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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parenting education within 
the society of life long learning. Parenting education should be dealt with in the view of 
lifelong education. This article focused on parenting education as outlined in the Lifelong 
Education Act. After analyzing the legal systems and the current limitation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terms of parenting education, future directions were proposed. 
To do this, this article analyzed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relation to parenting 
education. Based on the relevant data, this article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found that parenting education in terms of lifelong education that is available to anyone 
at anytime should be open for all parents. Second, parenting education should be clearly 
specified in the cont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ird, the values of civic 
education such as dignity, consideration, and love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In addition, it is note worthy to comment that creative 
education has been important for future society. Forth, it is recommended to specify 
parenting education in the subject list of lifelong educator training programs in the 
lifelong education act. Finally, parenting education should be practiced in the various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undamentally, parenting education as Lifelong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for parent's benefits, but also for children's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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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를 가지는 

순간에서부터, 심지어는 자녀를 가지기 부터도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서 

시작하여 자녀가 성장한 후로도 부모와 자녀와의 

계에서 늘 자신의 부모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 옳은 지에 해서 평생 동안 고민하며 

살아간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

다’는 옛말이 있듯이 자녀의 가장 기본 인 교육

은 가정에서 비롯되며, 무엇보다 부모에게서 학

습된다는 사실은 동서고 을 막론하고 나 지

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통사회의 가정에서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해

당하는 부모역할을 조부모들도 함께 담당하 다. 

그러나 사회는 확 가족에서 핵가족화라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이혼

율의 상승, 삶의 다양성을 반 하는 여러 가족형

태의 출 ,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 청소년기의 입

시지옥 등으로 인해 많은 일반 인 부모들은 변

화된 부모역할을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의 도 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요사이 부모노릇하

기가 무척 힘들어 부모들은 고통스럽다고 느끼기

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한 열의와 기 는 세계 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얼핏 보면 자녀의 장래를 해서는 어떠한 고통

과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열의로 보이지만, 정작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기능은  약화되고 있

으며,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부모들은 부모라는 

치에서 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자녀교육

에 한 올바른 가치 과 철학을 갖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해 과연 바

람직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어

떤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옳은가에 해 늘 

자신을 성찰해보고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

이다. 이런 에서 사회는 어느 시기보다도 

사회 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양옥경 등 2006; 이소희 2007). 그러나 

정작 부모교육은 여 히 사회 으로 모든 부모 

된 자에게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실 으로 부

모교육이 진정으로 필요한 부모들은 사회 인 

실과 여건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1995년에 발표된 교육 개 안에 의하면 오늘

날 사회는 평생학습사회로 일컬어지며, 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

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육은 개

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계발하고,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복지의 

핵심 요소이자 사회와 국가 발 의 토 가 된다

(안병 ㆍ김인희 2009). 이런 에서 평생학습은 

21세기 교육복지국가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극

화하기 한 비 을 구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즉 복지를 실천하는 핵심 략으로서 교육

의 역할이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은 격한 사회변화 속에 아동

복지, 가족복지 나아가 국가  복지차원에서  

생애에 걸쳐 개인의 잠재력을 실 하고, 삶을 향

상시키는 데에 있어서 요하다. 이런 에서 최

근 들어 아동․가족복지차원에서는 아동복지의 

보장과 증진을 한 일차 인 책임은 부모가 진

다는 이 강조되고 있다(이소희 2007). 이는 

아동의 발달 ․생활환경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아동에 한 직 인 실천만으로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거나 향상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다고 제기되어 온 것에 연유하며, 이에 따

라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아동․

가족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근이 강화되고 있

다(이소희 2007). 

부모교육은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와 그

들의 자녀를 해서 필요하며, 특히 오늘날 지식

기반사회에서 개인은 ‘생존’을 해 변화를 인정

하고 변화에 응하기 해서 평생 동안 학습하

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서 볼 때(곽삼근 2005), 

부모교육은 평생교육 인 근이 요구된다. 이러

한 시 인 흐름에 의해 국가는 평생학습진흥계

획(2008)에 따라 부모교육을 평생교육정책의 일

환으로 명실상부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그 법  

근거가 되는 평생교육법에서 부모교육에 한 구

체 이고 명확한 언 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부모교육이 평생교육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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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ong Education Act analysis

Lifelong Education 

Approach

The institutional limitation and direction in the parenting 

education

•The finding of institutional limitation in the parenting 

education

•The suggestion for the progressive direction in the 

parenting education 

The necessity and purpose in the parenti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paradigm -social․ 

environmental change 

•The practices of child․family welfare 

•Improvement in social integration: civic 

education values

The suggestions for problems in the 

parenting education

•The problems that parenting education 

is carried out to all parents 

•What is important values for children 

in parenting education?

