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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자는 30년 이상의 교직경험에서 학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기에, 학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와 학부모

협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학교와 학부모 간 바람직한 협력 관

계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의 교량 역

할을 담당하는 학부모 리더 그룹의 교육참여 역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

었다. 학부모 리더 그룹의 교육참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

모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가장 필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여,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을 함양하고, 학부모 리더가 학교

와 학부모 간 소통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학부모들이 교육참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먼저, 학부모, 교원, 그리고 학부모업무 담당자의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

도는 어떠한지,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보고, 프로그램에 참

여한 경험이 학부모의 교육참여 역량 함양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학부모, 교원, 그리고 학부모업무 담당자, 세 그룹 모두 「학부

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매우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은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그리고 실행역량으로 구

분하여 각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강의로 편성하였다. 셋째, 학부모

리더 그룹 20명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주

관적인 판단, 모니터링 그리고 연구자의 참여관찰 방법으로 프로그램 실

행 결과를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프로



그램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강의는 본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인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전문역량Ⅰ,

Ⅱ, Ⅲ, 리더십역량, 그리고 실행역량 함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또

한, 본 연구는 학부모 리더 그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그들이 학부

모의 교육참여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른 학부모들의 동참

을 끌어낼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자 자신이 교육현장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학부모 간의 협력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

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특히, 학부모들과 함께 수요자로서, 그리고

당사자로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학부모 리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

프로그램 실행 후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으며, 몇 가지 제한점

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부모 리더가 교육참여 역량이 함양되

어 학교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의 교량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학부모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리더

인증제’로 설계하여 단위학교의 학부모 리더 그룹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

그램으로 제도화할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학부모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 교육행정기

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할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넷째,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법제화 등의 제도적·법률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주요어 : 학부모 교육참여, 학부모 리더, 학부모 리더 역량, 학부모 리더 교육프로그램

학 번 : 2014-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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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의 연구자는 30년 이상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 넘는 기간은 학부모이기도 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의 만남은

때로는 교육의 동반자라는 공감이 형성되기도 했고, 때로는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다. 학부모로서 학교를 방문해야 할 때는 어렵고 피하

고 싶은 불편함도 있었다. 해를 거듭해가며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학

부모로서 학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이라는 믿

음이 커졌다.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육과정

위원회 등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필수인 부분도 점점 확대되고, 그밖에

다른 교육활동에서도 학부모들의 참여 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

영역이 지역사회 교육활동 협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2020년 코

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히 도입된 온라인 원격수업은 학생들이 가

정에서 수업에 참여해야 하므로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

수가 되었다.

자녀교육에 대해 전적으로 학교에 의지하던 학부모는 가정에서 수업

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원격수업에 잘 적응하는지, 수업은 잘 준비하는지,

그리고 수업 참여 태도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까지 책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학교는 학교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이한

온라인 수업환경에 적응하느라 큰 혼란을 겪는 동안 학생들은 가정에서

도 학교에서도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다.

2020년 코로나19로 다가온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는 여러 분야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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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김상미, 2020; 손지희, 2020)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는 학

교에서도 학교-학부모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학부모가 교

육의 동지이자 주체로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할 절실한 시기가 되

었다. 2020년 교육활동은 등교 수업의 축소와 온라인 교육의 도입 및 확

대, 원격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 격차 심화 및 기초학력 저

하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에도 학부모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등 학부모의 교육참여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

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기대하는 학부모의 교육참여와 학교-학부모 간

의 협력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 많은 학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

해야 하며,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의 상당 부분을 학교에 의존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시행되는 비대면 수업 기간에 가정에

서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기는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자녀교육을 위

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 현장에서 오랜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학교-학부모 간 협력관계

형성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학부모 리더 그룹에게 있다. 학부모 리더

그룹은 학교-학부모 간 ‘소통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리더 그룹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학부모회 회장, 부회

장, 총무, 감사, 그리고 학년 대표들로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의사 결

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른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

며, 학교 교육활동 내용을 다시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교량 역

할을 하는 그룹이다. 즉, 학교-학부모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이들의

교량 역할은 학교 교육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학교-학부모 간의 교육협력은 소수의 학부모 대표

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관련 각종 위원회

의 위원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학부모 의견을 대표하는 형식적인 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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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들 학부모 리더 그룹은 단위학교 교육

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 연계 교육협력 활동 시에도

대다수의 학부모 의견을 대표하게 되어 이들의 역할이 교육활동 발전 및

지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 가정의 학부

모 의견이 수렴되어 반영되는 과정이 체계화되고, 학부모 리더 그룹의

교량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부모와 관련된 교육 패러다임이 ‘학부모의 질이 교육의 성패를 결

정한다’(고전, 2015; 김장중, 2017)는 교육의 동반자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부모가 교육의 동반자라는 인식개선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그리고 학교 내·외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및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적극적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교육참여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위해 교육부,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단위학

교 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기회와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학계에서도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권

순범·김월섭·진미정, 2017; 한국교육개발원, 2015; Doston-Blake, 2010;

Menheere·Hooge, 2010),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홍송이,

2016), 학부모 자신들에게도 부모효능감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김세리·

이수현·구예진·이강이, 2016; Karıbayeva·Boğar, 2014; Nyatuka·Nyakan,

2015)는 연구 결과는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

다. Kladifko(2013) 역시 학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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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들의 직업체험, 봉사활동, 자원제공 등과 같은 학습 연관성과 동

기 부여에 있어 유리하므로 학교 행사에 파트너들을 초대할 것을 권유하

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의 교육참여의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고, 교육부,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학부모 단체 차원에서도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통해 교육에

서의 학부모 위상과 책무성을 재정립하여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질 향상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교육의 관점에서도 학부모 교육참여 관련 교육이

그동안 부재했음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

고 있다. 권순범·김월섭·진미정(2017)이 학부모 관련 연구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 등의 교육주체들이 참여하고 실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경험

적인 연구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홍후조·백혜조·민부자·변자

정·조호제·하화주·장소영·이혜정(2013)은 2011∼2012년 2년간 전국 16개

시·도, 94개 센터에서 실시된 약 4000여 개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분

석한 결과, 교육프로그램이 일회성, 상호중복, 비약, 후퇴와 낙차, 발달단

계에 맞지 않는 획일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부

모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가정·

학교·지역사회의 협력 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어떻게 구

체적으로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은 없는 현실이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한 교육적 판단과 실천을 어

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참

여 역량을 강화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다.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영역이 확장되고 그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모든 학부모의 역량을 동시에 함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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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단위학교에서 활동 중인 학부모 리더 그룹의 교육참여 역량

을 강화하여 다른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지원을 위한 교량 역할을 담당하

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활동 영역이 다양화

되고 있어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결정 과정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까지

학부모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될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

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도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 범위를 넘어 학교·학부모·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

육협력 사업 등이 증가하여 학부모의 교육참여 활동 영역이 넓고 다양해

졌다.

둘째,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위해 학부모 리더 그룹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해지고 있다. 학부모 리더 그룹은 전체 학부모들을 대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이 의견이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학부모

리더 그룹은 학교와 다른 학부모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일반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학교-학부모 간 소

통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학부모 리더 그룹의 역량 함양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

셋째, 학부모·학교·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을 위한 학부모 리더 그룹

의 역할 증가로 인하여 학부모 리더 그룹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을 위해 경기도 내 지방자

치단체들과 MOU 협약을 통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경기도 내 1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교육지구 및 지

역교육협의체를 운영 중이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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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교육지원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

역교육협의체 위원으로 단위학교 학부모 리더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따

라서 학부모 리더 그룹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 역량 및 리더십역량을 함양하고, 내 아이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학부모 리더 그룹의 책무성

및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과 관련된 연구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더구나 학부모 리더 그룹에 대

한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극히 드물

다. 학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자녀교육, 진로·진학, 학부모 상담 등의

일회성 교육 등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학부모 리더 그룹의 전문성

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부모 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실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 리더 그룹이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교육 전반에 관한 기본 역량, 학부모 그

룹의 리더로서의 역량, 그리고 1년간 학부모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획·

운영의 역량을 갖추어 학교-학부모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참여 지원을 위한 학부모 리더 그룹의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실행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여 학부모 리

더의 교육참여 역량을 함양한다.

둘째, 학부모의 교육참여 지원을 위한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그리고

실행역량을 갖춘 학부모 리더 그룹의 활동이 다른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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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동참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

여 ‘학부모 리더 인증제’로 학부모 리더 그룹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으로 확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부모, 교원, 그리고 학부모업무담당자의 「학부모 리더

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

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3]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한 경험이 학부모의 교육참여 역량 함양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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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1. 학부모 교육참여 관련 용어 정의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연

구 고찰을 통해 학부모 관련 용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사

용된 학부모 교육참여 관련 용어들은 학부모 교육참여, 학부모 참여, 학

부모 학교참여, 학부모 학교운영 참여,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그리고 학

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하고 있다. 이는 아직 학부모 관련

연구가 명확한 교육철학이 뒷받침되어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 단

계이므로 학부모 관련 용어 사용에도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강소연, 2011; 교육과학기술부, 2013; 박보영, 2007; 박성

희, 2015; 장경원·이종미, 2014; 진숙경·심윤영·오수정·오재길, 2016; 최종

길·엄기형, 2014)에서 학부모 관련 용어 간의 구분과 명확한 정의가 없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그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연구들(권순범·

김월섭·진미정, 2017; 김은영·이강이·정정화, 2015; 서현석·최인숙, 2012;

이강이·김은영 2014; 이민경, 2009; 임연기, 2002; 한국교육개발원, 2015)

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주동범(2018)의 주장처럼 학부모 관련 용어들

이 이론적 근거 없이 혼용되고 있다는 한계점도 발견되고 있어 각 용어

간에 명확한 구분이나 이론적 정의가 필요하다.

학부모 교육참여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는 중이고, 다양한 연구기관

과 연구자들이 ‘학부모학’ 정립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연구자들

이 학부모 교육참여 관련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될 학부모 교육참여 용어를 더

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른 관련 용어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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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 교육참여 관련 용어 비교

가장 먼저 ‘학부모 교육참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부모 교육참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개념을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서 사용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는 현순안(2018)이 학부모

의 학교교육 참여를 ‘개인적인 욕구 차원을 넘어서 공적인 차원까지 확

대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가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을 의미하는 포괄적

의미’로 ‘학부모 교육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주동범(2018)은 ‘학부모 학교참여’와 ‘학부모 참여’를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사

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학부모 학교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역시 지역사회까지 범위를 넓혀 사용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학부모 교육참여’가 더 적절한 용어이다. 이

는 김승보(2015)의 지역사회 중심의 학부모 참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

장과도 일치하며,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는

‘학부모의 교육참여’라고 할 수 있다.

즉,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선행연구에서 혼재하고 있는 학부모 참여,

학부모 학교참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그

리고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등의 용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

역사회에서의 교육적 참여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용어는 ‘학부모 참여’와 ‘학부모 학교참여’이다. ‘학

부모 참여’와 ‘학부모 학교참여’는 기존 다수의 연구(권순범·김월섭·진미

정, 2017; 김승보, 2015; 김은영·이강이·정정화, 2015; 서현석·최인숙,

2012; 이강이·김은영 2014; 이강이·최인숙·서현석, 2012; 임연기, 2002)에

서 학부모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연구

자마다 ‘학부모 참여’를 ‘학부모 학교참여’ 또는 ‘학부모 교육참여’로 혼용

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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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연구들(권순범·김월섭·진미정, 2017; 김승보, 2015; 김은영·

이강이·정정화, 2015; 서현석·최인숙, 2012; 이강이·김은영 2014; 임연기,

2002)에서 이 두 용어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강이·

최인숙·서현석(2012)은 ‘학부모 학교참여’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제반 학교 교육 및 학교 운영에 대해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인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현석·최인숙(2012)은 ‘학부모 참여’는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행하는 일체의 교육참여 활동”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강이·김은영(2014)과 서현석·최인숙(2012)의 두 연

구에서 정의한 학부모 참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부모의 학교참여 유

형을 영역별, 단체 및 조직 가입 여부, 그리고 역량 강화라고 분류하는

것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참여’를 ‘학부모 학교참여’와 같은 개념의 용어

로써 ‘학교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제반 학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

결정, 학교 교육지원, 소통 등의 포괄적인 의미의 학교 활동 참여’로 정

의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와 ‘학부모 학교운영 참여’를 살펴보

고자 한다. 임연기(2002)는 ‘학부모 참여’를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와 ‘학

부모 학교운영 참여’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학부모 참여’는 “학교교

육에 대한 참여”를 지칭하며,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는 학부모 학교교

육 참여 가운데 ‘의사결정 참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박성희(2015)는

‘학부모 활동’이라는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서 의무와 권리의 수행을 위해서 스스로 인성을 개발하며,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p.46)”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학부모 참여, 학부모 활동 및 학부모교육을 포함한다고 주장하

며, 학부모 학교참여,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및 학부모 활동 등의 용어가

연구자의 연구주제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학부모의 학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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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참여’에 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영효·정주영·박균열(2016)은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를 “학부

모가 자녀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 학부모회, 위원회, 모임 등의 학교 교육

활동과 경영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는 학부모가 학교에서 명예교사, 보조교사, 선택과목 수업진행, 학부

모가 진행하는 전문직업인 특별강의 등의 “학부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부모 학교운영 참여’를 살펴보면, 김승보(2015: p.10)는 ‘학부모 학

교참여’를 “학부모가 학교의 정책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

사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학부모 참여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넓은 의미

로 사용하고 있어, 임연기(2002)의 ‘학부모 학교운영 참여’와 유사한 개념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학부모 학교운영 참여’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위

원회, 학부모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윈회,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학부모 교육참여 개념 정리와 용어 정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부모와 관련하여 연구자들 간에 용어

사용과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고 혼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부모 관

련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의 교육참여와 관련 용어들을 구분하

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용어들을 정리하여, 먼저 ‘학부모의 교

육참여’를 가장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학부모 참여’와 ‘학부모 학교참

여’를 동일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학부모 학교운영 참여’와 ‘학부

모 학교교육 참여’를 별도로 정의하여 <그림 1>과 같이 각 용어를 정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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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참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그림 2-1> 학부모 교육참여 관련 용어 개념화

첫째, ‘학부모의 교육참여’란 학부모 관련 용어 가운데 가장 넓고 포

괄적인 개념으로 “학부모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역량을 지닌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으로서 학교 내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제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될 핵심 개

념인 ‘학부모 교육참여’는 학부모 자신을 위해 학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개

념인 ‘학부모교육 참여’ 또는 ‘학부모 대상 교육참여’와는 명확히 구분되

는 개념이다.

둘째, ‘학부모 참여’와 ‘학부모 학교참여’는 동일 개념으로 정의하여 학

부모가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기반으로 수

행하는 제반 학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 학교 교육지원, 소통

등의 포괄적인 의미의 학교 활동 참여”라 정의한다. ‘학부모 교육참여’가

학교 밖의 교육활동에까지 참여를 의미한다면, ‘학부모 참여’와 ‘학부모

학교참여’는 학교 내 교육활동 부분을 제한하는 의미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는 학부모가 학교에서 명예교사, 보조교

사, 선택과목 수업진행, 그리고 전문직업인 특강 등의 “학부모가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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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학교참여의 넓은 의미에서 좀 더 작은 범위를 의미하여 학교

교육활동 부분에 학부모가 직접 강의 또는 교육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넷째, ‘학부모 학교운영 참여’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윈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

회의 위원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으

로 정의한다. 또한 학부모 동아리,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학교안전도우

미 등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해주는 활동까지 모두 포함

하는 개념이다.

2. 학부모 교육참여와 학부모교육의 동향

1) 학부모 교육참여 동향

- 학교·학부모·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을 중심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사회 이전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온 마을이 교

육의 장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 이후 교육에 있어서 가정, 학교 그리고

마을이 분리되기도 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듯하며, 교육은 학교만의 임무

로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는 가정, 학교, 또는 지역사회 중에 어

느 한 기관에서만 담당해서는 각각의 결함을 보완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부모 대다수가 맞벌이 직장인인 현대사회에서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

치단체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고, 이를 위해 학부

모, 교사, 지역사회 담당자는 핵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김은영·권순범·

이강이(2018)는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증가, 자유학년제 운영

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이 절실해졌고, 학부모 교육참여의 필요성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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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부모 교육참여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학부모들도 어떤 교육활동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

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 강화를 위

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혁신교육지구 지정 확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사

회 담당자, 지역교육청 담당자, 각급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학부모회 임원들은 이 지역사회

교육협의체에 암묵적인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고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용어가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러한 교육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명확한 사전지식이 없고, 그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여 첫 회의 참석 석상에서 학부모들이 이 협의체와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지

역사회교육협의체 구성단계에서부터 교사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끌어내

그들이 하게 될 역할, 업무 내용, 임무, 그리고 중요성 등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며 관련된 역량을 함양할 방안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혜진 등(201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교

육협의체 회의에서는 학기 시작 전에 예산지원 계획, 진로·진학 프로그

램 운영계획, 체험학습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결정해야 한다. 이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산편성 기간이 달라, 학교에서 학년이 시작

된 후 뒤늦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을 알게 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

해 교육과정 변경을 하게 되는 등의 학교 교육활동 운영의 어려움을 피

하기 위함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소통·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교육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연간 학교 지원계획이 새 학년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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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 최소 12월 중에는 완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완성된 지원계획이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단위학교로 전달되어,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계

획 수립 시에 반영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학교 현장의 교원들에게도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교원들은 학

교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교-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수행될 연

간계획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학교-지역사회 협력이 교

육과정 계획 수립 단계에 반영되지 못하며, 심지어 학부모 관련 담당교

사도 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새 학기를 시작하는 때도 있다.

Nyatuka·Nyakan(2015)은 굳건한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파트너

십은 학습자의 학습력 향상, 학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바람직한 행동 형

성 등에 도움이 되므로 이와 같은 지역사회 협력교육 체계 확립을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종각(2014)은 교사 양성과정

에서도 예비교사들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학부모와 관련된 지식

을 배워야 하며, 또한 서현석·김월섭·진미정(2015)이 교사 성장단계별 학

부모와의 소통 능력 함양 등을 위한 추가 지원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한 점을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과 맥락을 함께한다.

Doston-Blake(2010)와 Nyatuka·Nyakan(2015)은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파트너십은 학생들에게 높은 학업성취도와 학교에 긍정적 태도

를 길러주고 학부모에게는 교사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여줌과 동시에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역할에 긍

정적인 인식과 소통 방법을 향상시켜 준다고 주장한다.

Ansari·Gershoff(2016)에 의하면 교실이나 지역사회 어디에서든 학부

모가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습득한 것을

가정에서 자녀에게도 적용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학부모가 지역

사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활동도 자녀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부모 참여가 자녀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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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pstein·Sheldon(2016)의 주장처럼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하

여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어

떻게 학부모의 지원을 끌어낼 것인가이다. 또한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

활을 위해 모든 가정의 교육활동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 책무성을 학교에

부여하고 있다. Quezada·Exandrowicz·Molina(2013)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성공적인 교육은 교사들 혼자만이 할 수는 없고 학교-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하며, 교사들이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

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학부모-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

원하기 위하여 1996년 the National Network of Partnership Schools

(NNP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Sanders, 2014). Epstein·Galindo·

Sheldon(2011)에 의하면 NNPS는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학교와 지역

사회 사이의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

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Sanders(2014)는 지역사회

리더(district leaders)가 학교-지역사회 교육협력에 중요 연결고리로서

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목표 확장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협력을 위해서는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부모업무 담당교사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에

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교육을 위해 학부모 및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에게 사전지식을 안내해주는 과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김승보(2015)는 지역사회는 학부모가 스스로 지속성을 가지고 아이들

의 교육을 위해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지원하여야 하며, 학부모 정책 역시 가정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관점에

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Nyatuka·Nyakan(2015)도 연구에 참여

한 교사들 가운데 1/3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파트너십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신규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도 이

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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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민(2013)은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토요학교 사업, 가정·마을·학교 학습공

동체 형성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

되고 있으나 아직 부분적인 움직임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학교-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학교 안·밖의 교육활동 제고를 위해 사전·사

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지침과 규정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학교·학부모·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 협력을 위

해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학부모, 학부모업무 담

당교사 그리고 교육청과 지역사회 학부모업무 담당자의 공감과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계획

과 내용 등에 관한 자료 공유, 상호 간의 의사소통 체계구축 및 사전교

육 또는 안내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학부모교육의 동향과 한계점

부모교육과 학부모교육은 그 출발선이 달라야 함은 물론이고 대상과

내용도 구별되어야 한다. 부모교육 관련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유아기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의 자녀

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부모교육 관련 연구 역

시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꾸준

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연구시범학교 운영계획 및 결과 보고서 등의 기초적인

연구 단계를 넘어 학부모교육 관련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교육

부에서 주관하여 2002년 교육부총리와 교육 연구기관장 간의 교육정책협

의회를 시작으로 2003년 교육정책정보센터가 설립되어 교육기관에서의

연구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시·도교육청별 연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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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관을 설립하여 학부모의 교육참여 관련 및 학부모교육 관련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참여와 관련하여 교사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제기

하는 연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리더 그룹을 위한 교

육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학부모 리더교육 프

로그램은 출발단계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민선(2020)은 2010년부터 2018년 학부모 관련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동향에 관해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에 기초자

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p.228).”라고 주장했다.

학부모교육 분야 관련 연구 가운데 장경원·이종미(2014)의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를 활용한 참여형 학부모교육 사례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경원·이종미(2014)는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행복하게 대화하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모교육론의 방법론으로 제안

가능한 긍정적 탐구 프로그램으로 준비-전개-정리 단계로 구성된 참여

형 학부모교육 운영사례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여 학

부모 자신들의 경험을 발표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나누고, 연수 후 평가

의견을 들어 결과 분석을 공유하였다.

