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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홈스쿨링(Homeschooling) 제도화에 관한 고찰
유지은(전북대학교)*
이민우(신경대학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 디지털 기술혁명으로 새로운 시대, 소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
게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영역에 있
어서도 비대면 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와 종래의 학교교육 중심의 공교육에 변
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서 사실상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홈스쿨링을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필요한 교육형태로 보고 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다행인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로 홈스쿨링에 의해서도 효율적이고 또한 다양한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홈스쿨링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홈스쿨링의 의미와 문제점,
홈스쿨링에 대한 관리 및 규제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교육관계법 상 홈스쿨링을 합법적인 제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주제어: 홈스쿨링, 공교육, 코로나-19, 뉴노멀]

Ⅰ. 서 론
2019년 말 경 발생한 코로나-19는 벌써 3차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
고 있고, 국가마다 전염병으로 인한 더 큰 인명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
크 쓰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 인간 사회의 생활 환경은 어느 영역 할 것 없이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생활방식이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러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종래와 달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면접촉 서비스
가 제한되고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문화적 양상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이른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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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New Normal)1)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이면서 미래
학자인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
운 규칙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세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뉴노멀의 새로운 규칙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이 흔들리고
불확실한 시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대에, 학생, 교사 등 여러 사람들의 대면을 전제로 행해
지는 현행 공교육제도도 사회적 변화와 함께 변화의 패러다임 위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개
혁하기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교육혁명인데, 학교에서는 공교육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년 가까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거의 1년 간의 비대면의 학교교
육이 비정상 수업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정상으로 이행하는 변환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또

됨

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교육의 온라인화·디지털화는 가속화 으로써 온라인 교

릴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 변환은 물론 학교의 정
체성도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공교육제도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우리
나라의 공교육은 획일적인 학교교육 문제, 부적격 교사 문제, 입시 위주의 경쟁지향적인 학교교
육 문제, 학교폭력, 왕따 등 교우관계에서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당국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근
본적 해결책으로는 학교교육 이외에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형태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가운데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홈스쿨
링은 미국,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
인 교육형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홈스쿨링이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
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는 과연 “홈스쿨링을 제도화할 경우 홈스쿨링의
교육과정에 관한 관리,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과 “우리나라 법제도상 홈스쿨링
도입이 허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육은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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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노멀(New Normal) 개 은 새롭게 보편화된 사회·문화·경제적 준을 의미하는 시사 어로서,
200 년 처음 사 되기 시작 으며, 기에는 경제 상 변화에 따른 진 과 대 을 위해 제시된
경제 어였으나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전 시대와 달리 새롭게 변
화된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하는 개 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2) 일의 경우는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과 달리,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가정
수업(Hausunterricht),
스
은 주교육법에서
하는 제조 을 만 시 지 않는 한
되지 않는다. 노 트라인- 스트 주 교육법 제21조 제1 은 학교
은 부모
은 학교의
신 으로 다음 학생을 위한 가정수업을 고 한다. 1. 병으로 주 이상 학교를 다 수 없는 학
생, 2. 장기 발병으로 1주일에 최 1일 이상 수업에 여할 수 없는 학생, 3. 모자보 법에 따라
아이를 생하기 전 보 기간이거나 생 후에 있는 여학생 . 그리고 동조 제2 은 학교는 병
원 은 이에 비교될 수 있는 의
시설에서 원
문에 최
주 동 수업에
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해 수업하여야 한다. 학교는
한 교육학적 도 이
한 환자에게도 수업
을 제공하여야 한다. 환자들을 위해 학교는 수학교와 력하여 운영될 수 있다. 고 하고 있다
( 기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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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에 관한 종래 논의를 살펴보면, 홈스쿨링에 관해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
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을 때때로 할 수
밖에 없는 격변한 교육환경 속에서는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홈스쿨링의 제도화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교육환경, 홈스쿨링의 의미, 홈스쿨의 문
제점과 그에 대한 관리 및 규제, 홈스쿨링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 등을 함께 논구함으
로써, 오늘날 닥친 교육위기상황에서 홈스쿨링이 오히려 자녀 교육에 필요한 교육형태로 인정받
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뉴노멀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와 홈스쿨링이 갖는 의미

