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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서울지역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교사신
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부모의 학교신
뢰와 지역교육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
은 교사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과 교사신뢰 관계에서 
학교신뢰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교사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학교신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사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부
모의 자녀교육노력과 교사신뢰 관계에서 지역교육만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의 자
녀교육노력이 교사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역교육만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사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복지적 측면에서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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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arental education efforts on teacher confidence in parents of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in Seoul.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al efforts on teacher trust were 
examin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school trust and local education satisfaction.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education efforts had a positive (+) effect 
on teacher trust. Second,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school trust in parental educational efforts 
and teacher trust. This implies that the parental educational efforts directly affect teacher trust, but 
indirectly influence teacher trust through school trust. Finally, it was found that mediation effect of 
satisfaction of local education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education effort and teacher 
trust. This implies that parents effort directly affects teachers' trust, but indirectly influences teacher 
trust through local schooling satisfaction. Through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and welfare 
aspec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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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수준은 OECD국가 중 상위
권에 해당하지만, 학교소속감은 하위권에 해당하고 아
동의 행복지수 역시 58위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1]. 아
동청소년 학생과 관련된 중요한 두 지표가 크게 불일치
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 
시험지유출, 내신성적조작 등의 문제로 학교에 대한 신
뢰가 무너지는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교육
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2-6]. 최근 TV에서는 
상류층의 잘못된 자녀 교육의 문제를 풍자한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의 문제가 다
시 이슈가 되기도 했다[7]. 이에 맞춰 정부도 교육에 대
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교육적폐 해소를 위한 학사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정부 정책과 대국민 청렴정책으
로 발표하기도 했다[8][9].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20조원에 이를 정도로 
학부모는 교육을 통해 자녀가 자아실현과 전인적인 성
장을 도모하기를 기대하며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아낌
없이 투입하며 노력하고 있다[10]. 반면, 우리나라의 공
교육비 지출은 약20%로 OECD국가 중에 최하위에 속
한다[1]. 또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계속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1]. 현재의 공교육체계가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습자의 다양
한 욕구를 수렴하지 못하면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불
신을 갖게 만들었고 이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노
력을 개인적으로 하게 만들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노력은 교육에 대한 신뢰
와 관련이 있다. 교육의 신뢰와 관련해서는 교사, 학교, 
지역교육에 대한 신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교사에 대한 신뢰는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적 관계를 통
해 학생의 학업성취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12][13]. 학교에 대한 신뢰는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
으로 한다[14]. 즉, 교사의 신뢰에는 교사의 자질, 교육
방법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15]. 또한, 학부모의 자
녀교육에 대한 투자는 거주 공간 즉, 지역사회와 관련
이 있다[16].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상
대적으로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의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복지적인 기능의 중요한 장소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 
교육복지를 비롯한 돌봄 등의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구
현되고 있다[17]. 이는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불
평등을 줄이고 공교육의 기능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
의 일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
과 학교신뢰, 지역사회교육만족, 교사신뢰 등과의 관계
를 밝히려는 연구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
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참여, 학부
모의 자녀교육노력,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연구[18-20], 
교사신뢰와 학습동기 등과의 관계[21][22], 학교조직신
뢰에 대한 연구[23], 교육투자와 지역사회자본의 영향
에 관한 연구[16][24] 등이 있다. 하지만 학교신뢰와 지
역교육만족을 매개로 교사신뢰를 살펴본 연구는 소수
만 이루어지고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의 자녀교육노력이 교사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보고,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부모의 학교신뢰와 지역교육만족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자녀교육노
력이 자녀의 올바른 성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교사신뢰에 영향을 미치
는가?

2)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학교신뢰와 지역교육만
족을 매개로 교사신뢰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부모의 자녀교육 노력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노력은 학부모가 자녀를 

정서적, 학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5]. 이는 자녀에 대한 투자라는 경제적 관점
[26]과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적인 지원[27]이라는 개
념으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는 성인기의 부를 축적하
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학습, 재능 등을 향상시
키기 위한 학습과 놀이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학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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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성 등의 노력이라고 본다면, 후자는 양육과 관련한 
질, 부부관계, 의사소통 등의 양육환경과 관련한 것이라
고 할 수 있겠다[26-28].
  한유미[1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고 대도
시일수록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적 투자에 있
어 역할감수, 즐거움, 민감성 부분에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정서적 투자와 양육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옥임 등[1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녀교육지원이 더 
많았고 형제순위에서는 첫째이거나 둘째인 경우에 많
았으며, 성적이 상위권인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기
대가 클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아진다고 본다
[29]. 

  
2. 학부모의 학교 신뢰와 교사 신뢰

신뢰는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30]. 특히, 조직에 대한 신뢰는 고객지향성 
즉, 욕구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31]. 

이중 교육과 관련된 신뢰 관계는 다양한 관계(학부모
와 자녀, 사제 간, 교직원, 학부모와 학교 등)로 구성된
다. 이중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학교와 학부
모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32].