또한, 학부모교육 관련 연구는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을 위해 부모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서현석, 2014), 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부모교육에 대해 만족도가 높지 않다(장경원·이종미, 2014)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필요성을 인식한 학교 현

장 실천가와 교육연구 전문가의 협업을 통하여 이루어져, 이론적·경험적·

실천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반면에 김기수(2017)의 『학부모의 교육주체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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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는 학부모가 교육주체임을 정립하고 학부모가 교육주체로 활

동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언하는 연구

이다. 그는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의미를 정의하면서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 역량강화, 학교와 마을이 연계된 교육공동체 형성, 교

육주체들의 권력 균형화의 세 가지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학부모교육 실태 분석을 통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

원, 각 시·도교육청, 학부모정책연구센터 등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분석하

여 학부모의 교육주체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틀을 구상하여 제시하였

다. 그가 제시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틀에는 학부모의 교육주체 역량개

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관련자는 학부모 자신, 학교·교육청,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이며, 특히 학부모는 교육을 요청하거나 교육지원을 요청

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교육을 받을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부

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프로그램 준비-계획-운영-평

가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교육 현장의 실천가들이 경험적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학부모교육 관련 연구와 더불어 학부모와 관련하여 교사 연수에 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

교와 학부모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학부모 참여 연수 프로그램과 학부모 참

여 연구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각(2014)은 교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학부모와

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양성과정에서도 예비교사들은 사범대학이

나 교육대학에서 학부모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배우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또한 강소연(2011)도 학부모와 교사(학교)는 협력적 관계라는 교사들

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며, 학부모와의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과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Nyatuka & Nyakan, 2015)고 주장한다.

Epstein(2018)는 신규교사에게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는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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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사들의 노력 없이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을 주거나

동기화할 방법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Lasater(2016)도

그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모두 학부모와의 사이에 효율적인 갈등관리

또는 학교-가정 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세경(2017)은 학교와 학부모가 협력적 관

계를 유지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교사-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서현석·김월섭·진미정(2015)의 『학부모-교사 간 관계 협력 증진을 위

한 교사 연수의 방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와 학부모 응답자 99.5%가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교사 집단에서 학부모와

의 의사소통에 관한 효능감(2.71)이 다른 연령 집단(3.18)과 비교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 경험이 없는 저경력 교사

의 경우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수 연수 과정 수강 등의 더 큰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K교육

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1

년간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공문을 통해 학부모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K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1년간 총 23회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였으며, 그 실시현황은 [부록 1]과 같다.

학부모교육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월 기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약 75,000명 재학생의 학부모 가운데 총 1,654명의 학부모가 연간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전체 2.2%의 참여율을 나타

냈다. 총 23회의 교육프로그램은 협의회와 간담회 5회, 컨설팅 2회, 동아

리 활동 3회를 제외하면, 아버지 교실을 포함하여 순수 학부모 대상 교

육은 그리 많지 않음을 할 수 있다. 더구나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도 다

수의 행사는 동일 학부모 또는 일부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

제 전체 학부모의 수 대비 학부모 대상 교육 참여율은 전체 인원의



- 21 -

2.2%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교육, 학부모교육, 그리고 학부모와 관련

한 교사교육의 필요성과 각각의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점차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 리더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를 하고, 일부 교육행정기관 또는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학

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조차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학부모

리더 그룹에게 주어지는 역할도 김기수·강대중·김봉제·김장중·오재길

(2019)의 주장처럼 교육청 차원의 각종 교육이나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의 활동이 교육청 주도의 위로부터의 단순 전달식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부모 리더 그룹은 학교와 다른 학부모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핵심인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소수의 학부모 리더 그룹이 다수 학부모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학부모 리더 그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스스로 찾아서 배우고 함께 성

장하는 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한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과 책무성이 강조

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 리더 그룹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

저 부모 역량, 학부모 역량 그리고 리더의 역량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참

여 역량을 살펴보아야 한다.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을 정의하

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역량이 무엇인지, 부모 역량, 학부모 역량 그

리고 리더의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이에 교육참여 역량을 종합하

여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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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량 개념

2015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학교 교육 현

장에 역량중심 교육이 도입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5)에 의하면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역량중심 교육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 수행평가제도, 자유학기제 시

행, 진로체험 등 실생활과 연계된 체험과 실습을 통한 학습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역량이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

이 되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개인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

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어떤 특징들이다. 여기에는 지식, 기능, 사

고유형, 정신자세, 사고방식 등이 포함된다.1)’ 남상욱(2020)은 역량이란 ‘

궁극적으로 특정 사안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 즉, 동력이며, 역량을 구성

하는 요소는 최종적으로 발현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p. 140)’라

고 정의한다.

먼저 역량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최수진(2020)은 역량의 구성요소

를 지식, 기능, 그리고 태도와 가치로 범주화하였다. 이 세 가지 범주는

각각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지식 범주에는 학문적, 간학문적, 인식론

적, 그리고 절차적 영역을 포함하였고, 기능 범주에는 인지적·메타인지

적, 사회·정서적, 실용적·신체적 영역을 포함하였다. 또한 태도와 가치 범

주에는 개인적, 사회적, 사회·관습적, 인류적 영역을 포함하였으며, 각 해

당 영역별로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그 가운데 지식 범주에서 주목할 역량으로 학문적 역량과 간학문적

역량을 들 수 있다. 먼저, 학문적 역량의 세부 내용은 ‘특정 학문 내에서

의 지식으로서 핵심개념 또는 빅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강조된다. 간학문적 역량은 ‘실생활의 문제와 협상과 이슈들을 서

1)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78478&cid=51072&categoryId=5107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78478&cid=51072&categoryId=5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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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여러 학문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 교과내용

과 실생활과의 연결, 교과 간 다양한 개념의 상호관련성 학습 능력’을 포

함한다.

다음으로 기능 범주에서는 사회·정서적 역량과 실용적·신체적 역량을

살펴보면, 사회·정서적 역량은 자신을 발달시키고, 가정, 학교, 직장, 지

역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그리고 실용적·신체적 역량은 매뉴

얼 조작 등과 같이 도구, 기능 등을 사용하는 일련의 능력을 의미한다.

끝으로 태도와 가치 범주의 개인적, 사회적, 사회·관습적, 인류적 역량을

살펴보면, 특정 가치, 행동, 행위가 좋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원칙을 준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박현숙·구현영(2010)에 의하면 역량이란 동기, 특질, 자아개념,

지식, 기술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식과 기술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능한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역량이란 ‘아는 것’에 더하여 ‘실

제로 해내는 힘과 능력’이며, 이러한 역량은 상황이나 직무에 따라 부여

되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세부 역량으로 범주

화할 수 있다.

2) 부모 역량과 학부모 역량

교육계에도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부모교육에도 양육역량

을 포함하여 부모 역할 수행 능력을 부모 역량 개념(윤영, 2020)으로 사

용하고 있다. 부모 역량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최근 학

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계숙·견주연(2014)은 ‘부모 참 역량 척도’를 양육역량, 자기 체

계 역량, 사회적 역량의 세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하위 구성요소를 제시

하였다.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윤영(2020) 역시 부모 기본역량을

온정적 자녀교육, 자녀 주체성 존중, 자기관리 등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하위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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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령기에 들어서면 부모는 학부모라는 다른 호칭을 부여받게

된다. 학부모란 학생의 보호자를 뜻하는 말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기간까지 부모에게 부여되는 호칭이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급이나 학년에 따라 학부모에게 부여되는 역할이나 책임

이 달라지기도 하며, 그에 따라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다르다. 즉,

학부모 역량이란 학부모가 학부모로서 부여받는 상황과 직무에 따라 학

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 역

량 또한 상황과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유림·백경임·주수언(2014)은 학부모의 역량 가운데 세 가지 핵심 역

량을 의사소통 능력, 갈등관리 전략, 양성평등의식으로 분류하였다. 그들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도

특히 대인관계 능력이 미흡한 수준이며, 구체적으로 관계적 능력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다고 밝혔다. 이는 자녀 수가 많

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가 더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부모의

역량이 높아진다면, 이러한 학부모들의 학교참여가 권장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학부모 리더 그룹에 합류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적

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갑식(2014)은 「초등학교 ‘학부모 역량개발 교육과정’ 참여에 대한

학부모 경험 탐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부모 역량개발 교육과

정은 2013년 한 광역시에서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소통의 기회

를 제공하고, 학교별 교육정책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이

다. 이는 학교별 총 10차시 과정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 영역은

부모역할과 자녀의 이해,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 자기주도적 학습지도,

창의성과 두뇌교육, 범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 내용은 주로 자

신의 자녀교육을 위한 학습교육, 가정교육, 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되어있

다. 연간 10회의 운영을 기본으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특성에 맞추어 연

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한 경험에 관해 연구

한 결과 다양한 시사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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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기수 외(2019)는 학부모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역량을 확장하

여 사회, 학교, 그리고 가정의 세 활동 영역으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

다. 첫 번째 사회 활동 영역에서 학부모에게 필요한 역량은 민주시민의

식, 교육의식, 변화 감수성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학교 활동 영역에서 필

요한 역량은 학교 이해력, 교육적 연대감, 자녀 이해력, 교사 이해력, 교

육적 책임감이다. 마지막 가정 활동 영역에서 필요한 역량은 양육 능력,

문제 대응 능력, 관계 조절 능력, 보호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3) 학부모 리더의 리더십역량

학부모 리더 역량이나 학부모 리더의 리더십역량 관련 선행연구는 찾

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학부모 리더의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유사 영역으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원과 교원행정가를 대상

으로 한 리더십역량 연구들을 참고하여 학부모 리더의 리더십역량 요소

를 선별하였다.

먼저, 유정옥·최성우(2014)는「초·중등학교장의 전략적 리더십역량 탐

색」 연구에서 초·중등 학교장의 전략적 리더십역량 가운데 전략조정 및

집행역량의 하위 역량으로 리더십 요인을 포함하였다. 이 리더십역량으

로는 타인을 끄는 힘, 분위기 화합, 대화의 용이성, 설득력, 권한 공유,

업무와 권한 할당 등의 하위요소로 세분하였다. 학교행정가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조경원·서경혜·조정아·이지은·한유경(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9개의 학교 행정가 핵심역량 항목 가운데 교육적 리더십이 포함되어있으

며, 세부 내용으로 분명한 교육철학과 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사, 학

생, 학부모,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황기우(2011) 「교사 리더십에 관한 중등교사의 인식 분석」 연

구에 의하면, 교사 리더십 조건을 학교문화와 맥락 그리고 역할과 책임

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학교 문화와 맥락에서 핵심요인으로 “학교 구성

원간의 긍정적인 인간관계, 학교의 분위기와 문화, 의사결정의 참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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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간 협조관계, 교장의 지원,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려는 교사의 동기

(p.85)”등으로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4)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서,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은 부

모 역량과 학부모 역량의 기본 역량을 갖추고, 리더로서의 역량과 교육

참여를 위한 역량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은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부모 역량과 학부모 역량을 종합하여 교육철학 및 교육관, 진로·진학

상담 능력, 그리고 학교자치와 학부모의 교육주체화로 구성된 전문역량

을 도출하였다. 또한 리더십역량은 학부모 관련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

가 부재하여 교원 관련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핵심 요소를 도출하

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부모

리더에게 가장 많이 실시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인 학부모회 연간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실행역량을 추가하였다.

먼저, 학부모 리더의 전문역량은 윤영(2020)과 정계숙·견주연(2014)의

연구의 부모 역량 가운데 도출된 핵심요소인 자녀 양육역량, 자녀의 주

체성 존중 및 자신의 사회적 역량을 포함하였다. 또한 김기수 외(2019);

손유림 외(2014); 추갑식(2014); 장온정(2010)의 연구에서 도출한 학부모

역량 가운데 학교 교육체계의 이해 및 교육적 책임감, 자녀의 학교 생활

관리 능력, 자녀의 학습 및 자기주도학습 지도력, 그리고 진로·진학상담

등 범교과 활동 역량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학부모 리더의 리더십역량의 구성요소는 유정옥·최성우

(2014); 조경원 외(2006); 황기우(2011)의 연구에서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능력,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업무와 권한을 할당하고 공유하는 능력,

교육철학과 학교비전 공유 능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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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실행역량 영역은 이민선(2020)의「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교사 이해관계 강화의 하위요소인 학

교 교육활동 이해, 교사와 협력, 교육참여 및 정책이해의 세 개의 구성요

소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K교육지원청에서 1년간 실시한 학부모교육 프

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가운데 학부모 리더 학교참여 학습동아리 교육프

로그램 및 학부모회 연간운영 방법의 노하우,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에 유용한 팁을 핵심 요소로 추출하여 추가하였다.

최종 도출된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은 전문역량Ⅰ, Ⅱ, Ⅲ, 리

더십역량, 그리고 실행역량의 세 범주로 종합·분류하여 <표 2-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전문역량Ⅰ, Ⅱ, Ⅲ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역량Ⅰ은 학부

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가운데 교육철학 및 교육관을 포함하는 역량이

다. 이는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가운데 미래교육의 흐름을 알고

이해하여, 학부모 리더 자신의 교육철학과 교육관 정립에 접목하는 역량

을 포함한다. 전문역량Ⅱ는 진로·진학상담 능력을 포함하는 역량이다.

이는 학부모 리더가 본인들의 진로·진학 경험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

고, 습득한 진로·진학 지식을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진

로·진학 지도에도 활용하는 역량을 포함한다. 전문역량Ⅲ은 교육자치와

학부모 교육주체화 개념을 이해하고 명확한 인식재고를 포함하는 역량이

다. 이는 학부모 리더가 교육자치와 학부모 교육주체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통해 학부모 리더가 자발성과 주체성을 지니고 교육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리더십역량은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역량으로, 학부모 리더

가 학부모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지니고 학교-학

부모 간 소통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실행역량은 학부모회 연간계획 수립·실행 능력, 학부모회

연간운영의 노하우 및 프레젠테이션 문서작성법,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

영 역량을 포함한다.



- 28 -

<표 2-1>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구분 출처 학부모 리더의 전문역량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부모 
역량

윤영(2020);
정계숙·견주연(2014)

▶자녀 양육역량
▶자녀의 주체성 존중
▶사회적 역량 및 자기관리 역량

⇒

▶교육철학 및 교육관

학부모 
역량

김기수 외(2019);
손유림 외(2014); 
추갑식(2014); 
장온정(2010)

▶학교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 및 
교육적 책임감

▶자녀 학교 생활관리 능력
▶자녀의 학습 및 자기주도학습 
지도력

▶진로·진학상담 등 범교과 활동

▶학교자치와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진로·진학상담 능력

리더십
역량

유정옥·최성우(2014); 
조경원 외(2006); 
황기우(2011)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능력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업무, 권한 할당 및 공유 능력
▶교육철학과 학교비전 공유 능력

▶교육철학 및 교육관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

실행
역량

이민선(2020)
▶학교-교사 이해 강화
 - 학교 교육활동 이해, 교사와 
협력, 교육참여 및 정책이해

▶학교자치와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인식개선

▶학부모회 연간계획 
수립·실행 능력

K교육지원청 
학부모 리더 연간 
교육프로그램

▶학부모 리더 학교참여 
학습동아리 교육프로그램 

▶학부모회 연간 운영의 노하우 
및 프레젠테이션 문서작성에 
유용한 팁

▶학부모회 연간계획 
수립·실행 능력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역량 영역 범주화

교육철학 및 교육관 정립 ⇒ 전문역량Ⅰ

진로·진학상담 능력 ⇒ 전문역량Ⅱ

학교자치와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인식개선 ⇒ 전문역량Ⅲ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 ⇒ 리더십역량

학부모회 연간계획 수립·실행 능력 ⇒ 실행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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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모형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학부모교육의 속

성과 리더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교육내용 속에 학부모의 교육참여 역량

을 포함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프

로그램 개발과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선행연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모

형을 구안하고자 한다.

먼저, 다수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모형(김창대·김형수·신을진·이상희·

최한나, 2011; 박성익·임철일·이재경·최정임, 2007; 오인경·최정임, 2005;

이화정·양병찬·변종임, 2009)은 교수체제개발 모형론에서 출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화정·양병찬·변종임(2009)은 “딕, 캐리, 캐리(Dick,

Carey, & Carey, 2005)의 교수체제설계 모형은 체제접근에 근거하여 교

수 설계, 개발, 실행, 그리고 평가 과정을 제시한 대표적인 모형(p.110)”

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교수체제 개발 모형이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수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요 요소들과 그 요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

로 개발 과정 및 절차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p.105)”이라 정의하였다.

교수체제 개발 모형에서 출발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모형은 세부 단계

에서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모형이 분석, 설계, 계발, 실행, 그리고 평

가의 5단계 또는 김창대 외(2011)의 모형과 같이 목표 수립, 프로그램 구

성, 예비 연구, 프로그램 개선의 4단계로 제시되고 있다. 김창대 외(2011)

의 교육프로그램 모형의 단계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 수립 단계

에서는 프로그램 목표의 정립 및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이론

적 모형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 전

략의 선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그리고 예비 연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예비 실행하여 프로그램 모형을 재검토하고 최종모형을 구성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 개선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시행 후 활

동, 내용, 전략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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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살펴보면,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이 개발한 「학부모교육 업무매뉴얼 2013」에서 학부모교육 프로

그램 개발과 운영 절차를 분석, 설계 및 개발, 실행, 그리고 평가의 4단

계로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위 요소를 명시하였다. 먼

저 분석 단계에서는 사전조사 작업을 하고,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연

간운영 계획 수립 및 세부 프로그램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실행단계에

서는 교육 운영 준비, 교육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의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4)의 「행복한 학교 교육공

동체를 위한 학부모교육」 연구보고서에서도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틀

을 프로그램 준비, 계획, 운영, 그리고 평가의 4단계로 제시하고, 각 단계

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위 항목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준비 단계에서

요구조사와 제반 여건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 대상 선정,

목표 선정, 내용 구성, 절차 선정, 그리고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프로그

램 운영 단계에서 프로그램 홍보, 참여자 모집, 계획, 실행을 하고, 그리

고 평가 단계에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평가한다. 배희분(2014)의 연구

에서도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기획, 구성, 실시, 그리고 평가의 4단계로

구성하고 각 절차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정하였다. 즉 기획 단계에서 문

헌연구와 요구조사를 하고, 구성단계에서 내용선정 및 회기의 구성을, 실

시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최종 평가 단계에서 평가 및 수정을

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종합하여 본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분

석, 설계 및 개발, 실행, 그리고 평가의 4단계로 설계하여 세부 절차와

주요 내용을 <표 2-2>와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 단계에서 문

헌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내용선정을 하고,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안)을 설계하고 구성하여 실행 후에 결과 분석 및 평

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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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모형

단계 세부 절차 주요 내용

분석

문헌연구 

Ÿ 선행연구 고찰

Ÿ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파악

Ÿ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도출

내용선정

Ÿ 프로그램 구성 내용선정 및 신뢰도 검증

 - 학부모, 교원 및 학부모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 학부모,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 FGI

⟱

설계 
및 

개발

프로그램(안) 설계
Ÿ 전문가 심층면접

Ÿ 프로그램(안) 설계 및 최종안 도출

프로그램 구성
Ÿ 회기 및 차시 구성

Ÿ 교육 방법 선정

⟱

실행 프로그램 실행

Ÿ 강사 선정 및 강의내용 사전협의

Ÿ 연구참여자 모집

Ÿ 프로그램 실시

⟱

평가
결과 분석 및 

평가

Ÿ 연구참여자 주관적 효과평가

 - 만족도 조사, 자기성찰기록부 작성, 심층면접 

Ÿ 프로그램 모니터링

Ÿ 연구자의 참여관찰 평가

5. 연구 방법 개요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반복적

인 피드백을 통하여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학부모 관련 용어정리 및 학부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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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학부모 리더가 갖추어야 할 교육참여 역량을 조

작적으로 정의하였고, 하위 구성요소를 논리적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을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그리고 실행역량의 세 가

지 역량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역량에 포함되어야 할 하위 구

성요소, 교육목표와 교수요목으로 구분하여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셋째, 제작된 예비문항은 학부모 리더 그룹과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 그룹의 설문조사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수정·보완된 문항을 다시 학부모 리더 그룹, 학부모업무 담당교

사 및 담당자 그룹을 대상으로 집단면접(FGI)을 시행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해 설문문항을 재수정·보완하였고, 프로그램(안)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재수정·보완된 설문문항과 프로그램(안)에 대해 전문가와 심

층면접을 통하여 내용 및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후에 최종 프로그램을 완

성하였다.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실행 단계에서는 경

기도 K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참여

희망자 23명을 모집하여,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

램」을 실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종 이수한 연구참여자 20명

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만족도 조사 및 자기성찰기록부

작성, 학부모업무담당자의 모니터링,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후에 연구참

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에 연구자의 참여관찰 내용을 더하여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평가·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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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프로그램 설계

1.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예비문항 구성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예비문

항은 배희분(2014)이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효과평가를 위

해 실시한 차시별 만족도 평가와 소감문, 박윤희(2003)의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 중요성 인식에 관한 설문, 그리고 하동현(2018)의 연구에 활용

한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

용과 학부모용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두 종류의 설문문항의 대부분

은 동일하며,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용을 위해 프로그램 구성안

의 세부 문항과 담당자로서의 업무 영역은 별도 추가되었다. 그리고 일

부 단순 의견을 묻는 문항을 제외한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용 설문문항은 기본 인적 사항 관련 4

문항, 학부모자치에 대한 기초지식 18문항,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위한 전

문지식 21문항, 그리고 리더십 15문항, 총 5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학부모용 설문문항은 기본 인적사항에 자녀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

여 5문항, 학부모자치에 대한 기초지식 8문항,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위한

전문지식 21문항, 그리고 리더십 15문항, 총 4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학부모 리더 그룹과 학부모업무 담당자 그룹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학부모 리더 그룹의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및 실행역량 개념에

관해서 설명하고 역량 모형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후 부적

합한 문항제거 및 수정·보완을 거쳐 예비문항을 재구성한 후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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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접(FGI)을 시행하여 수정된 예비문항을 다시 수정·보완하였다. 학

부모업무 담당교사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성한 요구도 관련 추가 5문항

은 삭제하였고, 기본 인적사항 및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한 단순 문항은

제거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예비문항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 전문가이며

학교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학부모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감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특히 예비문항 내

용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문항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렇게 해

서 최종 완성된 문항은 필요성 및 요구도 5문항, 전문역량 영역 13문항,

리더십역량 영역 7문항, 그리고 실행역량 영역 8문항으로 전체 33문항으

로 확정하였으며 <표 3-1>과 같다.