1.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교육환경 변화

늘날 우리는 일상의 생활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와 인류과학문명의 획기적인
발달로 얻게 된 5G로 대표되는 소위 디지털혁명으로 인하여, 가히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게 되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스갯소리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
렀고,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공간적 접촉, 대면서비스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위력을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사이버 공간을 갖게 되었다. 이제 인
류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그의 저서 제3의 물결(The 3rd wave)에서 “새로
운 시대는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 것처럼, 뉴노멀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상황
에 맞는 새로운 기준, 질서를 만들어 나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영역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어쩌면 교육제도야말로 코로나-19 이전
부터 혁신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영역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의 교육의 근간인 공교육제도는 자유, 평등과 같은 프랑스 혁명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교육사상에 입각하고 있고, 보통교육의 원칙, 교육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의 원칙, 의무교육의 원칙,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 교육의 자유의 원칙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
고 있다(안주열, 2002). 우리 공교육제도 또한 헌법상 이들 원칙에 관한 규정(헌법 제31조)에 근
거하는 민주적 교육제도로서 성립하였다.
하지만 우리 공교육제도는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동안 헌법상의 교육이념과 공교육제도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비판과 개혁을
요구받아왔다. 즉, 인성교육이 실종되고 사고력과 창의력 교육이 부실한 파행적인 공교육의 운
영은 학교붕괴, 진학과 취업을 위한 학교교육의 수단화, 학생들의 학력저하,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 중도탈락자 증가, 교사들의 사기추락, 사교육비의 팽창과 계층 간 격차 심화 현상 등의 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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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 김천기·김양자, 2003). 게다가 정보화사회에 들어서면서 공교육의 위기는 전면적
인 양태를 띄며 교실 붕괴현상이라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학생들은 수업에는 관
심이 별로 없고, 교사들 또한 교실수업이 어렵다고 하는 등 교사 소외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들은 개념을 중시하기 보다 이미지와 감각을 중시하고, 비디오나 만화, 그리고 온라인 게임
등 감각을 통한 만족을 추구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교사보다 먼저 정보를 획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그 동안 교육 전문성을 갖는 교육자로서 인정받았던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이러한 현실은 더욱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디지털 학생’과 ‘아날로그 교사’로 나타나게 되어 교
실이 붕괴되는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정종기·최락인, 2003).
물론 이와 같이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교육개혁방안이 시도되어 왔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개혁방안은 기존의 학교제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분적 개혁을 통하
여 학교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기존 학교제도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도 추구하였는데, 대안교육으로는 ’대안학교‘ 가 있고, 교육개혁과 무관하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홈스쿨링‘도 대안교육방법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이 가운데 사회
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대안교육방법으로는 군집하여 대면교육이 이루
어지는 대안학교보다는,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홈스쿨링이 더욱 적합한 교육방법이라 여
제로 나타 다(

3)

겨진다.

특히 오늘날 코로나-19는 유행과 진정을 반복하고 있어서, 그 때 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
리두기 단계를 변경해가면서, 일상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 학교교육도 정부 방
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때로는 대면수업을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당해 학교 또는 해당 지역에 확
진자가 발생하면 다시 비대면 수업 또는 원격수업으로 변환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
측할 수 없는 학교교육 현실 속에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과연 안정적인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교육이 내세우는 교육이념 내지 교육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대규모 교육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비대면 교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을 대신해서 교육을 수행할 교육방법으로 홈스쿨링을 생각하
지 않을 수 없다. 즉, 홈스쿨링은 부모에 의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으로서 코로나
시대 또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필요한 교육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은 5G(5th
Generation)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 데이터 통신으로 인하여 가
정에서도 더 많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의 홈스쿨링에 의해서도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
경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육이

관련
안

안

형
안
황 성 혜

3) 현행
법제 하의 대 학교를 유 화하면, 대 교육
인가 대 학교로 분할 수 있다( 준 ·이 영, 2010).

