구로 학교 내외 구성원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명확하게 구분된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장려하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확대되면서 학

부모의 학교 참여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실태(이강이 외, 2015;

서현석 외, 2014; 등), 학교 참여가 학교만족도나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서현

6)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학부모정책과를 설치하여 신설

하였고, 여러 기관(한국교육개발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

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부모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하였으며, 2016년 현재는 교육

부에 공교육진흥과에서 학부모지원팀을 운영하여 학부모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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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최인숙, 2012; 이세용, 2003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과 학교 참여 활

성화(전은희, 강민수, 2014; 유정수, 백현기, 2009, 이순형, 2003 등)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자녀의 학교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과 격려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태도와 행동양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 참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서울auber &

Epstein, 1993; Eccles & Harold, 1996), 국내 연구에서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

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독립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와 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4).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된 이후에는‘학부모 자

녀교육 및 학교 참여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

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교육 개선활동에 80%이상

의 학부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학부모의 50%이상이 학교 참여가 자녀의

인성발달, 학업,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또 학

부모의 50%이상이 학부모 상담 주간에 참여했고, 학부모의 20%이상이 학부모

교육을 받았다고 보고한다. 연구자들은 학부모의 70%이상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90%이상이 학교 참여 추진 정책

이 학교교육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동안 추

진되어 온 학부모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이강이 외, 2015).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포함한 보다 많은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위해

장애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학부모 활동의 역사와 위상의 변화를 종합해보면, 국가에 교육 권력이 집중

되어있었던 과거에는 학생들이 획일적인 관리의 대상이었으며 학부모들의 참

여와 관심은 자녀이기주의로 비판받았다. 이 시기 학부모 조직은 부족한 교육

재정을 후원하는 역할로 구성되었으며, 학부모의 활동은 봉사활동에 국한되어

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었다.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교육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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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면서 학부모는 수요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다양해진 입시제도에서 창의

성이 강조되면서 학부모가 자녀의 적성을 찾아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상적인 학부모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부모 교육권의 신장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비로 인해 현재 학부모의 역할은 학교운영 심의에

서 학부모회의 교육과정운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위상도 계

속 높아지고 있다.

2. 생애경로(life-course)와 이행(transition)

1) 사회구조적 관점에서의 이행

생애경로(life-course)와 이행(transition)의 의미는 정치적, 교육적으로 다양

하게 존재한다. 국민교육제도는 주로 아동・청소년 시기의 표준적인 생애경로

와 단계별 이행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세계화,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사회적 변화가 급격해지고,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성이

장기화 되면서 생애 전반에 걸친 민첩한 이행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

생학습의 필요성도 한층 강조되고 있다.

개인의 생애경로는 제도화된 생애경로와 규범적인 패턴과 관련지어 설명된

다. 제도화된 경로란 신분 혹은 역할의 변화로서의 이행을 말하는데, 이는 개

인적이고 사회적인 지위와 정체성의 변화를 포함하며 행동적 변화를 수반한다

(Elder et al, 2003). 즉, 이행은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과 환경적 변화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경로에 따른 ‘정체성’과 ‘행위자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Lam & Pollard(2006)은 가정에서 보육시설로 이행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

나의 제도적 환경이나 활동에서 다른 것으로, 즉 맥락의 변화로서 이행을 탐구

하였다. 특히, 이행을 동일한 시기에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공간의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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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수평적 이행(horizontal transition)’과 시간에 따라 교육적이고 사회

적 환경으로 이동하는 ‘수직적 이행(vertical transition)’으로 구분 지었다. 그들

은 이행을 새로운 환경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기존과 다른 환경에서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이며, 사회적으로 규정된 요구들을 익히고 발달시키는 시기라고 설

명한다. 따라서 이행은 맥락의 변화이자 하나의 정체성에서 또 다른 정체성으

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Pallas(1993)도 이행을 개인의 생애경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시스템

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그는 생애경로가 사회문화적으로 중요시되는 이행이

잘 정비된 사회적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교육에서의 달성을 표준적이고 규범적인 기대가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이행’

의 순차적인 성공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이행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개인들이 사회적

시스템을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단계별 이행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행이 진행되는지, 그들이 다른 맥락에서의

복잡한 요구들을 어떻게 탐색하는 지 파악해야 한다(Ecclestone, 2009). 이에

많은 연구들은 가정에서 교육 시스템으로의 진입과 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이

동, 취업과 같이 이전과 다른 환경에서의 이행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이고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을 조사해왔다.

Leah O'toole et al(2014)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이행, 초등학교에서 중

학교로의 이행을 Bronfenbrenner의 생태학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들

은 학업적 전환기를 맞은 아동,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행에서 개인, 관

계, 환경, 시간의 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

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Nguyen & Taylor(2003)은 영국의 국가교육장기연구 NELS(National

Educa- tional Longitudinal Study 1988-2000)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첫 직장으

로의 이행을 고등학교 학업 성취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연구에서 첫 직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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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 기간은 학생의 학업성취와 참여한 학교 프로그램 유형과 관련이 있다

고 보고하는데, 학교에서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취업 준비기간을 단

축시켜주고 고등학교 졸업 GED(General Education Development)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취업기회를 쉽게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족 배경은 첫 취

업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경제위기와 청년실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교

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장상수,

2008; 임선희 전혜영, 2004; 김기헌, 2003 등), 학교급의 변화와 같이 교육제도

내의 이행은 주로 ‘전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김태은 외,

2015; 송연주 외, 2015; 엄선영, 이강이, 2013 등).

김태은 외(2015)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 학생들의 학습자 특성

과 행복감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학교급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과

계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업적 부담감을 느

끼게 되고 낮은 행복감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학교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연계를 제안한다.

송복순(2014)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환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

아교육 기관과 초등학교의 전환교육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송

복순은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기대하는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전환교육

으로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특성과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자세한 안

내를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학부모 교육을 제안하다.

2) ‘되기(Becoming)’의 관점에서의 이행

이행을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에 의한 변화 과정으로 보는 사회구조적 관점

과는 달리, 이행을 '누군가가 되어가는 과정(becoming)'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Callacher & Cleary(2007)는 이행을 학습경험의 전과 후에 발생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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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혹은 존재(being)의 개인적인 전환이라고 정의한다.

Lindeman(2013)은 성장하여 ‘다른 존재로 되어가기(becoming)’가 인생의 궁

극적인 목적이며, 학습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지속되어야만 이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일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즉각적인 목표들은 다른 존재

로 되어간다는 궁극적인 생애의 목적에 기여하며,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서 인생의 의미가 나타나므로 삶은 곧 교육이고 교육이 곧 삶이라 주장한다.

Kang(2015)도 생애단계와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학습활동들이 각

각의 의미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며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비록 매번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평생에 걸쳐 학습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결

국 학습을 통해 삶을 구성해간다는 것이다. 특히, 생애 단계(life-stage)와 생활

영역(life domain)의 이동은 급격한 지위(status)나 상태(state)의 변화를 야기

하며, 우리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간다

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행은 정체성과 행위성에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는 특별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과 출산, 재취업, 이민은 인

생의 전환기이자 변화를 촉발시킨다. 따라서 이행은 인생의 전환기(turning

point)나 중요한 시점(milestone), 세세한 사건들이 ‘누군가’가 되어가는 복잡한

과정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행은 교육시스템과 같은 사회적

구조 이외에 다양한 생애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Ecclestone, 2009).

강대중, 김동진(2013)도 사회적으로 명명된 정체성의 이행도 있지만 각자의

삶에서 모두는 개별 존재에게 고유한 이행을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고등교육으

로의 이행에 실패한 학생들을 인터뷰한 Quinn(2010)의 연구는 실제 개인의 이

행이 제도화된 이행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연구참

여자들은 이행의 실패가 오히려 이후 삶을 결정하는데 의미 있는 경험이었음

을 밝히며, 이행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문화적인 기준 뿐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내러티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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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et al(2006)은 성인기 이행에 대해 청년들이 인지하는 상대적인 연

령을 탐색하였으며, 개인이 인식하는 성격적 특성과 역할에 따라 주관적인 연

령을 다르게 인지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전통적으로 성인기의 이행을 사회

적으로 규정된 연령과 시기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지표로 추정해왔으나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 생활 연령, 인종과 민족,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역할 이행이

나 상대적 연령을 다르게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행에는 사회문화적 배경

과 개인의 특성이 상호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행은 일상과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변화로 부터 진행되기도 한다. 이

행은 언제나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건이나 과정이라기보다는 미묘하고 잠

재적인 감정이나 태도의 변화를 거쳐 일어날 수도 있다(Ecclestone, 2009). 그

러므로 이행은 순간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체성(identity), 행위자성(agency), 사회적 구조(structure)

자아의식(identity)과 자율적이고 권한이 있는 행위자성(agency), 계층, 성별,

인종, 경제적인 조건 등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structure)은 사람들의 이행과

생애경로를 영향을 미친다. Ecclestone(2009)은 생애경로와 이행에는 정체성

(identity), 행위자성(agency), 사회적 구조(structure)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으며, 이를 이행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따라 다

양한 관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정체성(identity)는 사전적으로 사람이나 물건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결정하는 특성을 의미한다(Oxford, 2017).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자아가 표현되고 이해되는 방식이라고 정의된다. Lam &

Pollard(2006)은 한 맥락에서 적절했던 정체성이 다른 맥락에 맞게 바뀌지 않

으면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행을 맥락의 변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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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정체성의 변화로 보았다.

행위자성(agency)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환경의 기회와 제한 속에서 개인

이 선택과 실행을 통해 자신의 생애경로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다(Elder et

al, 2003). Ecclestone(2009)는 각자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가기 위해 타인 혹은

물질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자기주도성, 자기효능감,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행위자성(agency)에는 선택(choice), 행

위(action), 자율성(autonomy)이 복잡한 방식으로 얽혀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행위자성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과거의 경험, 현재의 참여와 인식, 미래의 방

향성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기도 하다(Biesta & Tedder, 2007).

그러나 정체성과 행위자성은 계층, 성별, 인종, 경제적인 조건 등과 같은 사

회적인 요인(structure)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체성과 행위자성은

경제적인 조건이나 규범적인 기대와 같은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정수남 외(2012)는 빈곤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의 특

징을 탐색하였다. 이들의 성인기 이행은 빈곤한 경제상황, 가정해체, 차별, 노

동착취 등 사회적인 요인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정체성은 구조적 제약

과 개인의 자발적 선택 사이 끊임없는 경합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해 이전보다 좀 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정수

남 외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제약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더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종합해보면 제도화된 교육시스템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조직된 역할에 따라

생애경로에서 이행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개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즉, 이행과 생애경로는 사회구조적 맥락(structure)과 행위자성(agency)이 밀접

하게 연관되어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조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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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생애사 연구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에서 나타난 학습활동의 양상과 이행의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생애사(life history)는 삶

의 여정 가운데 주체가 경험하는 여러 사건과 그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고 이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삶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며,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애사는 구조와 주관성을 담아낸다(강민수,

문용린, 2007). 따라서 생애사는 사회적 행위주체가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하

여 어떻게 특정한 삶의 환경을 구성하는지 탐구할 수 있으며(Ojermark, 2007),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학부모가 이끌어나가는 삶의 과정을 포착하는 데 유

용하다. 또한 이동성(2013)은 생애사가 개인의 경험의 정치성과 권력을 재인식

하고, 공식적인 역사연구와 사회연구의 대상으로서 배제된 보통사람들에 주목

하며,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의 경험을 언어화함으로써 경험적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생애사가 교육연구에서 관

심을 가지지 않았던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개인적인 삶과 그들의 목소리를 드

러냄으로써 우리사회의 교육현상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며, 새로운 시각에

서 교육현상을 탐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생애사는 삶의 여러 형식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다르게 구

성될 수 있다(조용환, 2009). 학습생애사는 참여자가 구술한 다양한 삶의 이야

기를 학습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학습생애사 분석과 해석을 통해 인간

의 평생에 걸친 학습을 탐색할 수 있다(강대중, 2009). 이에 학부모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탐색한 본 연구는 학습생애사 분석과 해석을

활용하였다.

강대중(2009)은 학습생애사의 구체적인 분석단위로 ‘학습조건’, ‘조건화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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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학습자 자세’, ‘학습사건’을 제시한다. 학습조건은 참여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적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적인 조건을 의미하며, 조

건화된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을

의미한다. 또 학습자 자세는 사회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학습자가 학습조건에

대해 반응하는 행동방식이며, 학습사건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구성된 것으로

참여자의 생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험이다(강대중, 2009).

본 연구는 생애사를 활용하여 부모에서 학부모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학습활동의 양상과 특성을 파악하여 학부모가 되는 과정에 학

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이다. 연구목

적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준거를 설정하였

다.

첫째, ‘첫째 자녀가 고학년(5학년~6학년)’인 학부모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2015년 서울대학교 학부모 정책연구센터에서 전국 초·중·고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실태조사’의 결과, 자녀의 학교급

에 따라서 부모의 사회관계망 및 교육지원활동, 자녀와의 관계, 학교 참여율이

달라짐을 보고하고 있다(이강이 외, 2015). 또 전세경, 어성연(2014)의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학년에 따라(저학년, 고학년)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방식,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수집과 참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자녀의 성장과 함께 학부모의 활동 양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고학년에 이르러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이행이 완료된



- 24 -

다고 보았다. 특히, 둘째 자녀의 경우 첫째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학부모의 행

위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학습경

험이나 의사결정의 과정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첫째 자녀가 고학년

인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중산층 학부모’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행연

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회경제적 자본 등에 따라 상이하며,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은 적극적으로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계층으로서 학부모관련 연구는 주

로 중산층 학부모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있다(황성희, 2015; 박혜경, 2009;

이두휴, 2008). 이에 자녀가 서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들 중에서 자

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중산층 학부모를 담임교사에게 추천받았다.

셋째, 학부모 중에서 ‘어머니’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2015년 ‘학

부모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실태조사’에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자녀의 교

육활동 이해정도, 학교 참여 의사, 학부모회 활동 참여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이강이 외, 2015). 이에 학부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어

머니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서울 소재 4개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을 추천 받았으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학부

모 2명을 더 추천 받았다. 추천 받은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하

였고, 간단한 예비면담을 실시한 뒤 참여의사가 있는 학부모들을 만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학부모 12명을 최종 연

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참여자 소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모든

연구참여자와 자녀의 이름은 가명이며, <표 1>에 제시된 연령, 거주지, 직업,

자녀의 학년은 연구 참여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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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의 정보

번

호
이름 연령 거주지 직업  

배우자

직업 

자녀
비고 

이름 학년 성별 

1 최민영 43세 동대문구 주부 회사원 이종현 6학년 남

2 이정임 43세 노원구 주부 회사원 박지민 6학년 여

3 박가영 44세 서대문구 주부 회사원 이슬아 5학년 여

4 김수진 42세 서대문구 주부 회사원 윤다해 5학년 여

5 김신애 41세 송파구 연주가 사업가 최서현 5학년 여

6 최은지 43세 송파구 전임
교수 사업가 김민준 5학년 남 

7 임혜수 40세 송파구 주부 사업가 박준혁 5학년 남

8 김미나 45세 송파구 주부 의사 이수빈 5학년 여

9 강지영 39세 송파구 회사원 회사원 김예은 5학년 여

10 이수아 42세 동대문구 학원
운영 회사원 박주희 5학년 여

11 장희진 48세 강남구 주부 회사원 서예나 5학년 여
보조
참여
자

12 조민정 36세 구로구 교사 변호사 양선아 3학년 여
보조
참여
자 

연구참여자들의 간단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최민영은 결혼 전 학원에서 학

생들을 가르쳐 본 경력이 있어, 자녀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다. 출산 후에는 수

많은 육아서적을 탐독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하루

에 100권의 책을 읽어 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덕분에 자녀도 또래에 비해 글

을 금방 터득했고, 이후 계획적으로 자녀의 교육을 주도해나갔다. 그러나 자녀

가 유치원에 부적응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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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과도한 학습량에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서 서

서히 개입과 주도는 줄어들었다. 입학 초기에는 학부모 활동과 모임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으나, 다른 학부모들을 따라한 사교육에서 불만족을 경험했고 사

교육을 맹신하는 학부모들과의 교류가 불안감을 주어 점차 멀리하게 되었다.

또 학원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녀의 성향을 알게 되면서 사교육보다

는 가정학습을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정기적으로 학부모교육세미나에 참여하

면서 학업 성적보다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확고한 교육관이 생

겼으며, 자녀에 대한 과도한 개입보다는 학부모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이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정임은 출산 후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가까이 사시는 친정 부모님의 도

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였다. 자녀가 유치원에 잘 적응한 덕분에 큰 어려움

없었지만, 둘째의 출산과 함께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전업 주부가 되면서

교육사이트를 활용하여 지민이의 교육을 직접 가르쳤고,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학부모 활동과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는 친해진 주변 학부모들

과 소통하며, 학부모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박가영은 출산 후에도 IT업계에서 일을 계속 하였다.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평일에는 시어머니께서 자녀를 전적으로 돌봐주셨고, 주말에만 자녀를 양육하

였다. 주말에 자녀를 데리고 오면 책읽기나 영어교육을 직접 봐주고, 예절교육

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녀를 양육했다. 그러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

고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죽음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다. 저학년 때는 떨어져

지낸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수학지도사자격증을 획

득하여 자녀의 학습도 직접 지도하였다. 학부모 모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

각이 있어 입학 초기에는 일부러 참여하지 않았으며, 주변 학부모들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확고한 교육관대로 자녀를 양육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학급임원이 되면서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춘기 자녀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교육도 활용하게 되었다. 현재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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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학부모의 정보력이 자녀의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 심리적

으로 갈등하고 있다.