<표 3-1> 프로그램 필요성 및 요구도, 역량별 예비문항 (5점 리커트척도)

영역 설문내용

필요성

및 

요구도

(5문항)

1.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프로그램 종류 및 사전 안내 제공

2.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를 위한 사전 연수 프로그램 제공

3.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4.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홍보

5.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행의 정례화(예, 특정 
시기에 매년 시행 등)

전문역량

Ⅰ

(철학: 

5문항)

1. 교육관이 정립되어 있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관 정립 정도

2. 자녀교육 현황에 대한 파악 정도

3. 학교 교육 방향 및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인식 정도

4. 학교 교육을 위한 학부모 리더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파악 정도

5. 학교 교육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에 관한 파악 정도

전문역량

Ⅱ

(진로: 

3문항)

1. 자녀 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파악 정도

2. 자녀 학교의 연간 학사운영에 관한 파악 정도

3. 자녀의 진로·진학 지도 정보 및 방법에 관한 파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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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모집

본 연구를 위해 적합한 지역과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의 모집

전문역량

Ⅲ

(자치: 

5문항)

1. 학교의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파악 정도

2. 지역교육협의체와 학교 교육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파악 정도

3.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규정 및 운영 방식에 관한 파악 정도

4. 지역교육사회협의체의 활동 내용에 관한 파악 정도

5. 지역교육사회협의체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파악 정도

리더십

역량

(7문항)

1.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파악 정도

2.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의 예산활용 및 집행에 관한 파악 정도

3. 학부모 및 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친밀감 정도

4. 학부모 및 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의견 교환 및 소통하는 정도

5. 학부모 교육참여를 위해 다른 학부모를 도와줄 준비 정도

6.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부모 및 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협조
하여 일을 추진하는 자신감 정도

7 학부모 및 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의사 결정에  자신감 정도

실행

역량

(8문항)

1.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부모자치(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 각종 위원회에 학부모 참여 등 포함)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
는지 정도

2. 현재 학교현장에 시행되고 있는 학교-지역사회 협력 교육 사업에 관
하여 파악하고 있는 정도

3. 지역교육협의체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도

4.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대한 자신
감 정도

5.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의 운영 계획을 수립 가능한 정도

6. 지역사회 교육협의체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가능한 정도

7. 학부모 교육참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계획-시행-평가 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데에 대한 자신감 정도

8. 학부모 교육참여 업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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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대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유의표집을 활용하였다. 홍두승·설동훈

(2017)의 주장처럼 유의표집은 연구자의 이론적 실용적 관심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어 본 연구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연

구자는 교사, 교육연구사, 장학사, 그리고 현재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30

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교육열, 지역사회 제반 교육

환경 및 지원 가능성, 각종 교육관련 행사 진행 시 참석률 등을 고려하

여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실행에 적합한 지역

으로 K교육지원청과 K시를 선정하였다.

연구자의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유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K시에는 초등

학교 4개, 중학교 2개 그리고 고등학교 4개, 전체 10개 학교가 소재하며, 

10개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각 학교에서 학부모업무를 담

당하는 교사, 그리고 K시청 및 K교육지원청 학부모업무 담당자 가운데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2019년 8월 20일 K시 혁신교육

포럼에 참석한 초·중·고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및 지방자

치단체의 학부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표

3-2>와 같다.

<표 3-2> 예비문항 설문조사 연구참여자

연번 설문참여자 설문인원

1 초,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18명

2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10명

3 교육청 및 지역사회 학부모업무 담당자 2명

K시와 K시 소재 학교와 학부모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K시는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지역으로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좋고, 학부모의 교육

수준 및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고,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 또한 높

아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관한 관심이 높다. 둘째, K시가 경기도교육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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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을 통해 2019년 3월부터 K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고 학교-지역

사회 교육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동력을 얻었다. K교육혁신지구 지정과 더불어 K시 관내 학

교 현장에서는 학기 시작 전에 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지원할 수 있는 체계

가 수립되었다. 이에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적극 끌어내기 위해 전문역량

을 갖춘 학부모 리더에 대한 교육참여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참여율,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활동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 학부모 리더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리더

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들의 참

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합하다. 

설문조사는 1차로 2019년 8월 20일 K시 혁신교육 포럼에 참석한

초·중·고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부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2명의 희망자가 설문조사에 응답

하였고, 추가로 2차에 응답자들이 다시 주변에 추가 희망자를 모집하여

전체 28명의 응답 결과를 얻어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후 K시 소재

초·중·고 9개교에 학부모 리더 그룹 3명,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그룹 3

명 및 교육청과 지역사회 담당자 2명을 각각의 그룹으로 편성하여 총 3

회에 걸쳐 집단면접(FGI)을 시행하였고, 최종 지역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

지구 학부모업무 담당자이었고 현재 교감으로 재직중인 전문가를 대상으

로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수정·보완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

성하였다. 

3) 예비문항 설문결과 신뢰도 검증

연구자는 학부모 리더 그룹과 학부모업무 담당자 그룹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부모 리더 그룹의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및 실행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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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관해서 설명하고 역량 모형과 설문문항의 적합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설문문항 구성 후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문문항을 확정하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 값을 통하여 응답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실시한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K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K교육지원청 및 K시 학부모업무

담당자 중 1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학부모는 전체 18명이 응답하여

총 2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다.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 설

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표 3-3>과 같다.

<표 3-3> 예비문항 설문 현황 및 신뢰도 검증(Cronbach’s ⍺)
항목 학부모(N = 18) 담당자(N = 10)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요구도(5문항) .953 .885

전문역량(전 영역) .919 .881

전문역량Ⅰ: 교육철학 및 교육관(5문항) .953 -

전문역량Ⅱ: 진로·진학 지도력(3문항) .809 .903

전문역량Ⅲ: 교육자치 및 학부모의 
교육주체화(5문항)

.898 .777

리더십역량(7문항) .871 .843

실행역량(8문항) .907 .803

먼저,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요구도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 신뢰도계수는 학부모 집단이 .953으로 매우 높았으며, 학부모업무 담

당교사 및 담당자 집단이 .885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요구

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문역량의 세 영역 전체의 신뢰도계수는 학부모 집단이 .919로 매우

높았으며, 학부모업무 담당자 집단은 .881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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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전문역량Ⅰ에 대한 학부모 집단의 신뢰도계수는 .95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전문역량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문역량Ⅱ에 대한 신

뢰도계수는 학부모 집단이 .809, 업무담당자 집단이 .903으로 두 집단 모

두 신뢰도가 높았다. 전문역량Ⅲ의 신뢰도계수는 학부모 집단이 .898, 업

무담당자 집단은 .777로 나타났다.

리더십역량에 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학부모 집단이 .871, 학부모업

무 담당자 집단이 .843으로 두 집단 모두 높았으며, 실행역량은 학부모

집단이 .907, 학부모업무 담당자 집단이 .803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신뢰도가 높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그룹별 집단면접(FGI)

학부모,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 그룹을 대상으로 예비문항에

관련하여 설문결과에 대해 검증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보완한 내용을 바탕으로「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

량 강화 프로그램」(안)을 구성하였다. 이 설문문항과 프로그램(안)이 적

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해당분야와 관련하여 1년 이상의 업

무 경험이 있거나, 현재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 학부모 리더 그룹, 학부

모업무 담당교사 그룹, 그리고 교육청과 시청의 학부모업무 담당자를 대

상으로 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안)을 수정·보완하였다.

1) 그룹별 집단면접(FGI) 연구참여자

프로그램(안)을 구성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학부모,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그리고 학부모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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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위한 연구참여자 모집은 예

비문항 설문조사에 참여했었던 28명 중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경험자 가

운데 희망자를 모집하였고,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은 <표 3-4>와 같다.

학부모 그룹 집단면접(FGI)은 2019년 9월 10일 K시 소재 초·중·고등

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학교 급별 각 1명, 총 3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학부모 3명은 모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회 임원을

1년 이상 경험한 학부모 리더 그룹이며, 현재 단위학교의 학부모 학교참

여 활동과 지역사회 차원의 학부모 교육참여 활동에도 참여 중이고 학부

모의 교육참여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그룹 집단면접(FGI)은 2019년 9월 11

일 K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업무를 담당하였거나 현재 담당

하고 있는 교사 중에 학교 급별 각 1명, 총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그룹 역시 최소 1년 이상 학부모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학부모업무 관련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및 K시 학부모업무 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집단면접(FGI)은 2019년 9월 11일 실시하였다. 이 그룹 역시 교

육청과 시청에서 학부모업무 담당자로서 담당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지니

고 있다.

<표 3-4> 그룹별 집단면접 참여자

그룹 참석자 (자녀)소속 학부모 학교참여 경력 또는 업무 답당 경력

학부모

A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 3년

B ○○중학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 4년

C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각 1년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D ○○초등학교 과거 다년간 학부모업무 담당함

E ○○중학교 2019 현재 학부모업무 담당 중

F ○○고등학교 2019 현재 학부모업무 담당 중

학부모업무 
담당자

G K시 교육청 2019 학부모업무 담당자

H K 시청 2019 학부모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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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별 집단면접(FGI) 결과

학부모 그룹과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 세 그룹 모두 집단면

접(FGI) 결과,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관한 개념을

뚜렷하게 분리하여 이해하기 어려워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학부모 그룹과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 세 그룹 모두 본 프로

그램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참여 세 가지

역량 영역인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및 실행역량은 세 영역 모두 본 프로

그램에 편성되어 함양되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여기고 있었다. 학부모

의 교육참여에 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운영 방법, 예산 사용 및 결산 방법, 다른 학교, 교육청, 시청 및 다른 학

부모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 교육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다.

먼저, 본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요구도에 대한 그룹별 내용타당도는

다음과 같다.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

구의 필요성 및 요구도와 관련해서는 참여한 학부모, 학부모업무 담당교

사 및 교육청 학부모업무 담당자 세 그룹 모두 본 프로그램은 매우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설문문항에 관한 내용은 타당하다는 평가였다.

학부모 그룹은 사전에 간단한 안내조차 없이 바로 학부모회 활동을

시작해야 할 때 당황스러웠으며, 학부모회 운영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사전에 안내 또는 기본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집행 및 보고와 관련된 사항도 알아야 하는데 이전

연도에 학부모회를 운영하신 분들은 자녀의 졸업과 동시에 만날 수 없어

인계를 잘 받지 못하는 점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필요성과 요구도에 대

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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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A : “올해 2년째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어렵고 어떤 의견 개진을 하려

면 학교가 학교운영위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뭘 물어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알려 주는 분

도 없고 물어보기도 어렵고...”

학부모B : “학부모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전에 학부모회 관

련 설명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1학기 때 한 번 갔었는데... 거기서는 아~ 저렇

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건 알게 됐는데... 사실 세부적인... 예산을 세운다던

가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듣고는 모르거든요.”

학부모업무 담당교사들은 학부모 그룹보다 본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학부모를 대하는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학부모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교육활동을 지원해주기

보다는 자신들의 자녀만을 위해 무언가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단

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의무교육 기간처럼 학부모교육 프로

그램도 필수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담당교사D : “(초등학교)저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짜 해야 되지 않

을까? 우리 선생님들끼리 그냥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부모교육 시켜야 한다고 

해요.” 

담당교사E : “의무교육 안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것처럼 학부모에게도 10시간짜

리라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이수증을 제출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전 이수 프로그램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상황에서 

뭐 학부모는 학교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다 연수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좋겠고 메뉴는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편차가 되게 심해요. 

정말 훌륭한 부모님도 있지만, 정말 아이를 절대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싶

은 부모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준화시키려면 연수가 필

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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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시청의 학부모업무 담당자들 역시 본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학부모 리더 그룹의 역량 강화를 강

조하였다. 이는 학부모업무 담당자들은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업무

를 진행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부모들이 교육주체로서의 활동보다는 관찰자

또는 지킴이 성격의 활동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도 교육주체로서의

역할 부여와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구체적인 의

견은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전문역량과 관련하여 그룹별 내용타당도를 살펴보면, 학부

모 그룹의 집단면접(FGI) 참여자들은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어

담당자G :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을 다 양성할 수는 없

으므로 학교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상위 1% 정도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리더를 양성하여 그 학부모님들이 다른 학부모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 필요할 듯합니다.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학교에 지원해주는 전래놀

이 수업 같은 경우에도 리더를 양성하면 그 리더가 다른 학부모 봉사자들에게 

전래놀이를 지도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게 되어 학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H :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운영위원으로 학교업무에 대한 

심의 등이 있을 경우 학교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대

로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식적인 

행위로만 운영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이것은 학교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

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담당자G : “요즘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교육주체로서의 참여라기보다는 관찰자

와 지킴이의 성격이 큰데, 학부모도 꼭 공부 관련이 아닌 자연, 인성,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일정한 수료로 학부모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고, 자녀

와 학생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저녁시간을 활용, 식사도 제공하고 아이들과 같이 교

육받는 자리도 마련하여 교육시간의 부담이 적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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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점과 교육프로그램 설계 시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

양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자녀교육 방향 설정과 자녀의 자기주도학습능

력 함양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

수록 진로·진학상담 영역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컸다. 또한 내 자녀를

위해 시작한 교육참여 활동에 대한 범위를 점차 넓혀 소수의 의견만 반

영되는 학부모회 운영이라는 편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

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문역량 영역에 관한 학부모업무 담당교사의 의견을 살펴보면, 학부

학부모 B : “학부모들에게 인식을 많이 바꿔 준 것 같아요. 사실 학부모들이 많

이 알 거 같지만 사실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 애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

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오셔서 자기주도학습이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주도학습이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생

소했지만... 그게 뭐 자기 혼자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라 하

더라고요.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내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해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준 것 같은? 그런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성적에 직접

적인 도움을 팍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가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가는 

거구 엄마도 인식을 바꾸는 거니까.” 

학부모 B : “고등학교로 가면 입시위주로 가야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점점 실

제 내 아이가 아닌 지역 아이를 위한 그런 부분을 스스로 하시기가 발품도 팔

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기도 쉽지는 않

은 거 같아요. 일단 입시에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면...”

학부모 C : “물론 내 아이를 위해 시작했었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임원이 되면

서 저도 학부모회까지 들어가게 돼서, 그런 활동을 초, 중학교 때는 안 하다가 

고등학교에서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고

등학교는 정말 학부모들이 활동이 많지는 않아서... 학부모회랑 운영위원회가 다 

같은 분들인 거여요... 그분들로만 운영이 되다보니까 왜 이런... 참여 같은 게 

소수의 어머니들하고만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학

부모회는 학부모회대로 운영위는 운영위원회대로 많은 여러 의견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소수 의견만이 반영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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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교육참여 활동 시에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 강조한다. 또한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기존에 ‘봉사’의 개념이 아니고 명확한 교육주체 의식을 지녀야 하며,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하였으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담당교사D : “교사의 영역을 자꾸 침범해오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아, 이게 학부모가 교육참여 전에 학부모

의 영역과 교사의 영역을 잘 알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

구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결국은 알면 알수록 자꾸 침범해

서 들어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매우 어려웠어요.” 

담당교사E : “내가 교육의 주체로서 뭘 도와 드려야 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변화도 필

요한 것 같아요.” 

전문역량 영역에 관한 교육청 및 시청의 학부모업무 담당자 그룹 역시

학부모의 교육참여 활동 시에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

하다고 여기고 있다.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 대화법, 공감 능력 향상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으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담당자G :  “학부모 교양과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도 일반 선생님과 뻔하고 지루한 교과서식 교육보다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공감이 가는 강사를 초빙하고, 대화법이나 교육법을 공

부하고 토론하며, 꼭 선생님이나 학교가 아닌 부모와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H :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이 이루어지면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가 줄어들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 같아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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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H :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집

행, 학사일정 구성 배경, 교육과정 등..”

리더십역량과 관련하여 그룹별 내용타당도를 살펴보면, 집단면접

(FGI)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리더십역량 영역에 대해 학부모의 교육참여

에 관련하여 공공성과 책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본인의

자녀에게만 어떤 혜택을 기대하는 이기적인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이 필요

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학부모회 회장이 부회장에게, 부회장이 학년 대표

에게, 학년 대표는 학급 대표에게 단순한 의사전달이 되는 체계에 변화

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학부모 리더 그룹의 역할과 그들의 마인드가 매

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A : “네트워크...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공지사항 내려오면 그걸 어

떻게 회장님이 부회장에게 연락을 하고, 학년대표한테 연락이 오면, 학년대표

는 반대표 엄마들한테 연락을 하고, 반대표 엄마들은 반 전체 엄마들한테 공

지를 해야 되는데...” 

학부모B : “회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걸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짠다거나 결정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그

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회장님 마인드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회

장님에 대한 어떤 교육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학부모C :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학부모들이 학교행사

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회장이나 운영위원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 물론 본인이 능력이 되고 그런 또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하시겠

지만 사실 그분들이 어떤 검증되지 않은 걸 수 있잖아요. ~~~(중략)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회장님 성격이나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 일하는 방법이 결

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저희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수의 의견을 이

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집단면접(FGI)에 참여한 학부모업무 담당교사들은 역시 리더십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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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대해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관련하여 공공성과 책무성을 매우 중

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내 자식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견해였다. 학부모 리더 그룹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

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학부모 그룹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상호존중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 학부모 관련 민원은 학부모 리더 그룹에서 학부모와 소통하여 해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담당교사D : “제 생각으로는 리더, 지금 말씀하신 학운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

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공공성에 입각한 학부모가 있고, 이기적인, 자기 자녀

를 위한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부모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이죠... 그분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학교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뭐에 하나에 

꽂혀서 아주 작은 거 하나에 꼬투리를 잡고 그래서 더 회의를 힘들게 하지를 

않나, 자기 자녀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지를 않나... (중략) 어쨌든 가

장 중요한 건 교육을, 학교를 바라보는 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 같아요, 리더에게는...”

담당교사E :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운영위원장이나 회장단에서 모아서 처리

하면 오히려 선생님들도 정말 바람직한 거죠.”

담당교사D : “제가 보기엔 그래요. (공공성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는 공공성 회복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D)

끝으로 집단면접(FGI)에 참여한 학부모업무 담당자들 역시 교사 그룹

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한 공공성과 책무성을 매우 중요

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내 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학부모업무 담당자들은 학부모가

교육과 학교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면, 자녀 또는 학교와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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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루어져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당자G : “교육과 학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아이와의 공감대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자H :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이 이루어지면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가 줄어들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 같아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행역량 영역과 관련하여 그룹별 내용타당도를 살펴보면, 집단면접

(FGI) 실시 결과,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가운데

학부모,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 세 그룹 모두 학부모 리더의 실행

역량 함양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실행역량 함양이 중요한 이유는 매년 3월이 되면 새로 구성

되는 학부모회 대표 그룹이 이전 연도의 활동에 관하여 인계받을 방법이

없어 매년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이

없고 안내 사항도 부족하여 학부모회 1년 계획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

히 예산집행 및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

력하였으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A : “정말 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전임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계시고 한꺼번에 딱 바뀌지 않고 해서, 기존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

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듣기도 하고 해서 배워가지만... 만약에게 교육을 

하시거나 그런 계획이시면 그런 쪽에 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학부모A : “저는 그 회계 쪽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건 너무 어려워서. 

그거 운영위원 할 때 그 안건으로 예산, 결산 이런 거 하면 저는 그냥 손만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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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업무 담당교사들의 의견 역시 실행역량의 함양이 매우 중요하

다고 주장했다. 담당교사들 역시 예산 관련의 어려움이 있으며, 학부모회

에서 학부모회 업무를 담당해주는 자발성과 주체성을 요구하였으며, 구

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담당교사D : “저희도 예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학부모 관련 계획이나 

진행 이런 건 학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진행도 마무리도 다 학부모회

에서 하시는 걸로 했어요.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그 외에 모든 강사 

섭외 이런 것도 학부모회에서 하세요.” 

담당교사E : “자발적인 참여는 저희 학교도 특히 심해요. 그리고 봉사차원의 

학부모 참여활동 되게 싫어해요. 정말 아까 말했던 청소라던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청소 불러서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 

학부모업무 담당자들의 의견 역시 실행역량의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담당자들 역시 학부모회 운영 시작 전에 사전 교육프로그

램 등을 통해 이전연도 운영사례 공유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

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담당자H :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집

행, 학사일정 구성 배경, 교육과정 등.” 