구

특성화학교,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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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스쿨링이 갖는 의미

홈스쿨링은 취학 적령기의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홈스쿨
링은 드러나는 양상이 가정마다 너무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홈스쿨링을 자율
과 삶이 일치된 교육을 통해 삶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 또는 부모와 자녀의 밀접한 상호작용
을 통해 아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움을 체험해가는 과정(김은주·안세정, 2010)으
로 정의하기도 한다.

홈스쿨링은 공교육제도에 각종 폐해가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교제도를
벗어나 새로운 교육 모형을 찾으려는 방안으로,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탈학교 운동’의 한 형태
이다(주영달, 2017).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홈스쿨링이 시작되었
으나, 최근 들어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이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
사가 크다(김재웅, 2016).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획일적인 학교교육 문제, 부적격 교사 문제,
지나치게 경쟁지향적인 학교교육 문제, 학교폭력문제 등을 이유로 홈스쿨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홈스쿨링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현재 2350명에 달한다고 하니, 전국
적으로 추산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주영달, 2017). 정부도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미 2006년에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비
전과 전략을 설계하면서 향후 홈스쿨링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단순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력인증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
책이라고 생각된다. 즉, 경직된 학교제도를 타파하고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종래 학교에만 의존하던 학습 요구가 학교 밖의 여러 기관으로 이동하고, 첨단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 현행 학교 독점적 학력인정
제, 검정고시에 제한된 초·중등 학력인정제를 개선하여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에서의 학습경험
을 허용하는 새로운 학력인정제도의 개발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정순원, 2008).
이와 같이 학교교육 대신에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공교육에서는 얻을 수 없는 홈
스쿨링만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 ① 제한된 시·공간 속
에서 행해지는 학교교육과 달리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고, ②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이 강화
되며, ③ 자녀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고, ④ 자발성과 주도성을 기룰
수 있고, ⑤ 홈스쿨링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교육이므로 삶과 일치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고, ⑥ 함께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김은주·안세정, 2010).
이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홈스쿨링에는 가볍게 볼 수 없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표가 없고 학년이 없다는 점에서 자녀 스스로 불안을 느끼고, 실제로 이
러한 불안감과 시선 속에 아이들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교육이
기 때문에 많은 시간 부모와 함께 하고 학습시간 이외에도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
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스트
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많은 경우 홈스쿨링은 교육이 비체계적이고 교육자료도 부족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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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홈스쿨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애초부터
홈스쿨링을 시작도 할 수 없고, 우리나라 교육관계법상 홈스쿨링은 아직 합법적인 교육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홈스쿨링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스쿨링이 가져다
주는 여러 장점으로 인하여 이제 서서히 우리의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
계와 함께

다.

홈스쿨링이 특별한 교육방식은 아니지만, 자녀의 수준과 개성에 맞는, 그리고 자녀가 흥미를
갖는 것을 삶 속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홈스쿨링이 처음에 교육문제를 비판하는 태도로 출
발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홈스쿨링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시발점
이기도 하다. 따라서 홈스쿨링을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학교교육을 보완하
고 학교교육에 시사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생각해 볼 수 있다(김은주·안세
정, 2010).

무엇보다 홈스쿨링은 오늘날 비대면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실시로, 또래집단이 어울려서 생
활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사회성 신장 등 학교교육이 갖는 장점이 그 의미가 약해지고, 코로
나-19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으며, 새 시대에 맞는 교육방법의 다양성을 확보
하는 하나의 교육형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Ⅲ. 홈스쿨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관리 및 규제