김수진는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 교사 생활을 그만 두었다. 상업고등

학교에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녀를 자신이 직접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임신과 함

께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 사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이 크게 효과

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녀의 유아기 때는 학습이나 사교육보다 놀이를 강조했

다. 또 유치원 때 학부모들과 교류하면서 또래 엄마들의 경쟁을 경험했으며,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른 학부모들에게 견제를 당하면서 주변의 친밀한 학부모

들과만 교류를 하게 되었다. 저학년 때는 자녀의 학습과 학교생활 전반에 관심

을 가지고 도움을 줬지만 중학년 이후에는 자녀에게 대부분을 위임하고 사교

육을 활용하고 있다.

출산 전 연주가로 활발하게 활동한 김신애는 출산 이후 전적으로 자녀의 양

육에만 집중하였다. 그러나 둘째의 출산이후 육아열정은 시들해졌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연주가로서 다시 직업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전에 비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을 줄어들었지만, 시간 조정이 비교적 자유로

운 직업의 특성상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또 자녀의 유치원 입학과 동시에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신중하게 ‘교

육이주’를 했고, 같은 지역에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주변 학부모들

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대학원생이었던 최은지는 출산 이후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학업과 자녀양

육을 병행해야 했다.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졸업 후에는 강

의 시간을 조정해가면서 두 자녀를 직접 돌봤다.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보다는

가족과 함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자녀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주려고 노력

했고, 당장의 성적보다는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주변의 정보에 크

게 흔들리지 않는 편이다. 자녀의 학습은 직접 관리해왔지만 고학년이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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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희망에 따라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현재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적

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있다.

임혜수는 임신과 함께 퇴직을 하여 태교와 자녀양육에 전념할 수 있었다. 자

녀가 5살 때 미국이민을 결정하였고, 자녀교육을 위해 학군이 좋고 안전한 지

역을 고심하여 이주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미국에서 자녀를 양육하였

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어가 서툰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해 수업이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하는 사립초등학교에 입학 시켰다.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이 걱

정이 되긴 했지만, 자녀는 매사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학습능력이 월등하

여 학교 대표로 교육청 영재원에 합격할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그 쯤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능숙해졌다고 판단하여 일반 공립초등학교로 전학시켰

다. 자녀는 전학 간 초등학교에서도 학업능력이 뛰어나 주변 학부모들의 관심

을 받았으며, 이런 관심이나 견제가 부담스러웠고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점차 모임을 멀리하게 되었다. 저학년 때부터 사교육을 꾸준히 활용하고 있지

만 자녀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과도한 사교육은 지양하고 있으며, 주변 사례나

친인척들의 양육을 관찰하면서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였던 김미나는 출산 이후 퇴직을 하고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맡게 되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육아 초기부터

다양한 교구와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다. 또 자녀가 영어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서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으며, 학력이 높은

친인척들의 자녀양육을 옆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최신 교육정보와

사교육 트렌드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여러 교육프로그

램을 활용할 수 있었다. 자녀 역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임원활동을 하면서

주변의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사교적인 성격으로 인해 학부모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강지영은 대학원 졸업과 함께 결혼과 출산을 하였으며, 첫째 아이를 양육하

면서 육아박람회에 참가하고 교구를 직접 찾아볼 만큼 열정적이었다. 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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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 때문에 영어유치원에 입학시켰고, 가정에서도 관심 있게 지도하면서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입상을 할 만큼 자녀의 성취도도 높았다. 영어 이외에도

다양한 자극을 위해 여러 사교육을 활용하였고, 때로는 결과에 불만족을 경험

하면서 자녀에게 맞는 사교육을 선택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또 자녀의

유치원 입학과 함께 주변 학부모들과 교류하였으나 2학년 때 학부모들의 견제

를 경험하여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학부모들과만 교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녀가 중학년 때쯤 육아열정이 점차 낮아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

로 구직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장생활로 실

제 대학 입시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진로 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정보에 불안해거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고 있다.

이수아는 출산 이후에도 자녀 양육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근무시간이 고정적인 직장 생활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에 직업을 바꿔가면서 가정생활과 직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

아나갔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아 영어유치원에

입학 시켰고, 적절하게 사교육을 활용하였다. 대학 전공을 살려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게 되면서 자녀의 학교생활을 관리할 수 있었고, 자녀들도 학교에 잘 적

응하여 무리 없이 학부모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 중 장희진과 조민정은 연구대상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학습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보조참여자로 선정

하여 본 연구에 면담내용 일부를 포함시켰다. 장희진은 남편의 해외파견 근무로

자녀가 3학년 때까지 해외에서 거주하였다. 이 때문에 선정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나, 면담을 통해 저학년 학부모의 활동 양상과 해외거주 인한 학부모

활동의 부재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부모 모

임에 참여하지 못해 친한 학부모가 없었고, 이 때문에 3학년 때 전학 온 자녀가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했다. 또 해외에 비해 학습량이 많아

지면서 한국 초등학생들의 생활과 사교육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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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민정은 현재 자녀의 연령이 3학년으로 고학년 첫째 자녀의 조건을 만

족시키지 못 하였으나, 저학년 학부모의 활동 양상과 직장생활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어 보조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는 휴직 없이 교사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나 심적

으로 지쳐있어 자녀의 교육을 관심 있게 지원하지 못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

학에 맞춰 ‘교육이주’를 하였고, 휴직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주변 학부모들

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으며 입학 초기 자녀의 학교 적응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학부모이다. 이들은 대체로 자녀의 학교 적응과 교육에 관심이 있고,

사교육을 지원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학부모들이다. 둘째, 자녀들의 학업 성취

도는 ‘상위권’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현재 학

업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수는 학급에서 임원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자 상위권 성적의 자녀를 둔

학부모’인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3. 연구절차

1)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는 주로 구술면담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수집한다.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시간에 걸친 변화나 삶의 과정에 대한 자료를 모으게 되

며, 연구자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

며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김영천, 한관웅, 2012).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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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학부모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적 구

술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며 학부

모로서의 삶을 탐구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삶의 과정에서 사회적 제

약, 삶의 기회와 전환점 등 일련의 시간적 사건에 참여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슨 선택을 하였는지, 그러한 행동과 상호작용이 현재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

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한경혜, 2004).

면담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는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연구

자의 질문이나 의도에 정확히 맞게 생애사를 구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연구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풍부한 자료를 얻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강대중, 2009). 이에 연구자는 연구목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뒤에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참여자의 어린 시절 혹은 결혼과 출산부터

현재 초등학교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생애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면담

은 주로 ‘임신 혹은 출산부터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회고를 돕기 위해 시

간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출산 후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 하셨어요?’, ‘자녀가

유치원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두고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자녀가 저학년 때와 비교했을 때 고학년 학부모

가 되면서 어떤 점이 크게 바뀌셨나요?’ 등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또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

가 질문과 관련된 생애경험을 물어보았다.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이 자녀가 없는 장소로 선호하여 거주지 인근 카페에서

2~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면담에 앞서 연구목적과 면담과정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진솔한 생애이야기를 수집하는 과정이므로 연구참여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능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

였다. 또 적절한 공감의 반응을 표현하여 연구참여자가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 32 -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은 연구자

가 노트에 따로 기록하였다. 면담 이후 자료 분석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

우에는 전화로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와 면담한 일정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의 면담 일시

번호 이름 면담 일자 

1 최선영 2016. 8. 30 180분

2 이정임 2016. 9. 10 180분

3 박가영 2016. 9. 20 180분

4 김수진 2016. 10. 5 180분

5 김신애 2016. 11. 17 180분

6 최은지 2016. 11. 24 120분

7 장희진 2016. 11. 26 180분

8 임혜수 2016. 12. 1 180분

9 김미나 2016. 12. 16 120분

10 조민정 2017. 1. 16 120분

11 강지영 2017. 2. 12 180분

12 이수아 2017. 2. 21 1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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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연구문제의 해답을 연구자료 안에서 찾는 과정

으로서 수집한 자료를 조직화해서 이를 해석 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하고, 자

료 안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는 작업이다(Bogdan & Bikeln, 2007).

특히, 생애사는 참여자의 과거 경험을 해석하여 구술한 것을 연구자가 한 번

더 재구성한 것으로 ‘중층적 해석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로 인해 경험의 선택

과 배제, 축소와 확대, 변형과 왜곡을 수반한다(조용환, 2009). 연구자는 초등학

교 교사로 4년간 재직하면서 담임교사로서 학부모들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학교

에서 학부모들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묘사하는 상

황에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용이하지만, 동시에 교사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경험의 선입견으로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최대한

왜곡이나 의미구성의 변형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여 자료를 검토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면담 후 녹음 내용을 모두 전사하였고, 자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단어와 어구로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표시한 것은 연

구참여자별로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였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중

요한 학습사건을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였다. 상위 범주

는 ‘태교’, ‘육아정보 수집과 활용’, ‘기관 입학 전 육아’, ‘직업 활동’, ‘교육기관

선택’, ‘학부모 모임’, ‘학부모 활동 및 연수’, ‘학습활동 지원’, ‘자녀의 교우관계’,

‘사춘기’, ‘중학교, 자녀의 진로 고민’, ‘양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후회와

자책’으로 구성하였고, 하위 범주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이렇게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로 분류한 학습사건은 연구참여자별

로 좌표에 표시하여 경험의 빈도를 비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는 학부모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자녀와 배우자)’, ‘사교육기관’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학습 활동의 양상과 이행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이행의 요인으로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자녀와 배우자)’,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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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의미 있는 학습사건은 ‘학부모 네트워크’, ‘가

족’, ‘사교육기관’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이는 세 요인이 다른 요인들

에 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이행의 주요 조

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특정 조건의 연구참여자들에게 주요 영향을 미치는 이행의 요인과 양

상을 탐구하고자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 ‘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결과

를 정리하였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학부모 활동은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

‘사교육기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이

행하는 동안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고 행위자성을 발휘하는 지 파악하는 데

기여하며, 이행의 특성과 변화를 비교하는데 용이하다. 이에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 ‘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의 양상과 이행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학부모로 이행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생활공간이자 영향력

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서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 ‘사교육기관’

을 학부모 이행의 ‘관계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학습사건

을 연구참여자별로 세 관계 공간을 기준으로 중요도과 상호관련성에 따라 다

음 <그림 1>과 같이 크기와 화살표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세

관계 공간의 상호작용과 학부모로의 이행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 35 -

<그림 1> 관계 공간의 주요사건 그림 (강지영)

4. 연구윤리

본 연구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참

여자를 모집하기 전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에 심의를 신청하여 2016년 8월

8일에 심의를 통과하였다. 심의 통과 후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

분한 설명하였고, ‘연구참여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다는 자필 서명을 받

았다. 연구참여자가 어떤 이유로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연구 참여의사를 철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켰고, 연구 결과에도 반영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성을 보장하

기 위해 연구참여자와 자녀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였으며, 면담 자료가 연구 목

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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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에서 나타난 학습활동의 양상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자 상위권 성적의 자녀를 둔 초등학교

학부모’인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바탕으로 부모에서 학부모로 이행하는데

전개되었던 다양한 학습활동을 살펴보았다. 특히, ‘학부모 네크워크’, ‘가족(자

녀와 배우자)’, ‘사교육기관’은 연구참여자들을 조건화하는 주요한 학습조건이

므로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학습활동 양상을 다음과 정리하였다.

1) 학부모 네트워크

(1) 학부모 모임의 시작 ‘동질감, 공통의 관심사’

출산 이후 주로 가정에 머물던 엄마와 아이가 외부활동을 하게 되면서 또래

엄마들과의 교류를 시작한다. 문화센터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생활

근거지 내 병원, 놀이터, 키즈 카페 등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또래 부모와

만날 기회가 늘어난다.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동질감은 이런 우

연한 만남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계를 맺는 동기가 되었다.

또래 엄마들의 모임은 자녀의 교육기관 입학과 함께 체계화되고 활성화된다.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학년 반’과

‘학부모’라는 공식적인 자격이 주어진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공통의 교육시설

과 교육프로그램, 교사와 동급생 등을 공유하면서 관심사가 더욱 비슷해졌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자녀의 유치원 때부터 학부모 모임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부모 모임을 시작하였다. 연

구참여자 조민정의 설명처럼, 학부모들은 학기 초 학부모총회와 같은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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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사에서 같은 반 학부모들을 만나게 되고, ‘반대표 학부모’나 ‘임원 학부

모’의 주도로 ‘단체대화방’과 같은 연락망을 구축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학교 밖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지속하였다. 이

러한 일련은 과정은 저학년 학부모들이 학기 초 학부모 모임을 시작하는 일반

화된 방식이었다.

[조민정] 원래 정기적으로 모여요. 반 엄마들끼리도 모이고. 반대표가 있어

요. 반대표를 총회 날 뽑아요. 그럼 활발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엄마가 꼭

있거든요. 그런 엄마가 내가 하겠다고 연락처 다 받아가지고 단톡방을 만들

어서 어떻게 하자 투표도 하고 생일파티도 하고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반대표는. 다 챙기고 성격도 두루두루 해야 되고. 그런 걸 좋

아하는 사람 아니고는 못할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들은 학부모단체 활동이나 학부모 연수와 같은 학교 행사에 함

께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학교 밖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이정임

도 학교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같은 반 학부모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고, 친해

진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나 학급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처음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면서 미처 몰

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걱정이 되는 것도 함께 의논 할 수 있었다.

[이정임] 저는 그때 작은 애가 있고 그래서 녹색이나 그런 임원활동은 안했

거든요. 그래도 가서 청소하고 그랬어요. 급식도 하고 애가 원해가지고 그런

걸 하니까 엄마들과도 소통이 되고 우리 반 얘기를 또 하게 되니까 분위기

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 모임 가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보통 여자애

들은 집에 와서 말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데 얘기를

하면 남자애들 엄마들은 그래요? 우리 애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누구누

구랑 싸웠는데 선생님한테 혼났다. 아니면 오늘 선생님이 혼내느라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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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쉬는 시간에 안 보내셨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엄마들한테 얘기

를 하면 아 그래서 그런 분위기 이었구나 그런 게 나오고. 첫째니까 그런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이렇듯 ‘초등학교’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와 걱정은 학부모들을 모임에 참여

하게 하고, 학부모들 간 강한 ‘응집력’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일부 연구참여자

들에게는 이런 응집력은 부담과 거부감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박가영는 입학

초기 학부모 모임의 부작용을 걱정하여 의도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자녀의 교우관계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지인으로 부터 전해들은 학부모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간접경험’은 연구참여

자가 학부모 모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박가영] [주변 비슷한 또래 어머님이랑 교류는 안하셨어요?] 안했어요. [왜

안하셨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일을 다녔으니까 갈 일이 없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웃집에 한 명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학

교에 가면 학교 끝나는 시간에 엄마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어요. 얼굴은 알

수 밖 에 없는데. 그래서 가끔 보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툭 터놓고

지내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면 엄마들이 되게 자주만나요. 그런 건 안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냥 저는 그게 싫었어요. 일단 엄마들끼리 교류가 너무 많으면

내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엄마의 선택으로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게 싫었어

요. 너무 어릴 때는 아이의 선택권이 없잖아요. 엄마들끼리 만나다 보면 너

희같이 놀아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친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별로였고. 또 주변에 지인의 말을 들어보면

엄마들이 너무 말이 많다고 괴롭다고. 말이 많다는 게 그냥 본인의 말을 하

는 게 아니라 모여 있다 보면 상대방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너무 피곤

하다고. 그리고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었던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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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학교행사에 참여하고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같은

반 학부모들과 ‘관계 맺기’를 시작했다.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학부모 모임을 지속하게 하는 주요 동기였다.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학교와 담임교사에 대한 정보, 반 분위기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초등학교의 분위기와 학부모 문화

에도 서서히 익숙해졌다. 그러나 일부 연구참여자에게는 이러한 ‘결속력’이 오

히려 참여의 부담을 주고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2) 학부모가 만들어주는 ‘교우관계’

학부모 모임을 통해 형성된 학부모 간 관계는 자녀의 교우관계에서 직접적

으로 나타났다. 조민정은 학부모 모임에 참여했던 것이 입학 초기 자녀가 친구

를 사귀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학년 자녀들은

스스로 친구들과 약속을 정해서 만나는 것이 어려웠고, 일과 스케줄을 모두 고

려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학부모들끼리 친분이 있으면 자

녀들을 대신하여 약속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친밀해진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쉽게 어울리며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조민정] 1학년 때는 그래서 (학부모 모임에) 나가야 되는 거구나. 친구들

한테도 반 모임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애들이 노는 게 요즘 애들은

스케줄이 딱딱 짜여 있어요. 우리 때는 그냥 놀이터 가서 운동장 가서 있

는 애들한테 누구야 놀자 해서 다 같이 놀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들이

전화해서 이때 이때 시간되니까 애들 놀게 해주자. 만나서 놀자. 방학 때

는 이때 만나자. 어디 가자 이렇게 하게 돼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정하기

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스케줄은 빡빡하게 짜여있고 그 와중

에 놀아야 하는 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근데 내가 안 친한 엄마한테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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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화해서 누구 좀 놀게 해달라고 하면 이상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들끼리 친분이 있어야 친구관계가 되지. 애가 적응하는데 그게 컸던

거 같아요.

강지영도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어머니와 자녀를 데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더 가까워졌다. 학교 밖에서 자주 만나면서 친해진 자녀들은 학교에

서도 가깝게 지냈으며, 다툼도 있어도 어머니들의 중재로 계속 좋은 관계를 유

지할 수 있었다.