3) 그룹별 집단면접(FGI) 결과 반영 사항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안)이 적합한 내용

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해당분야에 대해 1년 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 학부모 리더 그룹,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그

룹, 그리고 교육청과 시청의 학부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단면접

(FGI)을 시행하여 프로그램(안)을 수정·보완한 사항은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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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집단면접(FGI) 결과 반영 사항

프로그램구성 시 집단면접(FGI) 결과 반영 사항

필요성 
및 

요구도

역량 영역
프로그램 구성 시 반영 사항전문

역량
리더
십

실행
역량

학부모 매우 
높음

매우
적절

보완 
매우 
적절

w 자녀교육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안
내 요구

w 입시제도 안내에 대한 요구
w 학부모의 교육참여 지원을 위한 공공

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내용 추가 
요구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매우 
높음

매우
적절

매우 
적절

보완

w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안내 추가 요구
w 교육에 대한 공공성과 책무성 
w 학부모회 스스로 자발성과 적극성을 

지니고 독립적인 운영 체계 구축

학부모업무 
담당자

매우 
높음

수정 
보완

매우 
적절

매우 
적절

w 교육에 대한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 방
안 필요 

w 학교 교육활동 및 교육 전반에 걸친 
사전 교육

w 학부모 리더 그룹을 위한 필수 교육프
로그램 마련 요구

먼저 학부모,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그리고 담당자, 세 그룹 모두 학

부모 교육참여를 위해서 최우선 선행조건으로 공공성과 책무성을 꼽았으

며, 이와 관련된 교육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따라

서 학부모 교육참여에 필수 조건이 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리더십역량

강의 구성에 반영하였다. 또한 강의내용 구성을 위해 해당 강사와 사전

협의 시에 실제 강사가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학부모

리더에게 요구되는 공공성과 책무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강의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부모업무 담당교사들은 학부모가 미래교육 방향을 알고 학교

교육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강의내용에 포함해 주라고

요청하여, 처음 기획되었던 전문역량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상 강의에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이라는 강의명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상에 미래교육 방향을 추가해서 강의를 편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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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그룹은 자녀교육을 위해 현행 입시제도에서 학부

모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안내를 요구하여,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강의내용에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편성하였다.

학부모업무 담당교사와 담당자 그룹은 학부모회 스스로 자발성과 적극성

을 지니고 학부모회를 운영해줄 수 있도록 학부모 리더 그룹을 위한 필

수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이는 실행역량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강의에 반영하여 편성하였

다. 특히 학부모업무 담당자의 요청사항인 학교 교육활동 및 교육 전반

에 걸친 사전 교육을 추가하기 위해,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강의를

담당할 강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 연간계획표와 학부모회 1

년의 운영과정을 비교하여 흐름도를 작성하여 예시로 제시하기로 협의하

였다.

3.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안)

그룹별 집단면접(FGI)을 통해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해야 할 의견들을

추출하여, 전문역량Ⅰ, Ⅱ, Ⅲ, 리더십역량, 그리고 실행역량 별로 각각

강의명과 강의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초안을 <표 3-6>

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전문역량Ⅰ 강의명은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로 자녀교육을 위

한 교육철학 및 교육관 정립을 목표로 하였다. 전문역량Ⅱ 강의명은 ‘학

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로 정하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안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전문역량Ⅲ 강의명은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로 학부모의 교육

자치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였다.

다음으로 리더십역량 강의명은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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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학부모 리더 그룹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 및 학부모의 교육참

여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행역량 강의명은 ‘학

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로 설정하여, 학부모회 1년 운영을 위한 계획 수

립 및 운영 경험을 통한 노하우 공유를 목표로 정했다.

<표 3-6> 프로그램 편성(안)

영역 그룹별 반영 의견 프로그램 편성 강의명

전문
역량
Ⅰ

학부모: 자녀교육 방향 설정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양 방법

⇒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담당교사: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담당자: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전문
역량
Ⅱ

학부모: 입시제도 및 진로·진학 지도방법

⇒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담당교사: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들의 진로·지도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

담당자: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공부법 안내

전문
역량
Ⅲ

학부모: 학부모 교육참여 범위 및 역할, 교
육주체로서의 학부모의 역할

⇒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담당교사: 학부모의 역할 이해,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이해, 인식개선

담당자: 학부모의 역할 이해, 학부모 리더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리더
십역
량

학부모: 학부모 리더 그룹의 공공성과 책
무성 확보,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한 
인식개선

⇒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

담당교사: 학부모 리더 그룹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 학부모 리더 그룹의 역할
과 마인드의 중요성, 상호존중의 학부모 
문화 형성

담당자: 학부모 리더 그룹의 공공성과 책
무성 확보, 의사소통 체계 및 소통의 중
요성, 학부모 리더 그룹의 역할과 마인
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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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심층면접

1) 전문가 심층면접 기초자료

프로그램(안) 설계를 위한 예비문항에 대해 학부모, 학부모업무 담당

교사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신뢰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학부모,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를 대

상으로 집단면접(FGI)을 시행하여 내용타당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안)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안)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은 2019년 10월 4일에 실시되었으며, 참여한 전문가

는 중·고등학교 교사 16년, 교육연구사 2년 및 장학사 3년의 경력의 현

직 중학교 교감으로 세부사항은 <표 3-7>과 같다. 전문가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경험이 풍부하며, 이후 K시 교육혁신지구 담당

장학사로 지역교육협의체 및 학부모업무를 담당하여 두 개 분야 모두에

전문성을 갖추었다. 또한 2019년 9월 1일 현재 OO중학교 교감으로 부임

하여 학교 교육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학부모의 교육참여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실행
역량

학부모: 학부모회 운영 등의 사전교육프로
그램 필요 및 이전연도 활동 결과를 인
계받을 방법 필요, 예산 부분 지식 필요

⇒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담당교사: 학부모회 사전 교육프로그램 및 

예산 관련 사전 안내 필요

담당자: 학부모회 운영 관련 사례 중심의 
사전 교육프로그램 및 이전연도 담당자
와의 인수인계 방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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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전문가 심층면접 참여자

그룹 구분 소속, 업무 및 경력

전문가 ○○중학교 교감 교사 16년, 교육연구사 2년 및 장학사 3년

2)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및 반영 사항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초안을 가지고, 전

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사항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부모들과 부딪치며 교육활동을 전개하다

보니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과정이 매

우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안)을 검토해보니 강

의명과 교수요목 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부분 적절하게 잘 구성되

었다. 다만, 학부모의 학교 참여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지역적

인 편차가 매우 크다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프로

그램 구성 시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연구대상 및 지역선정을 신중히 하여

야 하며, 특히, 지역선정 시에 연구참여자 선정에 어려움이 없는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는 지역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

음과 같다.

전문가 : “9월 1일 자로 학교로 부임을 해보니, 학부모 리더 그룹의 중요성을 

더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 “학부모회의 회장님을 맡은 분께서 어떻게 역할 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학부모회가 정말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서로 협력적으로 관계

를 형성해서 학교와 협력적인 교육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그 학부모회의 임원들 간에 서로 갈등구조가 형성이 된다면, 그것은 교육

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 그룹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활동들은 꼭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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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초안은 전

문역량, 리더십역량 및 실행역량의 세 영역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영역을 살펴보고 세부적인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역량 영역에 세 강의를 편성하여 교육철학 및 교육관 정립, 진로·

진학상담 방법 및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전문역량 영역의 강

의에 학부모들의 교육철학 및 부모 역할 정립을 위한 내용이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 “이 세 가지의 역량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운영위

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의 역량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고 계시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중략) 학부모님들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

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의사소통과 리더십 역시 어떤 조직이든 학부모

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영향이라

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 “어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철학하고 함

께 맞닿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

역 만 예로 들어본다면 아이들이 정말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에 노출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사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에 대한 순위

나 뭐 이런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

들이 진짜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미래사회가 어떻게 될까? 그

런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교육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철학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셋째, 전문가 역시 리더십역량 영역 강의 구성 시에 학부모들이 갖추

어야 하는 교육에 대한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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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였다. 자신의 자녀만을 위해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

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학부모들이 이기

심을 버리고 모두의 자녀들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학부모의 교

육참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 “일단 내 아이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내 아이를 

가장 중심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모든 학부모회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어느 정도는 이익이 

되어야 그 조직에 참여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략>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철학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 함께 기

르는, 그럼 부모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할 수 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실행역량 영역에서 프로그램 개설 시기는 집단면접(FGI)에서 3

∼4월에 실행할 것을 추천하였으나 전문가는 이와는 다른 의견이었다.

전문가는 당해 연도 사업 결과 평가회 후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는 12

월 또는 늦어도 다음 연도 1월을 추천하며 학교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실행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부모 동아리 모임을 단순한 취미활동

보다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

다고 제언하였다.

특히 학부모 리더 그룹과 교사, 그리고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

로 계획서 작성 및 다음 연도 학부모 총회 시에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자

료까지 구성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 “저는 올해 학사운영 결과가 정리되고 그리고 차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이 교육과정이 진행되야 된다고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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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최종안

1) 프로그램 회기 및 차시 구성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문

헌조사 및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예비문항을 구성하여 학부모,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학부모업무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예비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

됩니다. 그래서 좀 미리 고민을 해야 하지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 실제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서를 써서 내시다 보니까 좀 실효성 있는 것보다 그냥 부모

님들끼리 학교 교육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좀 분리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약간 취미동아리의 목적을 지닌 그런 학부모회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문가 : “이 연수 프로그램의 그 가장 중심은 학부모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학부모업무를 담당하

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함께 들으시면 더 의미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

략) 함께 하시지 못하더라도 이 실습 과정만이라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 “학부모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학부모님들만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부모님

들께서 지원을 해주시거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도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

다거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활동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실습은 선생님들과 좀 함께 구성하도록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학부모가 그냥 학교에 어떤 민원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서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런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육과정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연간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들의 협조를 더 받을 수 있

다면 실습 시간이 조금 더 알차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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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다음으로 학부모,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학부모업무 담당자를 대

상으로 집단면접(FGI)을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프로그램(안)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최종안을 구성하였다.

최종 프로그램은 총 5개의 강의로 구성하고, 한 개의 강의는 3차시로

편성하여 총 15차시로 구성되었다. 성인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의 시간을 대학생의 1회 수업 시간에 근거하여 한 개의 강의를 3시간으

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또한 강의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어 강의목표 달성

을 위해서 적절한 시간은 3시간이라는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전체 15차시로 구성한 근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2) “제14조(학점

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

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

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8.>”에 있다. 그 이유는 본 프로그램

이 향후 학부모 리더 인증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최소

이수단위를 준수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이민선(2020)이 학부모교육 프로

그램이 단기간 내에 종료될 때 이벤트성 행사로 간주되어 교육 효과성이

저하되므로 최소 8회기 내지 10회기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것에도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을 함양

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학부모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실행역량의 세 영역으로, 이

세 영역은 다시 전문역량Ⅰ, Ⅱ, Ⅲ, 리더십역량, 그리고 실행역량의 다섯

영역으로 세분되었다. 세분된 다섯 개의 역량에 대한 강의명을 확정하였

다.

역량별로 구성된 다섯 강의의 구성안은 다음과 같다. 전문역량Ⅰ 강

의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전문역량Ⅱ,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2)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20%EC

%8B%9C%ED%96%89%EB%A0%B9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B%A0%B9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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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및 전문역량Ⅲ,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을 각 강의를 3

차시로 전체 9차시로 구성하였다. 리더십역량 강의 ‘학부모 문화를 바꾸

는 학부모 리더의 화법’은 3차시로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실행역량 강

의 역시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3차시로 구성하였다.

집합과정으로 계획되었던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

그램」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과 집합의 혼합과정으

로 편성하였다. 최종 확정된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

그램」의 다섯 개 강의 15차시의 구성 내용을 강의명, 교수목표, 교수요

목, 강의 형태 및 방법별로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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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번 역량 강의명 교수목표 교수요목
차
시

강의 형태

강의방법집
합

온
라
인

1
전문

역량Ⅰ

미래
교육과 
우리

아이들  

w 미래사회의 창의융
합형 인재

w 교육철학 역량 함양 
및 교육관 정립

w 학부모의 자녀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철학 비전 공유
w 미래교육의 방향 제시 및 행복한 교육 이해
w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미래지향적 사고
w 미래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자녀교육 방법

3h ○
강의 및
질의응답

2
전문

역량Ⅱ

학부모 리
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w 자녀교육의 노하우 
공유

w 진로·진학상담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

w 미래사회 구조 변화 및 교육 변화 방향 예측
w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진학 지도 
w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주목해야 할 요소: 미래, 기술, 

역량 및 자녀의 특성을 중심으로
w 사례별 진로·진학 지도 노하우 공유

3h ○
강의 및
질의응답

3
전문

역량Ⅲ

교육자치
와 학부모 
리더의 역

할

w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w 학부모의 교육참여 
의미와 역할

w 교육자치와 학부모 교육주체화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w 교육주체로서의 건전한 학부모 교육관 정립 및 바람직한 

학부모상 구현
w 학부모의 교육참여의 의미와 역할 이해하기
w 해외 학부모 교육참여 사례 공유

3h ○
포럼

토의·토론

4
리더십 
역량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

w 학부모 리더에게 요
구되는 책무성 및 
공공성 

w 소통과 협업을 이끄
는 리더십

w 왜 학부모 리더에게 책무성 및 공공성이 필요한가?
w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부모 리더의 리더십
w 건강한 교육공동체 관계 형성 노하우
w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전략
w 학부모 마음을 사로잡는 래포 형성법

3h ○
강의 및
질의응답

5
실행
역량

학부모회 
1년 잘 살

아보기

w 단위학교 중심 학부
모회 자치 활성화

w 학부모자치 활동 연
간 운영계획 수립

w 우수 사례로 보는 단위학교 중심 학부모회 활동
w 학부모자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실습
w 학부모 동아리 운영 사례로 보는 학부모 동아리 활동 노하우
w 빛을 더하는 PPT 및 동영상 제작법

3h ○
실습 및

토의·토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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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별 교수목표 및 교수요목

먼저, 전문역량 강의는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학부모 리더를 위

한 진로·진학 노하우’와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등 총 3개의

강의로 편성하였다.

전문역량Ⅰ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강의의 교수목표는 학부모들의

교육철학 역량 함양 및 미래사회 창의융합형 인재 이해이다. 이러한 목

표 달성을 위한 교수요목은 학부모의 자녀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철학

비전 공유, 미래교육의 방향 제시 및 행복한 교육의 이해,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인재상과 미래지향적 사고, 미래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자녀교육 방법 등을 중심으로 다루는 강의로 온라인 강의로 설계되

었고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역량Ⅱ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강의는 학부모 리

더로서뿐만 아니라 자녀의 진로·진학 지도에 필수 내용을 포함하였다.

교수목표는 자녀교육의 노하우 공유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진학 지도 역

량 강화에 있다. 교수요목은 미래사회 구조 변화 및 교육 변화 예측, 자

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진학상담,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주목해

야 할 요소, 사례별 진로·진학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내 자녀

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자녀교육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유용한 강의가 될 것이다. 본 강의

역시 온라인 강의로 설계되었고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역량Ⅲ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강의는 학교자치의 개념

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정립

을 향해 갈 수 있는 역량 함양에 필요한 강의이다. 교수목표는 학교자치

와 학부모 교육주체의 이해 및 학부모의 교육참여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

기이다. 교수요목은 학교자치와 학부모 교육주체화의 궁극적 목적은 무

엇인가?, 교육주체로서의 건전한 학부모 교육관 정립 및 바람직한 학부

모상 구현, 학부모 교육참여의 의미와 역할 이해하기, 해외 학부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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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사례 공유 등이다. 진행자와 두 명의 발제자가 각각의 주제를 발표

하고 질의응답 및 토의·토론으로 진행되는 포럼형식의 집합과정 강의로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정립 및 학교자치의 중요성 인식 및 이해, 학부모

의 교육참여 개념 및 필요성, 유형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강의이다.

리더십역량 함양을 위한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학부모 리더의 화법’

강의의 교수목표는 학부모 리더에게 요구되는 책무성 및 공공성에 대한

고민의 문을 열고, 소통과 협업을 이끄는 리더십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

다. 이를 위한 교수요목은 왜 학부모 리더에게 공공성과 책무성이 필요

한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부모 리더의 리더십, 건강한 교육공동체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및 갈등 관리 전략, 학부모 마음을 사로잡을

래포 형성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설계하

고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실행역량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강의의 교수목표는 단위

학교 중심 학부모회 자치 활성화 이해하기 및 학부모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한 교수요목은 우수 사례로

보는 단위학교 중심 학부모회 활동, 학부모자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실

습, 학부모 동아리 운영사례로 보는 학부모 동아리 노하우, 빛을 더하는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제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강의는 본 연구

과제의 핵심 강의로써 학부모 리더는 학부모자치 활동과 학부모 동아리

활동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학부모 총회 진행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구성하는 집합과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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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프로그램 실행

1. 연구 방법 및 연구참여자 모집

1)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연구 방법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

완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구로써 실행 연구 방

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적합한 강사 선정을 시작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학부모 리더의 전

문역량, 리더십역량, 실행역량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므로 한 명의 강사가

모두 담당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본 연구자가 개

발한 프로그램을 실제 교육할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각 강의에

적합한 강사는 해당 강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강의 경

험이 풍부하여 강의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시 대처 능력을 갖추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강의내용을 잘 풀

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전문역량Ⅰ 강의에 적합한 강사는 학부모 리더에게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학부모 자신만의 교육철학과 교육관을 정

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학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

며, 그리고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녀교육 경험의

소유자라면 더욱 적합하다.

전문역량Ⅱ 강의의 강사는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있는 진로·진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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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교사 가운데 학생 진로·진학지도 경험과 해당분야에 대한 강의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가장 적합하다. 학부모 리더에게 진로·진학상담 역량 함

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까지도 고려하

고 이해할 수 있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가 가능해

지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이 요구된다.

전문역량Ⅲ 강의에 적합한 강사는 먼저 학부모 교육참여에 관련하여

이론적 지식이 풍부하고, 교육자치에 대해 뚜렷한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주체화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활동에서 직접

실천해본 경험이 있는 교장 또는 교감, 그리고 학부모정책관련 연구 경

험자가 적합하다. 본 강의는 두 명 이상의 강사가 분야를 나누어 포럼

또는 컨퍼런스 형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 한 명의 강사는

학교에서 학부모회에 자발성과 주도성을 부여해 학부모회 스스로 학부모

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경험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야 한다.

리더십역량에 적합한 강사는 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를 초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력개발 또는 리더십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니고, 의사소통, 갈등관리, 조직관리, 그리고 리더십등과 관련하

여 교원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가 적합하

다. 또한 리더십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한 경험을

갖춘 교장 또는 교감도 적합하다.

실행역량 강의의 강사는 현재 모든 교육청에 설치된 학부모지원센터

에서 근무하며 학부모 대상 강의 경험을 검증받은 학부모지원전문가가

가장 적합하다.

둘째, 강사 선정 후에는 강사와 강의내용 구성을 위해 수시로 사전협

의를 통하여 강의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강사 선정 및 강의

내용 협의 과정과 동시에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자기성찰기록부, 연구자의 참여관찰 및 학부모정책 담당자의 모니터링

결과를 수집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종료 후에 추가로 연구참여자들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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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행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는 모두 연구자의 참여관찰 자료와 종합

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Cousins와 Earl(1992)의 참여적 평가에 근거하

여 연구자가 연구과정에 깊이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가치를 이해하

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고,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이었다. 또한 Grammatikopoulos(2012)의 주장처럼 프로그램

제공자, 수요자, 그리고 참여자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

으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연구참여자들에게 강의 만족도 조사와 자

기성찰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 프로그램 전

반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기성찰기록부에는 참여자의 주관적

의견으로 첫째,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의식 및 각 역량 함양에 도움

이 되는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며, 둘째, 학부모 리더로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

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을 하고, 셋째, 학부모 리더로서

본 과정의 좋은 점과 차년도에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고민해보고 응

답하게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종료 후에 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정도, 강의내용,

교수법, 강사 등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강의 만족

도 설문조사는 강의 종료 후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되었으

며, 강의내용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응답 및 각 강의에 수정·보완할 추

가 의견을 기재하게 하였다.

연구자의 참여관찰은 ‘참여관찰 및 모니터링 기록부’ 양식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출석률 및 집중도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실행 참여에 대한 열

의,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 정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전문·리더십·

실행역량의 함양 여부 위주로 관찰하여 기록하였고, 강의 후에 참여자들

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통해 추가 사항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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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참여관찰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 학부모 정책담당자의 프

로그램 모니터링 내용을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니터링은 ‘참여관찰

및 모니터링 기록부’와 같은 양식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출석률 및 집

중도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실행 참여에 대한 열의,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 정도, 프로그램 내용 적절성, 역량별로 함양 정도를 관찰하며, 강의

후에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통해 추가 사항을 파악하여, 참여관

찰 시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중 희망자 5명을 대상으로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관하여 대면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

접은 연구참여자들의 시간을 고려하여 2명은 개별 심층면접으로, 3명은

집단 심층면접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개별 참여자의 구체적인

교육참여의 경험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관하여 심층 의견을 나

누었다. 심층면접의 주된 질문 내용은 학부모의 교육참여 경험, 본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험, 지속 필요성과 그 이유, 실행 시기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본 과정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본 프로

그램의 발전방안, 가장 좋았던 강의와 그 이유, 개선안 및 추가되어야 할

강의와 그 이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2) 프로그램 실행 연구참여자 모집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를 희망

하는 자는 K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2020년 9월 11일 K시 교

육청 학부모업무 담당자로부터 관내 10개 학교 학부모회 회장의 동의와

연락처를 받아 연구자가 학부모회 회장에게 홍보를 부탁하였다. 그들이

학교별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1차 모집하였고, K시 혁신교육협의

체 회의 시에 추가 모집하여 최종 23명의 연구참여자가 모집되었으며,

최종 2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수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에 최종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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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단은 <표 4-1>과 같다.