Fig. 1. Research model

Category Content

Lifelong 

education

definition article no 2(definition of lifelong education)

idea article no 4(idea of lifelong education)

purpose

article no 1(purpose)

article no 5( the assignment in nation, a local government)

article no 9( the building of development plan for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or training article no 24(lifelong educator training)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article no 29(lifelong education in schooling), article no 30(lifelong education 

in the attached schooling), article no 35(lifelong education in the attached a 

place of business)

Table 1. Research analysis frame 

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법제 인 뒷받침이 든든해

야 그 실천력에 있어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일반 으로 법규의 마련에는 가치의 

배분이 작용하는 바, 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

을 가진 집단의 의견이 반 되어 편향성을 가지

기 쉬우며, 보다 극 으로 표출된 의견만이 반

된다(이소희 2007). 이런 에서 보자면 평생학

습을 추구하는 평생교육  에서 부모교육에 

한 사회 ․학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모교육을 평생교육 에서 다룬 

몇몇 연구들은 부분 부모교육 로그램에 한 

실천 인 문제를 언 하고 있을 뿐이며(장희양 

2005; 정은희 2006; 정은  2010), 평생교육법을 

통해서 부모교육에 해 고찰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의 기본

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에서 부모교육

이 어떤 법 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부모교육

의 법 인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발 방향

에 해서 모색해 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II.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평생교육 에서 부모교육을 근

하고자 한다. 이에 그 토 가 되는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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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을 두고 

논의하고자 하며, 그 분석은 법의 정의, 법의 이

념, 법의 목 ,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 과 평생

교육 로그램의 범주에서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목 은 무엇인가?

둘째, 평생교육법을 통해서 부모교육을 살펴보

았을 때, 부모교육의 법 체계는 어떠하며, 그 한

계는 무엇인가?

셋째,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밝 보기 한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평생교육, 

아동․가족복지, 부모교육과 련된 단행본  

학술지, 논문, 그리고 평생교육 련 법령  정부

기 의 정책자료, 연구기 의 연구자료 등을 참

고로 하 다. 본 연구에 있어 평생교육법을 심

으로 부모교육을 살펴보는 분석틀을 범주화해서 

제시하면 Table 1과 같으며, 연구의 모형은 Fig. 1

에서 알 수 있다.

III. 연구 결과

1. 평생교육으로서의 부모교육의 필요성

1) 사회의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패러다임의 

차원

사회는 정보화, 세계화, 다원주의  경향

으로 각 개인  가족의 삶의 조건과 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의 가족은 이러

한 가족 내의 변화  가족을 둘러싼 외부 인 

환경맥락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곤 

한다. 를 들자면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여성

의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자녀와의 화단

, 아동․청소년의 비행증가, 한 문제아동의 

경우에는 문제를 생하게 하는 부모의 방임, 학

, 유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가족 유형 즉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가족구성원들의 응과 가족 계유지 그

리고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가족문제 발생에도 

커다란 향을 미친다. 결국 이 같은 다양한 문

제들은 부부 계는 물론 부모-자녀 계 등 가족

계의 약화를 래하며, 심지어 가족해체 상에

까지 이르게 한다.

이에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가족구조, 가

족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변화와 문제를 방하

며, 효과 으로 처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아

동․가족복지서비스들이 요구된다. 아동․가족복

지서비스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부모교육은 사

회․환경 인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여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스

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부모교육은 가족맥락의 변화에 처하

기 한 기제로서의 역할을 한다(신용주 2003). 

부모로서의 ‘역할하기’에 한 학습은 핵가족

화 등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같으면 확

가족으로 인하여 가족생활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늘날은 부모역할 모

델을 찾기가 어려워 학습의 기회가 더욱 어려워

짐에 따라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한층 강조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있어 최신의 정보를 

얻어야 하며,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가  더 어려워지

는 시 에 살고 있다(Knowles 1980). 부모들은 완

한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이고, 자녀

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모역할의 

학습을 해서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부모들은 

부모역할의 학습을 해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은 이미 마쳤을지언정, 학습에는 끝이 없듯이 아

동과 부모 자신을 해 평생 동안 자녀의 성장단

계에 맞는 교육을 부단히 배워야 하며 죽을 때까

지 배워야 한다. 