[강지영] 돌이켜보니까 큰 애 때는 성격 상 운을 띄우기가 힘들었지 그런

모임(학부모 모임)이 결성이 되니까. 그 아이랑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노

니까 학교에 가서도 도움이 더 됐었던 거 같아요. 한 번씩 더 만나서 밥

을 먹거나 놀러 가거나 그러면 아이도 그 친구에 대해서 친근감이 생기

고 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도 사이좋게 지내

야지 엄마랑 친하니까 너희도 잘 지내야지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 거는

확실히 여러 번 기회를 가질수록 애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처럼, 저학년 자녀들의 ‘놀이시간’은 학부모들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녀의 교우관계가 학부모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부모

간 친분이 있으면 학교 밖에서 자녀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자

녀들의 친밀도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친분이 두터운 학부모들끼리 ‘무리’

가 형성되면서 소외되는 학부모와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의 다툼이 학

부모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자녀가 3학년 때 해외에서 국내로 이주 해 온 장희진은 학부모들과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새 학교에서 자녀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

했다. 이미 저학년 때 친해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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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스케줄을 미리 맞춰놓기 때문에 쉽게 어울리며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룹이 없는 연구참여자의 자녀는 학원

이나 일과 스케줄이 달라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장희진] 왜냐하면 스케줄이 서로 너무 다르니까. 엄마들끼리 친하면 엄마

들끼리 서로 스케줄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방과 후 활동이나

아니면 학원이라든가 서로 시간을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방학하기 전

에는 보니까 엄마들이 모여서 애들 시간표를 맞추고 있어요. 이제 방학 때

얘 학원 몇 시에 가. 그럼 우리 같이 수영을 이 시간에 보낼까? 이 시간을

맞춰놨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 때가 맞으

니까. --중략-- 여자애들은 다 어디를 가 있는지. 어디를 가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죠? 그러시면서 선생님도 거기로 부임 받으

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강한 그룹들이 있는 거 같다고. 근데 그게 5, 6학년

이 되면서 또 한 번의 청소년기가 오고 자아가 생기면서 이제 엄마 친구하

고 안 놀겠다. 그때 다시 좀 생기기도 한 대요. 그렇지만 여기에 그 강한

단체가 몇 단체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들

모임에서 만들어진 그룹이요?] 예예. 근데 저도 너무 너무 이해가 가요. 그

리고 당연해요. 저희가 러시아 있을 때 딱 그랬거든요. 그 때 그 모임 애들

은 진짜 저희 자식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매일 보니까. 가서 자고 매일 오

고, 수영하고 공차고. 그럴 때 엄마들이 같이 간식 나눠주고 챙겨주고 그렇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학교를) 옮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

요.

박가영도 학부모 ‘그룹’과 학부모 간의 ‘갈등’을 학부모 모임의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몇몇 학부모를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되면서 ‘소외’되는 학부모들은

감정이 상하고, 자녀들의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자녀들 간

의 사소한 다툼이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되면서 ‘엄마들의 싸움’으



- 42 -

로 번지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연구참여자는 학부모 모

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박가영] 3학년 때 부터는 임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모임에는 나가

고. 거기서 이제 소그룹 모임이 저희 3학년 때 되게 활성화 됐었어요. 그

러니까 체험이죠 체험. 엄마들이 체험의 늪에 빠졌었어요. 무슨 체험, 무슨

체험, 기상일기 체험. 옛날에 우리 때는 다 텍스트로 했잖아요? 텍스트로

공부를 했잖아요. 경험 없이. 이제 이래서 안 된다고 해서 별자리를 보러

간다거나 역사 탐험을 한다거나 온갖 체험들을. 정보들을 알고 있는 분들

이 계셔서 몇 명 모여야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 3학년 때 굉장히 활

성화 되어 있었어요. [그럼 카톡방에서 가자고 하나요?] 해주면 다행인데.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그룹을 해서 뭐 누구는 꼈다가 누구는 뺐다가 이런

게 심한 거죠. 근데 엄마 들이 그러면 아이들한테 영향을 갈 수 밖에 없어

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갔거든요. 그렇게 휩쓸리고 싶지 않았고

가서 좋은 말은 결국 못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 둘이 싸우면 나는 본

인 아이입장에서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고 말면 되는 데 또는 진짜 뭔

가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부모만 살짝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많은 엄마들이 있는 앞에서 너희 아이 왜 이러니 소리가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이들은 이미 싸우고 화해까지 해서 열심히 잘 놀지만

엄마들의 정신은 그 시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엄마들 머리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부모 관계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녀가 중학년이 되면서

점차 미비해진다. 자녀들도 자신의 일과를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약속을 정할 때 학부모의 도움

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자발

적인 또래무리를 형성하면서 ‘학부모가 만들어주는 친구’는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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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정보의 교환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 시킨 학부모들은 학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학

부모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학습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들은 학교 정보,

학원 정보, 교육 정책과 교육 트렌드, 학습 지원 방법과 자신의 경험 등 자녀

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강지영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 필요한 사교육과 새로운 교육 트렌드를 다른

학부모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어떤 사교육이 필요한지 학부모 모임에서 물어

봤고, 정보를 얻는 만큼 시켜야 할 교육도 늘어났다. 실제로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등의 사교육을 시작하였고,

“사고력 수학” 같은 새로운 교육 트렌드도 알게 되었다.

[강지영] 유치원을 같이 다니던 엄마들이 그 단계의 정보를 자꾸 공유해

요. 하나씩 하나씩. 일 년씩 지나가면 이때 쯤 영어가 필요한데 영어수업

갈 거야? 말거야? 수학은 뭐해야 돼? 피아노는 해야 되나? 미술은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이. 거기서 그때

우리 때는 사고력 수학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 전에 수학 학습지로 그

냥 연산만 한 엄마들도 있었고, 구몬이나 그런 거를 하는 엄마들도 있었

지만. 그때 요즘 핫한 사고력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애를 (사고력 수학학

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서 한 시간씩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자녀의 중학교 입학을 앞둔 이정임도 주변 학부모를 통해 중학교에 대한 정

보를 미리 얻을 수 있었다. 자녀가 진학하게 될 중학교의 학습량과 수준, 시험

난이도, 중학교 대비를 위해 보낼 만한 학원과 같이 구체적인 정보는 인터넷에

서 찾기보다중학생 자녀를 둔 주변 학부모들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이정임] 중학교 수학은 들리기에 엄마들이 듣기에 그 정도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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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알고 있는 데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려운데 이 정도로만 해서.

이제 6학년 2학년 쯤 되면 엄마들이 중학교대비학원 그런 데를 알아보려

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최대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어떻게 알아보세

요? 알아 볼 때] 알아볼 때는 우선 이 동네에서 갈만한 학원이 있는 지.

이 동네에서 많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지 우선 엄마들한테 정보를 얻어

요. [초등학교 준비할 때랑 중학교 준비할 때랑 뭐 달라진 것은 없으세요?

그때는 책을 많이 보시고 웹 사이트를 참고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

떠세요?] 지금은 물론 사이트 같은 데도 찾아보지만 주위 엄마들, 선배 엄

마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 애 갈 학교가 여기니까. 여기 중

학교 먼저 보낸 엄마들. 그래서 학원 정보 같은 거 물어보고. [여기 학교

는 동네에 초, 중, 고가 다 있나요?] 고등학교는 다 ○○동 쪽에 있고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있어요. 바로 여기 단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 갈 학교는 얼추 알아요. 그래서 그 학교는 뭐 국어시험이 어렵게 나온

다더라 이런 식으로 다 알죠.

연구참여자들은 책과 인터넷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했지만, 주로 주변 학부모

들에게 학습 정보를 얻고 실제 자녀 양육에 활용하였다. 이는 자녀들이 초등학

교에 입학하면 대체로 그 지역 내의 학원을 등록하고, 인근 상급학교로 진학하

기 때문에 지역 학부모들에게 들은 경험과 의견이 학교와 학원, 학습 지원 방법

을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습 정보와

경험적 지식을 다른 학부모들과 공유하는 것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핵

심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4) 관계 속의 비교 경쟁 ‘불안과 안도, 견제’

그렇지만 학습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활발한 정보의 교류는 ‘뒤쳐질지 모른

다’는 불안감과 미묘한 경쟁의식을 느끼게 했다. 자녀 양육에는 절대적으로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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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성공 사례’와 서로의 방법을 나누면서 상

대적인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의 양육 방법과 자녀의 성취도를 비교

하면서 불안과 안도를 느끼고, 그 사이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정도를 찾

아야 했다.

임혜수는 학부모 모임에 갔다 오면 이따금씩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자녀교

육에 ‘올인’하는 학부모들과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다니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애만 놀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한편

으로는 현재 자녀의 성취도가 높다는 것이 안도감을 주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임혜수] 저는 진짜 그렇게(자녀교육에 올인) 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도. 그리고 내가 엄마들이랑 안 모이는 게 엄마들하고 만나면 가슴이 벌

렁벌렁 거려요. 우리 애만 노는 거 같아서 마음이 묘하고 순간 불안하고.

우리 애만 노는 것 같아서. 근데 내가 또 집에 오면서 얼른 마음을 다 잡

죠. 그래 걔 별로야. 그래봤자 별로야. 근데 지금은 또 모르는 거죠. 지금

은 우리 애가 나은 거 같아도 나중에는 또 그 엄마가 맞을 수 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았던 최민영도 모임에서 다른 학부모들을 만나고 나

면 불안감을 느꼈다. 사교육보다는 책읽기와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해왔지만 학

원에 보내는 다른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애만 나중에 어떻게 되

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부모 모임을 다녀오면 그 동안 고수해

온 교육관이 흔들리는 거 같아 점차 교류하는 학부모들의 수도 줄이게 되었다.

이처럼 학부모 교류로 생기는 과도한 불안감은 모임을 멀리하게 만들었다.

[최민영] 사실 저는 학원을 막 보내고 어디를 픽업해서 보내고 어디를 알

아보고 그건 안했거든요. 책을 많이 읽히려고 어느 책이 좋고 책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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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고 그러고 있을 때. 엄마들은 학원을 많이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서 제가 선택을 안했어요. 불안은 했죠. 엄마들을 만나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오면 막 우리 애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집에 돌아오면 조금 정신 차리고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남편이 도움이 많이 돼 줬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필

요 없다고 생각하면 나가지 마라. 네가 따돌림 당한 게 아니라 네가 결정

한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몇몇 가까이 지내는 한 두세 엄마들만

있지. 사실 엄마들이 모임을 많이 해요. 모여서 얘기도 하고 어디 좋다고

하면 같이 보내고.

또 같은 반이거나 학년이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대회 수상’ 이나 ‘성적’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경쟁심’을 부추겼다. 김수진은 자녀의 성적이

나 교사의 칭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자녀가 교사의 관심을 받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고, 담임교사와의 관계를 오해받기도 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연구참여자는 학부모 모임을 멀리하고 학교 방문도 자제

하게 되었다.

[김수진] 6살 때 그런 일(학부모들 간의 견제)을 한번 겪고 나니까 1학년

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수도 많아지고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

진다고 그래서 사실 겁을 좀 먹었었는데 역시 1학년 때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1학년 때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변에서들 샘이 나서 그러는

거다 다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가보다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보니까 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1학년 때는 정말 늦둥이나

첫 애 엄마들이나 정말 성적하나에 선생님 칭찬하나에 엄마들이 정말 예

민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떤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하나



- 47 -

에도 엄마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 [이후에

어머님은 어떤 변화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2학기 때에는 엄마들을 안 만

나려고 했고요. 학교에도 거의 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

고 학교를 가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되도록 정말 가야되지 않는 상황 아

니고는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강지영도 자녀가 학급에서 반장이 되자 학부모들로부터 견제를 받았다. 자녀

가 학급에서 ‘똑똑한 아이’로 인정을 받는 것이 비슷한 체구의 자녀를 둔 학부

모에게는 부러움이자 경쟁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면서 학부모 사이에서는 “뭔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상처를 받았다. 그 일을 계기로 연구참여자는 애써서 많

은 학부모들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비슷한 성향의 학부

모들과만 소통했다.

[강지영] 우리 애가 체구에 비해 똘똘하고 그런 게 아무래도 그 친구 엄마

한테는 부러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1학년 때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2

학년 때 반장선거 그런 거 했을 때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얘는 뭔가

가 있다 그런 걸 퍼트려서 시샘을 했던 거 같아요. 그때는 이미 엄마들의

말을 탔기 때문에 일이 크게 되서 상처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나도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굳이 모든 사람을

맞춰주고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나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성향의 엄마들하고 만나야겠다. 최소한 우리 아이에게는 피해를 안

주도록 하는 인간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엄마 입

장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1,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체구도 비슷하고 그랬

는데 미술을 해도 우리 아이가 상을 받고 반장도 됐고. 그러니까 우리 애

가 경쟁이 됐었던 거 같아요. 그 엄마도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스타

일 이었는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표출이 되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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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학부모 모임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유용한 정

보를 얻기도 했지만 자신보다 열정적인 학부모들의 양육 방법을 전해 들으면

서 ‘뒤쳐지고 있다’는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또 자녀의 성취도가 높은 경우에

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주위 학부모들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이렇듯

학부모들 사이의 ‘비교’는 적절한 양육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불

안과 경쟁을 조장하기도 했다. 특히, 비교경쟁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이 심해

지거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견제를 받는 경우에는 학부모들과의 관계를 조정

해나갔다.

(5) 학부모 네트워크의 ‘재구성’

저학년 때 활성화되었던 학부모 반모임은 중학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

었다. 이정임은 중학년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저학년 때 사

귀었던 학부모들을 통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애써 반모

임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수진도 자녀가 4학년 쯤 되면서 이미 친

해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되었고, 고학년 때는 더 이상 새로운

모임은 시작하지 않았다. 더구나 초등학교에 입학한 둘째의 학부모 모임에 나

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모임에 참여할 여유도 없었다.

[이정임] 한 4학년 때부터 슬슬. 엄마들이 3학년 때 쯤 되면 친한 엄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1,2,3학년 이렇게 가면서 친한 엄마가 이미 형성이 되서

그런지 4학년 때는 굳이 그때처럼 일부러 단체 카톡해서 모이거나 그런

게 줄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단체톡으로 해도 나오는 엄마들만 나오고 그

렇게 되더라고요. --중략-- 저 같은 경우는 한 5학년 때 쯤부터 아이에

특별한 모임이 없었어요. 엄마들 모임. [모임이 없으시면?] 모임이 없지만

1,2,3학년 때 사귀었던 엄마들이 같은 학년이니까 알잖아요? 반 모임은 없

지만 그런 모임은 계속 있어요. 그걸로 다른 반 소문도 듣고 우리 학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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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렇구나 그런 얘기도 듣고.

[김수진] 고학년 때 학부모 모임은 소그룹으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만났던 엄마들이 계속가요. 근데 그룹으로만 가고 몇 명씩 이렇게. [반

이랑 상관없이요?] 대부분 반이랑 같이 가는 거 같아요. 1학년 때 같은 반

이었던 몇 명,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몇 명, 3학년 때는 몇 명 이런 식

으로. [5학년 때 같은 반 아니어도 저학년 때 같은 반 이었던 어머님들끼

리요?] 네. 그리고 4학년부터는 같은 반이어도 안 만나져요. [왜요?] 이미

그룹이 형성이 많이 되어있어요 엄마들끼리. 그래서 더 이상 늘리려고 하

지도 않고 새로운 사람이랑 사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형제자매가 있거나 밑에 동생들이 있는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4학년이 되면서 둘째가 1학년에 올라오게 되니까 1학년 모임이 또

치중하고 이제 1학년인 엄마들이랑 많이 알게 되니까 밑에 학년 엄마들이

랑 몰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5학년부터는 모임이 거의 없고, 만나

는 엄마들도 거의 없어요. 새로 사귀지를 않아요. 절대로 웬만하면. 필요

성도 못 느끼죠 서로.

또 조민정은 학부모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온전히 자녀를 위해 학부모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성격과 다르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친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

었고, 굳이 알고 싶지 않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이 심리적인 피

로감을 주었다. 그러 던 차에 직장에 복직하면서 반모임에 소홀해졌는데 오히

려 괜찮게 느껴졌다.

[조민정] 1학년 때는 애들을 위해서만 집중을 한 거예요. 성격과 안 맞게

반모임도 나가야 되고.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뭘 하는 걸 그렇게 즐

기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친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스트레스였던 거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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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진 엄마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있잖아요. 아이의 시시콜콜

한 것들을 너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하면서도 그렇고 집에 있으

니까 듣는 이야기도 많고. 그냥 나는 몰라도 되는데 어떤 엄마가 이야기를

전해서 해주거나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보면 별로 큰 얘기도 아닌데 1

학년 엄마들은 아이한테만 집중을 하니까 정말 작은 것도 크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면 되는 것도. 이런 게 너무 싫다

하던 차에 복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아이에 대해 시시콜콜한 이

야기는 모르지만 그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지만 너무

깊이 아는 것도 별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

고 넘어가면 되는 것도. 이런 게 너무 싫다 하던 차에 복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아이에 대해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그게 또 괜

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지만 너무 깊이 아는 것도 별로구나 하

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성향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참여하신 이유는?] 아이

때문예요. [학부모 참여가 아이에게 영향이 있나요?] 있어요. 1학년 때는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친구들한테도 반 모임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랬

어요.