연구참여자 20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는 가장 어린

자녀의 학교급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 기준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자녀

를 둔 학부모 5명,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8명,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

부모 7명으로 구분되었다. 20명의 연구참여자의 연령 분포는 45세에서

55세 사이이며, 여 19명과 남 1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 20명 가운

데에는 학부모이면서 현재 교사로 근무하는 참여자도 7명이 포함되어있

어 학교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을 동시에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

<표 4-1> 프로그램 실행 참여자

연번 성별 자녀정보 연번 성별 자녀정보

P1 여 2(초5, 중3) P11 여 2(중2, 고1)

P2 여 3(초2, 초5) P12 여 2(고3, 대학생)

P3 여 2(고3 대학생) P13 여 2(초6, 중2)

P4 여 2(중1, 고1) P14 여 2(중2, 고2)

P5 여 2(고2, 대학생) P15 여 1(고2)

P6 여 2(초5, 중2) P16 여 4(초3, 중3, 고3, 대학생)

P7 여 2(중1, 고2) P17 여 1(고3)

P8 여 1(고3) P18 여 2(중3, 고2)

P9 여 2(고1, 대학생) P19 여 2(고1, 대학생)

P10 여 3(중2, 고3, 대학생) P20 남 2(고3, 대학생)

2.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행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행은 전문역량Ⅰ,

Ⅱ, Ⅲ 강의를 먼저 진행하고 리더십역량,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역량 강

의의 순서로 설계하였다. 먼저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강의를 통하여

교육철학 및 교육관을 정립하고,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강의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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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교육자치와 학부모 교육주체화에 대한 인식개선 순서로 설계

하였다.

다음으로 리더십역량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학부모 리더의 화법’ 강

의를 통하여 학부모 문화를 익히고 학부모 리더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방

법 및 리더십을 익혀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에 대한 공공성 및 책무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실행학습

에서 학부모회 운영을 위해 학년 초 1년 살기 계획부터 학년말 운영 보

고회까지 사례를 통하여 시뮬레이션 형태로 집어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행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세 차례

연기되면서 연구참여자들과 강사 섭외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강사 섭외

과정에서 최종 변경된 프로그램 실행은 2020년 10월 23(금), 24(토), 28

(수), 31(토)일에 총 4회로 편성·운영되었다. 모든 강의는 사전에 해당 강

사와 본 프로그램의 의도, 목적, 연구참여자 현황 등을 공유하고 강의내

용의 필수요소와 강조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하여 이것이 강의내용에 포

함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방법도 온라인과 집합의 혼합과정으로 변경하였

다. 전체 15차시 가운데 9차시는 1일 3시간, 3일에 걸쳐 줌(Zoom)을 활

용하여 온라인 쌍방향 실시간 연수로 진행하고, 필수 집합과정에서 다루

어야 할 2개의 강의 6차시, 즉 전문역량Ⅲ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

할’과 실행역량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강의는 K 고등학교에서 집합

연수로 실시하도록 편성하여 <표 4-2>와 같이 진행되었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20분 전에 줌(Zoom) 사이트를 개설하여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입장한 후 강사가 입장하여 강의를 시작하였다. 강의 진

행 방법은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Zoom 강의실 내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그룹별로 토의·토론을 진행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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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가운데 최초의 일정과 변경된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

진학 노하우’ 및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두 강의는 실시간 강

의를 녹화하여 학부모 리더 연수를 위해 개설된 네이버 밴드에 탑재하였

다. 이렇게 해서 변경된 시간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학부모 리더가

추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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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프로그램 실행 일정 및 세부 운영 현황

일시 강의명 강의/활동 내용

강사
시
간

형태 및 방법

장소 비고
소속 직위 성명 집

합

온
라
인

방법

10.23
(금)

19:00~
22:00

학부모 문화
를 바꾸는 

리더십

w 왜 학부모 리더에게 공공성과 책무성이 필요한가?
w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부모 리더의 리더십
w 건강한 교육공동체 관계 형성 노하우
w 학부모 리더의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전략
w 학부모 마음을 사로잡는 래포 형성법

(전) 
○○중 교장 이○○ 3 ○ 질의

응답

온라인
실시간
ZOOM

10.24
(토)

09:00~
12:00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w 학부모의 자녀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철학 비전 공유
w 미래교육의 방향 제시 및 행복한 교육 이해
w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미래지향적 사고
w 미래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자녀교육 방법

○○
연구소 소장 최○○ 3 ○ 질의

응답

온라인
실시간
ZOOM

공개 
강의

10.28
(수)

19:00~
22:00

학부모 리더
를 위한 진

로·진학 노하
우 

w 미래사회 구조 변화 및 교육 변화 방향 예측
w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진학 지도 
w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주목해야할 요소: 미래, 기

술, 역량 및 자녀의 특성을 중심으로
w 사례별 진로·진학 지도 노하우 공유

○○고 진로진
학부장 황○○ 3 ○ 질의

응답

온라인
실시간
ZOOM

10.31
(토)

09:00~
12:00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

의 역할

w 교육자치와 학부모 교육주체화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
인가?

w 교육주체로서의 건전한 학부모 교육관 정립 및 바람
직한 학부모상 구현

w 학부모의 교육참여의 의미와 역할 이해하기
w 해외 학부모 교육참여 사례 공유

○○교대
○○초

교수
교감

김○○
오○○ 3 ○ 토의

토론
○○고

시청각실 포럼

10.31
(토)

13:00~
16:00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w 우수 사례로 보는 단위학교 중심 학부모회 활동
w 학부모자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실습
w 학부모 동아리 운영사례로 보는 학부모 동아리 활동 노

하우
w 빛을 더하는 PPT 및 동영상 제작법

○○
교육지원

청

학부모
지원전
문가

석○○ 3 ○ 실습 ○○고
시청각실

실행
학습

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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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강의 진행 순서대

로, 각 강의 별 참여관찰 사항, 그리고 강의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리더십역량 :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

첫 번째 강의는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으로 강의 목표는 학부

모 리더에게 요구되는 책무성 및 공공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통과 협

업을 이끄는 리더십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다.

연구자로서 본 강의의 기획 의도는 집단면접(FGI) 결과에 나타나 있

듯이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필수 요건이 공공성과 책무성이라는 의견

에서 출발하였다. 대부분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시작

하는 시점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나치게 성적에 집착하거나, 학교 측에 내

자녀만을 위한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등의 이기심이 나타나기도 하는 부

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목표가 ‘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만’에서 ‘우

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으로의 인식개선이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

량 강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본 강의를 기획하였다.

연구자는 오랜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본 강의에 적합한 강사로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하며 학부모와의 성공적인 협업 경험을 공유하며 학부

모 리더의 공감과 인식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경험이 풍부한 퇴임

교장을 선별하였다. 강사는 교장으로 재직 시절에 학교 운영을 학부모들

과 협업하여 성공한 경험이 많고, 다른 학교와 그 사례를 공유하는 강의

경험도 풍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모범사례자로 여러 차례 EBS 교육 방

송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는 특히 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최고의 방법이라는 ‘내면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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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초빙 진행 중에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매우 공감하였

다. 강의내용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협의에서 연구자와 강사는 학부모 문

화를 바꾸는 것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서 중심 역할을 하는 학부모 리더의 공공성과 책무성은 학부모 리더의

리더십에 핵심 요소임을 충분히 공감하였다. 연구자와 강사는 충분한 협

의 과정을 통해 학부모 각자가 자신의 자녀만을 위한 지나친 욕심에서

나올 수 있는 학부모들 간의 갈등 사례를 강의내용에 포함하기로 하였

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이러한 이기심이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참견하게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까지도 본 강의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사례 공유를 포함하

여 강의내용을 <표 4-3>과 같이 구성하여 실행하였다.

2020년 10월 23(금)일 19시부터 22시까지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다. 강의 시작 20분 전에 줌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주소를 네이버 밴드와 개별 문자로 공지하였다. 20명의 연구참여

자 모두 출석하여 경청하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에 학부모회를 운영하면

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

자들은 강의 시간 내내 집중하여 강의에 몰입하였고, 심지어 강의가 끝

난 후에도 줌에 머물며 개별 상담도 진행하였다.

강의의 주요 내용으로, 성공적인 학교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 요

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좋은 관계 형성에서 출발하며, 학부모 및 지역

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

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무한 경쟁체제 속에서 내면의

상처를 키워온 환경으로 보고, 불안한 학교와 가정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학부모 리

더의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과 도덕적 리더십의 사례로 제시하였고, 학

부모 리더가 다른 학부모들의 공감과 동참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함께, 자율과 책임, 섬김과 행동, 집단지성 발휘’ 등으로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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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과 연구참여자들의 몰입도 등을 지켜본 연구자로서 본 강의

가 그동안 학부모 리더 그룹이 접해보지 못한 공공성과 책무성을 근간으

로 리더십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었으며 매우 의미 있는 강의라고 판단되

었다. 다소 부족한 점은 강의 후 이어진 개별 상담에서 결국 본인의 자

녀 상황에 국한되는 상담내용을 들으며 3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학부모

리더의 인식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한계점을 느꼈다. 결

국 이러한 강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리더

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4-3> 리더십역량 강의안

리더십역량

강의

명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전 ○○중학교 교장)

강의

목표

w 학부모 리더에게 요구되는 책무성 및 공공성 

w 소통과 협업을 이끄는 리더십

교수

요목

w 왜 학부모 리더에게 공공성과 책무성이 필요한가?

w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부모 리더의 리더십

w 건강한 교육공동체 관계 형성 노하우

w 학부모 리더의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전략

w 학부모 마음을 사로잡는 래포 형성법

강의

일시 
2020.10.23.(금) 19:00∼22:00(온라인 줌 활용 강의)

주요

강의

내용

▶성공적인 학교 교육에 미치는 요인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좋은 관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

▶불안한 학교와 가정

  - 무한 경쟁체제 속에서 내면의 상처를 키워온 환경

  - 오래 전부터 있었던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

▶내면의 변화가 요구됨: 교사, 학생, 학부모의 마음

▶섬김의 리더십: 경청을 통해 소통하는 학부모회 만들기

▶도덕적 리더십: 교사리더십, 학생리더십, 학부모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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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역량Ⅰ: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두 번째 강의는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로 강의 목표는 미래사회 창

의융합형 인재상은 무엇이며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할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로서 지녀야 할 자신만의 교육철학 및 교육관을 정립하여 전

문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다.

연구자로서 본 강의의 기획 의도는 미래교육 방향은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해야 한다는 점과 집단면접(FGI)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학부

모들이 자녀를 어떤 관점에서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호소하

는 데서 출발하였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성적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할 고교학점제 도입 등

의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교육의 핵심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교육활동은 성적 중심의

대학입시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육 역시 성적이

라는 수치에 의존하며,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

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강의는 학부모 리더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학생들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와 성장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세우기: 깊은 공감으로 시작하는 교육공동체

▶학부모 리더의 공감: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 지배, 통제, 권위적, 일방적 지시 ⇒ 함께, 자율과 책임, 섬김과 행동, 집단

지성

▶학부모 리더의 질문을 활용한 공감과 경청의 대화법

핵심

내용 

슬라

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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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철학 및 교육관을 정립하기 위한 강의

로 편성하였다.

본 강의의 강사는 관련분야의 저명한 전문가가 적합하며, 교육철학이

뚜렷하고 자녀교육 또한 미래교육 방향에 적합하게 접목한 실제 경험이

풍부한 사례 중심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였다. 해당 강사

는 교육과 다른 분야를 전공하였으며, 교육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책의 저자로서 미래교육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기에 적합한 강사이다. 그는 본인의 자녀교

육에도 자녀의 특성과 희망을 미래교육 방향에 접목하여 관점을 변화시

키는 교육 방법으로 성공하였으며, 두 자녀와 함께 「○○○○ 창조 교

과서」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탐색한

강사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 강의에 가장 적합한 강사로 판단하

여 섭외하였다.

강의를 위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하고 소통하였으며, 강사는 연구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강의내용

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강사에게 입시를 위한 성적 위주의 교육관이

왜 이제는 더 필요하지 않은지에 관한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진

정한 미래교육을 위한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해당 강사 역시 이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자신

의 경험과 자녀교육 사례를 포함하여 강의내용을 <표 4-4>와 같이 구

성하여 실행하였다.

2020년 10월 24일(토)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된 ‘미래교육과 우

리 아이들’ 강의 역시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

었다. 이전 강의와 같은 방법으로 강의 시작 20분 전에 줌 사이트를 개

설하여 사이트 주소를 네이버 밴드와 개별 문자로 공지하였다. 20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출석하였으며, 강의 시간 내내 집중하여 강의에 몰입하

였다.

강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들이 창의성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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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자녀교육에 필수 요건과 항목을

선별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으며, 내 아이일 때와 남의 아이일 때의

관점의 차이에서 학부모 리더의 인식개선을 시도하였다. 강사는 강의 중

간에 본인의 자녀교육 실패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학부모 리더들의 큰

호응과 공감을 얻기도 하였다.

연구자의 참여관찰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강의는 자녀의 미래 교육

력 향상을 위해 정립해야 하는 학부모에게 교육철학 및 비전 공유, 미래

교육의 방향 및 행복한 교육의 이해, 그리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모가 지녀야 하는 전문지식과 자세를 명쾌

하게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 연구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 후 심층면접에서 본 강의는

“학부모 리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학

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탑재하여 상시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

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강사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본 강의 녹화에 동의

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프로그램 설계와 강의내용에 관하여 저작권과 관

련하여 연구자 또는 강사 중 누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진 부분이다.

<표 4-4> 전문역량Ⅰ 강의안

전문역량Ⅰ

강의

명
미래사회의 창의융합 인재(○○경영연구소 소장)

강의

목표

w 미래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w 교육철학 역량 함양 및 교육관 정립

교수

요목

w 학부모의 자녀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철학 비전 공유

w 미래교육의 방향 제시 및 행복한 교육 이해

w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미래지향적 사고

w 미래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자녀교육 방법

강의

일시 
2020.10.23.(금) 19:00∼22:00(온라인 줌 활용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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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역량Ⅱ :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세 번째 강의는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로 강의 목표

는 자녀교육의 노하우 공유 및 진로·진학 지도 역량을 강화하여 다른 학

부모와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에 도움이 되는 전문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

연구자로서 본 강의의 기획 의도는 학부모라면 모두가 가장 관심 있

는 분야로 진로·진학의 전문지식을 꼽고 있으며, FGI 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학부모들이 학교 성적에만 의존한 입시제도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주요

강의

내용

▶창의성의 핵심은 뭘까?

 - 구글이 무서운 이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한 사회 모습

▶자녀와 함께 출판한 「생각 창조 교과서」

▶남의 아이

 - “대학 나왔냐?” 

 - “학교 졸업 안 했어요.”

 - “괜찮아. 하고픈 일을 하면 돼.”

▶교육적 관점1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열심히 하는 거지.“

▶교육적 관점2

 - ”재미있어하는 걸 공부하게 하자.“

▶교육적 관점3

 - “AI가 인간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을 AI처럼 교육하지 않았는가?”

▶다가올 미래의 핵심: 창의, 융합,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고등학교 1학년생의 질문: 그럼 선생님 공부 안 해도 돼요?

▶융합의 시대 ⇒ 융합, 누구나 할 수 있다!!!

  - 사례 : 왕갈비 양념+통닭, 네이버 라인+카카오, 칼+다리, 미술+패션...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교육

핵심

내용 

슬라

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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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

하였다. 본 강의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현재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자녀

의 진로·진학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교육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는 진로·진학 방향을

모두 제시할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본 강의를 기획하였다.

본 강의의 강사로는 학생들의 진로·진학 분야에 오랜 경험을 통해 축

적된 노하우를 지니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직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초빙하였다. 해당 강사는 진로·진학상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강사로 활동할 만큼 인정받는 전문가이다.

강의내용 편성을 위한 사전협의회에서 본 강의는 학부모 리더는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상담 역량을 갖추어야 한

다는 데 동의하고, 강의내용을 <표 4-5>와 같이 편성·운영하였다.

2020년 10월 28일(수)일 19시부터 22시까지 역시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전 강의와 같은 방법으로 강의 시

작 20분 전에 줌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주소를 네이버 밴드와 개별

문자로 공지하였다. 해당 강의 역시 20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출석하였으

며,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인 만큼 강의 집중도와 몰입

도가 매우 높았다.

강의 주요 내용은 미래사회 구조 변화 및 교육 변화 방향을 예측하

고, 이에 대응하여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진학상담 역량 함양이

었다. 먼저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주목해야 할 요소인 미래, 기술,

역량 및 자녀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화두로 시작하여 제자들의 사례 공

유로 이어졌다. 본 강의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입시제도 및 대학입시 제

도의 변화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의 변화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연구자의 참여관찰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강의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듯이 자녀의 진로·진학 사례 공유 후에는 학부모들의 질

문이 매우 많았으며, 예정된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현행 대학입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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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방향을 토의·토론을 하는 등 열띤 반응을 보여 연구참여자들의 요

구에 부합되는 강의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된다.

<표 4-5> 전문역량Ⅱ 강의안

전문역량Ⅱ

강의

명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의 노하우(○○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강의

목표

w 자녀교육의 노하우 공유

w 진로·진학상담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

교수

요목

w 미래사회 구조 변화 및 교육 변화 방향 예측

w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진학 지도 

w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주목해야 할 요소: 미래, 기술, 역량 및 자녀의 

특성을 중심으로

w 사례별 진로·진학 지도 노하우 공유

강의

일시 
2020.10.23.(금) 19:00∼22:00(온라인 줌 활용 강의)

주요

강의

내용

▶미래에 주목하라

 - 인구 구조의 변화

▶기술에 주목하라

 - 기술의 발달, 기업 채용 방식의 변화, Post 코로나 시대, 

▶역량에 주목하라

 - 미래핵심역량,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역할

▶자녀의 특성에 주목하라

 -청소년의 고민거리, 대학진학 및 전공선택 시 진로 및 직업 고려, 진로·선택 

시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

▶제자들의 사례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변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형 교육체제 필요,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

등, 특정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 경제력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설립 취지와 다른 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도입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

 -  대입전형 4년 예고제 시행, 대입전형 표준화(4+2년제), 대입 모집 시기 및 

유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변화, 고등학교 생활

의 이해, 대입 로드맵

▶진로 선택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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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역량Ⅲ :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네 번째 강의는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로 강의목표는 학교

자치와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정립 및 인식개선, 학부모의 교육참여 의미

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다.

연구자로서 본 강의를 기획한 의도는 학부모 리더가 교육자치의 본질

이해부터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집단면접(FGI)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학부모가 자신의 자

녀만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학부모 교육참여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좁은 시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해

서 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참여의 현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학부모 교육참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자 함이다.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의 중요 주제인 교육자치, 학교자치,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그리고 학부모 리더의 역할 등에 대해 이론적 접근을 시도

할 예정이어서 집합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강의는 연구자가 사회

를 담당하고 두 명의 강사를 초청하여 각자의 주제를 발제하고 연구참여

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포럼으로 기획하였다. 이유는 강의에서 다루어질

범위가 넓고, 주제가 원론적이고 이론적이어서 자칫 연구참여자들이 흥

미를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강의에 집중하여 경청한 후 자신의 의

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 교육과정 특성화, 일반고 직업위탁과정

핵심

내용 

슬라

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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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토) 오전 강의로 편성된 본 강의는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소규모 그룹별로 모여 토의·토론하

는 강의 방법은 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강의형식을 변경

하여 첫 번째 강사의 발제와 질의응답, 그리고 두 번째 강사의 발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본 강의가 이론을 다루고 있으나 지나치게 이론적이지 않으

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사례를 통하여 강의를 풀어나가야

하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자치와 학부모회 관련 경험이 많고 관련 연

구 경험을 고루 갖춘 전문강사를 초빙하기 위해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첫 번째 강사는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교감으로 학교에서 자발성

을 지니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학부모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학부모 연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부모 교육참여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부모 교육주체화와 관련된 저서를 집필하기

도 한 학교자치와 학부모회 분야의 전문가이다. 두 번째 발제자는 서울

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학부모정책 관련 연구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학부모정책 연구 분야의 전문가

이다. 두 강사는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관련 저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

여 이론과 현장겸험을 고루 갖춘 강사들이다.

본 강의 기획을 위해 사전협의회 시에 두 강사는 강의내용에 대해 서

로 의견을 교환하며 각각의 전문분야를 나누어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칫 강의가 지나치게 원론에 치우치거나 이론적인 내용으로 너무 지루

하게 흐르지 않도록 사례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로 협의하였다. 먼저 첫 번째 강사는 그의 전문분야인

교육자치, 학교자치,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그리고 학부모 리더의 역할

부분을 담당하고, 두 번째 강사는 학부모의 교육참여 의미와 역할에 대

해 우리나라와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순서로 <표 4-6>과 같이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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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 강의 주요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직접 부딪

치며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경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

다. 강사는 학교자치와 학부모 교육주체화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화두

로 제시하였다. 먼저, 학교자치와 학부모 교육주체화의 궁극적 목적은 무

엇인지, 그리고 교육주체로서의 건전한 학부모 교육관 정립 및 바람직한

학부모상 구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의 문을 열고 학부모

스스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부모의 눈

으로 보면 달리 보이는 것과 더 잘 보이는 것에 대한 담론을 통하여 학

부모의 인식개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발제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 교육참여의 의미와 역할 이해하

기, 해외 학부모 교육참여 사례 공유 등에 관하여 발제하였다. 언론에 나

타난 세계 여러 나라의 학부모 이슈를 함께 공유하며 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고민의 문을 열었다. 특히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학부모가 인정하는 교사 발굴’과

‘교사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 발굴’과 ‘모델링(Modeling)’을 제안하

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발제 후에는 이와 관련된 주제

로 발제자와 연구참여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연구자의 참여관찰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강의를 기획하면서 가졌던

다소 이론 중심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연구자의 편견이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연구참여자들도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 지

식을 얻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향후 정책 수립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여 본 강

의의 편성에 대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본 강의를 포럼 형식으로 진

행하였으면 교육자치와 학부모 교육주체화 관련 주제를 가지고 발제자와

연구참여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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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 전문역량Ⅲ 강의안

전문역량Ⅱ

강의

명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 ○○초등학교 교감

 - ○○교육대학교 교수 

강의

목표

w 학교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w 학부모의 교육참여 의미와 역할

교수

요목

w 교육자치와 학부모 교육주체화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w 교육주체로서의 건전한 학부모 교육관 정립 및 바람직한 학부모상 구현

w 학부모의 교육참여의 의미와 역할 이해하기

w 해외 학부모 교육참여 사례 공유

강의

일시 
2020.10.31.(토) 09:00∼12:00(집합과정: ○○시청각실)

주요

강의

내용

▶학교자치와 학부모 교육주체화를 위한 몇 가지 질문

 - 교육자치 VS 학교자치, 지방교육자치강화추친단

 - 학교자치와 학부모 교육주체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 학교자치를 위한 우리나라 상황 VS 외국의 상황은?