이런 에서 보자면 부모교육은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다. 부모교육은 성인교육, 자녀를 지도

하기 한 평생교육의 일환이다(권이종․이상오 

2001). 평생교육이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추구를 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생애를 걸쳐 행하여지는 교육을 말한

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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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데 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배움을 익 야 사람들은 응해 나갈 수 있기 때

문이다.

21세기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시 인 

열린 교육사회로 환하고 있다. 열린 교육사회

란 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사회로 

교육의 다양성과 상 성을 제로 하는 사회 체

가 학습의 터 이 되는 평생학습사회를 의미한다

(김신일ㆍ한숭희 2001). 이러한 평생학습사회가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에 해 언 한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Dave 1973; Lengrand 1989; 

UNESCO 2000) 평생교육은 첫째, 교육개념에 있

어 역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통  학교교

육이외의 여타 교육범주에까지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교육시기의 계속성과 향상성

으로  생애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고 향상되어

야 함을 말한다. 셋째, 교육 상의 평등성으로 이

는 교육 상이 소수특권집단만에 있는 것이 아니

라 교육 으로 소외된 계층, 교육 문화  자본에

서 결손된 계층에까지 교육을 확산시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교육 근방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으로 내용, 제도와 운 에 있어서 개방성

과 탄력  연계를 말한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모교육은 부모 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 인 

교육이어야 하며, 어디서나 쉽게 근할 수 있는 

교육으로 부모 된 자는 평생 동안 자녀를 해 

학습해야 하는 평생교육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부모교육은 평생학습사회

에서 부모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응하기 해 

필요하며 아동과 부모자신을 한 역량을 강화하

기 한 평생교육이다. 결국 평생교육으로서 부

모교육은 사회 변동에 효과 으로 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사회발 을 진시킬 수 있는 

한 사회의 교육역량을 증 시키기 해서 필요하다. 

2) 아동ㆍ가족복지 실천의 차원

아동복지는 가족의 복지와 깊은 련을 가지

고 있다(공계순 2008). 아동복지에 한 은 

아동을 상으로 하는 복지에서 체가족을 심

으로 하는 가족 심의 아동복지로 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복지 나아가 가족복지의 

상에 부모가 포함되는데, 이는 아동의 발달과 복

지에 부모가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오늘날 아동․가족복지에 한 책임이 국가

로 많이 이양되긴 하 지만, 그래도 아동․가족

복지를 한 아동양육에 한 일차 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이소희 2007). 더군다나 아동은 스

스로 그들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치에 있지 

못할뿐더러, 실 으로 아동과 가족의 복지를 

해 부모가 사회나 국가보다도 더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실 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방법, 기술은 

아동의 건 한 성장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

다. 그러나 다수 많은 부모들은 아동을 잘 양

육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아동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해 

많은 정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

다. 따라서 부모역할을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익히는 것은 실제 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의 부 한 보호

와 아동의 발달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는 부모

교육이 더욱 더 필요하다. 

이른바 부모교육은 가족해체의 기에 놓인 

가족이나 여러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가족을 지원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해서 가

족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주며, 이런 에서 아

동․가족복지의 실천기제가 된다(신용주 2007). 

곧 부모교육은 아동복지 실천기술론  활동방법

으로 고려되며(이소희 2007), 더불어 가족복지의 

실천기술론  방법이다. 결국 부모교육은 부모뿐 

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가족의 안정과 번  

즉 복지  사회의 유지와 발 에도 기여하는 교

육이다. 교육과 복지를 연 시켜서 보았을 때, 교

육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지사회구 에 공헌하

며, 교육을 잘 받은 상태 그 자체가 복지 상태를 

지칭하기도 한다(이용교ㆍ임형택 2010). 이런 

에서 아동․가족복지는 보편  필요에 맞추어진 

복지인 교육(김정래 1997), 즉 인간의 삶을 모종

의 가치 있는 상태로의 환을 도모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은 성숙된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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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게 하는 복지  성격을 띤다. 