이와 같이 여러 학부모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친

분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때로는 예기치 못

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친해진 학부모들을 중심으

로 ‘그룹’이 형성되면서 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모임에 참여할 필

요성이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학부모 모임에서 얻은 교육정보가 기대했던 성과

에 못 미치거나 자녀에 대한 비교경쟁으로 심리적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서 기

존의 학부모 관계를 서서히 정리해 나갔다. 이들은 성향이 비슷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수의 학부모들과만 관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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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애] 유치원 다섯 살 시작한 모임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벌

써 5살 때부터 몇 년이죠? 그 모임이 지금도 너무 잘되고 있고 그 엄마들

이 모이면 이 모임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다 나오고. 여기 모임 안에서도 큰 애들을 키워본 엄마들

이 있잖아요. --중략-- [어떤 얘기를 자주 하시고 또 어떤 걸 배우고 오

세요?] 주제가 매번 달라요. 어떤 때는 어디에 무슨, 그러니까 초반에는

교육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다 커서 교육은 물어

보지 않으셔요. 제가 물어봐야 되고. 또 좋았던 거 하나가 작년에 역사 수

업을 같이 들었어요. 이렇게 투어 하는 애들끼리 하는 수업을 엄마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 역사수업을 할 때 세 네 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같이

들어주고 그 수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모임이 또 잘 됐던 거 같고. 그런 수업 같은 거 있으면 공유하게 되는 거

같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시주고 요즘 무슨 교육 트렌드 어디에 뭐

가 있다더라 하면 그런 것도 얘기해주시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은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서 연구참여자 김신애처럼 스스

럼없이 소통할 수 있는 ‘학부모 네트워크’을 보유하고 있었다. 유치원이나 저학

년 때 반모임에 참여하여 다양한 학부모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만족할 만한

‘학부모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이들은 마음이 맞는 학부모

들과 ‘그룹’을 형성해서 협력하기도 했고, 성향이 맞지 않는 학부모들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

신에게 맞는 학부모 네트워크를 보유할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자녀의 교우관계와 학습을 관리하며 학부모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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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자녀와 배우자)

(1) 서툰 자녀를 대신한 ‘엄마 주도’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기관 입학으로 부여되는 새로운 지위이며, 학부모의 정

체성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의 삶에서 자녀는

핵심적인 존재라 할 수 있지만, 둘의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관심과 걱정은 달라졌고, 관계의 양상도 변화했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다른 교육과정과 학습 분

위기, 규율과 규칙, 교사 및 교우 관계 속에서 자녀의 학교 적응을 걱정하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연구참여자들도 입학 초기 초등학교에 익숙지 않은 자

녀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전반을 세세히 살피며 일상생활을 관리하였

다.

조민정은 자녀의 교우관계를 위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영화 관람을

함께할 수 있는 ‘놀이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 자녀를 대신하여 학

부모들과 약속시간을 정하고 놀이 계획을 세웠으며, 덕분에 자녀는 방과 후에

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조민정] 무조건 1학년 때는 애들 많이 초대를 하고 놀게 해주자. 내가

애기들만 다섯 명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안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

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근데 이것도 어렸을 때죠. 1~2학년. --중략-- 1학

년 때는 정말 엄마가 연락해서 애들을 만나서 놀았던 거 같고요. 2학년

때도 그랬어요. 2학년 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때는 1학년 때

엄마가 케어를 해주다가 걱정이 되서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애들을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러서 내가 밥 먹여서 보낼게 해서 저녁먹이고 놀게 하

고 끝나고 몇 시에 딱딱 데려다 주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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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가영은 자녀의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었다. 소극적인 성격의 자녀가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연구참여자는 학교에서 자녀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폈다. 자녀가 친구들과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먼저 자초지종을 확인

하고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제시해주기도 했다.

[박가영] 그러니까 1~2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건 그런 거 같아요. 드세

지를 못해서 (친구한테) 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힘든 일 그런 일이 생기

면 그럴 때마다 걔는 어떤 마음일 거 같아? 우리 애한테. 엄마가 보면 이

런 마음이고 이런 마음일 수도 있을 거 같아. 근데 너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어보고. 그러면 엄마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네가 생각한 이런 방법도 있어. 그러면 이런 방법 들 중에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야? 물어보면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해보고 어떤 지 한번 보자고. 그런 걸로 1~2학년은 많이 했어요. 그

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1~2학년 때는

그런 거 많이 신경을 썼고요.

위의 사례처럼 친구를 사귀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학습 관리도 학

부모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김수진은 자녀가 1학년 때 과제를 일일이 챙기고

학습 지도도 직접 하였다. 과제를 “제대로 하는 지” 옆에서 확인하였고, 모르

는 것은 알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쳤다. 담임교사도 학부모들이 동참하여 자녀

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엄마 숙제”를 내주셨으며, 가끔은 이렇게 자녀를

“끼고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자녀의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김수진] 1학년 때 생각해보면 제가 얘를 끼고 막 가르쳤던 거 같아요.

문제집 막 풀고 채점하고 알 때 까지 막 다시 하고 늦게 재우고 막.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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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했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가 어떻게 소화를 했을 까

싶을 정도로. 선생님도 굉장히 많은 양의 숙제를 내 주셨어요. 사교육 안

하고도 선생님이 충분히 해주시겠다면서 학습지도 굉장히 많이 주셨고,

엄마숙제도 굉장히 많이 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 아이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자기주도나 공부하는 습관

이 길러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숙제가 문제집을 하지 않아

도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로 가능할 정도로 선생님이 충분히 집에서 기

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엄마도 아이한테 동참을 하게 해서 뭐 덧셈 뺄셈

도 엄마가 문제를 내서 아이한테 풀게 하고 채점하게 하고. 저희 같은 경

우는 문제집도 사지도 않아도 되고 글씨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

크를 해주셨거든요. 잘 안되면 다시 고쳐서 쓰라고 하고 사실 그걸 어떻

게 했나 싶을 정도로 1학년 때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최민영도 자녀에게 시간관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저학년 때 일과표나 학

습계획을 세우는 것을 직접 도와주었다. 연구참여자는 과목별로 그날 공부해야

할 범위를 일일이 정해주었고, 자녀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학습계획표를 함께

작성하였다.

[최민영] 지금은 아이한테 온통 맡겼는데, 그때(저학년)는 제가 범위를 정

해줬었어요 사실은. 이 만큼 해야 되고 하는 걸. 그때부터 시작한 게 시간

관리였어요. 저는 조금 계획적이라 무작정 그냥 앉아서 하고 이런 스타일

이 아니라서 아이한테 ‘뭘 하든 시간 관리를 해야 돼’, ‘시간을 잘 사용하

는 사람이 나중에 버려지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그때는 칠

판에다가 목록을 적어요. 내가 오늘 할 것. 오늘 네가 해야 할 거 같이 적

어보자. 영어듣기 1시간, 수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어 책읽기, 그 외에

는 책읽기 2시간 뭐 이렇게 해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생활에 서툰 자녀들을 도와 또래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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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놀이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준비물과 과제를 챙기고 교과내용을 직접 가

르쳤다.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의 관심이 학생들의 적응과 학습 준비도에 기여한

다는 전제 하에 자녀의 학교생활을 수시로 안내하고, 알림장 확인이나 학습 지

도를 부탁했다. 더구나 교육과정 상 1~2학년은 교과목 수가 적고 내용수준이

낮아 지도의 부담이 적었고, 학습태도와 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 중요한 시기라

는 생각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직접 자녀들을 가르쳤다. 이렇듯 학교생활에 익숙

하지 않은 자녀를 대신하여 학부모들의 개입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높은 편

이며, 저학년 자녀들의 일과는 대체로 학부모들의 주도와 통제로 이루어졌다.

(2) ‘손을 놓는다’

그러나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

기면서 학부모들의 관심과 개입은 줄어들었다. 학습 준비물과 학교 스케줄을

관리했던 이정임은 이제 사소한 준비를 자녀에게 맡기고 있다. 그 동안 자녀는

큰 문제없이 학교에 잘 적응했고, 일일이 신경 쓰고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자

녀가 잘하리라 믿게 되었다.

[이정임] 고학년 되니까 마음을 놨던 거 같아요. 왜 저학년 때는 얘가 안

챙겨 간 게 있나 그런 거 때문에 되게 신경을 썼었거든요. 뭐 노트를 안

가져가거나 뭐 준비물을 안 가져간 게 있나. 그리고 수행평가 이런 게 있

었는데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하고 보냈어야 했는데 못 챙긴 것은 없나 그

런 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알아서 하니까 별 들리는 말

도 없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놨던 거 같아요 고학년 돼서는.

1~2학년 때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조민정도 3학

년이 되면서 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자녀는 3학년이 되면

서 친구들과 알아서 놀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연구참여자가 나서서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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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대하거나 연락할 필요도 없어졌다.

[조민정] 3학년 되면서 부터는 자기가 그냥 어디서 만나자. 놀이터에서

운동장에서 몇 시에 애들을 만나기도 했어. 같이 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략-- 그게 일할 때랑 달라진 게 일할 때는 이때 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낮에 애들이랑 놀게 할 기회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집에

엄마가 없는데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2학년 때는) 그게 조금 미안하

기도 애들을 부르기도 했는데 3학년 되서는 알아서 나가서 놀고 와요. 이

제 그냥 애들이 알아서 놀이터 앞에서 애들이랑 만나서 놀거나하지 애들

을 따로 와서 놀아라하지는 않고.

이처럼 자녀들이 스스로 학교생활과 일과를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고, 친구들

과 자유롭게 어울리게 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학교적응과 교우관계에

개입하는 직접적인 활동과 시간은 줄어들었다.

한편, 학교 적응과 달리 학습은 대체로 연구참여자의 “뜻대로 되지 않아” 의

욕이 줄어들고 “손을 놓게” 되었다. 김수진은 자녀에게 교과내용을 직접 가르

치면서 사소한 갈등이 빈번해졌고, 자신의 노력과 기대에 비해 성적이 낮게 나

오면서 열심히 가르치던 열정도 줄어들었다. 더구나 “그냥 놔두었을 때” 오히

려 자녀의 성적이 오르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이 들었다. 그 뒤로 공부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맡겨 두었다.

[김수진] 제가 아이랑 1, 2학년 때 계속 부딪히다가 3학년 때부터 놓게

된 계기가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보고 사회, 과학이 생겼는데 사회

시험을 너무 엉망으로 봤던 거예요. 처음으로 사회시험을 봤는데 외워야

한다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랬었던 거 같아요. 그때도 제가 막 외우는 거

확인해보고 질문해서 답하고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 것처럼 연습을 했던

거 같은데 생각보다 사회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때 저희 신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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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사회나 과학은 암기과목이지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아니다.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그냥 외워서 단순 외워서 공부하는

건데 국영수만 이렇게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둬라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렇게 한 번 못해봐야 다음에 잘 할 수 있고 그 점수가 창피하

다는 걸 본인이 알면 공부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부끄럽지 않으면 안

할 것이고 아이의 몫에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말고사 때부터는

제가 놔뒀었어요. 혼자 외우고 혼자 풀고 혼자 해라 그랬는데 잘 했었어

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암기과목을 내가 외우라 외우라 해서 되는 게 아

니 구나해서 둘째도 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3학년

여름 지나고 부터는 손을 놨던 거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많아 자신이 있었던 최민영도 자녀를 가르치는 것

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기대만큼 잘 따라오지 못하면 감정이 앞서서 자

녀를 다그치게 되었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면서 점차 자녀의 학습에서 손을 놓

게 되었다.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는 최소한의 도움만 주면서 자녀가 스스로 하도록 하였다.

[최민영] 제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애들을 많이 가르쳐봤거든요. 10년 정

도 애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과외도 하고 학원도 가고 그래서 아이들 개

인지도도 해보고 해서 내 아이는 되게 잘 가르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요. 못하면 속이 터져가지고 어쩔 때는 집어 던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맘

상하게 해서 제가 차츰차츰 아이 학습에 손을 놓게 된 거 같아요. 네가

하되 엄마는 채점만 할게. 그러다가 어쨌든 채점을 하면 또 알려주고 가

르쳐줘야 하잖아요? 이 방법도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냥 틀린 건 네가

한번 찾아봐. 그래서 지금은 안 가르쳐요. 정말 모르겠는 거는 엄마한테

와라. 엄마가 괜찮으면 알려줄게. 상태가 내가 힘들거나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체크를 해놔. 그러면 나중에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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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은 “시켜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자신이 주도할 수 있

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정해준 분량을 잘 하던 자녀는 학년이 올

라가면서 자기의지에 따라 하기 싫을 때는 잘 따라오지 않았다. 저학년에 비해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줄어든

것도 학습 관리를 줄이게 된 이유였다.

[강지영] 3학년? 3,4학년 때 까지는 엄마가 뭔가를 하면 그래도 따라오는

데. 근데 저희 아이는 좀 늦은 편이었으니까. 근데 4, 5학년 쯤 되니까 확

실히 뭔가 내가 주도하려고 해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하게 되고. 학년

이 높아질수록 내가 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내가 시키는 대로 어디까지 해야 되고 가르치면 딱 했는데

4학년 때부터는 그거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거나 하기조차 싫을 때가 있

는 거 같아요. --중략-- 숙제 같은 거나 문제집을 풀다가 못 푸는 거는

저나 아빠랑 같이 풀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사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

보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풀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의존도도

좀 줄어들고. 왜냐하면 저학년 때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하고 가서 보면

모르기보다는 일단은 다시 읽어봐라 하면 자기가 푸는 경우도 있었으니

까.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겨서.

게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의 내용수준이 높아진 것도 자녀를 직접 가르

치는 데 부담을 주었다. 5학년이 되면서 전문 교과지식 없이는 자녀의 과제를

봐주는 것이 어려워졌고, 점차 자녀의 학습을 사교육기관으로 미루게 되었다.

[강지영] 사실 나도 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럼 네가 한번 다

시 보라고 하거나 학원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맞았

는지 틀렸는지도 모를 때가 있으니까 학원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하죠. 확실히 저학년 때는 내가 다 풀어줄 수가 있는데 5학년 되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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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게 정답인가? 답지가 없는 이상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푼 게 맞

는지 주관식 같은 문제는 답을 서술처럼 쓰는 칸이 몇 칸씩 있으니까 이

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이 학습 지도는 학부모의 기대와 달리 학습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점차 열정이 식고, 의욕을 가지고 다그칠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생겨났다. 학년

이 올라갈수록 교과내용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가정에서 가르치는 데 부담

을 주었다. 이 때문에 자녀의 학습을 직접 관리하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 스

스로 공부하도록 하고,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면서 직접적인 지도와 개입을 줄였

다.

(3) 사춘기 자녀와 ‘거리두기’와 ‘회피’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는 자녀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

와 자녀 관계는 이전과 다르게 급변했다. 이정임은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때로

는 반항을 하는 자녀를 보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버릇

없이 구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엄하게 대처해보기도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

다. 오히려 관계만 악화되었고, 다시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는 자녀와 부딪치기 않기 위해 최대한 간섭을 줄

이고, 맞서게 되는 상황도 애써 회피하였다.

[이정임] 우선 자기주장이 심해지고 반항이라고 할까? 옛날 같으면 그냥

했을 거 꼭 토를 달고 하기 싫어하는 증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사춘기 인지, 중2병이라고 하는 건지. 중2 가면 얼마나 더 심하게 올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애는 한 3학년 4학년? 그쯤부터 가끔씩 오다가다

하더라고. 매번 그러는 거는 아니고 주기적으로 며칠 사춘기 증상을 보이

다가 옛날처럼 잠잠해지고 어느 순간 또 오고 이런 식이로요. 갑자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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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식으로 오면 엄마도 당황하죠. 아무래도 걔가 첫째고 그런 적이 없었

으니까 처음에는 싸우는 식으로 하게 되죠. 말을 안 들으니까 더 무섭게

하거나. 저는 사춘기를 인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버릇없이 굴고 그러는 건

싫어서 옛날부터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잡으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는 3,4학년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엄

마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수그러들고 하긴 했었는데 클수록 좀 더 그렇

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아무래도 자기한테 터치하고 그러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조금 놓게 되더라고요. 잔소리 같은 것도 별로 안하게

되고 옛날 같으면 했을 것도 꾹 참고 그 자리를 살짝 떠나고 한다던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애랑 저랑 자꾸 부딪치게 되면 저도 되게 힘들고 애

도 한동안 막 흥분해서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럴수록 서로한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인다 싶으면 제가 좀 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박가영도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난 자녀의 변화를 보면

서 당황스러움과 거리감을 느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말하지 않으려는 것들을 일일이 알려고 하지 않았고, 웬

만하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였다.

[박가영] 예전에 비해서 혼자 생각도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잠을 따로 자고 싶어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은 안 그렇

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때 같으면 반기를 들지 않을 내용이라도 거

기에 대해서 왜 그래야하느냐고 반기를 들거나 그런 게 좀 있었죠. --중

략-- 어쨌든 본인이 겪는 마음의 혼란함은 당연한 거고 그건 거쳐야 하

는 단계인거고 더 성숙해가는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중간

에 크게 한번 부딪친 경험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고집을 크게 부리는 때

도 있으니까 그때는 같이 한번 세게 부딪쳤죠.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러지만 도가 지나치게 저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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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이해를 해주면 한계라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정도가 한

계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받아줄 것인

가 상대방이. 그래서 그때 한번 딱 부딪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너무 순한

양이 돼서 걱정도 됐었죠. 저는 서운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얼굴

표정이 안 좋고 하면 무슨 일 있어? 물어봤는데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

으면 그래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기다려보면

나중에 슬금슬금 마음이 풀려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운 게 되게 밀접했는데 거리감이 느껴지

고. 예를 들어서 길을 같이 갈 때도 늘상 대화를 했던 아이가 이제 혼자

다른 생각을 한다던가. 아 이제 쟤가 저런 때인가 보다 이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보다 생각을 하고. 물론 사소한 투덜거림은 했었죠. 너

그러면 엄마 기분 나빠 이러면서 같이 가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아 그랬다가 때가 되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겠구나. 이제는 좀 웬만하

면 내버려두는 편이고 본인도 특별히 부딪칠 짓은 안 해요 그 이후로.