▶학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학부모 교육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부모의 눈으로 보면 달리 보인다.

 - 학부모 눈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 것들

▶학부모 교육참여의 의미와 역할

 - 해외 학부모 교육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 언론에 나타난 세계 여러 나라의 학부모 이슈: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호주, 싱가포르, 미국 등

 - 학부모 교육참여 사례: 영국과 일본

▶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과제

 - 학부모의 교육열, 자녀에 대한 이기심에 대한 이해

 -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시 완충 방안 수립

 - 신뢰형성: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 Modeling: 학부모가 인정하는 교사 발굴, 교사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학부

모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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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행역량 :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마지막 강의이며 본 프로그램의 핵심 강의인 ‘학부모회 1년 잘 살아

보기’의 강의목표는 단위학교 중심 학부모회 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자치 활동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인수인계하는 일련의 과

정을 실습해보는 실행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연구자로서 본 강의를 기획한 의도는 집단면접(FGI)에서 연구참여자

들이 제시하였듯이, 매년 3월 학부모회가 구성된 직후 학부모 리더에게

학부모회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필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학부모회는 대부분 1년 단위 사업으로

다음 연도에 새로 담당하는 학부모들은 아무런 사전 교육 또는 인수인계

절차 없이 무작정 시작해야 하는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어 이 과정을 체

계화할 필요가 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모든 학교에 학부

모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매년 시작하는 일이 매년 같

은 혼란을 겪는다면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매뉴얼로 만들 수 있

다는 점에서 본 강의를 기획하였다.

연구자는 본 강의를 진행할 강사로서 우리나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

치되어있는 학부모지원센터에 배치된 학부모지원전문가가 가장 적합하다

고 판단했다. 이유는 학부모지원전문가의 담당업무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이들이 학부모 리더 그룹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학

부모지원센터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주변에 학부모업무 관련 강의

핵심

내용 

슬라

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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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도 많고, 그리고 관내 학교 학부모와 학부모업무 담당 교사들로부터

그 전문성에 대해 신뢰를 받는 학부모지원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였다.

연구자와 강사는 강의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회에서 본 강의가 본 연

구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공감하고 강의 편성을 매우 신중히 하였

다. 본 강의를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이 1년 동안 학부모회가 원활하게 진

행되는 데 필요한 예산계획을 포함하여 활동 계획을 수립·운영·결산하고

인수인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양질의 강의를 편성하여

<표 4-7>과 같이 운영하였다.

2020년 10월 31일(토) 오후에 편성된 마지막 강의 역시 코로나19 상

황변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강의식으로 진

행하였다.

본 강의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과 관점의 변화에 관하

여 화두를 열고, 학부모회 운영개요, 학부모회 구성, 주요 준비사항, 그리

고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등의 학부모회 운영의 이해에 관하여 설명

하였다. 또한 집단면접(FGI)에서 나타난 연구참여자들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인 예산 확보, 사용 절차, 예산 수립 시 확인 사항 등의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학부모회 연간운영 후에 반드시 이어져

야 할 인수인계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우

수 학부모회 활동 사례 및 다양한 학부모 동아리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학부모회 1년 운영계획을 수립해보는 실습 과정을 안내하였다. 추가로

학부모 동아리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동아리 활동의 노하우를 익혔다.

연구자의 참여관찰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강의는 학부모 리더에게 3

월 초에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교육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어야 하며 연

구참여자들 역시 이점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본 강의도 그룹별로 모여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보고 직접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하여 공유하는 실

습 과정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강사가 학부모회의 시에 학부모 리

더들이 회의를 진행하며 학부모회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플로 차

트로 설명하고, 포스트잇 등을 활용하여 그룹 활동 진행 방법을 안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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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학부모회의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예시 자료를 공유

하였다.

연구자로서 강사가 예시를 보여주면서 직접 시연해주는 과정만으로도

본 강의의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

이 직접 학부모회 연간계획을 수립해보는 실습 과정을 진행하였다면 더

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표 4-7> 실행역량 강의안

실행역량

강의

명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가)

강의

목표

w 단위학교 중심 학부모회 자치 활성화

w 학부모자치 활동 연간 운영계획 수립

교수

요목

w 우수 사례로 보는 단위학교 중심 학부모회 활동

w 학부모자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실습

w 학부모 동아리 운영 사례로 보는 학부모 동아리 활동 노하우

w 빛을 더하는 PPT 및 동영상 제작법

강의

일시 
2020.10.31.(토) 13:00∼16:00(집합과정: ○○시청각실)

주요

강의

내용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과 관점 변화

 -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법령

 - 2020 학부모 지원 사업 주요 변화

 - 2020 학부모회 운영지원 컨설팅

 - 2020 학부모교육 운영

▶학부모회 운영 이해

 - 학부모회 운영 개요, 학부모회 구성, 주요 준비 사항,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학부모회 연간 활동 계획(예시), 학부모회 정기총회 사례, 대의원회 운

영사례

▶학부모회 예산 관리

 - 학부모회 예산 확보, 관리 및 사용 절차 예시, 예산 수립 시 확인 사항

▶학부모회 인수인계

 -학부모회 총회 후 1주일 이내 인수인계 권장, 학부모회 인수인계 목록

▶실전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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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학교참여 어렵지 않아요.

▶학부모회 동아리 활동 계획 작성

 - 예시 작성해보기 

핵심

내용 

슬라

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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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프로그램 분석 및 평가

1. 프로그램 실행 결과 자료 수집

1)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행 방법이 온라인

및 집합의 혼합과정으로 변경·진행되어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매 강의 후

에 만족도 조사 및 자기성찰기록부 기록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2020년

10월 31일 집합연수 종료 후 모든 강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자기성찰

기록부 작성을 한 번에 실시하였다.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 만족도

문항은 먼저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7문항과 강의별 강의내용 및 강사 만

족도 7문항, 그리고 서술형 자기성찰기록부 3문항의 전체 17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 5-1>과 <표 5-2>와 같다.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 만족도

및 강의별 만족도 설문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 만족도 문

항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의 일치도, 강의내용의 적절성, 강사의 전문

성과 교수방법의 효과성,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관한 만족도, 학부모의

교육참여 실천에 도움이 되는지, 다음 연도에도 개설되기를 희망하는지

를 포함해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강의별 강의 만족도 설문문항은 해당 강의가 목표에 부합되

는지, 교육내용의 적절성, 해당 강사의 전문성 및 교수방법의 효율성, 강

의 시간 및 내용에 관한 만족도, 해당 강의가 학부모의 교육참여 실천에

도움이 되는지, 다음 연도 개설 희망 여부 및 기타 추가 의견을 기록하

는 서술형 한 문항을 포함하여 모두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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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질문 문항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가 만족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설문내용

1 프로그램 내용은 배우고자 하는 목표와 일치하였다.

2 강의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하였다.

3 강사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수방법이 효과적이다.

4 참여한 프로그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만족한다. 

5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실천하기에 도움이 된다.

6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7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참여한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표 5-2> 강의별 만족도 질문 문항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가 만족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설문내용

1 본 강의내용는 배우고자 하는 목표와 일치하였다.

2 본 강의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하였다.

3 강사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수방법이 효과적이다.

4 본 강의 시간 및 내용에 만족한다. 

5 본 강의내용은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실천하기에 도움이 된다.

6 본 강의는 내년에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7

본 강의에 대한 추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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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성찰기록부 작성

자기성찰기록부는 서술형으로 각 강의별로 작성하게 구성하였다. 첫

째, 본 프로그램이 전문역량Ⅰ, Ⅱ, Ⅲ, 리더십역량 및 실행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 둘째, 학부모 리더로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교육참여에 대

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셋째,

해당 강의에서 학부모 리더로서 가장 많이 배운 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

을 기록할 수 있도록 <표 5-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5-3> 자기성찰기록부 질문지

자기성찰기록부

1. 나는 오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모 리더로서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해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지니기 위해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실행역량 가운데 
어떤 역량을 향상시켰는가? (강의명과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주세요.)

2. 나는 학부모 리더로서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학교참여에 대
한 필요성을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3. 오늘 프로그램에서 학부모 리더로서 가장 많이 배운 점과 더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가운데 지속되어야 하는 강의와 보
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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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만족도 조사 및 자기성찰기록부 작성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와 강의별 만족도 그리고 자기성찰기록부 내용

을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실행 결과 분석에 필요한 수집 자료로 활용하

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이는 연수참여자들이 하루 동안 6차시의 집합연

수 종료 후, 전체 강의에 관한 참여 만족도 조사와 자기성찰기록부를 단

시간에 작성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술

형 문항에는 거의 답변을 기재하지 않아 추가 자료 수집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수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 실행 종료

후에 필수 내용만을 포함하여 간소화된 양식으로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가로 각 강의와 강사별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고,

간소화된 양식의 자기성찰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만족도 조사와 자

기성찰기록부 기록은 무기명이며, 연구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만족도 조사와 자기성찰기록부 기록을 위한 설문문항은

객관식 13문항과 서술형 4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강사 및 강의

내용 만족도 설문 10문항, 부문별 역량 함양 정도 3문항과 자기성찰기록

을 위한 서술형 4문항이다. 먼저, 각 강의별 강사 및 강의내용에 관한 만

족도는 연구참여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게 하여

리커트 척도 5점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고 설문문항의 내용은 <표

5-4>와 같다.

또한 자기성찰기록부에는 서술형 의견 제시를 위해 전체 프로그램 가

운데 가장 도움이 된 강의와 이유, 향후 지속되어야 할 강의와 이유, 향

후 학부모 리더 인증제 등의 일반화 방안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

리고 온라인 강의 소감 및 기타의견을 서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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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추가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 구성

분류 세부항목

1. 강의별 

강사 만족도  

1-1.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

1-2.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1-3.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1-4.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1

1-5.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2

1-6 행복한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2. 강의별 

 강의내용 만족도 

2-1.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

2-2.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2-3.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2-4.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1

2-5.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2

2-6 행복한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3.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및 

실행역량 함양 정도 

3-1. 학부모의 교육철학 및 자녀교육의 노하우, 학교자
치의 이해 등과 관련된 전문역량 향상 정도

3-2. 학부모 리더로서 필요한 리더십역량 향상 정도

3-3. 학부모회 1년 살아보기 위해 계획해보기 실행학습 
역량 향상 정도

4) 프로그램 모니터링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자기성찰기록부 기록 외에

학부모업무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에서 학

부모업무를 담당하는 학부모지원 전문가 한 명이 본 프로그램 실행 과정

을 모니터링을 하였다.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실행 전에 유선으로 본 프

로그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모니터링 양식은 이메일로

보내어 작성한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회신을 받았다.

모니터링은 본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미래사회와 우리 아

이들’과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두 개의 강의에 대해 실시하였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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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 기록 양식은 연구자가 사용하는 참여관찰 양식과 같은 양식을 사

용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강의에 대한 열정, 모니터링 중에 느낀 점, 학

부모의 교육참여 지원 및 자녀교육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와 그 이유, 추

후 학부모 리더 인증제로의 프로그램 발전 가능성과 발전 방향 등을 기

록하였다.

모니터링 양식은 연구자가 작성하는 참여관찰 기록지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여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과정은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에

한 강의입니다. 모니터링 중에 강의 참여자들은 강의에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중에 느낀 점을 기재해주세요.

2) 본 과정이 학부모의 교육참여 및 자녀교육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의견을 기재해주십시오.

3) 귀하는 본 프로그램이 추후 다른 학교의 학부모 리더 인증제로 발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면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연구참여자 대상 심층면접

2020년 10월 31일(토)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

램」 실행을 마치고 연구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한 경험에

관하여 심층면접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안내하여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20명의 연구참여자 가운데 5명의 연구참여자가 심층면접 참여를 희망하

였다. 5명의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일시를 고려하여 두

명은 개별 심층면접으로, 세 명은 집단 심층면접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지는 8문항의 반구조화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질문 내용은 첫째, 참여자의 학부모 교육참여 경험 및 자기소개, 둘

째, 본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과 이유, 셋째, 본 프로그램의

실행 시기, 목적,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과 온라인 혼합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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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방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견, 넷째,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과 이유, 다섯째,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여섯째, 프로그

램 지속을 위해 필요한 추가 강의와 이유, 일곱째, 본 프로그램이 심화과

정으로 발전하여 개설될 필요성과 이유, 끝으로 기타의견을 나누는 순으

로 진행하였다.

개별 심층면접은 2명의 연구참여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 1회

씩 실시하였고, 집단 심층면접은 3명의 연구참여자 대상으로 1회를 진행

하였다. 직장인을 고려하여 오후 시간에 그리고 면접 장소는 사회적 거

리두기가 적합한 곳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심층면접 시작 전에 연구참여

자들에게 본 연구에 관하여 설명하고 녹음할 예정임을 밝혀 사전에 동의

를 얻었다. 녹음된 심층면접 자료는 전사하여 프로그램 실행 결과 자료

를 수집하였다.

2. 프로그램 실행 결과 분석

1) 프로그램 참여 및 강의별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참여

만족도 문항은 먼저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7문항과 강의별 만족도를 묻

는 선택형 6문항 및 기타의견을 묻는 서술형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집합연수 종료 시에 작성하도록 하여, 연구참여자 23

명 가운데 최종 이수 완료한 20명이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설문문항은 리커트 척도 5점의 선택형으로 이루어진 7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문항으로 측정한 전반적인 프로그

램 만족도는 평균 4.84점이었다.

강의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만족도는 평

균 4.82점,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만족도는 평균 4.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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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만족도는 평균 4.83점,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 만족도는 평균 4.73점, 그리고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만족도는 평균 4.88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항별 만족도

점수는 <표 5-5>와 같으며, 강의별 세부 만족도는 <표 5-6>과 같다.

<표 5-5>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표 5-6> 강의별 세부 만족도

문항 문항 평균 전체 평균

프로그램 만족도1 4.90

4.84

프로그램 만족도2 4.85

프로그램 만족도3 4.75

프로그램 만족도4 4.80

프로그램 만족도5 4.90

프로그램 만족도6 4.75

프로그램 만족도7 4.90

전문역량1-(1) 4.85

4.82

전문역량1-(2) 4.85

전문역량1-(3) 4.75

전문역량1-(4) 4.80

전문역량1-(5) 4.90

전문역량1-(6) 4.75

영역 평균점수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4.84

[전문역량Ⅰ]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4.82

[전문역량Ⅱ]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4.88

[전문역량Ⅲ]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4.83

[리더십역량]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 4.73

[실행역량]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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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성찰기록부 작성 결과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행과정 중, 집합

과정에 두 개의 강의를 하루에 오전·오후로 나누어 6시간 동안 진행하였

다. 만족도 조사 및 자기성찰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참

여자들이 연수 피로도 때문에 만족도 설문조사 가운데 선택형 문항에만

전문역량2-(1) 4.95

4.88

전문역량2-(2) 4.90

전문역량2-(3) 4.80

전문역량2-(4) 4.85

전문역량2-(5) 4.90

전문역량2-(6) 4.85

전문역량3-(1) 4.85

4.83

전문역량3-(2) 4.90

전문역량3-(3) 4.75

전문역량3-(4) 4.80

전문역량3-(5) 4.90

전문역량3-(6) 4.75

리더십역량(1) 4.80

4.73

리더십역량(2) 4.80

리더십역량(3) 4.75

리더십역량(4) 4.55

리더십역량(5) 4.75

리더십역량(6) 4.70

실행역량(1) 4.90

4.88

실행역량(2) 4.90

실행역량(3) 4.80

실행역량(4) 4.80

실행역량(5) 4.95

실행역량(6)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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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고 서술형 응답과 자기성찰기록부 작성에는 다소 성의가 부족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에는 부족했다. 소수의 참여자만 자기성찰기록부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정리한 결과는 <표 5-7>과 같다.

자기성찰기록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학부모 리더의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및 실행역

량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 특히 미래 학생 및 교육에 대한 확장

된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리더십역량 강의를 통해 학부모 리더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학생 개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능성에 대한 믿

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

둘째, 참여자들은 학부모회 운영 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회 1년 살이 진행에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학부모 리더로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고, 학부모회 운영과 결

과를 인수인계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었으며,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에

게 학부모 교육참여에 동참하자는 제언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건강한 교육공동체 관계를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

졌고, 교사와의 관계 정립,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자녀교육관 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5-7> 자기성찰기록부 기록내용

자기성찰기록부

1. 나는 오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모 리더로서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해 능동적
인 참여의식을 지니기 위해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실행역량 가운데 어떤 부분을 
향상시켰는가? (강의명과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주세요.)

- 리더십역량: 다양한 개성을 지닌 학생들을 모두 소중히 바라보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학부모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로·진학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학부모회 임원은 많은 정보가 있으리라 생각하
는 다른 학부모님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전문역량, 실행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실행역량과 전문역량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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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설문조사 및 자기성찰기록부 작성 결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참여자들이 장시간의 연수 피로도 때문에 설문

조사 시에 선택형 문항에만 응답하고 서술형 응답과 자기성찰기록부 작

성에는 미흡하여 프로그램 실행 결과 분석에 유의미한 자료를 얻기에는

부족했다. 추가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얻기 위해 연수 종료 후에 네이

버 밴드와 개별 문자를 통하여 추가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글

설문조사에 응답해 줄 것을 안내하여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종료 후 실시한 추가 설문조사는 선택형으로 각 강의

별 강사와 강의내용 만족도를 리커트 5점 척도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추

가 설문조사에는 프로그램 이수자 20명 가운데 17명이 응답하였고, 성의

2. 나는 학부모 리더로서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학교참여에 대한 필요
성을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
게 되었으며 이런 사고의 개선은 더 많은 학부모에게 학부모회 운영을 함께 하자
고 제안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해주었습니다. 

- 체계적인 학부모회 운영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관심과 신뢰
를 얻고 싶습니다.

- 운영 과정과 결과, 과정 중 필요한 정보를 다음 학부모회 대표에게 인수인계하고 
싶습니다.

- 학부모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오늘 프로그램에서 학부모 리더로서 가장 많이 배운 점과 더 배워야 할 점은 무
엇인가?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가운데 지속되어야 하는 강의와 보완되어야 할 점
은 무엇인가? 

- 학생 및 교육의 미래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진로·진학 정보
- 실제 학부모회 운영 시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회 1년 살이 진행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내 경험대로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는다.
- 교사와의 관계 정립
- 나의 자녀에게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다.
- 건강한 교육공동체 관계를 위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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껏 서술형 및 자기성찰기록부를 작성해서 연구 결과에 도움이 될만한 추

가 자료를 얻었다.

강의별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역량 Ⅰ, Ⅱ, Ⅲ은 각각 만족도

평균 4.76점, 4.64점, 4.76점이었고, 리더십역량 4.52점, 그리고 실행역량

4.64점으로 <표 5-8>과 같다.

<표 5-8> 강의별 강사 만족도 추가 조사 결과 <N=17>

강의별 강사만족도 평균점수

[전문역량Ⅰ]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4.76

[전문역량Ⅱ]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4.64

[전문역량Ⅲ]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4.76

[리더십역량]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학부모 리더의 화법 4.52

[실행역량]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4.64

강의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역량Ⅰ, Ⅱ, Ⅲ은 각각 만족도 평균

4.70점, 4.64점, 4.70점이었고, 리더십역량 4.47점, 그리고 실행역량 4.64점

으로 <표 5-9>와 같다.

<표 5-9> 강의내용 만족도 추가 조사 결과 <N=17>

강의별 강의내용 만족도 평균점수

[전문역량Ⅰ]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4.70

[전문역량Ⅱ]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4.64

[전문역량Ⅲ]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4.70

[리더십역량]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학부모 리더의 화법 4.47

[실행역량]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4.64

프로그램 실행 종료 후 실시한 추가 설문조사에는 학부모의 교육참여

지원을 위한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그리고 실행역량의 영역별 향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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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묻는 선택형 3문항도 포함되었다. <표 5-10>에서 볼 수 있듯이, 선

택형 문항으로 리커트 척도 5점으로 학부모의 교육철학 및 자녀교육의

노하우, 학교자치의 이해 등과 관련된 전문역량Ⅰ, Ⅱ, Ⅲ 영역에 전문역

량 향상 정도 평균 4.76점, 학부모 리더로서 필요한 리더십역량 향상 정

도 평균 4.58점 및 학부모회 1년 살아보기 실행역량 향상 정도 평균 4.64

점으로 나타났다.