평생교육의 목 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에 있듯이(권  2001; 진규철 2002), 자

신의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복지의 실 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평생교육

은 개인이  생애를 통하여 격히 변화하는 환

경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계속 인 자기발 을 

하여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을 효율

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 화를 지향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교육활동이다(김윤섭 2002). 평생교육은 변화하는 

생활에 슬기롭게 처하고 창조 으로 개척

해 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 서 타인과 더

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 

교육이다(장진호 1983). 이런 에서 보자면 평생

교육인 부모교육은 아동․가족 복지를 실천하는 

교육이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상황에 맞는 

인간 즉 자녀를 양성하는데 요구되는 새로운 부

모역할을 학습하는 교육이다.

 

2.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의 목

교육은 근  패러다임의 향을 받아 근

사상을 하고 정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로 인해 교육은 학교를 심으로 하

는 공교육체제의 틀로 형성되었으며 근 성의 구

성요소인 객 성, 합리성, 과학성 등의 구성요소

로 이루어져 있다(정석환 2008). 이런 근  구

성요소들은 우리사회에서 행 의 거가 되어 왔

으며, 교육의 목 , 내용, 방법을 구성하는 데 있

어서도 핵심 인 가치이며 부모의 역할에도 향

을 미치고 있다(조순 ․심미연 2009). 이런 에

서 부모역할 역시 자녀에게 배려, 겸손과 같은 

가치 즉 바람직한 도리를 가르치는 인성교육 

신에 인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심을 쏟고 있

다. 그 다면 오늘날 사회의 변화에 응하는 평

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은 어떠한 가치를 포함하

여야 하는가? 한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의 

목 은 무엇인가?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의 목 은 사회통합

증진에 있다(김미숙 등 2009).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통합증진은 사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여

러 험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새로 두되는 험을 찾아내고 이를 최소

화하여 사회  포용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Mouelis(변종임 외 2007 재인용)은 사회

통합이란 의미를 사회 구성원들의 질  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상호의존 계에서 갈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으로 본다. 한 Council of Europe(2005)에 의하

면 사회통합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장기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의 능력으로 자원에 한 

균등한 근과 다양성을 온당하게 배려하는 인간 

존엄성에 한 존 과 개인  집단  자율성 그

리고 책임 있는 참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

통합의 구성요소는 공통의 규범과 가치, 공유된 

정체성 는 공동의 공동체에 한 소속감 그리

고 계속성과 안정성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증진을 목 으로 하는 부모교

육은 평생교육정책 역상 시민교육의 역에 해

당된다(김미숙 등 2009). 시민교육은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정신  토 가 되는 교육으로 오늘날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세 속에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을 길러 

다(배한동 2006). 이러한 시민교육은 학교 교육

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활성

화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평생교육으로서 부모

교육의 목 이 사회통합증진에 있다는 에서 

본다면, 부모교육은 새로운 험과 다양한 문제

를 안고 있는 사회에서 가족의 통합과 나아

가 사회통합  발 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이러한 평생교육의 목

을 실행하는 정책 역상 시민교육의 역에 속

하는 부모교육은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

본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교육은 바람직한 

인격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한 교육이며, 가

장 모범 인 사고체계와 행동양식을 내면화시키

는 교육이다(배한동 2006). 그 기본덕목으로는 정

체성 확립,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실 의 가치추

구, 다원성 존 , 공동선과 정의 실 , 인류애와 

세계평화이다. 이러한 들에 비추어서 볼 때, 평

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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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본 인 가치들을 궁극 으로 자녀들에게 가

르쳐야 함을 알 수 있다. 평생학습으로서 부모교

육의 목 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Division contents

Purpose of 

as lifelong 

learning

purpose
improvement in social 

integration

necessity

unity of society, receptive 

society through civil 

consciousness, 

development civil society

Domain of 

policy

major domain civic education 

basic virtues

• establishing identify 

• dignity 

• self- actualization 

• respect of pluralism 

• common good 

Table 2. Purpose of parent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3. 평생교육법을 통해서 본 부모교육 련 

법  체계 

1) 법의 정의

평생교육법 제 2조는 평생교육의 정의에 해

서 명시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

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 ․문자

해득,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

의 조직 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평생

교육법에는 평생교육에 한 정의를 교육내용에 

따라 구분된 구체 인 교육활동으로 명시하고 있

다. 이는 평생교육에는 어떠한 교육이 포함되는

지에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이다. 