학교에 대한 신뢰는 교육목표의 신뢰와 교육환경의 
신뢰(학교시설, 학교조직, 교육당국)가 있다[33]. 이 중 
학교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는 공교육 제
도에 대하여 불신하게 된다[15][33]. 그러나 반대로 학
교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는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게 되어 긍정적인 교육성과를 거
두게 될 수 있게 한다[33][34].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는 학업향상의 주요 요인
으로 본다[35]. 교사 신뢰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학업관
리, 교과지도), 학생지도에 대한 신뢰(학생상담, 학생폭
력 방지), 교육자로서의 신뢰(교사의 열정, 교사의 자질) 
등이 해당된다[15]. 이 중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에서 교과내용 보다 효과적인 전달이 중요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36]. 

교수자에 대한 신뢰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 
수업에 대한 몰입 등을 이끌어 교육의 성취를 이루게 
한다[12][37]. 학부모의 학교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은 
교사에 대한 신뢰,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교육의 목표 설정 등이 있다[14]. 

3. 지역교육만족
김혜원[38]의 경기도 17개 시군구 자료를 분석한 연

구에서는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경제적 수준과 
학력수준이 높고 교육환경만족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고,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목적으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자녀 학교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과 이희창[39]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북부와 남부를 교육문화 측면에서 지역의 학급
당 학생 수, 대학진학률, 대학교수, 공공도서관 장서 수, 
사설학원 수 등을 포함하여 지역 간의 차이를 연구하였
는데, 남부지역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큰 격차로 북부보다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김형용[16]의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투자가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에서의 행위와 사고인 근린사회 
맥락효과(neighborhood contextual effect)와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즉, 중상층 동네 거주가  경
제적 요인과 함께 자녀 교육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주 등[24]의 연구에서는 아
동의 발달에 지역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지역 초, 중학교 학부모를 대

상으로 2016년에 실시한 교육욕구조사의 1차 자료
(raw data) 중 본 연구를 위해 추출한 학부모에 대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40]. 이 조사에는 본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였으며, 연구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총361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자료를 활
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의 자녀가 초등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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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학년, 중학교는 1, 2, 3학년이었다.

2. 연구측정 변수
2.1 종속변수: 자녀의 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
학부모가 인식한 자녀의 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를 파

악하기 위해 WestEd[41]가 California Healthy Kids 
Survey에 포함시킨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교사를 학생들
에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 2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2.2 독립변수: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인식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인식을 파
악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42]에서 개발한 도구를 활
용하였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와 얼마나 교류하는지를 묻는 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총 8문항으로 구성된다. 개발 당
시 척도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신
뢰도가 .84로 나타났다.

2.3 매개변수
2.3.1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인식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파악하

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42]에서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
였다. 자녀를 학교에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지를 묻
는 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 대해 긍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총 4문항으로 
구성된다. 개발당시의 척도 신뢰도는 .7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77로 나타났다.

2.3.2 자녀의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어른들의 관심과 지지, 지역사회 안전, 지역

사회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김상곤[43]이 개발
한 척도를 학부모의 입장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하
여 활용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총7문항으로 구
성된다. 개발 당시 척도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고, 본 

조사의 신뢰도는 .86로 나타났다. 
 

3. 연구 모형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의 다중회귀분석과 

Sobel-test를 활용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학교
신뢰와 지역교육만족을 매개로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
정하였다. 

그림 1. 경로분석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 특성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주요변수 특성  
(n=361)

구분 M(SD) 왜도(첨도)
종속
변수 교사신뢰(5점) 3.61(.78) -.484(.947)

독립
변수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 (5점) 3.62(.68) .175(-.190)

매개
변수

 학교신뢰(5점)
 지역교육만족(5점)

3.81(.66)
2.79(.73)

-.190(.143)
.193(-.208)

일반적
특성

자녀
급별(초등=1), N(%)
성별(남=1), N(%)

연령, N(%)

220(60.9)
147(40.7)
13.2(1.68)

부모 부모(모=1), N(%) 304(84.2)

먼저, 독립변수인 학부모 자녀교육노력의 평균은 모
두 5점 만점에 평균 3.62(SD=.68)로 나타났으며, 종속
변인인 교사신뢰는 5점 만점에 평균 3.61(SD=.78)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학교신뢰와 지역교육만족은 
5점 만점에 평균 3.81(SD=.66), 2.79(SD=.73)로 나타
났다. 통제변수로는 자녀의 급별로 초등학교 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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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중학교 141명(39.1%)이었고, 성별로는 남자 
147명(40.7%), 여자 214명(59.3%)이었고, 연령은 평
균 13.2세(SD=.1.68)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아버지 57
명(15.8%), 어머니 304명(84.2%) 였다.  