신체의 성장과 함께 인지적・정서적 변화는 반항이나 급격한 감정변화, 대화
가 줄어드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행동과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 경험하는 생소한 자녀들의 반응에 연구참여자들은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때로는 훈육이 자녀와의 큰 다툼으로 번지면서 냉랭한 상태를 경험하기도 했

다. 이들은 자기주장이 강해진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갈등으로 인한 감정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 간섭과 조언을 줄여

나갔다. 자녀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살피고 직접 관리했던 입학 초기와 비교했

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사춘기 자녀들에게 이전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고,

지적해야 하는 것을 일부러 모른 척 ‘회피’하기도 하였다. 학부모와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는 서로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

처럼 자녀의 성장과 함께 학부모의 태도는 변화하고, 학부모와 자녀도 독립적

인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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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회’와 ‘자책감’

때때로 고학년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미안함을 표현했다. 이정임씨는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자녀를 보면서 단

호하게 훈육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자녀가 힘들어 할 때 마다 관계가 나빠

질까봐 먼저 “꼬리를 내린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양육 방식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양육에 맞춰 자녀가

‘고대로’ 성장했다면서 자신을 탓했다.

[이정임] 사춘기 증상이 4학년 때부터 슬금슬금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 힘들었던 거 같아요. 뜻대로 안됐어요. 그러니까 2, 3학년 때 그때

습관을 제가 확 잡아놨었더라면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겁이 많아요. 예전부터 책을 보면 아이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대요. 근데 얘가 잠깐이라도 싫어하고 그러면 이러다 나빠지면 어

쩌지? 어떡하지? 이래서 제가 약간 꼬리 내리고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단호함이랑은 다르더라고요. 이건 할 때 해야 돼 이런 식

으로 했으면 얘도 엄마는 이런 거 안 봐주는 구나, 이건 해야 되는 거구

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수학 문제 풀다가도 이건 너무 힘들어 찡찡대면

어 그래 그럼 좀 이따 해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게 애초부터 잘

못됐었던 거 같아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셨어요?] 잘못됐다는 게 그러

니까 습관이 안 잡히니까. 습관이 안 잡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았을

때 단호하게 하면 엄마 왜 그때 그래놓고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잘못했던 거였구나. 그런 게 되게 무서워요.

애들이 말하는 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박가영은 교육청 영재원에 추천을 받은 자녀가 면접을 제대로 된 준비하

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별다른 준비 없이 간 자녀와 달리 다



- 63 -

른 지원자들은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았고, 면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자신의 책임같았다. 게다가 주변에서 중・고등학교의 성적이 ‘엄마의 정보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 때문에 아이가 피해를 보는 게 아

닐까?”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였다.

[박가영] 영재원도 가서 보니까 저희는 소개서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룰루랄라 갔었거든요. 딱 갔는데 면접보기 전에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면접 끝나고 나왔는데 진짜 시사 문제를 같은 것을 알아

야 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신문도 하나도 안 보고 책도 정서

적인 책들만 가득이고. 약간이라도 알면 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

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얘를 안 터주는 게 아

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속상해했었어요. --중략-- 어쨌든 얘는 그

동안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모든 것들이 수행이나 뭐 이런 것들

이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그런 말은 많이 듣거든요? 수행 때문에 학원을 다

닌다고 하고. 나중에 얘는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닐 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움직여지지는 않

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는데 죄책감이 생기

는 거죠.

사교육정보에 흔들리지 않았던 김신애도 가끔은 “너무 안 시켜나?”하는 생

각이 들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녀가 원할 때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학부모로부터 교육정보를 들을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시켰더라면 “더 똑똑해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김신애] 주변에서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거에 휩쓸리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는 오지만 맹목적으로 수용을 하지는 않는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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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어떤 엄마들이 막 이거 좋다더라 이거 시켜야한다 이런 게 2년 전에

는 독서 뭐가 있었는데... 근데 요즘엔 저도 귀가 좀 그래요. 얘가 크니까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안 시켰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똑똑한 애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고 세상

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굳이 그것을 다 수용

하지는 않게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 거 같아요. 어쩌면 제가

그 엄마들 이야기를 다 듣고 시켰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랬으면 얘가 지금은 수재소리 듣고 영재소리 듣고 하지 않

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쟤가 저렇게 편

안하게 잘 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못해 준 부

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 쟤를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

았을 텐데...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녀의 성적이 기대

한 것만큼 나오지 않을 때’와 같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원인

을 학부모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또 경쟁적인 입시환경

속에서 정보력과 열정적인 지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

은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연구참

여자들은 열정적으로 지원하는 주변 학부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5) 배우자의 ‘지지’와 ‘충돌’

가족 내에서 배우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얼

마나 나누어지고 있는 가에 따라 학부모로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다르게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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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은 배우자가 주 양육자인 자신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편이

라고 설명했다. 사교육을 결정할 때 주변 학부모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자녀와

충분한 의논해서 선택했고, 덕분에 자녀와 큰 충돌이 없었던 것이 배우자의 지

지와 신뢰를 받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배우자는 생활 지도와 사교육에 관한

세세한 결정을 주 양육자인 연구참여자에게 맡기고 있다.

[박가영] 저는 어떤 걸 배우고 어떤 학원을 갈지는 주로 아이와 저랑 이

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최대한 아이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편이고.

그런 사교육 쪽에 있어서는 신랑이 거의 터치를 안 해요. [그럼 어떤 주

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세요?]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 집의 가장

큰 이슈는 여기가 남녀공학으로 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중을 보

내고 싶고 그러면 이제 집이 움직이는 거니까 크잖아요. 이런 경우. 그

외에 학습에 관련된 거는 특별히 그냥 제가 결정을 하면 따라줘요. 왜 그

학원으로 갔냐? 왜 수학학원을 보내야 하느냐?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공부는 엄마한테 맡겨놓죠. [왜요?] 신뢰를 해주는 거 같아요. 저도

제가 막 알아봐서 다른 엄마들이 여기로 가라 해서 따라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이랑 굉장히 말을 많이 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

까 어떤 학원이 정해지면 아이가 학원을 간다 안가는 소리가 없어요. 정

해진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안 간다고 하면 얘기를 해보고 이게 일시적

인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건지 충분한 얘기를 해보고 빼고 그러거

든요. 그런 걸로 아이와 제가 부딪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굳이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강지영은 배우자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 사교육을 결정하는 때면

매번 상의를 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배우자는 대체로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편이었고, 그 덕분에 연구참여자의 의지대로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을 “원 없이”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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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다 해봤던 거 같아요. 첫째라 원 없이 해봤던 거 같아요. 돈도

남편이 버는 거에 비해서 많이 썼죠. 영어유치원에 꼭 보내야 하는 상황

도 아이였는데. 근데 그것도 약간의 아빠의 도움도 있었죠. 친한 언니나

주변사람들이랑 편하게 하는 이야기도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거 같아요.

나 혼자만 관심이 있다 한들 만약에 남편이 같은 생각이 아니었던가. 구

지 그렇게 큰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못하게 하는 아빠도

있으니까. --중략-- 처음에 바로 그렇게 해보라는 경우도 있고. 가격 면

에서 한번 멈칫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시키고 싶은 마음을 전달을

하면 본인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보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럼 해

주자 하면서 그래도 잘 따라와 줬던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무조건 다 오

케이 했던 거는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일찍 시키고 싶고 다양한 것도 시

키고 싶다고 하면 그래 그럼 시켜 봐라 라고 했던 거 같아요. 처음엔 아

니라고 했다가도 중간에 바뀌어서 그래 그럼 해보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이정임의 경우 자녀 양육에 관한 주요 사항은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연구참여자가 결정했지만, 매번 배우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확인했다. 배

우자가 새로운 의견을 내거나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옳다고

지지를 해주면 ‘일을 추진하는 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정임] 저는 보통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주위사람들이랑 의견이 안 맞으

면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하게 되면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집에서 책 읽고 영어공부하고 이러는 것도 우리남

편도 그게 맞는 방법인거 같다고 그러니까 저도 더 신이 나서 하게 됐고,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주로 어머님이 결정을 하시죠?] 그쵸. 얘기만

하고 뭐 좋다 나쁘다 의견만 듣는 정도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건 절대

하지마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견만 물어보는 정도. 엄마들처

럼 어떤 학원이 좋다더라 어떻게 공부하면 몇 점이 더 오른다더라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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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세하게 알지는 않고.

그러나 교육관이 다른 배우자와 의견이 달라 갈등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

다. 김수진의 배우자는 직장동료나 친구들에게 교육정보를 직접 알아볼 만큼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교육열이 높은 남편은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자녀에게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키자고 하지만, 생각이 다른 연구참여자는

그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다.

[김수진]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랑 교육에 대해 논의를 많

이 하시네요?] 많이 하는데 완전 달라요. 둘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어렸을 때는 못하면 다 내 탓이겠구나 했었어요. 왜 수학학원

을 안 보내?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이 있다는데. 저보다 훨씬 많

은 학원 정보를 알고 있더라고요. 선배들이 이야기를 한 대요. [교육에 관

심이 많은 아버님들이시네요?] 네. 회사에 먼저 대학을 보내고 고등학교

를 보내고 뭐 특목고를 보내고 국제중을 보내고 이런 선배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리고 형수님들이 동네를 옮기자는데

너는 옮기자고 해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략

-- 저희 신랑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다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중

에서 특기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애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니다 해서 안 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배워왔던 환경이었던 거 같아요. 저희 신랑은 안 해봤기 때문에 나

중에 특기 취미 란에 특별하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쓸만한 게 없었다는

게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래도 취미 특기란에 이거는 해봤어 안 해봤어는 큰 차이라는 거죠. 자

존감에 있어서 그게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을 안 해서 신랑을 무시하고 제 교육방식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못되면

제 탓인 거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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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남편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연구참여자에게 ‘부담’이 되었다. 자

녀교육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남편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자신의

탓”인 것 같았다. 그래서 자녀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사를 고려하는 남편

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 배우자

의 의견을 따를 계획이라고 했다.

[김수진] 중학교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요?] 신랑이 자꾸 중학교

를 잘 가야 한다고 하니까 진짜 중학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

교를 어디에서. 이 동네에서 가야하나 그런 고민도 살짝 들기는 해요 사

실. 그래서 저희 신랑은 중학교 때문이라도 ○○구이라도 이사를 갔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있어요. 무리를 해서라도 ○○구로 이사를 가자. 그것마

저 제가 무시를 하면 정말 제 탓이 될까봐 그거는 따르려고 하고는 있어

요.

이와 같이 배우자의 신뢰와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이 양육 행위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고, 반대로 배우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의지가

꺾기고 책임의 부담감을 느꼈다. 특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교육과 교육이

주와 같이 가정의 중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배우자와의 협조가 양육 활동

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렇듯 배우자와의 관계는 학부모로서 다

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배우자의 지지와 반대는 ‘추

진력’과 ‘저항력’로서 학부모의 양육 행위를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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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교육기관

(1) 가정학습의 ‘한계’와 ‘학원’의 등록

학력경쟁사회에서 학벌이 곧 경쟁력임을 경험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

적을 올리고 입시경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사교육의 효과를 기대

하며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더불어 사교육 시장이 전

문화되고 활성화되면서 빠르면 유아기부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다. 한글과 영어를 익히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

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학습부담이 비교적 적은 시기에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사교육을 활용한다. 또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

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최신 교육정책과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을 찾아 등록하기도 한다.

강지영도 초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다양한

능력을 계발시키고, ‘좋은 자극’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예체능 교육이 초등학

교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미술학원을 등록하였고, 성적에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는 영어와 수학은 꾸준히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다. 또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 맞춰 사교육기관을 등록 할 때는 “사고력 수학”처럼 교육 트렌드를 반

영하기도 했다.

[강지영] 오히려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예체능.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미술도 초등학교 저학년 들어갈 때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해줬었던 거 같고.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 영어와 수학에 대한 거는 비중이 컸던 거 같아요. 그거 위주로 했었고

나머지는 뭐. 받아쓰기. 받아쓰기 연습을 집에서 여러 번 봐주고 했던 거

같고 문제집 같은 경우도 풀고 채점해주고.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나 그런 거는 따로 안 시켰던 거 같아요. 수학은 사고력 수학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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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그렇게 접하게 해줬던 거고. 문제집이나 받아쓰기나 학교 숙제는 저

랑 같이. [수학학원은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우리 때는 ○○○, △△(학

원이름), 사고력 수학이 유행이었고. 영어유치원, 사고력 수학 이게 유행

이었어요. 저는 그건 완전히 실패했던 거 같아요. 사고력 수학은 미리 생

각할 수 있는 힘이 다양해질 수 있게. 우리 때처럼 그냥 연산이 아니라

문장식 사고력 수학이 좋다고 해서 7세 때 보내긴 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학습 관련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진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가 세분화되고 내용수준이 높아지는데, 체계적인 학습

지도를 위해 교과전문 사교육기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김수진은

자녀를 직접 가르칠 때 학습량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어려웠고, 자신이 가르치

는 방식이 현재 교육과정과는 다른 것 같았다. 무엇보다 학습지 교사가 주기

적으로 방문하면 자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사교육 받는 과목의 수를 늘렸다.

[김수진] 수학 같은 경우는 학습지를 하게 되면서 제가 가르치는 방식하

고 요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알게 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습지는

꾸준하게 하루에 몇 장씩 선생님이 오시는 건데 제가 하니까 꾸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구나해서 학습지로 바꿨던

거 같아요. 책임감? 아이한테 선생님이 오니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책임

감을 줘야 될 거 같아서 과목을 늘렸었죠.

이정임은 의욕적으로 학습 지도를 시작했지만, 자녀의 흥미도가 떨어지고 관

계도 나빠지는 것 같아 의욕이 줄어들었다. 자녀의 의지에 맞춰주다 보니 꾸준

하게 체계적으로 지도하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학교의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

지 않았다. 낮은 점수를 받은 자녀가 크게 실망하였고, 그 쯤 같이 공부를 시

키자는 학부모가 있어 공부방에 보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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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임] 수학은 4학년 때 보냈나. 수학은 학교 가기 전에 주위의 엄마들

얘기 듣고 세권을 시킨 거예요. 연산 하나랑 사고력 하나랑 그리고 우등

생해법문제집. 수학을 한 번에 3개를 시키니까 얘가 워낙 수학에 관심이

없는 데 여자애고 그러니까 나가떨어지더라고요. 못하겠다고. 근데 또 제

가 너무 쪼이고 그러면 관계도 안 좋아질 거 같고 그러면서 조금 손을 놨

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놓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얘가 하려고 하지

를 않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 그냥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라 이런 식으로 끌고 갔더니. 단원평가를 봤는데 한 번 되게 이

상한 점수가 나왔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점수는

받을 줄 몰랐는데. 그래도 저는 보낼 생각은 없었고 집에서 꾸준히 하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엄마가 같이 한번 공부방을 보내보자고. 2명

이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으면 또 못 잡을 거 같아서 아

마 그때부터 보내게 된 거 같아요.

김신애는 어려워진 교과내용이 때문에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데 한계를 느

꼈다. 그때부터 자녀의 성적도 조금씩 떨어졌고, 자신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다.

[김신애] 3학년 때 까지는 학원을 계속 안하다가 4학년 되니까 수학이 어

려운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한 두개씩. 한 개만 틀리는 것도 아니고 두 세 개씩 틀리고

막 이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실 두 세 개 틀린 거면 못하는 것은 아닌

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사실 못하는 건 아닌데 두 세 개 틀려가지고 와

서 자기는 수학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못한

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니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하니까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학원을 들어갔어요.

한편, 박가영은 자녀를 직접 가르치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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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대감은 불성실한 수업태도를 볼 때마다 연구참여자를 화나게 했다.

더구나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서 교사와 학생처럼 상하관계가 있는 수업을 계

속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나빠질 것 같아 지도를 그만두게 되었다.

[박가영] 그전에는 엄마랑 하니까 많이 부딪치잖아요? 엄마랑 하다보면

제가 성격이 나빠서 자세가 삐딱하거나 이러면 그걸 못 봐줘요. 설명은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세가 삐딱해지거나 막 이러면

친구들이랑 할 때는 남이니까 화가 안 나는데 본인 자식은 화가 나거든

요. --중략-- 같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늘 다혈질인 제가 후루룩하긴

하나 그때 딱 예전과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냥 느낌이 아 이제는 내가 얘

를 손을 놔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5학년 쯤 되면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

래서 이전과는 이제 다른 관계일 수 있겠다 생각이 갑자기 딱 와요. 아

내가 손을 놔야 할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지금 너와 관계가

너무 좋은데 다른 관계가 너무 좋은데 이 수업을 계속 하면 다른 관계도

안 좋아질 거 같아서 난 그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난 네가 따로 계획을

세워서 혼자 하던 인터넷 강의를 듣던 아니면 학원을 가든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위의 사례처럼, 가정학습은 교과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직접 지도

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 중첩되면서 학습의 강제성

도 떨어진다. 또 학습태도나 성과가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지도 의욕

은 줄어든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교과내용이 어려워지고, 자녀의 성적이 떨

어지는 경우에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반면, 학원을 등록하면 규칙적인 학습시간이 정해지고 과제가 생겨 강제성이

느슨한 가정학습보다 효율적으로 자녀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다. 전문교사, 정

해진 학습 진도와 평가 시스템이 있는 학원에 자녀를 맡기면 학부모에게는 체

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준다. 또 학원을 통해 외부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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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학습을 관리하게 되면 학부모가 직접 자녀를 지도할 때보다 감정적인 갈

등도 줄어든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사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가정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기대하며 자녀의 학습을 사교육기관에 맡기

고 있었다.

(2) 학원의 탐색과 선택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사교육기관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먼저 주변 학부모들에게 학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

자들은 이정임처럼 주변 학부모들을 통해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원들을

알아보고, 수업 시간, 학생 수, 이동 거리와 같은 수강조건을 고려했다. 수강조

건이 알맞은 학원은 직접 방문하여 학원시설이나 분위기, 교사와 교육과정을

직접 확인했고, “레벨 테스트”를 통해 자녀의 수준에 대한 상담도 받았다. 사

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실제 운영되는 학원의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원을 선택하였다.