하지만 명시된 교육활동이 추상 이고 포 이

어서 평생교육의 정의 속에 포함되는 교육활동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렵다. 

일반 으로 평생교육인 부모교육은 비부모

교육이라는 학의 교양과정으로 일부 실시되고 

있지만, 부분 학교 정규교육과정시기가 지난 

성인이 되어 부모가 된 후 받는 성인교육이다. 

평생교육의 정의에서 보듯이 평생교육을 학교교

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형태의 조직 인 교육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개념 으로 평생교

육의 정의에는 부모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 으로 평생교육법에서 

부모교육의 용어는 특별히 언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평생교육백서(2008)에 의하면 앞에서 지

했듯이, 사회  통합과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교육활동의 역에 부

모역할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모교육

은 분명 평생교육의 정의에는 포함되는 교육활동

으로 볼 수 있으며, 굳이 보자면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에 시민참여교육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의 정의에는 우리나라 성인 기 문

해 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복지 인 차원에

서 보자면, 일반인에게 기 문해능력을 향상시키

는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사회 인 환경의 변화 즉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 증가 등으로 인한 다문화 사

회 속에서 복지를 리기 한 기본 인 요소로

서의 문자해득교육이다. 동법 제 2조 3항에는 이

러한 문자해득교육에 해서 구체 으로 명시되

어 있다. 즉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과 사회 그리고 직장생활

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해 문자해득능

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문자해득교육에 한 규정은 사회 으

로 소외된 계층을 한 평생교육의 국가  추진

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의 경우, 자

녀양육에서 기 인 언어와 문자해득능력이 부

족해서 가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이 주 2007)가 말해주듯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습지도에 불편을 느

끼고 있다. 이런 에서 평생교육의 정의에 문자

해득교육활동을 포함시킨 은 사회 인 변화를 

반 한 것으로 일반 문해 성인의 복지 뿐 만 아

니라, 다문화 가족의 아동․가족복지 인 에

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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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 이념

평생교육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평생교육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의 보편

인 권리로서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의 기본 

토 가 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비롯된 것이

다.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와 기본원칙 그리고 교

육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기본  인권과 교육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1987년 헌법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

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평생교육권을 규정

하고 있다.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에 한 기본

인 권리와 의무인 교육기본권을 규정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학습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동법 동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교육’은 학교교육뿐

만이 아니라 가정교육․사회교육을 모두 포함하

는 포 인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평생교육 

한 모든 국민으로서 교육받을 기본 인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의 통치체제에 한 근본 원칙

을 정한 기본법인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생

을 통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평생교육조항 

 그 추진을 해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학습권을 평생 동안 걸쳐 보장한 것이며,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평생 동안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게 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에서 평생교육에 

한 조항을 규정한 것은 국가 으로 평생교육이 

시 으로 강조되는 실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다른 

조항 에서 평생교육과 련지어 보자면 동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

정한 조항과 제 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두 조항을 

통해서 볼 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  보면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가

장 기본 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듯 평생교육은 헌법 제31조 이하가 규정

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평생

교육은 헌법의 이념 인 기 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변화하는 사회 속에

서 국민이 평생 동안 가지는 교육에 한 권리라

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부모교육 역시 헌법

인 근거에서 보면 모든 국민 즉 부모 된 자는 

평생에 걸쳐 평생교육인 부모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 계 법률에 한 기본법으

로서 헌법정신에 따라 교육에 한 국민의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진흥을 한 책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 에 한 기

본 인 사항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이러

한 교육기본법은 우리나라 교육 반에 걸쳐 추구

해 나가야 할 교육이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만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동법 제 10

조 제1항에는 사회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

의 평생교육을 하여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학습해야 하며 가

정, 학교, 사회 등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평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진흥하고 노

력해야 한다. 