1. 홈스쿨링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홈스쿨링은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교육형태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을 경우 아동이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즉 교육내
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 교육과정에 관해서이다. 홈스쿨링은 부모의 종교적 신념, 공교육 자
체에 대한 거부감, 획일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거부, 주입식 교육방법·비인간적인 교육현장에 대
한 거부, 상급학교로의 효과적인 진학, 부모의 특별한 교육철학, 학교생활의 적응의 어려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다양한 동기와 요구에 의해서 제시된 교육형태로서, 교육과정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교육과정이 홈스쿨링을 하게 된 동기 또는 홈스쿨링을
자녀에게 실시하고자 하는 부모의 의사에 따라 다양할 것이고, 다분히 비체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홈스쿨링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홈스쿨링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홈스쿨링의 교육과정에서 대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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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이다. 먼저 홈스쿨링의 교육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면, 홈스쿨링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동일한 교육내용을 택하는 홈스쿨러가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전에는 학교의 교과내용을 그대로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쳤지만, 근래
에는 학교교육과는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관심 있고 흥미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선정
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 정해진 교재가 없이도 수업을 하고 있다.
홈스쿨링을 실시하게 될 때 교육내용 상의 특징으로는 ‘자연 속에서 배운다는 점’, ‘지식보다
는 정서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점’, ‘경험을 중시하는 점’, ‘시험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
을 공부한다는 점’, ‘부모가 강조하고 싶은 점’ 등이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동의 흥미, 가정의 가치관, 주 정부의 규정 등에 맞추어 스스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교재를 선택하거나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외부의 도
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홈스쿨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선정과 교육내용 조직에 어려움
이 발생하게 된다(김성희, 2000). 이를 정리하면, 홈스쿨링에서는 ① 체계적으로 교육내용을 선
정하고 조직하지 않는다는 것, ② 공교육체제에서와 달리 자신이 원하는 교육내용, 흥미가 느껴
지는 교육내용, 접하기 수월한 내용 등 교육을 편식하게 된다는 것, ③ 제도적으로 정해진 학교
교육과 같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김성희,
2000).

홈스쿨링에서의 교육방법의 특징으로는 지식보다는 경험을 강조한다는 것, 토론과 대화를 강
조한다는 것,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다는 것,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을 강
조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홈스쿨링에서의 교육이 일상
생활에서의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김성희, 2000).
홈스쿨링 시행 초기에는 부모들이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를 사용한다든지, 가정에서 칠판을
사용하여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등 전통적인 학교 교실에서의 수업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
이 있었기 때문이 이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교육방법이 아동 중심적으로
대체되게 되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완전히 없어지고 칠판도 가정에서 사라졌으며, 부
모가 교과목을 선정하고 토론과 대화를 위주로 수업을 하거나 경험을 중시하는 수업방법을 취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
식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된다,
홈스쿨링 교육과정에서의 교육평가에 관해서는 학과성적에 대한 평가가 주로 문제가 된다.
홈스쿨링에서의 교육평가 개념은 현재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생의 학력수
준이 어떤 과정을 마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가 등 다
양한 평가 개념이 있다. 그런데 홈스쿨러들은 홈스쿨링을 하는 동기가 학과성적에 있지 않기 때
문에, 대체로 홈스쿨링에서의 평가를 학교교육에서의 성적점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이유가 자녀의 지적인 면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신체적인 면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부모들이 교과성적에 관한 평가가 중심인 교육평가의 개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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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홈스쿨링에서의 현실적인 문제가 집에서 공부한
것을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홈스쿨링 도입에 있어
서 홈스쿨링을 통해서 얻은 학과 지식이 학교에서 공부한 수준에 이른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상급학교를 진학하고자 할 때 앞서서 실시된 홈스쿨링이 전단계 학교 수준을 마친 정도
로 인정이 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홈스쿨링의 관리 및 규제와 그 한계
1) 홈스쿨링의 관리

홈스쿨링을 시행할 경우 이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홈스
쿨링을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법령과 판례를 통해서 그 시사점을 발견할 필요
우리나라에서

가 있다.