[이정임] 알아볼 때는 우선 이 동네에서 갈만한 학원이 있는 지. 이 동네

에서 많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지. 우선 엄마들한테 정보를 얻어요. 얻고

우선은 거리가 있으니까 버스가 다니는지 통학버스가 있는 지, 그리고 인

원수가 몇 명인지 웬만하면 적은 인원으로. 같은 금액이지만 적은 인원으

로 하는 데가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 얻어서 가서 상담을 받아보죠. 그

러다가 여기가 괜찮을 거 같으면. [상담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봤어요. 수

학은 아직 안 받아봤고 이제 받아볼 거구요. 영어는 몇 군데 받아보고 테

스트도 받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럼 어떻게 골라요? 몇 군데 테스트 받아

보고 맞는 데로 고르나요?] 엄마생각으로 이랬는데 그 학원의 커리큘럼도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그리로 보내는 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럼 그

엄마 생각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 뭐가 뭐가 필



- 74 -

요하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잡아 줄 수 있는. 따로 엄마

가 집에서 안 해줘도 영어는 영어학원에서 내신이랑 뭐 수행이랑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데. 그런 데를 찾죠. 근데 그런 데는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우리 애한테 딱 맞거나 엄마가 마음 푹 놓고 보낼 만한 그런 학원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특히, 자녀가 학원을 다녀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김수진과 박가영은 자녀와 함께 학원을 직접 방문해보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원을 등록했다. 박가영은 자녀가 싫어하는 경우에는

억지로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자녀가 가고 싶어 하는 학원을 찾아보고 선택

하였다.

[김수진] 학원 같은 정보는 그것도 계속 아이한테 선택권을 줬었어요. 피

아노를 다닐 때도 학원을 두 세 군데 알아보고 엄마들이 어디어디 다닌다

더라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같이 가보고 아이한테 선택을 좀 하게 했었어요.

[박가영] 일단 아주 어릴 때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기준이 없을

때잖아요. 이러이러한 학원이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들었다. 가서 혹시 레

벨테스트를 보겠느냐 해서 보겠다고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가는 거고.

보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조금 크면 본인도 학원을 접해보니까 선택

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학원을 갈 때는 추천받은 곳을 같이 갔

어요. 같이 가보고 레벨테스트를 받고 본인이 나는 여기가 좋아 하는 곳으

로 갔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원래 학원을 갈 생각이 아이었고 집에서만

했기 때문에 레벨테스트를 보고 현재 상태가 궁금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레벨테스트만 받고 올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의 이

야기를 듣고 아이가 다녀보고 싶다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다니게 되었고. 최근에 제가 해주고 싶었던 거는 하도 한자공부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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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한자 학습지를 해주고 싶어서 하겠느냐고 물어봤는데 하기 싫다는 거

예요. 그래서 안하고 이런 식이죠. 네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냐 했는데 너무 싫어하면 이제 안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한 학원을 수강하면서 학부모와 자녀가 모두 만족한 경우도 있지

만, 불만족을 경험하기도 했다. 장희진은 동네에서 유명한 학원을 알아보고 등

록했지만, 과제가 많다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었다. 사지선다형 문제를 반

복하는 학원의 지도 방식도 자녀의 수준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결

국 과제의 양과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자녀에게 맞는 주변의 다른 학원을

알아보고 옮기게 되었다.

[장희진] 수학학원을 가기는 해야 하는데 수학 전문학원으로 가면 문제집

을 통째로 다 풀어야 해요. 근데 그러면 애한테 숙제가 너무 많아져요. 그

리고 영어학원은 여기에서 △△(학원이름) 같은 데 보냈었는데 일주일에 3

번 고학년 되면 2번을 가는 데 숙제가 너무 많았어요. 애들이 하나의 학교

를 새로 다니는 거예요. 미국교과서를 한다고 해서. 근데 내용을 보면 그닥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다 사지선다이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책에

다가도 하고 컴퓨터로도 넣어야 하고 그러니까 일단 어지러운 거예요. 저

는 애한테 일단 숙제는 꼭 해가라 이었는데 이 숙제를 다 못 해갈 수도

있고 숙제가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그만하

고 이 학원으로. 여기는 일단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그리고 책을 얘가 나

눠서 읽으면 되고 문제 답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줄씩 써야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하고 그럼 주중에 시간이 남자나요. 그러면 주중에 수

학을 두 번 보내죠.

강지영도 선행학습을 위해 학부모들에게 유명한 대치동 학원을 선택했지만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만족스러운 학습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학원이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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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데려다 줘야 한다는 것이 예상보다 힘들었고, 선행을 하다 보니 학습내용

의 수준이 높고 과제의 양이 많아 자녀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선행보다는 자녀의 수준에서 꼼꼼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동네

학원을 등록하여 보내게 되었다.

[강지영] 한 학기를 돌리는데(선행) 3개월 밖에 안 걸린다고 해서 대치동

을 학원을 한 번 가봤는데. 왔다갔다 대치동학원은 학원 버스도 안 되고

내가 자가로 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두 번은 왔다 갔다 해

야 되는 거예요. 애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와서 다른 애들 픽업도

해줘야 하고. 오는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두 번씩 왔다갔다. 일주일에 그

러면 4번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도 한 번 해보자. 대치동이라는 게 나한

테 약간 로망? 어떤 곳인가?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해보고

나서 얘가 숙제하는 거나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중략-- 그때

그때 숙제만 해갔는데 숙제도 사실 설렁설렁 해가고. 내가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치동 학원을 그만두고 지금은 동

네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등록한 학원의 학습량과 수준이 자녀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학습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학원을 찾아보았

다. 이전의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은 새로운 학원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

항이 되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학습을 맡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학원을 선택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3) 학원에서 얻는 ‘정보’와 ‘재 전파’

경쟁적인 입시환경 속에서 사교육기관은 학교에 비해 더 노골적으로 입시제

도와 성공전략을 제시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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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학교 입학과 함께 본격적인 대학 입시준비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으며, 자

녀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원의 ‘입시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

색하고 있었다.

박가영은 자녀의 수학학원에서 개회한 입시설명회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특목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선발과정을 거치는 특목고 학생들은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특목고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입시설명회에서 연구참여자는 이런 특목고 입시에 성공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평소 고

등학교 입시나 생활에 대해 알기가 어려워 이렇게 입시설명회에서 들은 정보

가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박가영] 수학학원을 보내고 거기에 입시설명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

서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지. 그 고등학교 특성별로 내신이 어

떤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흔히 말하는 특목고에 다니는 그 학원 출신의

선배들 와서 어떠어떠하다 이야기도 하고. 그 학교를 가보니 장단점이 어

떻다 그런 걸 들었어요.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일단은 그냥 궁

금하잖아요. 특목고를 지원을 하던 일반고를 지원하던 안하던 궁금한데.

거기 학생들이 와서 우리학교 분위기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는 애가 하나라 고등학교 분위기도 잘 모르고 하니 그런 얘기를 해주니

까 그런 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나

요?] 일단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정보를 얻기는 힘든 거 같아요. 뭐 중학교

를 가면 다를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일단 고등학교 이야기를 해 준거니

까. 다른 어머님이 다니는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갔던 데는 부모랑 아이

랑 같이 와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듣는 일 년에 한두 번 없는 그런 거

인데. 어떤 학원은 수시로 아이한테 지금 이정도 공부하지 않으면 이정도

고등학교에 갈 수 없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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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임도 학원 입시설명회를 통해 대학입시와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고

등학교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학원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고등학교 입시준비를 권유했고, 학원에 다니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연구참여자는 학원에 비해 학교는 이런 입시 정보

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정임] [학원에서 하는 입시설명회나 상담에 가보셨나요?] 가봤어요. 우

선 기본적으로 결론은 대입이랑 고입, 자사고, 특목고 있잖아요. 거기 입시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래서 꼭 해봐라.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거를 꼭 준

비를 해봐라. [거기 가면 방법을 알려주나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거는

학원에서 알려줄 거니까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준비를 해봐라 이런 식 인

거 같아요. [그런 정보를 학교에서 얻을 수는 없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아

무래도 그런 거는 없었고. 애들 키우는 다른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에서는 많이 신경을 안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걸 해

주기는 하는데 학교에서는 대입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해

준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학교가 아닌 사교육기관의 입시설명회을 통해 입시

관련 교육정책과 실제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강생을 모

집하려는 사교육기관의 상업적인 전략도 연결되어 있다. 학원이 보여주는 치열

한 입시경쟁은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경쟁의식을 자극하고, 학원을 등록하면 앞

서 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었다.

또 사교육기관에서 제공한 이런 정보들은 다시 학부모 네트워크로 재 전파

되었다. 사교육기관의 정보를 토대로 앞서가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트렌드’가

만들어졌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었다. 김미나는 교육

열이 센 학부모들은 “대치동” 유명학원을 통해 최신 입시정보와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는 다시 엄마들 사이에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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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진다고 설명했다.

[김미나] 이 동네는 엄마들 교육열이 세다고 해서 그랬는데. 근데 영어 몰

입 이명박 정부 정책이 없어지면서... 사실 그 당시에 영어연수가 한 달에

2천만원인데 그걸 전부다 보내셨어요. 저희 애가 1학년 때. 영어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과열이지 않나 하던 것도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한

2013년이었나? 그때부터 예체능? 영재와 체육교육에 엄청나게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런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은 어디에서

얻는 건가요?] 빠른 엄마들은 대치동의 탑 학원에서. 그런 학원들은 인적

자원부와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학원설명회에서요?] 네. 제일 먼저 알잖아

요. 소문이 쫙 나는 거죠. 여기까지. 실제로 그때 제가 아는 엄마가 ○○○

(학원이름)를 보내자고. 사고력 수학학원 거기가 영재반이 있는데 영어를

이 만큼 시킨 엄마들은 다 거기로 갔다고. 그래서 7살 애들이 거기 가서

뭐 하나 했는데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사교육기관은 교육정책이나 입시정보 뿐 아니라 자녀의 성취도수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시험과 점수로 매겨지는 일률적인 평가

를 지양하고 있지만, 학원은 레벨테스트와 정기고사 등 다양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녀의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임과 박가영은 이러한 학원의 평가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

았다. 학교에 비해 학원의 평가 문제는 난이도가 무척 높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녀의 정확한 수준을 진단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표현했다. 오히려 평가 결과는

“레벨” 조정하거나 반 등수를 확인할 수 있어 수강생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활용되었다.

[이정임] [아이의 성취도 수준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사교육기관을 비교했

을 때는 어떤가요?]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보고 하는 것보다 학원에서가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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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거 같긴 해요. 학원에서 보는 시험의 수준이 많이 높은 거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평가라는 것이 서울 초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도 없고 오로지 단원평가 점수 말고는 얘가 어느 정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면 단원평가(학교) 수준이 높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모입장에서는 그걸 믿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학원에서도 레벨테스

트를 3개원 4개월 단위로 보기도 하고 그걸로 레벨 업이 되거나 또 3개월

다시 공부를 하거나 하긴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다고 믿기가 좀 그래요. 수

학 본 거 물어보면 되게 어려웠다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하는 애들이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평범한 애들은 그걸로 정확히 확인하

기는 힘들어요.

[박가영] 각 학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각 학원 그 반에 있는 아이

들의 등수나 레벨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봐야 이

동네의 그 학원 안에서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의 평가와 비교

해보면 어떤가요?] 학교에서 하는 단원평가보다야 학원에서 하는 게 어렵

죠. 수학을 봐도 학교에서 보는 것 보다 학원이 훨씬 빡세요. 학교에서 보

는 단원평가는 그냥 공부를 수업시간에 잘 들었는지 이 정도라면 학원에

서 교재의 내용을 어느 정도 습득을 했느냐가 나와 버리니까 더 부담이

되죠. 아이 입장에서는.

또 장희진는 이러한 학원의 정기고사와 결과가 자녀의 학습을 “물 샐 틈 없

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진도가 나간 부분을

복습하고, 선행 진도로 소홀해질 수 있는 학교 공부까지 점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장희진] 한 달에 한번 씩 정기고사가 있어요. 얘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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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항상 얘는. 자기 선행한 거에서 앞에까지 다 합해서 시험을 봐요. 그

시험 개수를 나눠서. 얘가 2학년 2학기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학기에 한 번 보는 그 시험이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 거 까지 나와

요. 그리고 얘가 자기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거도 잘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날 자기 학년 거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러면 자기가 시험으로 한 세 단원으로 봐야 돼요. [그럼 또 공부를?] 그럼

공부를 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보는 거죠. 그럼 그냥 보면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채점을 해줘요. 그 다음에 거기서 틀린 거 고쳐야 돼

요. 그럼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가서 해야 돼요. [완벽한 관리 시스템이네요?] 완전히.

그런 점에서 학원의 평가 정보는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성취도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다기보다는 자녀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을 효과적

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4) 학원 ‘의존’과 ‘선행’의 딜레마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사교육에 대

한 복잡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정임은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학교 선생님에

게 “배신감”을 느꼈다. 학교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학원에 보낸다는 것이었다.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느라 지치고, 학원에

서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연구참여자에게 학원은 ‘안 보낼 수 없는’ 학부모로서의

의무 같아 보였다.

[이정임] 사실은 엄마들 입장은 그래요. 학교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예요. 정말 바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얘기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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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봤어요. 선생님들 중에 학원 보내라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담임선생

님들 중에. 애 학원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시켜야 된다고. 학교선생

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배신감도 느끼고 우리나라에서 학교

가 왜 있어야 되는 건지. 친구만나고 사회생활 그거 해보려고 가야하는

건지. 좀 그래요. [공부는 학원에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학원 찾고 다니

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학교에서 다 해주면 정말 편할 거고,

애들도 안 힘들 텐데. 애들은 학원에서 선행해가지고 배우지 학교에서 다

배운 거는 재미도 없으니까.

특히, 자녀의 학습관리를 사교육기관에 맡기게 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학원

의 ‘선행’ 시스템과 ‘입시 경쟁’에 익숙해져야 했다. 이정임은 선행학습이 학부

모들의 의도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학원을 오래 다닐수록

진도와 단계가 올라가고 그러면 저절로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정임] 학원을 오래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오래 다녔으니까 단계가 올

라가더라고요 점점. 그러니까 다 선행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학원을 처음 다니면 아랫반부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죠? 근

데 3학년 4학년 때부터 오래 다니던 애들은 다른 애들이 여기 시작할 때

벌써 여기 있으니까. 그게 진도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게 되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여기 배웠던 애가 다시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다닐수록 선행이 되는 거 같아요.

장희진은 성적이 좋고 학습태도가 좋은 학생일수록 선행 속도는 빨라진다고

느꼈다.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 들어간 ‘레벨’이 낮은 반은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고 수업의 질도 낮았다. 상담을 받고 옮긴 ‘윗반’은 수업

분위기가 좋았지만 이미 선행이 빠르게 진행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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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진] 우리 얘는 처음 시작하니까 맨 밑에 반부터 했죠. 반이 네 개가

있으면. 주위가 산만한 애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애들이 숙제 안 해오

고 떠들고. 그래서 얘가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시험 봐서 그 다음 반으로

갔더니 좀 났고. 그런데 이 반은 뭔가 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 봤을 때도 너무 쉬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심화가

아닌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얘한테 심화가 안 되는데. 얘는 거기서 숙

제를 다 하고 오는. 숙제할 거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반을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그 반으로 올라갈 때 힘들었어요. 이

반 애들은 선행을 1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년 선행을 따라잡아

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얘한테 따로 신경을 써서 숙제를

내줘서 그걸 끝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이 그 반

을 처음부터 보내는 거예요.

또 ‘레벨’이 높은 반에서는 학교 공부 이외에도 ‘경시대회’나 ‘영재원’ 준비와

같이 추가적인 심화 학습을 지도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습수준은 당연히

학년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학원에서 이미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경시대회에

도 덩달아 참가하게 되었다.

[장희진] 그 다음에 그 반에서 그렇게 재미있게 하면서 거기서도 자꾸 경

시대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경시대회 준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하죠. 근데 제가 수학 아니까 풀어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성대 경시 10년

간 문제 묶어 놓은 거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4학년 거 인데도 너무 어려

워요. 거울이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막 그런 창의적 문제 있잖아요. 약간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있는 데 연도별로 약간 다르긴 해요. 어떤 때는

더 심하고 덜하고. 근데 그거를 그 반은 한 달씩 준비를 해요. 그럼 준비

를 했으니까 시험을 안보겠다 하기도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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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애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이 오히려 걱정이 된

다고 했다. 중학교 과정을 초등학교 때 미리 할 필요가 없는 데 불만이 많다는

것이었다. 학원의 심화학습을 잘 따라가고 있는 자녀가 원하는데 말릴 수 도

없지만, 빡빡한 학원 스케줄과 과도한 과제양이 항상 걱정된다고 했다.

[김신애] 4학년 2학기도 사실 어떤 엄마들을 보면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4학년 2학기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중학교 선행을 하고 있어요. 중학

교 1학년 선행을 하고 있는데. 전 그것도 너무 불만이 많아요. 빨리 나갈 필

요가 없는데. 구지 선행을 해야 되나 또 심화하고. 학원에서는 얘가 그래도

조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반 뭐를 또 시켜가지고 그거 하나를

테스트 받았는데 통과를 해서 다니겠대요. 네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는데 나

는 그거 까지는 안 해도 돼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이 다니겠다는데 또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키기는 하지만 그게 일주일에 4번 학원을

가요. 수학만 다른 건 안 하는데. 학원을 가다보니까 이 수학 숙제하는 게

버거우면 안 해도 돼 올림피아드는 안 해도 돼 이러는데. 재밌대요. 재밌어

서 다니는 데 제가 하지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는데 그거 숙제가 하다보

면 어쩔 때는 11시에 자기도 해요. 그리고 수요일에 가고 목요일에 가고 금

요일에 가야되는데 수요일 저녁에는 와서 또 생활체육을 한 시간 뛰고 오면

9시가 넘거든요. 9시 넘어서 숙제를 시작하면 또 11시 되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싫어서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선행학습을 박가영은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지금까지 선

행보다는 복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는데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갈등이 된다는

것이었다. 점점 교과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수행평가처럼 공부 말고도 “해야 할

것이 많아져서”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선행을 해

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행보다 복습을 강조해 온

것을 계속 고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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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원래 진짜 학원을 보낼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4학년 때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5학년 되니까 선행학습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거를 바로 해서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은 거죠.