평생교육과 련된  다른 조항은 동법 제 3

조의 학습권에 한 규정이다. 즉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에서 모든 국민은 

교육권의 주체가 되며, 개인 ․사회 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 모든 국민은 평생 동안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권을 가진 학습자의 규정은 동법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을 포함한 학습

자의 기본  인권은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과

정에서 존 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

다. 여기서 교육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유아 

 취학  어린이, 각  학교에 취학하는 학생, 

학교 밖의 청소년이나 학교를 마친 성인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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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ntrance into 

adulthood

(age of 20~24)

Early adulthood

(age of 25~39)

Transitional period in life

(age of 40~44)

Middle adulthood

(age of 45~54)

Characteristics
beginning economic 

activities

beginning economic 

activities, marriage․ 

childbirth 

increasing economic 

activities, finding second 

occupation 

decreasing economic

activities, preparation

for the later life

Contents in lifelong 

education
parenting education

parenting education, 

children's education

education to mitigate family 

conflicts(parent-children)

Source: The contents related to parenting education in comprehensive plan for lifelong education promotion(2008).

Table 3. The content of lifetime stage in parenting education as lifelong education

포함하며, 부모, 노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

기본법에서 교육의 주체인 부모와 련하여 동법 

제 13조에는 보호자에 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즉 부모 혹은 보호자는 자녀 는 아동이 바른 

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

와 책임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평생에 걸친 학습의 권리와 

학습자의 학교교육  사회교육에서의 인권존

에 한 규정, 부모의 교육권에 한 교육기본법

에서의 규정들은 국가가 교육개 의 의지를 반

하여 새로이 추가한 규정으로 이는 시 의 흐름

에 따른 모든 이를 한 평생학습의 요성을 반

한 것이다.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을 평생교

육법의 모태인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이념  차원

에서 보자면 모든 부모는 평생 동안 아동의 성장

을 해 부모교육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

로 해석되어지며, 이는 곧 아동과 부모의 행복추

구를 해서이다. 

 

3) 법의 목적 

평생교육법 제 1조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

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한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그리고 그 운 에 

한 기본 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 이와 유사하게 헌법 31조 5항에서도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볼 때, 국가는 모든 국민

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와 평

생교육진흥을 시책으로 추진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추진을 해 헌법 제 31조 6항에는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 , 교육재정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헌법을 포함하여, 평생교

육법에서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는 법의 목 에 

한 규정은 국가의 평생교육에 한 지향하는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며, 한 평생교육에 

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책임과 임무에 있어 평생교육법 

제5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해

서 명시되어 있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평생

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와 

련조항으로 동법 제 9조는 평생교육진흥기본

계획의 수립에 해 명시하고 있으며, 5년 단

로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는 평

생교육 진흥의 ․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에 

한 사항,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활성화에 

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을 한 투자 확   소

요재원에 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정책에 한 

분석  평가에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짐작컨 , 평생교육진흥정책

의 일부분인 부모교육의 진흥을 해 국가  지

방자치단체는 부모교육제도와 그 운 에 한 책

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단 인 로 2008년

에서 2012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계획인 국가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2008년 평

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 의하면, 부모역할교육은 

생애단계별 평생교육의  추진내용에서 성인 

입문기 즉 20세~24세와 성인 기 시기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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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ong 

Education Act
Course Divisions Subjects

Lifelong 

education 

act(2007)

Training process 

(3 credits for 

each subject)

Required 

courses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Methodology, Lifelong Education 

Management, 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Lifelong 

Education Practical training (four weeks)

Optical 

courses

Childhood Education, Adolescent Education, Women Education, The 

aged Education, Civic Education, Literacy Education, Special Education, 

Adult learning & counseling

Educational Sociology, Educational Technology, Educational Welfare, 

Community Education, Culture-Art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Career planning, Distance Education, Business training, 

Environment Education, Instructional design, Educational survey 

methodology, Counseling Psychology

Source: A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2008).

Table 4. The subjects for lifelong educator training in Lifelong Education Act

세~39세에 집 되어 있으며, 이후 성인 기까지

는 부모교육의 명칭 신에 부모자녀간의 가족갈

등해소교육의 명칭으로 되어 있다. 생애단계별 

평생교육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져 있으며, 그  부모교육은 사회  포용증진을 

목 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

다. 이러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 의하면 부모

교육은 평생교육의 역에 속해 있으며, 평생교

육의 요한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의 생애단계별 내

용은 Table 3과 같다.