무

홈스쿨링의 관리에 관하여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
주법에서는 부모가 아동을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고 홈스쿨링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요구 기준
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공립학교의 기준과 동등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Yoder사
건4 에서, 아미쉬교(Amish religion) 교도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
는, 일반적으로 홈스쿨링은 부모 또는 강사가 자격이 있고, 수업에 소요된 시간이 학교에서 정
하고 있는 시간과 일치하고, 가르치는 과목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같다면, 그런 동등
성을 만족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 마다 홈스쿨링과 관계되는 법령의 구체성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출석, 교과목, 교사자격, 학생기록, 시험 등의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 해당 규정을 두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연간 180일을 출석해야 하고, 교과과목은 산술, 읽기, 철자법, 영어, 지리, 역사,
헌법 등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년도
의 중간에 홈스쿨링을 시작한다면, 7월 1일까지 또는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교육장
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출석기록부를 보관하고 지역교육장의 요구에 따라 감사
를 받아야 하며, 4분기마다 수업시수, 개설과목 교재, 평가내용물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장에게 연간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학년마다 4-8학년까지는
격년, 9-12학년까지는 매년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가 없는 해에는 자격있는 교
사, 홈스쿨링위원회 위원, 부모가 추천한 사람이 준비한 다른 표준화 검사 또는 논술평가를 실
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법원은 교육위원회가 홈스쿨링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자
격,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교과목 시수, 지역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동등한 교과
미국에서는 각 주 마다 의 교육법에서

)

4)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이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생활방식을 파괴할 것
이라는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또한 그들의 교육방식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된다면,
일정한 단계에서부터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면제하였다(Wisconsin v. Yoder. 406 U.S. 205.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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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교수방법, 교수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일수, 교사, 시설,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의 적합성,
정기적 테스트와 아동의 교육적 성장을 측정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홈스쿨링이 제도권 교육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염철현, 2001).

2) 홈스쿨링의 규제

홈스쿨링에 대한 규제 또한 주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한마디로 설
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를 기존 교육법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홈스쿨링을 사립
학교처럼 취급하는 경우’,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에서 취급하는 경우’, 이와 달리 ‘홈스쿨링법
(home education law)을 통해 특별히 취급하는 경우’와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 등과 같이
앞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진 경우도 있
다(정순원, 2008).
먼저 사립학교처럼 홈스쿨링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와 같이 가급적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학교설립자나 관리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해 주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공립학교
에 다니는 학령기 아동과 학년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영어로 수업을 해
야 하며, 의무교육법을 충족할 만큼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알라바마주에서는 교회학교에 출
석하는 학생들에 대해 의무교육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에서 홈스쿨링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홈스쿨링 교육과정을 요구하며, 사립학교법 보다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에
게 더 많은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메사츄세츠주에서는 학교위원회나 감독기관으로
부터 심사를 통해 허용되는 경우에만 홈스쿨링을 허용하고, 교사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학부모의 능력을 점검하며, 홈스쿨링에 사용할 교과서와 수업지도안을 보고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정순원, 2008).
특별히 홈스쿨링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홈스쿨링을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와 달리 규제가 주마
다 다양하다. 예를 들면, 위스콘신주의 경우에는 홈스쿨링법에서 교육당국에 매년 등록 여부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데 비해, 펜실바니아주의 경우에는
매년 필요한 사항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교사자격이나 심리학자를 통해 평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도 한다(정순원,
2008).
미국에서

3) 홈스쿨링에 대한 관리 및 규제의 한계

홈스쿨링에 대한 모니터링, 교사자격 요구, 표준화된 시험 응시 요구,
각종 홈스쿨링의 상황에 대한 보고 등 각종 규제내용이 타당한지 여부(Louis A. Greenfield,
2007), 홈스쿨링을 받고 있는 학생이 학교의 편의시설, 혹은 학교의 활동에 부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Christina Sim Keddie, 2007)가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홈스쿨링을 반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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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국가나 학교의 감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공익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홈스쿨링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
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적 성격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양육권은 헌법상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Eric
A. DeGroff, 2003).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4조5 의 적법절차에 근거하여 규제를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
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주 법률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정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리, 감독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재량권이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 재량행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학교관리자들은 모든 교육
사안에 대해 홈스쿨링보다는 공립학교의 교육시스템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고, 홈스쿨
링을 받는 아동들이 공립학교에 재학함으로써 주정부로부터 이들 숫자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정순원, 2008).
홈스쿨링에 대한 주의 관리, 감독 또는 규제는 결국 홈스쿨링을 통하여 자녀를 교육하는 부
모의 교육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권리와 국가 또는 주의 권한
관계에 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양한 판결을 하고 있다.
Meyer사건(Meyer v. Nebraska, 262 U.S. 390(1923))에서, 연방대법원은 부모의 교육권에 관
한 규제에 대하여 의무교육법에 의한 주의 권한은 모든 학교에 합리적인 규제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며, 부모의 교육권에 우선한다고 판결하였고, Pierce사건(Pierce v. Society of Sisters, 268
U.S. 510, 535(1925))에서는 사립학교에 현재 등록된 학생을 공립학교에 보내도록 하는 오레곤
주 의무교육법에 대해 “아동은 단순히 주의 창조물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
이 정한 목적에 따라 보호할 권리인 의무적 성격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여,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에 등록하여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인정하고, 주의 규제를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
의 규제권한보다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Farrington사건(Farrington v. Tokushige, 273 U.S. 298-99(1927))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교를 규제할 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교사,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은 부인되며, 교육에 있어 부모의 양육권은 정부의 부당한 규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여 의무교육 하에서 국가의 교육권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라면 부
모의 양육권에 우선하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대하는