<표 5-10>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별 향상 정도 <N=17>

역량영역 평균점수

 전문역량Ⅰ, Ⅱ, Ⅲ 향상 정도 4.76

리더십역량 향상 정도 4.58

실행역량 향상 정도 4.64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관한 추가 설문조사 가운데 서술형 자기성찰기

록부에서는 본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유용한 강의와 이유, 본 프로그램

에서 지속되어야 할 강의와 이유, 본 프로그램이 학부모 리더 인증제로

발전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온라인 강의 소감 등 기타의견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자들이 기록한 자기성찰기

록부 내용은 [부록 2]와 같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본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용한 강의에 대해서는

5개 강의가 고르게 모두 유용한 강의로 여겨지고 있다. 17명의 응답자

가운데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강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이는 응답자들이 한 강의만 선택해서 응

답했기 때문에, 다른 강의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고 속단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질문인 본 프로그램 가운데 지속되어야 하는 강의와 이유에

관해서는 ‘학부모회 1년 살아보기’ 강의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학

부모 리더의 리더십 강의를 선택했다. 학부모 리더십 강의에는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과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두 강의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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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내용을 모두 선택하여 강의명과 강의내용을 혼합하여 기억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질문인 본 프로그램이 학부모 리더 인증제

등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한 응답에서는 충분한 실행

시간 확보, 워크숍 및 실습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 프로

그램의 적극적 홍보, 필수 프로그램으로 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발

의되고 연수과정이 준비되어야 하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 소감을 포함한 기타의견으로는 온라인 강의

는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온라인 강의라서 직장인 학부모들을 위해

유익하고 좋았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집합 강의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참여자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4) 모니터링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자기성찰기록부 작성과 더불어 두 명의 학부모업무 전문가가 프

로그램 실행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모니터링 담당자는 20년

이상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등 학부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행정실장이며, 두 번째 모니터링 담당자는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15년 이상 학부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지원전문가로서 학부모 교육참여 방면에 전문가이다. 모니터

링 담당자들은 함께 강의에 참여하거나 강의를 직접 진행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모니터링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모니터링은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작성된 모니터링 기록부를 사용하였

고, 주된 질문은 첫째, 참여자들의 강의 태도 및 열정과 모니터링 담당자

가 강의 중에 느낀 점, 둘째, 학부모의 교육참여 및 자녀교육 이해에 도

움이 되는지, 셋째, 본 프로그램이 학부모교육 필수 프로그램 인증제로의

발전 가능성 여부 및 추후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의견을 기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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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1: ‘미래사회와 우리 아이들’(○○고등학교 행정실장)

첫 번째 모니터링 담당자는 2020년 10월 24일(토)에 온라인으로 실시

된 ‘미래사회와 우리 아이들’ 강의에 참여하여 온라인 강의 방법과 연구

참여자들의 몰입도, 참여도 및 열의 등을 관찰하여 모니터링 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모니터링 결과를 PDF 파일로 저장하여 회신받았으

며 [부록 3]과 같다.

첫째, 모니터링 중에 나타난 연구참여자들의 열정에 대한 관찰을 포

함하여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강의로 진행되었으면 강사와

학부모 간에 더 많은 교류와 공감의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

으나, 온라인 강의 중에도 강사와 참여자들 간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강사가 질문하면서 학부모들의 반응을 살피기도 하여 강

의 방법도 매우 훌륭했다고 관찰하였다.

 “강사님은 능숙한 비대면 연수 기술로 참여자들에게 중간, 중간 질문도 하시

고 반응을 살피며 강의하셔서 수강생들도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장 강의로 강사와 수강생이 더 많이 공감하고 교류했으

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게 2시간 30분이 

짧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의내용이 좋았습니다.”

둘째,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모니터링 내용은 현 입시제

도의 틀 안에서 미래교육을 바라보는 자녀교육에 한계를 느낄 수 있지

만,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방향성에 대한 인식재고와 문제의식을 느끼고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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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 입시제도의 틀 안에서 현실에 부딪히며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한 

주체로서 교육 방향성에 대한 인식재고가 현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방향성의 변화를 알 수 있는 학부모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끝으로, 추후 본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에서 학부모 리더 인증제 등의

필수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수결과에 대한 누

적학점제 또는 학교장 상장 수여 등을 통해 성취감을 높이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학점제로 운영해서 1년간 학부모교육 이수 학점

이 높으신 분께는 학교장 상장도 주시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누계로 학점을 

관리하면 학부모님들도 꾸준히 좋은 연수로 학교교육에 참여하시고 성취감도 있

으실 거 같습니다.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학교에 안착해서 ○○고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링 2: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교육지원청 학부모지

원전문가)

두 번째 모니터링 담당자는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 근무하

는 학부모지원전문가이며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강의를 담당한 강사

이다. 강사는 2020년 10월 31(토)일에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강의를

직접 진행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과 소통하며 모니터

링 하였고 기록내용은 [부록 3]과 같다.

특히, 집합연수를 통해 학부모들과 교류하며, 동시에 모니터링을 담당

하여 참여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모니터링 역시 강의 종료 후에 이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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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양식을 전달하였고, 작성한 내용을 PDF 파일로 저장한 후 회

신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참여한 대부분 학부모가 학부모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

로 건강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강의에 참여했으며, 교육

공동체의 핵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했다고 관찰하였다.

“학부모 사업에 관심이 많고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로 구성된 그

룹이라 강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학부모회 활동 사

례나 동아리 활동 사례에 관심이 많았으며 실제 1년 활동 계획을 수립해보려는 

의지가 높았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건강한 교육공동체의 참여하는 방법을 익혔

고, 교육공동체의 핵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강사는 본인의 강의 이외에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구성 및 다

른 강의내용도 꼼꼼히 살펴보는 등 학부모지원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

었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이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학부모 리더의 화법, 교육주체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실행학습(학부모회 1년 살기 계획하기)은 학부모가 주도적·

주체적으로 학교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는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고,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강

의는 실질적인 자녀교육법에 도움을 주는 교육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참

여자 대부분이 현재 학교에서 활동하는 학부모 리더 그룹으로 다른 학부

모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

인 프로그램이며, 토론, 참여 및 실천 학습 등의 다양한 참여식 강의를

추가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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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교육공동체인 학부모의 민주적 학교참여 및 자치문화 확산이라

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를 들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리더들은 대부분 학교 학부모회 임원(회

장, 부회장, 감사 등)이지만 그분들이 본인의 소속 학교의 학부모회 대의원과 일

반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참여 

지원을 위한 파급력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면 강의식만이 아닌 토론, 참여 및 실천 학습, 서클 대화 등 다양한 참여식 프로

그램 추가로 바람직한 학교참여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5)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희망자를 모집하여 프

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 의사

를 밝힌 희망자는 전체 참여자 20명 가운데 다섯 명이었다. 심층면접은

참여자의 희망과 일정에 따라 두 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 각 1회,

그리고 세 명의 참여자가 함께하는 집단 심층면접 1회, 총 3회 실시하였

으며 심층면접 참여 현황은 <표 5-11>과 같다.

<표 5-11> 프로그램 실행 참여 경험 심층면접 참여자

방법 참석자 자녀정보 학부모 교육참여 경력

개별1 Q1 초2, 초5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학교 학부모회 활동 중

개별2 Q2 고1, 대1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학교 학부모회 활동 중

집단

Q3 대1, 고3 첫째 자녀 초등학교 이후 학부모회 등 활동 중 

Q4 대2, 고3, 중2 셋째 자녀 초등학교 이후 학부모회 활동 중

Q5
대1, 고3, 
중3, 초3

학부모회 임원, 학교운영위원, 교육청 모니터 요원, 
지역사회교육협의체위원 등 15년 이상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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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교육참여 경험을 포함한 자기소개, 둘째,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여부 및 이유, 셋째, 온라인 및 집합의 혼합과정으로 운영한

방법의 장단점, 프로그램 시행 시기, 목적 등에 관한 의견, 넷째, 프로그

램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와 이유, 다섯째, 개선이 필요한 강의 및

이유, 여섯째, 추가되어야 할 강의를 추천, 일곱째, 본 프로그램의 심화과

정 개설의 필요성 및 이유, 여덟째, 기타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개별 심층면접 1과 2는 각각 2020년 11월 9일(월)과 2020년 11월 10

일(화)에 실시되었다. 심층면접 1에 참여한 Q1의 기본 정보는 초등학교

에 재학중인 자녀 두 명을 둔 학부모로, 현재 두 자녀의 학교에서 학부

모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다.

개별 심층면접 2에 참여한 Q2는 현재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

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의 학부모이며 직장인이다. 대학생인 자녀가 초등

학교에 입학해서부터 학부모회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첫째 자녀가 초등학

교 때에는 보이스카우트 학부모 총무, 학부모회 대표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현재는 직장을 다니면서 둘째 자녀가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서 단순한 학부모 회의에만 참여하고 있다.

개별 심층면접 1과 2는 참여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퇴근 후 저녁 시간

에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관한 개요 설명 및 심층면접을 위한 분위기 조

성을 위한 사적인 시간을 포함하여 각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집단 심층면접은 2020년 11월 19일(목)에 Q3, Q4, 그리고 Q5, 세 명

의 희망자가 참여하였다. 집단 심층면접에 참여한 Q3은 현재 대학교 1학

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부모로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부모회 활동 중이다. Q4는 대학생, 고등학교 3

학년 및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었으며,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한

후부터 학부모회 활동 중이다. Q5는 대학생,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

년 초등학교 3학년의 네 자녀의 학부모로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부

터 15년간 학부모회 임원, 학교운영위원, 교육청 모니터 요원,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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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집단 심층면접에 참여한 세 명의 학부모는 현재는 모두 전업주부이

며, 참여자들의 희망에 따라 이른 오후 시간에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본 연구에 관한 개요 설명, 그리고 심층면접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6) 심층면접 결과

총 3회에 걸쳐 다섯 명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다양한 이유를

들어 학부모에게 매우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였다.

연구참여자 Q1은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Q1 : “단순히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부탁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활동하

는 정도이지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

런 활동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연구참여자 Q2 역시 본 프로그램은 학부모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에게 확대하여 참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

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본 과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일부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학부모에게 참여를 권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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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 리더 그룹

이 학교와 다른 학부모 간의 긍정적인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Q2 : “그러니까 이전에는 공부를 잘하고 그러는 학생들 부모한테만 학부모

회를 같이 하자라고 권유할 수 있었다면 이 강의를 듣고 그렇지 않은 학생

도 중요하고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얼마든지 개입해서 자기 

자녀가 인정받고 잘 다닐 수 있게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

다.”

집단 심층면접에서도 참여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하며,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Q5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3월에 교육청에서 시

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일회성으로 매뉴얼을 전달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활동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었다. Q3 역시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면 교육은 필수인데 일회성

개요 설명만으로는 안 되고 실무내용을 포함하여 본 프로그램 같은 과정

을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Q3 : “학부모교육은 지속성이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면 교육은 필수인데 대체로 회장단만 불러서 개괄 설명만 실무

적이지도 않고 깊이도 없는 애매한 교육만 받았음.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집합으로 운영위원장 되면 실시하는데, 그걸로는 사

실 도움이 안 되고 학부모가 참여하려면 학교에 대한 이해나 마인드가 필요

한데 학교주최로 교육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Q5 : “3월에 학부모 회장단에게 전화가 와서 교육청에서 한 번 교육을 받아

요. 학부모회의 의미설명을 하고 실무부분이 상당히 짧아서 사례까지는 못가

고 매뉴얼적인 전달 사항만 언급하기 때문에 들어본 적은 있으나 이해는 어

려운 실무반 격려반 정도의 한 번에 걸친 1시간 반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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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프로그램 개설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 Q1은 본 프로그램이 학년 초에 실시된다면 학부모회 1년

살기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부 강의에서는

소그룹 활동이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소통에 더욱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Q1 : “학기 초에 이런 연수가 진행돼서 학부모들이 1년을, 학부모 활동을 하

기 전에 이런 것들이 연수로 이루어졌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소

그룹 활동을 해보면 훨씬 더 마음이 열리고 자기표현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자세가 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Q2는 프로그램 실행 시기는 학부모회 1년 결산을 하고

다음 해로 인수인계하기에는 12월쯤도 좋은데 학년 초 학부모회가 구성

된 3월 말과 결산 후 12월 연 2회가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Q2 : “가장 적절한 시기는 학부모회가 거의 끝났을 때 12월도 괜찮을 것 같

아요. 왜냐면 이 마지막에 1년 살이 한 것을 1, 2월에 정리해서 이제 3월에 

바뀌시기 전까지 이 임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고 1, 2월에 정리하시고 고

거를 3월에 인수인계할 수 있어서 요~ 연말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

다. 어~ 물론 학기 초에 한 번 있고, 연말에 한 번 더 있고 이렇게 두 차례 

진행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심층면접 참석자들 또한 프로그램 실행 시기는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1년 과정의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었다. Q3과 Q5의 의견에 의하면 본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1년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실행역량 과정은 3월에

실시하여 막연하게 출발하는 각 학교의 학부모회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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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1년 과정으로 전체에 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샘이 해주셨던 실무

교육이 3월 학부모회 구성 직후에 실시되면 너무나 막연한 교육만 받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활동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학부모회가 진행되면서 서로 간에 

이해가 바탕이 되면 나머지 교육은 그때 받게 되면 서로 간에 협동하면서 성장

할 거 같아요.”

Q5 : “학지가님이 하신 강의는 3월 학부모회가 결성되면 하는 것이 좋겠고 다

른 것들은 시간 차를 두고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셋째, 온라인과 집합의 혼합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

는 그 장단점을 비교하며, 혼합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코로

나19로 인해 원격연수로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장인 학부모들

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게 되어 더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Q4의 의견에 의하면 실행역량 과정은 집합과정으로 동시

에 진행되기 어려우니 온라인 강의도 좋고 이를 녹화하여 유튜브나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가 가능한 시간에 듣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Q4 : “제 생각에는 실행역량 강의는 도움이 많이 되는 데 학교로 동시에 가서 

하실 수는 없으니 그거를 그분이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서 학부모가 가

능한 시간에 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Q2와 Q3의 의견에 의하면 집합과 온라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

어, 혼합과정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예를 들면 강의에 따라 피드백

또는 질의응답이 필요한 강의는 집합과정으로 편성하고, 직장인 학부모

를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면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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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이론적인 강의는 나의 피드백에 따라 동영상이 가능한데 어떤 강의는 현

장에서 한다면 필요한 질문들도 나올 수 있었을 거 같고 모여 있는 학부모들의 

질문을 통하여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는 거 같습니다.”

Q2 : “사실 원격으로 한다면 직장 다니시는 학부모님들도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확대되면 더 많은 학부모님의 학교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의견으로 모든 강의가 모두 나름의 장점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어 유익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는

공통으로 실행역량 과정을 꼽았으나 가장 유익한 강의에 대한 의견은 참

여자의 개별 선호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Q2에 의하면 실행역량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강의

는 학부모회 운영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학부모회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회 1년 살이 계획에 대한 예시를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학부모 리더 그룹에게 나누어주면 학부모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Q2 : “그~~ 학부모회 운영하는 다양한 사례, 그다음에 계획서 작성, 인수인계 

부분 요런 실질적인 내용 부분을 말씀해주신 게 학부모회 운영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구요...”

Q2 : “학부모 1년 살이 계획에 대한 샘플이라든지, 학부모들한테 안내장으로 

보낸다거나 할 때 그 멘트라든지 그런 샘플을 담은 정보를 담은 USB를 학부

모님들한테 나눠주면 학부모님들이 그걸로 실제로 운영할 때, 막막하지 않고 

운용을 잘 효과적으로 잘하고 인수인계도 그 저장 매체를 드리면, 아~ 이렇게 

해서 다음 해에 넘겨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

니다.”

연구참여자 Q3은 가장 유익했었던 강의로 전문역량Ⅰ ‘미래교육과 우

리 아이들’을 꼽았다. 그 이유는 미래교육 방향은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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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입시교육에 얽매이고 교육방향 변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

데 본 강의를 통해 고정개념을 깨는 인식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Q3 : 실질적인 교육은 학부모회 1년 살아보기 실무교육이 가장 필요했지만, 그

걸 빼고 말한다면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중에 창의융합교육이 가장 좋았는

데... 사회나 이런 데가 변하고 있는데 교육에는 그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고,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잘 연결이 안 되고, 마인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변화에 대한 의식을 깨는 교육은 학교에서 그렇게 해준다

면 그렇게 따라가야 하냐는 고정관념을 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연구참여자 Q4와 Q5는 가장 유익한 강의로 전문역량Ⅱ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의 노하우’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자녀가 대학

에 입학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자녀의 진로는 항상 변화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으며, 현행 대학입시제도

및 공교육의 이해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Q4 :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진로·진학 노하우였는데 저희 큰 애가 상담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로를 많이 해 주었는데 대학교 갔더

니 너무나 달라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거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결정 

되도 결정된 게 아니고 많이 바뀌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느꼈어요.

Q5 : 실행적인 면은 같은 생각이구요. 저는 진로·진학 부장님이 직접 애들한테 

성의가 있으시고 학부모가 부러워할 선생님이시잖아요. 수시와 정시 얘기가 나왔

잖아요. 저는 그분 말씀에 공감해요. 정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도 그렇

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시를 주장하는 것은 공교육이 아니라고 여

기는 거여서 저는 수시를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공교육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다섯째, 본 프로그램이 학부모 리더 인증제로 발전하여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시스템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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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Q1에 의하면 어떤 교육이든 마치고 나면 자격증 또는 수

료증을 받는 것은 수료자에게 성취감을 부여하여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

다는 의견이다.

Q1 : “단순히 연수를 듣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 과정들을 끝나고 나서 이거를 

수료했다... 일단 어떤 자격증이나 수료증으로 인증받았다고 생각하면 학부모들 

스스로가 이제... 뭔가 했다는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실제로 학부모 역할을 할 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또한 Q3, Q4, 그리고 Q5는 본 프로그램이 학부모 리더 그룹을 위한

인증제가 되어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 등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었다. 그 이유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필수 과정이 되면 학

교와의 소통도 잘 되고, 연중 운영되어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도 선택

해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Q3 : 저는 학부모 역량을 강화해서 학부모교육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고 

더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면 심화과정이 필요하겠다. 교육을 통해서 학교랑 소통

이 잘 되고자 한다면 교육이 다양화되고 반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4 : 제가 생각할 때는 심화과정은 초등학교에 나눠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

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앞으로 학부모회 활동할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

문에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이 듣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둘째 셋째가 없으면 

심화과정이 좀 애매해요. 

Q5 : 저는 두 분과 좀 다른데요. 심화과정 보다는 대상이 좀 넓어졌으면 해요. 

학부모회 일을 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

면 초등학교 때 학부모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여하세요. 학교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수에요.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여섯째, 본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학교 교육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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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업무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안내, 학부모들과의 소통의 시간 마

련, 복잡한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해주는 과정 그리고 상담기

법 등을 희망하였다.

연구참여자 Q1에 의하면 교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알면 학교와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자녀

와의 상담기법을 추가할 것을 희망하였다.

Q1 : “학교가 돌아가는 업무체계라든지 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

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훨씬 더 소통이 잘되지 않을까요. 학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Q1 : “학부모들끼리 서로 자기 고민이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기회나 이런 것

들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생각났어요... 상담.. 상담... 학

생 상담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무리 자기 아이라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 아이들과 상담하는 어떤 그런 기법, 전

문지식이라든가 대화 기법 등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3과 Q5에 의하면 본 프로그램에 추가되어야 할 추천 강의로는 학교

교육과정과 진로·진학 지도와 함께하는 선택과목 안내,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는 입시지도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

등의 강의를 희망하였다.

Q3 : 저는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이 진로상담 중에 내신성적 중에 상 하나

가 0.5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학교에 더 간섭하거나 아이들을 더 학습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중·고 교육과정이 전체 교육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1등 만들기를 위한 간섭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모

르다 보니 학교랑 협업이 잘 안 돼요. 

Q5 : 부모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분이 원서를 쓸 때 책 사놓고 공부

를 했데요. 6개의 원서를 쓰면서 몸살이 났대요. 학교장 전형, z점수 등. 고등학

교 1학년 들어올 때 1등급이 몇 %인지도 몰라요. 부모들은 네이버에서 등급을 

공부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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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평가 결과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대해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전문역량Ⅰ,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강의는 만족도 평가에

서 목표와 일치 정도를 포함한 다섯 항목에서 평균 4.82점으로 매우 높

았으며, 본 강의내용이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실천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

는 의견이었다. 또한, 추가로 시행한 강의와 강사별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성찰기록부에

도 ‘고정관념을 깨는 의식전환’, ‘미래교육 방향 제시와 자녀교육에 중심

을 잡게 해줌’,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미

래를 볼 수 있는 관점을 일깨워줌’ 등의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 위원과 개별 심층면접자 Q1의 의견 및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역시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강의는 학부모의 교육철학

정립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만족스러운 강의였다.

두 번째 전문역량Ⅱ,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진학 노하우’ 강의 역

시 만족도 평가에서 목표와 일치 정도 및 내용 구성의 적절성 4.88점으

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로서의 강사의 교수방법, 강의 시간 및 내

용의 적절성 항목에서도 역시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시행한

강의와 강사별 만족도 조사에서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와 강의내용 만족

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성찰기록부에도 학

부모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의미 있는 강의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였으며,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서도 해당 강의는 매우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세 번째 전문역량Ⅲ,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강의 역시 강

의 만족도 평가에서 목표와 일치 정도 4.93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내용

구성의 적절성, 전문가로서의 강사의 교수방법, 강의 시간 및 내용의 적

절성 항목에서도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시행한 강의와 강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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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에서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와 강의내용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성찰기록부에도 학부모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의미 있는 강의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얻었다.