4) 평생교육사

최근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국가 주도 평생

교육사업의 확 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천을 책임

지고 있는 평생교육사에 한 심과 그 역할에 

한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진화ㆍ양병찬 

2006).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

석, 평가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사의 

자격에 해서는 동법 제17조와 동법 제 18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평생교육 련 과목을 일정학

이상 이수한 자 는 평생교육사 양성기 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

을 부여한다. 동법 제 19조에는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의 실시를 해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와 

양성체제에 한 실질 인 심이 국가 인 차원

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함과 평생교육사의 양성체

제와 자격기 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백서(2008)에 의하면, 평생교육사의 이

수과정에 있어서 이수학 과 시수가 기존에 20학

 210시간에서 30학 과 450시간으로 확 되었

으며, 이수단 도 2학 에서 3학 으로 변경되었

다. 한 평생교육실습을 학 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역할과 직무도 평생교육 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 , 평가, 평생교육진흥 련사

업계획 등에 따라 상세화하고 있다. 한편 평생교

육법에서는 유아교육법, ․ 등교육법  고등

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

로그램을 운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

육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평생교육사 채용은 아직까지 필

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사가 되기 한 자격기 과 련하여 

평생교육사가 되기 해서는 평생교육과 련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

조 제 1항에 명시된 평생교육과 련된 과목에 

해서는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

하면 선택과목으로는 총 8개 과목 즉 아동교육

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문자

해득교육, 시민사회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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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이 양성과정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지만 

부모교육론이란 명칭으로는 양성과정 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 했듯

이, 평생교육백서(2008)에 의해 부모교육이 시민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역에 포함된 것으로 볼 

경우, 부모교육이 시민사회교육론에 포함은 될 

수 있을지언정, 노인교육이나 아동교육과 마찬가

지로 하나의 독립된 교육내용을 가진 교육과정으

로서 평생교육사 양성과목에 언 되어 있지는 않

음을 알 수 있다. 행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양성과목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5)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교육기관 

일반 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기 해서는 

그 교육목 을 달성하기 해 로그램이 요구된

다. 평생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법 제 2

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의 정의에 해당하는 

각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해서는 구체 인 로

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진흥사업 의 하나인 평생교육 로그

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평

생교육법 제16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

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9조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평생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한 평생

교육 담기구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해서 밝히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의 

하나는 평생교육 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19조에는 국가는 평생교

육진흥과 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하여 평생교

육진흥원의 설립의 명시와 함께 그 업무로서 평

생교육 로그램개발의 지원을 규정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 로그램의 실행을 해 평생

교육법에는 국가는 각  학교의 장으로 하여  

학교시설의 개방하고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동법 

제 29조에는 ㆍ 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

라 각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이념에 따라 교육

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으로 개발하고 시행하

는 것은 물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학교

를 심으로 공동체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해

야 하며,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

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

다. 이처럼 학교의 평생교육실시에 해 평생교

육법에서 새로운 하나의 조항으로 신설한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에 있는 각  학교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

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

생교육인 부모교육 역시 지역사회의 학교시설을 

충분히 이용하여 부모들에게 유용한 부모교육 

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기 으로 다

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성화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즉 동법 제30조에는 학교부설 평생교

육시설에 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제1항에는 각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상으

로 교양의 증진 는 직업교육을 한 평생교육

의 시설의 설치와 운 에 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학의 장이 학생 는 학생 이외

의 자를 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 31조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 32조는 사내 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제 33조에는 원격 학형태의 평

생교육시설 한 제 35조에는 사업장 부설 평생

교육시설에 해서 명시되어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2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일

반고객을 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생교육백서(2008)에 

의하면 사업장은 84%가 백화 , 할인마트에 설

치된 문화센터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로그램을 살펴보자면, 각  학교시설에서 운 되

는 평생교육 로그램은 학교의 우수한 시설과 인

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한 평생교육 로그

램을 운 하고는 있지만 취미와 교양 등 리성

주의 로그램이 많으며 실제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은 부모교육과 련된 내용은 부족한 실

정이다. 평생교육백서(2008)에 의하면 사업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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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평생교육 로그램 역시 인문교양과 문화 술 

역의 로그램이 78,940개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유아와 아동들에게 평생교육 로그램을 제

공하고자 하는 수요를 반 하여 유아, 아동교육

과 련된 로그램들이 부분이다. 학부설평

생교육 로그램의 경우는, 앞에서 지 했듯이 국

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로그램을 개발

하여 운 할 경우 평생교육진흥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평생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백서

(2008)에 의하면, 학부설 평생교육활성화 사업

으로 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 로그램

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 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그램이 많은 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인 장애인가족 그

리고 부모역량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에서 부모교육은 모든 부

모들이 받아야 할 필요성과, 과연 부모들은 자녀

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부모라면 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서의 제도 인 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평생교육  에서 부모교육을 근

하고자 하 다. 