)

5) The Fourteenth Amendment (Amendment XIV) 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수정헌법 제14조 제1절: 미국에
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
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
다. 또한 어떤 주에도 법의 적정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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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을 인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Yoder사건(Wisconsin v. Yoder, 406 U.S.
205(1972))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교육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권에 앞서서 국가가 의
무교육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홈스쿨링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인지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만 한다고 판결하였다.
Levisen사건(People v. Levisen, 404 Ill. 574(1950))에서,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법의 목적이
“모든 아동들이 특정의 방식이나 또는 장소에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교육받게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법은 그들의 아동들에게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나은 수
업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게 하거나 또는 거부한 부모들을 위해 제정되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의무교육법의 시행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령을 진보적으로 해석하여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특정 종교집단의 지역공동체 또는 자택에서 교육할 권리를 인정하는 주
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특정한 종족의 교육방식이나 홈스쿨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
은 주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염철현, 2001).
Ⅳ. 홈스쿨링 합법화에 관한 문제

홈스쿨링은 의무교육 대상인 학령기 아동을 부모가 가정에서 교육하는 교육형태로서, ‘교육
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2항과의 충돌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교육을
받게 할 의무’(헌법 제31조 제2항)에 관한 해석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31조 제1항)와
의 관계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홈스쿨링의 합
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제도의 헌법적 의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해석문제,
나아가 헌법 제31조를 구체화한 교육관계법체계까지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홈스쿨링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의무교육제도
무

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 1959) 등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고,6 현대국가에
서 시행하고 있는 공교육의 중심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
의 교육은 세계인

)

6)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과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 1959) 이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ight, 1966)은 제13조 제2항에서 “초
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89)은 제28조 제1항에서 “초등교육은 의무적이
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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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
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
로 한다."는 규정을 하여 ’무상의무교육‘을 제도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의무교육제도
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지도원리로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
침하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되는 제도보장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 1991. 2. 11. 90
헌가27).
이와 같이 의무교육제도는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와 함께 규정됨으로써 교
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가 실효성 있게 되고 ‘보통교육을 받을 기회의 평등’이라는
교육이념도 실현하는 의의를 갖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입시위주의 교육,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의무교육제도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
받침하기 위한 제도라는 헌법재판소 선언이 무색할 정도여서, 의무교육제도가 과연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화하기 위한 것인지 싶을 정도이다. 이와같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현실 속
에서 초등·중학교에의 진학만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안주열, 2016). 부모의 입장
에서도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면, 자녀의
학습권 내지 부모의 교육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근래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가정에서 교육하는 부모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들
은 자신의 교육철학대로 자녀의 인격적 성장, 발달과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인간 본성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로 홈스쿨링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가 장차 상
급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학과성적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
하는 수고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홈스쿨링을 통해서 얻게 된 자녀들의 장점도 사회에서 인정받
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많은 아동이 제도권 밖에서 핸디캡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 아동들이 학습하고 있는 홈스쿨링이 합법적인 교육형태로 인정받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홈스쿨링의 헌법 위반 여부의 판단은 헌법 제31조 제1항(교육을 받을
권리)과 헌법 제31조 제2항(교육의무)의 관계, 즉 교육의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있고,
또한 현행 교육관계법 상 의무교육 관련규정의 해석 여하에 따라 홈스쿨링의 위법 여부가 달라
우리

지게 될 것이다.