또한 자기성찰기록부에 의하면 해당 강의는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

한 인식개선 및 학교에서 학부모회의 위치와 존재 이유 등에 관한 인식

을 심어주는 강의로 다음 연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본 강의는 두 명의 발제자와 한 명의 사회자가 진행하는 포럼으로 설계

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룹 토의·토론 형태의 강의는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포럼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네 번째 리더십역량, ‘학부모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 강의 만족도 평

가에서도 강의 목표와 일치 정도 4.76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내용 구성의

적절성, 전문가로서의 강사의 교수방법, 강의 시간 및 내용의 적절성 항

목에서도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시행한 강의와 강사별 만족도

조사에서도 강사 및 강의내용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

구참여자들의 자기성찰기록부에도 ‘학부모 리더의 역할 정립에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의 시작이라는’ 등의 의견이 있는 것

으로 보아 학부모 리더의 인식개선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섯 번째 실행역량,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강의 만족도 평가

역시 강의목표와 일치 정도 4.8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내용 구성

의 적절성, 전문가로서의 강사의 교수방법, 강의 시간 및 내용의 적절성

항목에서도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시행한 강의와 강사별 만족

도 조사에서도 강사 및 강의내용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성찰기록부에도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과정

을 자세히 설명해주었음,’ ‘학부모회 진행 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

음,’ 등의 의견으로 학부모 리더의 실행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의견이었다. 심층면접자 Q1의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강의는 학교

와 학부모들 사이에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학부모 리더의 리더십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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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여기며, 학부모 리더의 리더십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매우 만

족스러운 강의라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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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학부모

리더 그룹의 교육참여 역량을 강화하여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를 지원

하고, 이들이 다른 학부모의 동참을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부모 교육참여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는

시점에서 학교-학부모 간 소통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하는 학부모 리더

그룹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진행된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요약을 위해 본 프로그램 개발 모형의 분석, 설계 및 개

발, 실행, 그리고 평가의 4단계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학부모 리더의 교육

참여 역량과 관련된 연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

라 교육구조에서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부모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학부모 리더 그룹에 관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학부모 간 소통의 교량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

할 수 있는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부모 리

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학교-학부모 간 소통의 교량 역할을 하는 학부모 리더 그룹의 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여 관련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인 내용선정을 위해 학부모, 교원, 그리고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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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자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면접(FGI)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역량Ⅰ, Ⅱ, Ⅲ, 리더십역량, 그리고 실행역량의 총 5개의

강의를 전체 15차시의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 시에 세 그룹 모두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한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의 어려움을 특히 강조하였다. 내 아이만을 위한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고, 교사는 학부모

가 학교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는 학부모의 교

육참여의 책무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부모의 교육참여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와 관

련된 학부모들의 의견은 학부모 리더 그룹의 인식재고와 관련된 내용으

로 리더십역량 강의에 포함하였다.

두 번째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안)을 설계하고 전문가 심

층면접을 통해 프로그램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교

육프로그램 구성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을 전

문역량Ⅰ, Ⅱ, Ⅲ, 리더십역량, 그리고 실행역량의 5개 강의로 나누어 총

15차시로 구성하였다. 집합과정으로 계획되었던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

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

여 온라인과 집합의 혼합과정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다.

처음 계획을 변경하여 온라인과 집합의 혼합과정으로 진행한 결과에

서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처

음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그 이유는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직장인인 관계로 토요일 집합과정에 대한 부담이

많았기 때문이다. 강의내용이 충실하고 목적에 부합된다면 온라인 강의

가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강의를 녹화하여 학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탑재하여 학부모가 필요

할 때 수시로 시청할 수 있게 하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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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세 번째 실행단계의 프로그램 실행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리커트 척도 5점 만점 중 4.84점으로 ‘매

우 만족’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특히 프로그램이 학부모 리더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목표와의 일치성, 참여한 프로그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

용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실천하기에 도움이 된다

는 점과 프로그램의 지속성 등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얻었다. 온라인으

로 실시한 추가 만족도 조사에서도 강의별 강사 만족도 평균 4.64점 및

강의내용 만족도 평균 4.61점으로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자기성찰기록부 내용에서도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행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본 프로그램은 학부모회 운영을 선명하게 보이게 해

준 연수였으며, 학기 초에 실시되면 더 좋겠고, 그리고 향후 학부모 교육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고, 그리고 학부모 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학부모 리더들에게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주어 학부모회 운

영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이었고,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학부모에게도 미

래교육에 관한 방향 제시와 자녀교육에 관하여 중심을 잡게 해 준 프로

그램으로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었다.

2. 논의 및 제언

연구자는 30년 이상 교직 생활 동안 학교와 학부모 사이는 멀고도 가

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자녀교육을 위해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함에도 묘

하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일 때도 있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교육활동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성공

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참여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며, 학교-학부모 간 소통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하는 학부모 리더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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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 리더 그룹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밀려

맡게 된다는 인식 때문에 학부모의 교육주체화의 첫걸음인 자발성과 독

립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와 다른 학부모들이

학부모 리더 그룹에게 기대하는 책무성과 공공성의 확보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부모 리더 그룹의 교육참여 역량을 강화하여 학부모

리더 그룹의 교육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 리더 그룹이 다른 학부

모 교육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동참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19년 7월부터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

그램」 구성을 위해 분석, 설계 및 개발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완성된 최

종안은 2020년 3월 초에 각 학교에 학부모회가 구성되는 시점에 시행하

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2020년 학년 초 계획되었던 실행이 6월 말, 다시 9월로 연

기되었으나, 이후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10월 말로 연기되었다.

프로그램 실행 시기가 최종 결정된 10월 이후의 코로나19 상황도 예

측 불가능하여, 최초에 집합과정으로 설계되었던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집합의 혼합과정으로 변경하여 실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화로 인하여 여러 차례 프로그램 실행 일정

이 변경되었고, 최종 실행계획을 온라인과 집합의 혼합과정 형태로 안내

했을 때, 이미 신청했던 연구참여자들 다수가 여러 가지 사유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반복되는 설득과정을 거쳐 연

구참여자의 이탈을 최소화하여 최초 신청한 28명의 연구참여자 중 23명

이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우여곡절 끝에

최종 수료 인원은 20명으로 프로그램 실행을 마무리하였다.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진행된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

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실

행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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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개선 방안 및 후

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몇 가지 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오랜 교직 경험을 지닌 연구자가

수요자이면서 당사자인 학부모 리더 그룹과 함께 고민하여 학교 현장

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행

하였다는 점이다.

학부모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교육 현장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목소

리를 담지 못하고 이론과 현실 사이에 차이를 보여, 교육 현장에 실질적

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 교육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

와 학부모의 긍정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면,

이는 관련분야의 당사자인 교원과 학부모의 참여가 최우선 조건이 되어

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연구자 자신이 교육

현장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학부모 간의 협력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이라는 점을 끌어냈다는 점

이다.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수요자로서, 그리고 당사자로서 머리를 맞

대고 고민하여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가 극히

드물었고, 교육내용은 일회성 안내 사항을 전달하는 형태가 많았고, 학부

모 관련 프로그램인데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았

다. 결국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인데 학부모가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연구 시작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교육 관련 전문성을 지닌 연구자, 전문 연구기관,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연구 능력을 갖춘 교원, 그리고 학부모 교육참여 역량

을 갖춘 학부모와 함께 교육현장의 현안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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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각급 학

교의 학부모 리더 그룹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리더 인증

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을 이수 완료한 20명의 학부모 리더들에게는 ○○교육연

수원장의 명의로 이수증이 발급되었다. 이 이수증은 해당 프로그램이 공

식적으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완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이수증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하나의 교육과정에 참

여하여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어떤 역할이나 임무는 부여되

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 무언가 완수하였다는 성취감도 느꼈고 막연한 책임

감도 생겼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이 각급 학교의 학부모 리더 그룹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

그램으로 ‘인증제’화 된다면 학부모 리더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수했

다는 의미에 추가하여 성취감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부모 리더 그룹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부모 리더 그룹이

책무성을 지니고 학교-학부모 간 소통의 교량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기관에서 ‘부모 자격’ 또는 ‘학부모 자격’ 등과 관련

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

부분 일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부모가

되는 법, 부모다움, 부모 코칭, 자녀의 진로·진학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

로그램 개발」 연구는 학부모 리더가 학교-학부모 간 소통의 교량 역할

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소정의 필수 교육프로그

램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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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 리더에게 필수 이수 과정으로 학

부모 리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2020년 9월 ○○교육청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된 학부모 리더 아카데미 과정을 살펴보면, 「학부

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강의 구성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과정은 전체 10차시 가운데, ‘학교자

치’ 1차시, ‘학부모회 관련 법령 이해’ 1차시, ‘학부모회 실습’ 2차시, ‘미

리 세워보는 2021 ○○학교 계획 세우기’ 1차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

당 과정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구성되어있고, 강의내용과 비교해 볼

때, 할당된 시간이 부족해 보이지만 필수 강의와 내용은 포함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으며, 결국 교육현장의 수요가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인증제 또는

자격제 등으로 활성화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간접증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이 인증제 또는 자격화 된다면 누가 또

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셋째, 본 프로그램 구성의 질 향상 및 강의내용 차별화 방안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 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아직 시작 단계의 프로그램으로써 교육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리더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관

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제도화·시스템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고찰이 필

요하다.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연구가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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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활동을 분석하여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

분을 포착하고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

동을 계획해야 한다. 학부모가 참여할 교육활동이 계획되면 학부모의 참

여 이전에 그들에게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 리더의 교

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인증제 또는 자격화하여 본 과정을 마친

학부모 리더 그룹이 다른 학부모들의 사전 교육을 담당한다면 이 또한

효율적인 체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소양을 함

양해주기 위해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질 향

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강사의 질 관리와 인력풀 관리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인증제 또는 자격

화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수한 강사의 확보와 인력풀 관리이

다.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을 강화하여 다른 학부모

들의 교육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본 프로그램이 확산 보급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일정한 수준을 갖춘 강사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에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강사들은 학교별, 지역사

회별 특징을 파악하여 세부 강의내용을 풍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강사의 질 관리와 인력풀 구성은 개인 또는 어느 한 부서에서

진행할 수 없는 방대한 업무이다.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인증제 또는 자격화 하기 위해 현재 학부모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부서 또는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

한 협력을 통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협업하고 이에 따른

검증된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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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예산 확보 문제 등을 포함하여 어느 기관 또는 어느 부서

에서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 지역의 30여명 내외의 학부모 리더들을 대상으로 15차시의 「학부

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대

여료, 강의료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본 프로

그램이 인증제 또는 자격제도화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학부모, 학교의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 그

룹 모두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요구도 역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본 프로그램을 일

반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진행해오던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일회성인 프로그램은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확보된 인력을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

그램」의 인증제 또는 자격제도화 하는 데 투입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를 위

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연구참여자들이 학부모 리더로서 자신의 교육참여

역량을 함양하고, 둘째, 학교와 다른 학부모들 간 소통의 교량 역할을 담

당하고, 셋째, 다른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연

구결과를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의 목표 달성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부모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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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가 다음 연도에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와 다른 학부모들과의

소통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동참을 끌어내

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매년 변경되는 학부모 리

더 구성원들로 인하여 프로그램 설계 부분의 연구참여자와 연구 프로그

램 실행 부분의 연구참여자가 일부 교체되어 사전·사후 비교, 또는 동일

집단 내의 변화에 관한 연구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프로그램

실행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계량적인 통계를 근거로 하는 연구논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없었

다. 결국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되기도 하였으나, 추후 본 프

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계량적인 통계가 가능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높

아서 학부모 교육열이 높고 학부모의 교육참여 의지가 높은 한 지역의

학부모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일

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본 프로그램이 일반화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학부모 리더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넷째,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행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최초의 계획에는 집합연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을 예상하여 집합과정으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

하여 불가피하게 온라인과 집합의 혼합과정으로 변경하여 실행하였다.

그런데 막상 혼합과정으로 진행한 결과를 분석해보니, 일부 학부모는 온

라인 과정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직장인 학부모들은

예상 밖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직장인 학부모들의

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집합의 혼합과정으로 편성하여 실행하는 진행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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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일회성 프

로그램 운영이 아닌, 프로그램 인증제 등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운영

과정뿐만 아니라 운영 결과에도 피드백이 요구된다. 다양한 모니터링 방

법과 연구참여자들의 피드백 방안 등을 추가 연구하여 본 프로그램이 활

성화되고 일반화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본 프로그램 실행 후 학부모

교육참여를 위한 공공성과 책무성 함양 부분에 있어서는 후속 강의가 이

어지거나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어 이를 보

완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제도적·법률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주체화

를 위한 학교자치 법률화의 정립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학부모, 학부모

업무 담당교사 및 담당자 그룹 모두 「학부모 리더의 교육참여 역량 강

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높은 요구도를 보였

다면, 이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도 학교, 교육행정기관, 그리

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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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K교육지원청 관내 학부모교육 및 연수 운영 현황

K교육지원청 관내 학부모교육 및 연수 운영 현황

[기간: 2018.9.1.~2019.8.31.]

구
분

연수일자
(기간)

연수명 대상
인원
(명)

비고

1
2018.9.20, 

11.6.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 권역대표자 
협의회

권역대
표자

34 2회

2
2018.10.4.
~10.12.

찾아가는 학부모 컨설팅
학부모 
임원

16
4교 
4회

3 2018.10.18.
학부모 리더 학교참여 학습동아리 교육
(성격유형(MBTI)을 통한 자녀와의 관계 개
선 여행)

학습동
아리 

구성원
30   

4 2018.10.22.
학부모 력(力) 향상을 위한 학부모교육
(영상문학을 통해 본 엄마증후군 치유법)

학부모 130   

5 2018.10.22.
학부모 력(力) 향상을 위한 학부모교육
(자녀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책읽기)

학부모 130   

6 2018.10.22.
학부모 력(力) 향상을 위한 학부모교육
(미래사회 변화와 자녀교육의 이해)

학부모 130   

7
2018.10.29.

~11.14.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회(3차)

학부모 
임원

97 8회

8 2018.11.20. 행복한 아버지교실(자존감 높은 자녀 만들기) 
교육희망 
아버지

50   

9 2018.11.21.
행복한 아버지교실
(DISC를 통해 자녀와 다름 인정하기) 

교육희망 
아버지

50   

10 2018.11.26.
행복한 아버지교실
(부모의 목표가 자녀의 목표를 만든다) 

교육희망 
아버지

50   

11 2018.11.27.
행복한 아버지교실
(자녀 성교육 당황하는 아빠를 위하여) 

교육희망 
아버지

50   

12 2018.11.19. 교육장과 학부모의 소통 간담회
학부모
회장

97   

13 2019.2.28.
새내기 학부모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
(선생님이 알려주는 우리 아이 즐겁게 학
교 보내는 방법)

초등학교 
새내기 
학부모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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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9.3.7.
새내기 학부모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
(쉽게 알아보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자유학
년제 이해)

중학교 
새내기 
학부모

130   

15 2019.3.8.
새내기 학부모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변화하는 대입전형 
알아보기)

고등학교 
새내기 

130   

16
2019.3.26.

~5.24.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회(1~2차)

학부모 
임원

97 16회

17 2019.4.8.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 권역대표자 
협의회

권역대
표자

16 1회

18
2019.4.18.

~5.9
찾아가는 학부모 컨설팅

신청교 
학부모회 

임원
77 4회

19 2019.6.22. 부모-자녀 감동 교실
학부모와 

자녀
60

30가
족

20
2019.6.10.

~7.10.

학부모아카데미 학교안전교육사 자격과정 
운영
(안전정책, 아동안전, 응급처치, 학교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학습안전, 교통안전, 
생명안전, 체험안전)

교육희망 
학부모

60 10회

21 2019.8.19.
학부모 리더 학교참여 학습동아리 교육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유용한 팁)

학습동
아리 

구성원
30   

22 2019.8.20.
학부모 리더 학교참여 학습동아리 교육
(프레젠테이션이란? 프레젠테이션 준비)

학습동
아리 

구성원
30   

23 2019.8.23.
학부모 리더 학교참여 학습동아리 교육
(전문적인 자료 준비, 스토리텔링)

학습동
아리 

구성원
30   

합
계

1,654



- 138 -

[부록 2] 추가 자기성찰기록부 내용

4. 본 프로그램의 강좌 중 어떤 강의가 어떤 면에서 가장 유용하고 의미 있었나요?

  (강사명으로 기재, 복수선택 가능, 이유도 적어주세요.) 

 - 전문역량Ⅰ: 고정관념을 깨는 의식전환, 인식개선

 - 전문역량Ⅰ: 미래교육 방향 제시와 자녀교육에 중심을 잡게 도와줌

 - 실행역량: 학부모회를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김

 - 리더십역량: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에 학부모 참여가 꼭 필요함

 - 전문역량Ⅰ: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음

 - 전문역량Ⅰ: 미래교육과 우리 아이들

 - 리더십역량: 학부모 리더로서 필요한 리더십

 - 실행역량: 학부모회 1년 살아보기 위해 계획해보기 실습

 - 전문역량Ⅲ과 실행역량

 - 리더십역량: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 리더십역량: 교장선생님 모든 것들은 나부터 시작이다.

 - 전문역량Ⅰ: 소장님 모든 사물은 보는 이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다.

 - 실행역량: 다른 학교들의 일 년 살림살이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배움

 - 전문역량Ⅰ: 사람들과의 관계나 미래를 볼 수 있는 관점을 일깨워줌

 - 전문역량Ⅱ: 학부모 리더를 위한 진로 진학 노하우

 - 전문역량Ⅰ: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걸 명확하게 강의로 들음

 - 실행역량: 학부모회 1년 살아보기

 - 실행역량: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하는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해주

셔서 의미 있었음

 - 실행역량: 학부모회의 진행 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음

5. 본 프로그램 가운데 지속되어야 하는 강의는 무엇이며,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 다양한 사례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실질교육

 - 모든 강좌, 다만 OOO 강의는 내용 수정 또는 강사 교체

 - 학부모 리더십

 - OOO

 - 학부모 리더로서. 리더가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 무엇. 작은 그 무엇 하나라

도 구체적으로 해보았으면 또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학부모회 1년 살아보기: 학교교육공동체의 바람직한 형성을 위해

 - 어려운 상황인데도 강사분들이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내용이 유익하여 다시 듣고 

싶은 강의들임.

 - 행복한 학부모회 1년 살아보기: 이론보다 실제 참여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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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 학부모 1년 살아보기: 학부모가 학교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다

 - 학부모회 1년 살아보기

 - 교육자치와 학부모 리더의 역할: 학교에서 학부모회의 위치와 존재 이유 등을 새롭

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학부모회 1년 잘 살아보기, 다른 모든 강의

6. 본 프로그램이 학부모 리더 인증제로 발전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워크숍, 실습과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확인

 - 실행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1년 계획 세우기와 발표해서 공유할 수 있었으

면 더 좋겠음

 - 본 강의 참여 못 할 시 녹화분이라도 이수 가능.

 - 코로나 종식

 - 처음이라 그렇겠지요. 맛보기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리더 인증제가 되려면 이어지

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해서 학부모 리더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 학부모 교육참여에 대한 인식개선과 학부모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각 학교 학부모회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여할 학부모는 반드시 소정의 연수를 반드

시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교육청 차원에서 발의되고 그에 따라 이와 같은 연수 

과정이 준비되면 함.

 - 학부모 참여가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학부모회 인식개선 및 홍보

 - 대상 선정과 시기 

 - 실행학습 과정을 학년 초 학부모대의원회의 개최 전에 해야 할 듯해요.

7. 온라인 강의 소감 등 기타의견을 적어주세요. 

 - 더 많은 학부모 참여와 학부모 간 교류 필요

 - 온라인 강의도 좋지만, 집합 과정으로 다른 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 앞으로 활성화되면 좋을 듯.

 - 좋았습니다.

 - 직장맘인데 코로나로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고맙습니다^^

 - 어려운 현 시국에 값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OO고 교장선생님과 지원해주

신 OO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 막연한 학부모회가 선명하게 보이게 해 준 연수였습니다. 기획하고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온라인 강의는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집에서는 자꾸 해야 할 일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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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껏 강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 고맙습니다.

 - 학부모리더 교육과정이라서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학기 초에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의 상황으로 시기상으로 아쉽긴 했지만, 학교에서 학부모회의 의미를 

알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을 알게 되어 의미 있었습니다.

 - 학기 초에 진행되었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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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모니터링(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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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모니터링(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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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a Training

Program to Strengthen Parent

Leaders' Competence to

Participate in Education

Kim, Wol Seop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teacher and education professional for the past 30 years, I

have recognized that cooper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is the

most needed in the educational scene, as meeting the parents le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a student. I have also come to realize that

the competence of parent leader group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is

important in establishing a desirabl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This is because parent leader groups, who take

part in making decisions for the school events and curriculum as

representatives, can be a bridge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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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the parent leader groups’ competence to participate in

education can be considered as being the most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schools and

parents.

This research aims to design and implement a parent leader

training program to facilitate the parent leaders to bridge the

communication between schools and parents, and to lead other

parent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s well,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This research took the following three stages of program

development: 1) inspecting the level of necessity and demand for a

parent leader training program by parents, teachers, and officers of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2) designing and implementing a

program, and 3) examining its effects on developing the parents’

competence to participate in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school members and officers regarded the parent

leader training program as very necessary and important for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schools and parents.

Second, the program focused on developing Specialized Competence,

Leadership Competence, and Action Competence, which were three

components driven from previous literature. Third, 20 parent leader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nd the results were evaluated by

subjective assessment of the participants and researcher’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monitoring.

In terms of the evaluation, first, the overall satisfaction of parent

participants was very high. Second, the program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subcategories of parent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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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participation: Specialized Competence I, II, III, Leadership

Competence, and Action Competence. Third, this research, as a

training program for parent leader group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ir understanding parents’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awareness

that they motivate other parents to participate as well.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researcher herself

understood based on actual working experience in the education fiel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schools and parents is the parents’ educational

participation. From this understanding, the researcher, together with

parent participants, developed a specific program to strengthen such

competence. In particular, this program is unique in that it is a

parent education program designed and implemented by researcher

and the parents, as consumer and the relevant party directly involved.

With numerous positives effects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som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follow-up research is necessary on whether the parent

leaders that completed this program have developed their competence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successfully would bridge the

communication between schools and parents.

Second, to promote parents’ participation in education, research is

necessary to systemize this program into a mandatory training

program for parent leader groups by creating a ‘parent leader

certification.’

Third, a plan for schools, officers of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and regional governments to work together must be

sought out, in order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schools and th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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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policies and legal devices must be established to support

parents’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related studies must be

continued.

key words: parents’ participation in education, parent leaders,
parent leader’s competence, parent leader training
program

School Numbers : 2014-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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