이에 행 평생교육법에서 부모교육과 련된 

조항들이 어떠한 법 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에 해서 우선 고찰하고 그 법  한계를 발견하

여 이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사회에 합한 부모교

육의 발 방안에 해서 제언하고자 하 다. 이

를 해 평생교육의 법 근거가 되는 평생교육법

의 체계 에서 5가지 분석범주 즉 법의 정의, 

법의 이념, 법의 목 , 평생교육사, 그리고 평생

교육기 과 평생교육 로그램에 을 두고 부

모교육과 련된 법  체계에 해 고찰하 다. 

이러한 목 을 가진 본 연구는 아직 학문 으로 

평생교육 인 차원에서 부모교육에 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에서, 평생교

육 에서 부모교육에 한 필요성과 그 목 을 

인식하고 법체계 인 입지를 견고히 하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 

평생교육법 체계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모

교육의 법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법의 정의에 의해, 국가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명

확히 하고자 하 지만,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부

모교육은 평생교육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에

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교육의 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헌법과 교육

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평생교육법의 이념에 

따르면 모든 국민으로 부모 된 자는 구나 평생 

동안 부모교육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만, 재 

제도 으로 모든 부모에게 부모교육의 평등한 기

회를 부여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국가는 헌법과 교육기본권에 토

를 두고 있는 평생교육법의 목 에 의해 평생

교육의 일환인 부모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진흥해

야 할 책임의 하나로 평생교육기 에서 실시할 

평생교육 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 로그램은 우선 으로 

주로 사회 으로 소외된 계층의 부모들과 다문화

가족의 부모들을 한 내용으로 집 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

사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문성을 갖춘 평생교

육사의 양성을 해 그 자격제도와 양성체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구비하기 

한 평생교육 련과목에 부모교육론이라는 과

목은 언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법을 통해서 살펴본 부모교

육의 법 체계  한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생

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의 발 방향에 해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교육은 자녀가 미래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책임 있는 인간으로 성장

하도록 하기 해서 가정의 심인 부모가 바로 

서도록 하는 가장 근본 이고 요한 의미를 가

진 평생교육의 일환이다. 앞에서 지 한 바에 의

하면,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의 목 이 사회통

합의 증진과 그 가치들을 실 하는 데에 있듯이 

국가는 자녀들을 어떠한 인간으로 길러야 할 것

인가를 고민하는 한국의 부모들을 해 부모교육

의 목 을 실 할 수 있는 가치들을 갖춘 인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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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육하도록 평생교육정책을 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에 의하면 미래사회가 요구

하는 인간은 창의 이고 인성을 동시에 갖춘 인

간이다. 즉 새로운 변화에 해 능동 으로 응

하는 능력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

하는 창의성, 자기 자신을 계속 으로 학습하는 

지  호기심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 한 공동체

의식과 도덕  자질을 갖춘 인간을 의미한다. 이

러한 인간양성을 해 부모들은 미래사회에 맞는 

부모역할을 학습해야 하며, 가정 내에서 자녀들

에게 창의  능력과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해 

기본이 되는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성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문용린(2000)은 인

성  시민교육 즉 인간의 존엄성, 사랑, 인권, 

인류역사상 보편  가치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

어져야 하며, 평생교육의 핵심개념으로 발 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는 부모교육의 목

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모든 부모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토 를 두고 있

는 평생교육법의 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으로서 

부모 된 자라면 구나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제도 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교육법의 개념 규정에도 명확하게 

부모교육이 명시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평생교육

사의 양성 련과목에 있어서도 부모교육론의 과

목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되어져서 부모교육평생

교육사 제도가 리 보편화되도록 하는데 진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국가는 

부모교육이 국가차원에서 미래의 인간을 양성하

는 데 필요한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평생교육

로그램들을 많이 계발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기

에서 필수 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게 함으로 해서 미래에는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한 문 인 평생교육사가 될 수 있

을 것이며, 국가가 이러한 부모교육의 법  제도

화를 마련하면서 평생교육진흥정책을 하나하나

씩 이루어갈 때 비로소 부모교육은 평생교육으로

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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