2. 헌법 제31조 제2항(교육을 받게 할 의무)에 관한 해석
헌법 제31조 제2항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에서의 ‘의무’는 그간 논자에 따라 ‘취학의무’ 또는
‘교육의무’로 해석되었다. 이처럼 같은 조문에 대하여 달리 해석되는 것은 자녀 또는 아동을 보
호하는 부모 등 국민의 의무를 ‘국가에 대한 의무’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한 의무’로 해석하기도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교육관계법은 헌법 제31조 제2항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취학의무’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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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가에게 일정 연령의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설치·운영
할 의무가 있고(초중등교육법은 제12조 제1항),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 등 국민에게는
일정 연령의 자녀에게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은
제13조 제1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에 관한 종래 학설 또한 ‘취학의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권영성, 2010; 김철수, 2007; 정종섭, 2009).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상급
학교진학률, 학부모들의 공적·사적 교육비에 대한 부담의 증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의무교
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를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
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실을 정비히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면서, 국가 등의 교육조건정비의무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
다(헌재 1991. 2. 11. 90헌가27).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교육의무’로 해석하는 주장으로는, 오늘날 교육은 학교 이외의 장소
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을 취학의무로 이해하기보다는 초등수준의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수준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이기우, 2010), 자녀를 보호하는 국민
(부모 등)에게 부여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배분적으로 동 규정에 명시된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제공할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해석도 있
다(홍석노, 2013).
한편 의무교육을 교육을 받을 권리와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학령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부모 등이 일차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국가가 아닌
자녀에 대한 의무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취학의무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주영달, 2017).
앞의 두 해석과 달리 절충적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
체는 미성년의 학생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취학시킬 의무’를 이행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
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성낙인, 2016).
또한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교육을 받게 할 의
무를 취학의무로 한정하지 않는 주장도 있다. 즉, 의무교육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배려의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교육관련 법령이 의무교육을
취학의무에 한정시키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김민환, 2008),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취학의무로 한
다.

정하지 않고 있다.

3. 홈스쿨링과 관련된 의무교육 관련 법규범체계에 관한 논의
헌법 제31조 제2항(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법률유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
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 제1항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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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헌법상 ’초등교육과 법률
이 정하는 교육‘을 ’6년의 초등학교에서의 교육, 3년의 중등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고 함과 동시에 제1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
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부모에게도 학령아동을 학교에서 교
육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관계법상 학령아동에게 홈스쿨링을 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와 같이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취학의무’로 보는 교육관련법률에 대해서는 이를 교육과
학교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고, 교육은 공교육을 위한 학교라는
사회적 기관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던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의무과 취학의무를 혼동하
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김재웅, 2016). 또한 헌법 제31조 제2항에
서 의무의 내용을 특별히 ‘취학의무’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육관계법령에서는 “의무교육
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8조)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초중
등교육법은 조문의 명칭을 ‘취학의무’로 하고 의무의 내용을 보호자 등이 학령아동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는 ‘취학의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13조), 의
무교육대상자가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되는 경우가 아
닐 경우, 취학의무이행을 독려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
게 된다고 규정하여 취학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안주열, 2016).
학계에서도 ‘취학강제’를 규정한 하위법률에 대해서 위헌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안학교, 홈
스쿨링 등을 합법적인 교육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법률개정을 통하여 의
무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형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를

Ⅴ. 결론

연구자들에 의해서 홈스쿨링을 도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
이 기울여졌지만, 홈스쿨링은 위법성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아직도 제도권 밖에서 사실상 행해지
고 있을 뿐이다. 다행인 것은 홈스쿨링 도입을 위한 이들의 노력 덕택에 지금은 홈스쿨링이 갖
는 장점이 무엇인지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공
교육제도가 헌법상 교육이념을 구현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
그간 교육현장에서 그리고 많은