사실은 중학교는 어떻게 따라 간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생각하니까 고등

학교 선행을 빼려면 중학교 선행을 조금 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고 아주 일찍부터 당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6학년 때 중

학교 것을 어느 정도 하고 가려면 5학년 때 6학년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했었는데 들더라고요. 5학년이 되니까. 원래 예습보

다는 꼭 복습을 하고 예습은 좀 가볍게 복습은 약간 무겁게 꼭 하는 스타

일인데. 그러다보니 저랑 진도를 나가다 보면 슝슝 나가고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지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올

해 들어서 그런 갈등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이 그렇

게 만만하지는 안잖아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수학공부만

했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선행하나도 안하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때(고등학교) 가

서 영어수학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은 손을 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요즘 애들은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때

처럼 공부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중

학교 거를 초등학교 때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하는 것도 보면 아 내가 너무 나만 붙잡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학부모들이 선행과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사교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면서 선행과 입시 경쟁에 익숙해지

고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강도가 세지는 학습량에 자녀를 걱정 했으며, 또 한

편으로는 ‘뒤쳐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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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 이행의 특성

1) 학습공간으로서 ‘학부모 네트워크’

초등학교 학부모로의 이행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타 학부모와의 ‘관

계 확장’이다. 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초기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를 참여

하면서 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학부모 관계망이 확장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자녀를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통의 관심사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이자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는 동기가 된다.

타 학부모와의 관계 확장은 자녀가 3학년 때 국내로 이주한 장희진을 제외

한 연구참여자 11명 모두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주목 할 점은 이러한 관계

확장이 학부모의 성격과 인간관계에 대한 선호도, 학부모 모임에 대한 선입견

과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조민정은 자신을 새로운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않는 성격이라고 소개했지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이 자녀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또 박가영은 입학 초기에 다른 학부모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으나, 학교의 학부모 행사와 자녀의 임원활동으

로 인해 학부모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다른 연구참여자들

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를 경험하였으며 서서히 소수의 학부모들

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였다.

[조민정] 1학년 때는 애들을 위해서만 집중을 한 거예요. 성격과 안 맞게

반모임도 나가야 되고.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뭘 하는 걸 그렇게 즐기

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친밀하게 이야기를 해

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스트레스였던 거 같아요. --중략--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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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참여하신 이유는 뭔가요?] 아이 때문에요. [학부모 모임 참여가 아이에

게 영향이 있나요?] 있어요. 1학년 때는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친구들

한테도 반 모임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박가영] 지금 보면 엄마들이 되게 자주만나요. 그런 건 안했어요. 왜 그랬

냐면 그냥 저는 그게 싫었어요. 일단 엄마들끼리 교류가 너무 많으면 내 아

이의 선택이 아니라 엄마의 선택으로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너무 어릴 때는 아이의 선택권이 없잖아요. 엄마들끼리 만나다 보면 너희같

이 놀아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친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별로였고. 또 주변에 지인의 말을 들어보면 엄

마들이 너무 말이 많다고 괴롭다고. 말이 많다는 게 그냥 본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여 있다 보면 상대방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

다고. 그리고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었던 상태였고. --중략-- 저는 1

학년 때는 아이에 엄마들 모임을 안 나가서 제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에 모임을 안 나갔고요. 그런 반 모임에도 아이에 안 나

갔고. 2학년 때는 안 나가다가 제가 학교에 강사님들 오시면(학부모 교육

행사) 그때는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회장 어머님한테 딱 걸린 거죠?

다음에 나오세요. 아 네 그랬는데 안 나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반 모임을

한두 번은 나갔고. 3학년 때부터는 저희 아이가 임원을 하니까 어쩔 수 없

이 반모임에 나가고. 거기서 이제 소그룹 모임이. 그게 저희 3학년 때 되게

활성화 됐었어요.

위와 같이 대체로 ‘학부모 되기’ 초기에 타 학부모와의 관계망이 확장되는

것은 이행이 일어나는 ‘학습맥락’과 관련이 있다. 이행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적 공간에서의 이행’과 학

교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공간으로의 이행’을 주로 다루어왔다

(Ecclestone, 2009). 예컨대 ‘상급학교로의 이행', ‘학생에서 직장인으로의 이행’,

‘직장인에서 대학원생으로의 이행’과 같이 교육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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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진행되는 이행은 ‘학교’, ‘직장’, ‘대학원’, ‘새로운 직장’ 등 이전과는 다른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며, 공간의 이동을 전제한다. 이처럼 일정한 물리적인 공

간이 존재하면 이행이 진행되는 동안 ‘이행의 공간’에 머물며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의도적인 관계 확장 없이도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행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학부모 이행에는 일정하게 공유된 시간과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다.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학부모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

을 형성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는 다른 학부모들과 연락 또는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즉, 다른 학부모

와의 관계를 확장되는 것은 학부모가 되기 위한 학습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부모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는 어떤 학습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가이며, 결국 내가 어떤 학부모가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다른 학부모들과 관계를 확장하고 특정한 학부모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은 초등 학부모로의 시작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초기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 개인은 잠재적인 변화와 이행의 대상이 되며, 새

로운 정보로 인하여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바뀌거나 소외되기도 하고 또

는 확장을 경험하기도 한다(Houston et al, 2009). 학부모들도 다른 학부모들

과 관계를 맺고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학부모 네트워크를 재구성해나간다.

자녀의 저학년 때는 ‘반대표’ 학부모의 공식적인 제안으로 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모임이 이루어지지만, 중학년 이후에는 ‘반모임’에 소극

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존의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자신과 성향이 맞는 몇몇 학

부모들과 교류한다. 반 학부모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학부모 네트워크는 점차

개인적 친분이 있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기존의 학부모 네트워크가 ‘소그룹’으로 재구성되는 이유는 크게 ‘관계의 경

제성’, ‘관계의 필요성’, ‘관계의 만족도’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관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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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 볼 때, 학년이 바뀌는 매년 새롭게 대규모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돈을 지불해야 한다. 연락과 만남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정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규

모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대규모 네트워크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교우관계나 학교적응과 같은 걱정은 줄

어들고 학부모로서의 반복적인 경험이 축척되면서 ‘관계의 필요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연구참여자 김신애처럼, 만족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육

관이 비슷하여 심리적 갈등이 비교적 적은 소수의 학부모 네트워크를 유지하

는 것은 ‘관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정보의

출처가 되는 학부모 네트워크를 제한적으로 유지하며 각자 자신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학부모 네트워크를 재구성해나간다.

[김신애] 1, 2학년 때는 모르니까 단체로 만나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거기서 다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인사 다하고 이러다

가. 2학년 때까지도 사실은 빠지면 그 그룹에서 아이가 도태 될까봐 나가

긴 나가는데 3학년쯤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안 나가게 되죠. 만

나는 사람만 만나면 되고 또 학교에 가서 수업할 때 선생님 만나 뵐 때

단체로 뵐 때 있잖아요. 그때 첫날 딱 한번 나가고 그 뒤로 안 나가요. 그

리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진짜 필요한 정보는 내 아는 사람 안에서 다 얻

을 수 있고 저는 또 그 토끼반이라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서 굉

장히 많이 얻고 있어서 사실 더 많은 모임은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더

많은 모임을 해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결국 관계 확장과 재구성을 거쳐 만들어진 학부모 네트워크는 양육에 필

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공간으로써 기

능한다. 학부모들은 학부모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자녀교육에 도

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와 자신의 경험지식과 같은 학습자원을 상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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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 다른 학부모들의 지원활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양육 방식과 비교하

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적극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된 학습자원은 ‘자녀와 배우

자’, ‘사교육기관’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학부모로서 변화를 촉발한다.

2) 관계 공간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 ‘사교육기관’의 상호 연관성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이행을 하는 것일까?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자 상위권 성적의 자녀를 둔 초등학교 학부모’인 연구참여자들이 부모에서

학부모로 이행하는 동안 ‘학부모 네크워크’, ‘가족(자녀와 배우자)’, ‘사교육기관’

은 중요한 ‘관계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 관계 공간의 상호 연관성

연구참여자들에게 학부모로서 의미 있는 ‘학습사건’은 주로 이 세 관계 공간

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학부모의 양육 행위와 태도, 자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또 일상생활에서 학부모로서의 지원활동은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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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참여, 가족과의 상호작용, 사교육기관 활용에서 구체적으로 관찰되

었다. 즉, 이 세 관계 공간은 부모에서 학부모로 이행하는 연구참여자들을 조

건화시키는 주요한 ‘학습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자녀와 배우자)’, ‘사교육기관’은 <그림 2>과 같이 서

로 상호 연관성을 맺으며, 이행하는 동안 서로에게 역동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

컨대, 김신애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고민을 학부모 네트워크의 다른 학부모들과

나누었으며,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얻은 정보는 자녀에게 새로운 학습지원 방식

을 시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정임은 학원을 보내 본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변 학원을 탐색하였으며, 자녀 학습지도를 학원에 맡기게 되

면서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상호작용은 줄어들었다. 또 학원에서 제공하

는 입시정보와 교육만족도는 다시 학부모 네크워크에서 공유하였다.

[김신애] 2학년 될 때 수학 문제집을 한 번도 안 풀려가지고 그때까지 애가

틀려오지를 않으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안 풀려도 애가 학교에서 잘 배워오

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학년 되니까 애가 한 개씩 틀려오는 거예

요. 그래서 왜 틀리지? 왜 이걸 틀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변에 수

학은 어떻게 해? 뭐 문제집 사서 풀려야 되나? 그랬더니 주변에서 넌 지금

까지 문제집 한 권도 안 풀렸니?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저

런 무식한 엄마를 봤나. 그럼 뭘 풀려야 돼? 그때부터 제가 문제집을 풀리

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이정임] 중학교 수학은 들리기에 엄마들한테 듣기에 그 정도해서는 안 된

다고 알고 있는 데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려운데 이 정도로만 해서. 이

제 6학년 2학년 쯤 되면 엄마들이 중학교대비학원 그런 데를 알아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최대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어떻게 알아보세요? 알

아 볼 때] 알아볼 때는 우선 이 동네에서 갈만한 학원이 있는 지. 이 동네

에서 많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지 우선 엄마들한테 정보를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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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민영처럼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에 불만족한 경험이 있

거나 자녀의 사교육 선호도가 낮은 경우에는 점차 학부모 네트워크의 영향력

과 사교육 의존도가 줄어들기도 했다.

[최민영] 엄마들 모임을 많이 해요 사실은. 모여서 얘기도 하고 어디 좋다

고 하면 같이 보내고. 근데 저는 그걸 반대로 했던 거 같아요. 일단은 내 선

택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우르르 따라가서 해본 결과 보통은 다 실패

가 더 많더라고요. --중략-- 그렇게 1년 정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먼

저 나왔어요. 엄마들도 뒷얘기가 많고 처음에는 그런 욕심가지지 말고 하자.

아이들 위해서 그냥. 어떤 애들은 책을 안보니까 책보는 쪽으로 해서 하자

했는데. 선생님에 대해서도 자꾸 말이 많아지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하

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제 선택에 있어서 신중 해야겠다는 생

각을 했죠. 여러 번 해보진 않았어요. 학원도 뭐 태권도 한 번 보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아이하고.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자녀의

지원활동을 실천하고 사교육기관을 활용하였으며, 자녀의 반응과 사교육기관의

만족도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개입과 학부모 네크워크의 참여도, 사교육기관의

의존도는 달려졌다. 또 학부모로서의 일상의 경험과 깨달음은 학부모 네트워크

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공유되었으며, 학부모로서의 새로운 활동들을 계획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자녀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학부모들이 경

험하는 다양한 학습사건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관계 공간으로

파급된다. 이는 관계 공간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도, 의존도, 개입정도를 변화

시키며, 결과적으로 학부모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의 이행은 모두 동일한 경로로 진행되지 않으며, 이행의 개별성이 드러난다.

이행을 겪는 개인이 각자의 생애경로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생애연구에서는

‘행위성(agency)’으로 설명한다. Ecclestone(2009)는 각자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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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위해 타인 혹은 물질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자기주도성, 자기효

능감,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행위자성

(agency)에는 선택(choice), 행위(action), 자율성(autonomy)이 복잡한 방식으로

얽혀있다고 설명한다. 행위자성(agency)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환경의 기회와

제한 속에서 개인이 선택과 실행을 통해 자신의 생애경로를 구성해 나가는 방

식이라고 할 수 있다(Elder et al, 2003). 그런 점에서 부모들도 자신이 속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학습사건을 계기로 상호 연관되는 ‘학부

모 네트워크’, ‘가족’, ‘사교육기관’을 조정해나가면서 학부모로 이행한다.

이와 같은 학부모 이행의 개별성은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 ‘사교육기관

의 의존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 ‘학부모 네트워

크의 참여도’는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고 주변의 학부모들과 교류하면서 자녀양

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지를 의미한다.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가 높은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대체로 주변 학부모들을 통해 얻었으며, 참여도

에 따라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상이했다.

둘째, ‘사교육기관의 의존도’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교육기관의 도움을 받

는지를 나타낸다. 사교육기관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과 소질계발을

학부모가 아닌 사교육기관이 대신하여 관리하였으며, 일부는 다수의 사교육기

관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방식을 나타내며,

의사결정과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배우자의

관계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주로 결정하는 ‘위

임・방관’ 유형과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적극적 개입’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배우자가 자녀양

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행위와 태도가 배우자의 영향을 받

아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 ‘사교육기관의

의존도’에 비해 이행의 개별성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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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은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 ‘사교육기관의 의존도’, ‘배우자와의 관계’

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와 같은 이행을 조절하

는 변수로 작용한다.

3) 초등학교 학부모 이행의 유형

세 관계 공간의 변화 정도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이행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류가 어려운 연구참여자 2명을 제외한 연구참여자

10명의 이행을 <표 3>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자녀들이 초등학교 저

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진행된 이행의 양상은 <표 4>와 같이 연

구참여자들 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표 3> 이행의 유형 분류 기준

관계 공간 구분 유 형 

학부모 

네트워크

1  학부모 네트워크 참여도가 높게 유지됨 

2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가 낮았으나 높아짐 

3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가 높았으나 낮아짐 

4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가 낮게 유지됨 

 사교육기관 

A  사교육기관의 의존도가 다소 높게 유지됨 (계속 이용) 

B  사교육기관의 의존도가 낮았으나 높아짐 

C  사교육기관의 의존도가 높았으나 낮아짐 

D  사교육기관의 의존도가 낮게 유지됨 

가족-배우자
가  위임 또는 방관

나  적극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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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이행의 유형 

학부모 네트워크 사교육기관 가족-배우자 

최민영 3 C 가

이정임 1 B 가

박가영 2 B 가

김수진 1 B 나 

김신애 1 B 가

최은지 3 B 가 

임혜수 3 A 나

김미나 1 A 가 

강지영 3 A 가 

이수아 3 A 가 

장희진  ※ 제외 : 3학년 때 국내 이주

조민정  ※ 제외 : 자녀의 연령 3학년

<표 4> 연구참여자 이행의 양상

<표 4>는 연구참여자 10명의 학부모 이행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1-A-가],

[1-B-가], [1-B-나], [2-B-가], [3-A-가], [3-A-나], [3-C-가] 7개의 유형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행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 <그림 3>의 이행 모델을 활용하

여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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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관계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이행 모델

<그림 3>의 방사형 그래프는 안 쪽부터 차례대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학부모 이행의 양상을 나타낸다. 세 축은 각 각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

‘사교육기관의 의존도’, ‘자녀에 대한 개입 정도’를 의미하며, 축의 간격은 모두

동일하다.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시기별로 학부모들의 참여도, 의존도, 개입

정도를 상, 중, 하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3칸, 2칸, 1칸으로 나타내었다. 또 ‘배

우자와의 관계’는 가족 축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각 축을 기준으로 볼

때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참여도, 의존도, 개입 정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삼각형의 꼭짓점이 치우진 모양을 통해 유형별로 학부모의 지원활

동이 집중된 관계 공간을 유추할 수 있다.

또 전체 삼각형의 크기는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 활동, 사교육기관의 활용,

자녀에 대한 개입을 모두를 포함한 학부모의 지원활동의 총합을 나타낸다. 따

라서 유형별로 삼각형의 크기를 통해 각 시기별 학부모의 지원활동의 정도를

비교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유형별 이행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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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극주도형 [1-A-가]

[1-A-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초기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학부

모들과의 교류를 계속 활발하게 유지하고 꾸준히 다양한 사교육을 이용한 학

부모로, 학부모 네트워크와 사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유형이다. 배우자

또한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주고 경제적으로 지

원하였다.

<그림 4> 김미나의 이행 과정

이 유형에 해당하는 김미나는 유치원 때부터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였으며,

교류한 학부모들은 대체로 높은 교육열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교육적 성취와

사교육을 중요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이들과 최신 교육정보들을 공유했으며,

자녀들의 성취도가 높아 학부모 네트워크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었다. 또 학부

모들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교육을 받은 연구참여자 자녀 역시 상위권 성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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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유지되었으며, 이는 연구참여자 주변으로 학부모들을 응집시키고 활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부모 네트워크 참여도와 사교육 의존도를 높게

유지시켰다.