2. 학부모의 교사신뢰 예측 요인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부모의 교사신뢰의 예
측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 학교
신뢰, 지역교육만족, 자녀 학교급,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을 투입하였으며, VIF값(1.822)은 2.5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부모의 교사신뢰 예측 요인
변수 B   β t 

독립
변수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 .040 .140  2.131*

학교신뢰 .236 .398  6.133***
지역교육만족 .044 .142  2.856**

통제
변수

자녀 학교급
(초등=1) .092 .029 .319

자녀 성별
(남자=1) -.020 -.006 -.145

자녀 연령 -.001 -.001 -.007
Constant 1.602 1.790*

Adj R² (R²) .323(.334) 
F 29.610***

* p<.05 **p<.01 ***p<.001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클수록(β= .140) 교사신뢰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신뢰는 β=.398로 교사
신뢰를 증가시켰고,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교육만족이 증가할수록(β
=.142) 교사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클수록 교사 신뢰가 증가하며, 학교 신
뢰가 클수록, 지역교육만족이 클수록 교사 신뢰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자녀 학교
급별, 자녀 성별, 자녀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과 교사신뢰에서 매개효

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학교신뢰와 지역교육만족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표 3]과 같이 단계별로 살펴
보았다. 

표 3.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과 교사신뢰에서 매개효과 검증
구분 B β

1단계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

→ 학교신뢰 .354 .724
***

2단계 → 지역
교육만족 .428 .457

***

3단계 학교신뢰 →

교사
신뢰

.325 .549
***

4단계 지역
교육만족 → .112 .363

***

5단계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 → .138 .013

***

6단계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

→

.040 .139
*

학교신뢰 .232 .392
***

지역교육만족 .043 .140
***

* p<.05 **p<.01 ***p<.001 

  1단계 독립변수인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의 학교
신뢰에 대한 영향은 β값이 .724이었고, 2단계 지역교
육만족에 대한 영향은 β값이 .457이였다. 3단계인 학
교신뢰의 교사신뢰에 대한 영향은 β값이 .549이었고, 
4단계에서 지역교육만족은 β값이 .363이었다. 5단계에
서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은 교사신뢰에 대한 영향에
서 β값이 .138이었다. 6단계에서 매개변수로 학교신뢰
와 지역교육만족을 투입한 β값이 .392와 .140으로 β
값의 절대값이 p<.001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신뢰와 지역교육만족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재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Sobel-test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Sobel-test 검정결과
구분 Z값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

→ 학교신뢰
10.5494

→ 교사신뢰

10.549
***

→
지역

교육만족
5.9229

5.923
***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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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은 학교신뢰를 매개로 교사신
뢰에 미치는 영향인 Z=10.549 로 p<.00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여 학교신뢰의 매개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재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교육노
력이 지역교육만족을 매개로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
은 Z=5.923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여,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과 교사신뢰에서 지역교육만
족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림 2]와 같이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과 
교사신뢰 관계 사이에서 학교신뢰, 지역교육만족 두 매
개변수 모두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교사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학교신뢰와 지역교육만족이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학교신뢰
가 지역교육만족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경로분석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서울지역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교사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학부모의 자녀
교육노력이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부모의 학
교신뢰와 지역교육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은 
교사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신뢰가 증가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학부모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신뢰 형성이 중
요하다는 결과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32]. 

둘째,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과 교사신뢰 관계에서 

학교신뢰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
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교사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신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사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과 교사신뢰 
관계에서 지역교육만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교사신뢰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역교육만족을 통해
서 간접적으로 교사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녀교육노력이 높을수록 지
역교육만족을 매개로 교사신뢰를 포함한 학교만족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6][38].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함의를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의 자녀교육노력이 교사에 대
한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부모의 자녀교
육노력 중 학습에 대한 지원 부분은 많은 부모의 최우
선 관심 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자녀에게 있어 부모의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부담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녀교육노력은 학습과 더불어 정서
적인 지원에 대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
자녀관계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녀도 부모에게 공헌하는 바가 있다. 앞
서 서용원 등(2019)은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
통이 합리적 의사소통을 하게 만드는 것과 관계가 있다
고 했다[28]. 이러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첩경은 부
모－자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함께 자녀가 즐겁
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편안한 가정환경을 만들
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가능하다. 

둘째, 지역교육만족이 교사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교육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교육복지 등 관련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만, 지자체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더 정 하고 
확대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학교와 관련된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고 개
방적인 학교체계를 지향하는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생
각된다. 하지만 학부모 개인의 노력을 필요하게 만드는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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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과
도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시스템을 의
미한다. 초등의 경우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 중 공
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 중 
돌봄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기된다. 현재 돌봄교
실은 학년별로 2학급 정도 운영되고 있고, 교육당국도 
돌봄교실을 확대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주목할 대목이
다[44]. 중학생의 경우도 방과후 학교 등 사교육을 대체
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지만, 학교도서관, 체육관 등 
학교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
가 연결되는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
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서울, 경기, 광주 등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담인력 등의 부재와 방과후/주말에 
학교공간을 개방하는 것의 문제, 지속적인 예산 투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의 검토와 우수
사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45].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치의 의미를 잘 살리면서 민관이 수평적
인 관계를 맺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학부모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전국단위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한정
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국내
에서는 지금까지 학부모의 교육노력과 관련된 다양한 
영향 변수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 이는 교사와 학
교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기 때문
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종속 변수를 볼 수 있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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