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의 문제는 심각하여 무엇인가 혁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시점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창궐로 인하여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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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 수 없이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 원격
교육은 가정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행해지는 대안교육의 한 형태인 ‘홈스쿨링’을 떠올리게
한다. 즉, 비대면 원격교육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불안정한 학교교육 현실 속에서, 이제는 그
간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점에 더하여 비대면에 어울리는 교육형태인 홈스쿨링을 도입할만한 분
위기가 성숙했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제4차 산업혁명 또는 5G시대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기술혁
명은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
어서 홈스쿨링을 실시하기에 더욱 적합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홈스쿨링을 도입하
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홈스쿨링을 시행할 경우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교육내용, 교
육방법, 교육평가와 같은 교육과정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홈스쿨링을 합법적인
제도권 교육형태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먼저 홈스쿨링의 교육과정상의 문제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찍이 홈스쿨링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법률과 판례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관리, 규제에 관한 법
령은 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로 미국의 주 법령과 판례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부모
가 아동을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고 홈스쿨링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요구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
는데, 대부분은 공립학교의 기준과 동등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에서는 주 법률이 홈스쿨링에 대한 관리, 규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당성문제로 다
투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정순원, 2008). 프랑스 혁명당시 교육사상가였던 콩도르
세(M. de Condorcet)도 “교육은...... 기성의 의견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은 다음
세대의, 게다가 점점 더 밝아지는 세대의 자유로운 음미에 기성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
다”고 하면서, 지성의 진보에 대한 믿음은 동시에 진리의 상대관과 결부하고 있다고 하였고, 따
라서 국가는 “어디에 진리가 존재하고, 어디에 오류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고 하면서 교육에의 국가의 개입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안주열, 2002). 그러나 홈스쿨
링에 관한 관리, 감독이 홈스쿨링을 시행하는 부모의 교육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가 아니라면, 아직 미성년인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 요건에 관한 최
소한의 관리,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홈스쿨링의 제도화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헌법 제31조 제2항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취학의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무’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교육
관계법령을 비롯해서 다수의 견해는 그간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취학의무’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교육의무’로 해석할 수 있는 명분도 있어서, 홈스쿨링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제2항)를
‘교육을 받을 권리’(제1항)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교육을 받게 할 권리와 유기적, 조화적으로 해석한다면, 교육관계법체계를 ‘취학의무’ 프레임에
서 ‘교육의무’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교육이념에 맞는 법체계
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
알고 보면 교육기관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홈스쿨링이라는 교육형태는 새롭게 만들어진 기발하고 특이한 교육형태가 아니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교육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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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럽
형
J
목적
은 덕을 쌓는 것이고, 이런 훈련을 쌓는 최상의 장소는 가정이라고 하였고, 듀이(J. Dewey)도
홈스쿨링을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이상적인 학교교육시스템은 이상적인 가정환경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홈스쿨링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무엇보다 현재 홈스쿨링으로 자녀교육을 하고 있는 가정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홈스쿨링
으로 교육받는 아동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들이 갖는 기본적 인권인 ‘교육을 받을 권
리’를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선택한 교육형태인 홈스쿨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홈스쿨링을 하루 빨리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라 가장 자 스 고 오래된 교육 태라고 할 수 있다. 로크( . Locke)는 교육의 일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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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omeschooling according to
Changes in Educational Environment in the New Normal Age
Yoo, Ji-EunžLee, Min-Woo
VID

Today our society has entered a new era, the so-called New Normal, with the CO
-19
and the digital technology revolution. CO
-19 in particular has brought many changes to
our daily lives. t also has brought many changes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represented by non-face-to-face education, heralding a change in the traditional public
education centered on school educa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e amine the homeschooling, which has been operated
individually as a form of alternative education, as an educational form necessary to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rtunatel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created an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provide efficient
and diverse education to children through homeschooling. 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meaning and problems of homeschooling, the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homeschooling,
and discussed whether homeschooling can be recogni ed as a legal system under the
ducation el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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