② 적응형 [1-B-가], [1-B-나]

[1-B-가]는 친밀한 학부모들과 ‘그룹’을 형성하여 자녀의 양육정보를 효과적

으로 수집하고, 초등학교 중학년 이후부터 사교육을 점진적으로 활용한 유형이

다.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학습을 관리

하였으나, 중학년 이후 가정학습의 한계와 성적 하락을 경험하면서 주변 학부

모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교육기관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주변 학부모

들의 정보에 만족하였으며, 배우자 또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의견을 대체로

수용하는 편이다.

<그림 5> 이정임의 이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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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 해당하는 이정임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부모 봉사활동에 참

여하면서 다른 학부모들과 교류하기 시작하였고, 자녀교육과 관련된 궁금

증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대체로 이를 수용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수학과 영어를 연구참여자가 직접 가르쳤으나, 수학은 4학년 때

갑작스러운 점수 하락을 경험하고 같은 학년 학부모의 권유로 공부방을 함

께 보내기 시작했으며, 영어는 체계적인 지도가 어려워지고 학습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5학년 때부터 자녀의 희망에 따라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다.

또 연구참여자는 남편과 자녀교육에 대해 자주 의논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대체로 연구참여자의 의견에 동조한다.

[1-B-나]은 [1-B-가]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네트워크를 꾸준히 활용하고

가정학습에서 사교육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한 유형이나, 배우자가 적극적으

로 자녀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체로

주 양육자가 주변 학부모들의 문화에 적응하여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비슷

하게 해나가고 있으나, 배우자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김수진의 배우자는 연구참여자에 비해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 때문

에 사교육에 대해 간혹 의견 충돌이 있으며, 중학교를 앞두고 배우자의 뜻

에 따라 교육이주를 고려하고 있다.

③ 중간진입형 [2-B-가]

[2-B-가]는 입학 초기보다 중학년 이후에 다른 학부모들과의 교류가 활

발해지는 유형으로, 사교육 의존도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진다. 또

자녀양육에 대해 주 양육자가 배우자에 비해 더 많은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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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박가영의 이행 과정

이 유형에 해당하는 박가영은 입학 초기 학부모 모임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주변 학부모들을 멀리 하였지만, 자녀가 학급임원이 되면서 반 모

임을 주도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다른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시작하였다. 자녀

의 수학학습도 연구참여자가 ‘수학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지도하였으

나, 수학지도로 생기는 사소한 갈등이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

을 줄 것 같아 그만 두게 되었다. 주변 학부모의 권유로 학원 상담을 받게 되

었고, 자녀가 희망하여 사교육을 이용하게 되었다. 특히, 자녀가 고학년으로 성

장하는 동안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학부모의 정보력’과 ‘사교육’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부모로

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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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독립안정형 [3-A-가], [3-A-나]

[3-A-가]와 [3-A-나]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른 학부모들과의 교류가 줄어들

고 교육정보를 학부모 모임이 아닌 다른 경로로 탐색하며, 사교육을 자녀의 유아

기부터 꾸준히 이용해 온 유형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라 주 양육자에게 자녀

교육을 위임하는 [3-A-가]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3-A-나]로 나눌 수 있다.

<그림 7> 강지영의 이행 과정

[3-A-가]에 해당하는 강지영은 출산 초기부터 육아에 대한 열정이 높았으며,

다양한 자극을 주기위해 유아기부터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교육트렌

드를 반영하여 주변 학부모들을 따라 다양한 사교육을 시켜보았으나 만족과 불

만족을 모두 경험하였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교육을 선택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고, 현재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 사교육을 결정하고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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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대학교에서 입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실제적인 대입정보를 알 수 있었

고,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관도 뚜렷해졌다. 이 때문에 학부모 모임에 대한 필요

성이 줄어들고 비교로 인한 불안은 낮아졌으며, 직업 활동으로 시간적 여유도 부

족해지면서 주변 학부모들과의 교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

은 배우자도 대체로 연구참여자의 의사를 따라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8> 임혜수의 이행 과정

[3-A-나]에 해당하는 임혜수는 학습능력이 뛰어났던 자녀에게 적절한 자극

을 주기위해 사교육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자녀는 사교육기관에 잘 적응하였고

학습 성과도 있어서 고학년까지 꾸준히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는

학부모 모임에 잘 참여했지만 몇몇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견제가 부담이 되

었고,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과의 교류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고학년 때는

학부모 모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주로 친인척들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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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관찰하면서 자신만의 양육태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강요보다

자녀의 주도적인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는 사교육의

효과성을 신뢰하며, 다양한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하는 편이

다.

⑤ 이탈형 [3-C-가]

[3-C-가]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와 사

교육의 의존도가 모두 낮아지는 유형으로, 배우자 또한 이러한 주 양육자의 방

식을 인정하고 맡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림 9> 최민영의 이행 과정

이 유형에 해당하는 최민영은 저학년 때 학부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같은 학교 학부모들과 자녀교육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였다. 그러나 다른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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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과 자신의 교육관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으며,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맹신이 불안감을 주어 학부모 모임을 멀리하게 되었다. 특히, 두 달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욕심이

낮아졌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전문가들에게 얻게 되었고 학부모로서 자

신의 역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또 저학년 때 주변 학부모들의 조언으로

사교육을 함께 시켜보기도 했으나 학습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자녀가 사교육

기관을 다니는 것 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여 사교육을 점차 줄이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와 배우자는 자녀양육에 대해 자주 의논하였으며, 배우자는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양육방식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분석한 결과, 초등 학부모 이행의 유형

으로 ①적극주도형 ②적응형 ③중간진입형 ④독립안정형 ⑤이탈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는 대체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부모와 큰 갈등이 없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행의 차별성

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반면,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 ‘사교육기관의 의존

도’는 그 변화정도에 따라 이행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배우자의 관

계’에서는 ‘적극적 개입’ 경우 배우자의 의견이 이행의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부모들은 학부모 네트워크를 학습공간으로 모방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자녀를 관리하는 방법과 사교육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들은

학부모 네트워크와 사교육의 만족도, 자녀와 배우자의 반응에 따라 주변 학부

모들의 방식을 답습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새롭게 고안하기도 한다. 그

러므로 학부모들은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다양한 학습사건을 계기로

상호 연관되는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자녀와 배우자)’, ‘사교육기관’을 조정해

가면서 학부모 정체성을 형성하고, 학부모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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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학부모의 삶을 학습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생애사를 활용하

여 부모에서 학부모로 이행하는데 일어나는 ‘학습활동의 양상’과 ‘이행의 특성’

을 탐구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자 상위권 성적의 자녀를 둔 초등학

교 학부모’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주요 학습사건을 ‘학부모 네크워크’, ‘가족

(자녀와 배우자)’, ‘사교육기관’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세 관계 공

간의 특성과 초등학교 학부모 이행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초기 다른 학부모와의 활발한

관계 맺기를 통해 학부모 네트워크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자녀의 교우관계 형

성과 교육정보 탐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고학년이 되면서 반 중심의 대

규모 학부모 네트워크는 친밀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으로 재구성

되었으며, 특히 비교경쟁으로 인한 불안, 다른 학부모들의 견제, 교육정보의 불

만족 등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라 고학년에 이르러 학부모 네크워크의 참

여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저학년 때 학교생활에 서툰 자녀를 대신하여 연구참여

자들이 교우관계, 학습관리, 시간관리 등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는 줄어들었다. 더구나 사춘기 자녀에 대한 잦은 훈육이나 간섭이 부모자

녀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 일정 거리를 두고, 점차 독

립적인 관계로 변화했다. 또 배우자의 신뢰와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이 양육 행

위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으며, 반대로 배우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의지가 꺾기고 책임의 부담감을 느꼈다.

사교육기관은 다양한 자극과 소질계발을 위해 활용되었으며, 학교교육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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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습의 한계, 성적하락을 경험하면서 고학년에 이르러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들이 사교육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학원을 이용하면서 자녀의 학습관리를 외부

에 위임하게 되었고 교육정책과 입시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학

원의 과도한 학습량을 걱정하면서도 경쟁적인 입시환경과 선행・심화학습에
익숙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이행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입학 초기에

타 학부모와의 ‘관계 확장’이 나타난다. ‘관계 확장’이 초등학교 학부모로의 이

행 초기에 나타나는 이유는 이행이 일어나는 ‘학습맥락’과 관련이 있다. 교육시

스템을 따라 진행되는 ‘교육적 이행’과 학교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이

행’과 달리 학부모 이행에는 일정하게 공유된 시간과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학부모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학부모라는 새로

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활동이다.

관계 확장을 통해 만들어진 ‘학부모 네트워크’는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학부모들은 학부모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와 자신의 경험지식과

같은 학습자원을 상호 교환한다. 다른 학부모들의 지원활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양육 방식과 비교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적극적인 학습활동

이 이루어진다.

또 연구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사건’은 주로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

(자녀와 배우자)’, ‘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학부모의 양육 행

위와 태도, 자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또 일상생활에서 학부모

로서의 지원활동은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 가족과의 상호작용, 사교육기관

활용에서 구체적으로 관찰되었다. 즉, 이 세 관계 공간은 부모에서 학부모로

이행하는 연구참여자들을 조건화시키는 주요한 ‘학습조건’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세 관계 공간은 서로 ‘상호연

관성’을 맺으며, 이행하는 동안 서로에게 역동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부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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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다양한 학습사건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성찰을 통해 다른

관계 공간으로 파급되었다. 이는 관계 공간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도, 의존도,

개입정도를 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학부모 각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학부모로의 이행은 모두 동일한 경로로 진행되지 않으며, 이행의 개별

성이 드러난다.

학부모 이행의 개별성은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 ‘사교육기관의 의존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참여도와 의존도의 변화에 따라

이행의 과정은 학부모 마다 다르며,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와 같은 이행을 조절

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학부모 네트워크의 참여도’는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고

주변의 학부모들과 교류하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지를 의미하

며, ‘사교육기관의 의존도’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지

를 나타낸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

하며,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주로 결정하는 ‘위

임・방관’과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

을 가지는 ‘적극적 개입’ 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관계 공간의 변화 정도에

따라 초등 학부모 이행의 유형을 구별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분석한 결과 ①적극주도형 ②적응형 ③중간진입형 ④독립안정형 ⑤이탈형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학부모들은 학부모 네트워크를 학습공간으로 모방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자녀를 관리하는 방법과 사교육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들은

학부모 네트워크와 사교육의 만족도, 자녀와 배우자의 반응에 따라 주변 학부

모들의 방식을 답습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새롭게 고안하기도 한다. 이

와 같이 학부모들은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다양한 학습사건을 계기로

상호 연관되는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 ’사교육기관’을 조정해가면서 학부모

정체성을 형성하고, 학부모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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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제언

학부모가 교육주체로 부각된 이후 학부모 연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

부모 담론은 교사담론이나 국가담론에 비해 양적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질적

으로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측면이 강하다(이종각, 2014). 학부모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상당수는 학부모의 의식이나 행위 등을 탐색하거나 학부모와 자

녀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들이다(황성희, 2015).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외

부로 드러나는 학부모들의 인식이나 실태를 파악하는데 머물러있으며, 학부모

를 자녀교육의 환경적인 조건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본 연구는 학부모를 ‘학습자’로서 이해하

고자 노력하였다. 학부모 역시 새롭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과 성찰을 반복하며 주체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로 볼 수 있다.

학부모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학습조건’이 무엇이고, 실제 어떤 종류의

‘학습활동’이 일어나는 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사회 학부모의 삶과 학습을 이해

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학부모 되기’는 기존의 생애경로와 이행관련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

던 제도화되지 않은 이행의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육시스템 내의 ‘교육

적 이행’이나 학교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이행’과 다른 맥락에서 이행과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밝혀내며,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평생

동안 학습이 일어나며 학습을 통해 삶을 구성해간다는 점(Kang, 2015)을 확인

시켜준다.

본 연구는 중산층 학부모인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통해 ‘학부모 네트워

크’, ‘자녀와 배우자’, ‘사교육기관’을 주요한 학습조건으로 발견하였으며, 세 관

계 공간을 상호 연관시켜 학부모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자로서 학부모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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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계 공간에 따른 ‘학부모 이행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학교

급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구분되어 온 학부모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

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같은 학교급의 중산층 학부모임에도 불구하

고 연구참여자들의 관계 공간의 변화와 이행의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학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경험하는 학습사건에 따라 인식과 행동이 달

라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실효성 있는 학부모 정책과 교육프로

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에 따른 일률적인 분류나 특정 시점에 국한

된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학부모의 세분화된 특성과 장기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중산층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영향력이 ‘학부모 네트워크’

와 ‘사교육기관’에 비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에 대해 불신하거나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황성희, 2015; 오경희, 한대동, 2009). 본 연구의 결과, 중산층 학부모

인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학교가 아닌 학부모 네크워크나 사교육기관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정책과 입시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였으며, 학업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 학교교육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교육을 이용하여 자녀의 학

습을 관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대다수는 담임교사의 교

육관이나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부모 교육이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이후 학부모정책 전담부

서를 출범하여, ‘학부모 참여 증대’와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확

대’,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행되어온 교육현장의 변화가 과연

실제 학부모들에게 효과성이 있었는지에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

기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으며, 이에 후속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자 상위권 성적의 자녀를 둔

학부모’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상황과 조건이 다른 학부모들의 이행을 이해



- 110 -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다 다양한 조건과 맥락의 학부모들을 대상으

로 이행 과정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 ‘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학부모

이행의 특성을 탐구하여 학부모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학부모 이행의 특성과 개인차를 드러내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부모로의 이행에 주목함으로써 자녀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거쳐 진행되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행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급에 따라 세부적인 학부모 이행을 살펴보는 것

과 더불어 보다 장기간의 패턴을 추적하는 후속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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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oming an Elementary School Parent: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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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parents, who have largely received negative and passive 

reputation throughout the society, are being highlighted as main agents 

of education in South Korea. Institutional・social policy support are 

being expanded to facilitate school parents to participate in their 

children's schooling. Moreover, research on school parents is increasing 

within the literatu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lives of school parents 

from a learning perspective, this study focuses on the 'aspects of 

learning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 during the period 

when parents transit into school parents by employing life history.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do the aspects of learning activities unfold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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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ecoming an elementary school parent'?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 in the process of 

'becoming an elementary school parent'?

  Twelve research participants who were middle-class mothers in 

Seoul whose children make good grades were selected. The learning 

events they experienced were analyzed centering on 'school parent 

networks', 'family(children and spouse)', and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Results showed that research participants were generally involved in 

school parent networks through active relation-making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ir children's elementary school. They utilized school parent 

networks in forming their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and in 

searching for information on education. Afterwards, they each 

reconstructed their own reliable school parent networks based on 

satisfaction and need. As their children became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participation in school parent networks differed 

due to factors such as anxiety from competition, vigilance from other 

school parents, and dissatisfaction in the information on education. 

  In their relationships with children, they changed from active 

intervention into letting children do on their own. In lower grades, 

school parents used to intervene in everyday issues such as friendship 

relations, managing time and learning. However, as the children grew 

into higher grades, they experienced that things did not go as they 

intended. As their children adapted to school life and used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their direct interventions and control decreased. 

Research participants' nurturing actions changed depending on their 



- 121 -

spouse's support and intervention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were utilized for diverse stimulations and 

talent development. As their children approached higher grades, they 

came to use such institutes by experiencing limits of school education 

and learning at home, and exam score declination. By using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they entrusted controls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to institutes external to home, received information on education policy 

and school entrance examination, and gradually became adapted to the 

competitive schooling environment and prior・extensive learning even 

while worrying about the excessive amount of learning from the 

institutes.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parent transition based on 

such data, school parents form 'school parent networks' during the 

initial periods of elementary school by active 'relation expansion' with 

other school parents. This is an activity which makes a learning space 

to form another identity as a school parent. In school parent networks, 

school parents 'exchange' necessary information for education, 'make 

relative comparison' with others, and engage in active learning 

activities. 

  In addition, while children grow from lower grades to higher grades, 

'school parent networks', 'family',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make 

'interrelations' to affect each other in dynamic ways. Various learning 

events that school parents go through do not exist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the effects of such events spread into other relation spaces 

through reflection. This changes the school parents' participation, 

reliance, and amount of intervention towards relation spaces, and l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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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formation of school parent identities. 

  Individualities in school parent transition manifest themselves in 

'participation in school parent networks',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and 'relationship with spouse'. The changes in the three 

relation spaces results in different types of elementary school parent 

transition. Research analysis showed five types of elementary school 

parent transition: ① active-leader ② adaptor ③ middle-entry ④ 

independent-stability ⑤ seceder types.

  In conclusion, school parents learn how to manage their children and 

utilize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through imitation and trial-and-error 

within the learning space, school parent networks. Depending on their 

children and spouse's responses, and satisfaction towards school 

networks and private education, they follow the ways of other school 

parents, or even make up a unique method of their own. In these 

ways, school parents form their identities and transit into being a 

school parent by adjus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relating 

'school parent networks', 'family', and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from 

various learning events.

  Lastly, this study recognize the school parent as a learner, and 

researches on their 'becoming a school parent' as a learning activity 

which forms a new identity. This shows that learning, which is 

emphasized throughout lifelong education, indeed appears throughout 

one's whole life, and that learning is meaningful in looking back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nd the incessant changes in life. 

Amongst the expansion of institutional・social policy support and 

emphasis on school parent educ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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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ful in seeking a practical policy from the school parents' 

perspective, rather than past approaches from the government or 

educational institutions. 

keywords : School Parent, Transition, Life-Course, Life History,        

            Learning, School Parent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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