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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산교육정책연구소의 부산교육종단연구(BELS: Bus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를 활용하
여 부산광역시 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을 시작점(1차)으로 2017년 2차년도(2차), 2018년 3차년도(3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1차년도를 기
준으로 연구참여자는 남성 1,656명과 여성 1,496명으로 총 3,178명이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 적합한 모형으로 선형 변화모형이 도출되었으며, 초기치 평균과 변량,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
인지를 분석하고자 선형 변화모형의 초기치, 변화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투입한 결과 방과
후학교 효과 인식, 학부모들의 학교온라인 이용정도, 학부모들의 학교자원봉사 참여 횟수 등이 학교
교육만족도 초기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설정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무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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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사회의 학부모는 교육열이라는 개념 속에서 자녀와 관련된 교육적 활동을 독특하게 표출
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의 교육적 활동 모습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자녀 이기주의로 비판
받으면서도 또 한 면에서는 경쟁체제의 사회구조 안에서 자녀의 성공을 지원하는 교육정보 수
집이나 네트워크 관리와 같은 교육 참여의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강문정·강대중,
2017).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는 학력중심의 사회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즉 학력은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보장받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

확보할 수도 있고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김미란 외, 2008). 학부모가 자
녀를 향해 열정적인 교육의 마음을 쏟아 붓는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부모가 자녀들이 학습하는 학교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 위에서 제기된 현실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질문이 이 연구의 출발이다.
학부모의 일차적 관심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일 것이다. 교육환경에
서부터 교사와의 관계, 무엇보다 학교교육의 질에서 주는 학업성취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부모
는 학교만족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자녀의 첫 학교인 초등학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분명하다
고 볼 수 있다. 김창복, 이경순, 나성식(2007)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정확한 인식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대해 갖는 기대와 염려, 그리고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
친다고 말하고, 이는 앞으로의 모든 상급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는 단지 학업성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학업성취 외에 학
생들의 안전, 친구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재능에 맞는 진로진학지도 등 다양한 관점의 교육
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을 기대한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는 자녀들의 삶의 질 또는 행복
에 대한 관심과 향상 방안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남수경·김태영, 2013),
2015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전인적 성장’,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 사
는 사람’이라는 인간상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학교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
기 시작한 것이다(서현석·최인숙, 2012).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는 우리나라의 법률과 각 시·도
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31조 2항에서 일차적으로 학부모의 자
녀에 대한 교육책임을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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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교육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와 초중등교
육법 제32조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두어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
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활동 참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교우관계 및 학교시설, 그리고 교사
의 수업태도 등 학교생활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이에 따른 주관적 반응으로서 만족도
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권장되고 확대되면서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
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인데 이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연구를 탈피하고, 한국사회 내 다양한 교육적 특성과 맥락을 소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별히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효과에 대해 부산광역시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
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것은 향후 부산광역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
불어 이러한 내용들은 지역적 성격을 밀도 있게 소개해주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고, 이는 한국사
회 내 다양한 교육적 특성과 맥락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분석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 및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첫 학교인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를 부산교육종단연구(BELS: Bus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1-3차
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나아가 학
부모와 관련된 지역적 성격을 심층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모형을 통
해 분석해볼 때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변화의 패턴은 어떠한가?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변
화 양상을 분석해볼 때 학교교육만족도 변화 양상이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는가 아니면 비선형
적 변화를 보이는가? 둘째,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해볼 때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변화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어떤 것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국제수준(PISA, TIMSS)에서 비교해도 상위권에 속한다. 그럼에
도 학습자의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과목에 대한 흥미, 긍정적인 자아개념 등의 정의적 특
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김현주, 2017; 최승현·황혜정, 2014). 학업성취에 비해 정의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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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성취가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만족도에 대한 정도로 확인 될 수 있
다. 이는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와 교육만족도의 문제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공교육 현장인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교육’이 될 것이다(정미경 외, 2016).
일반적으로 만족도는 기대감의 충족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 개인이 가진 기
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느냐가 만족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교육만족도는 학교교육에 갖는 기대감 충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이
기종·곽수란, 2013). 학교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남수경·김태영, 2013). 이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만족을 의미한
다. 또한 만족에 따른 심리적 충족감이나 학부모의 주관적 반응,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
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란 학부모가 학교생활

․

과 직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가지는 만족감이라 정의할 수 있다(김봉제·장유진·김지연,
2017).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중심에는 학업성취 부분이 있으나 단순히 학습에 관한 것 외에도
교우관계나 진로를 위한 안내, 학교 시설, 교사의 질적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남
수경과 김태영(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자신이 소속한 학교에 대하여 심
리적으로 만족하는 수준’, ‘학교경험에 대한 만족도의 인지적 및 정서적 평가로서 학교생활 전반
에 걸친 자신의 감정과 태도’,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느낌이
나 감정 또는 태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는 학생들이 교과활
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 있
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 등으로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환경, 학교 행사 및 특별활동, 학습활동과 학급분위기 등의 영역으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학생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최윤진·심재휘, 2018). 최근에는 학교선택권 확대 및 그와 관련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교
육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도 자녀가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최윤진·심재
휘, 2018; Hausman & Goldring, 2000). 이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과 맞물려 학부모의 학교교
육만족도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남수경과 김태영(2013)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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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학교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의 교우관계, 교사의 협력문화 등이 있다.
학교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담임교사의 교육경력, 학생의 거주지, 학
업성취도, 스포츠 활동 및 동아리활동, 상담활동, 학교와의 관계 등이 있다. 최윤진과 심재휘
(2018)도 다양한 요소로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학교
의 교육과정, 사회화 기능, 학부모 학교 참여 보장, 학교풍토 등에 대한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정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학
력이나 가구소득, 자녀교육비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매개로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확인하였다(이기종·곽수란, 2013).

2. 선행연구 고찰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최윤진과 심재휘(2018)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초등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에서의 학부모 학교 참여 실태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학교
만족도 관계를 탐색하였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부모 학교만족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학부모가 학교 참여에 적극적일수록 학교만족도는 높았다. 특히 일반학교에서는 자녀의 학
업성취가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의 매개 경로로써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15년 6월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76개교씩을 표집하여 초중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학
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류방란 등(2019)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정
에서의 학습지원, 학교기반 참여활동, 학부모 교육활동 등)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비공식적인 학부모 모임 참여는 학교만족도와 부적인 관련이 있다. 특이한
사항은 학부모 수준의 학교 참여 변수 중에서 부모의 학교학습지원 변수인데, 부모가 학교학습
지원을 잘 할수록 학교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기종과 곽수란(2013)은 분석 변수를 자녀의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특성, 즉 부
모학력, 가정소득, 자녀교육비 그리고 자녀 학업성취로 정하고 이것이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와 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로서 부모 학력과 자녀교육비는 학업성
취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학교교육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력을 주었다. 그러나 부
모학력과 자녀교육비는 학업성취를 매개로 하여 학교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내
었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지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학업성취
정도가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라는 인지적
영역의 결과의 영향력은 확인될 수 있으나 정의적 영역에서의 학교교육만족도를 분석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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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현석과 최인숙(2012)의 ‘학부모 참여와 학교만족도의 관계’ 연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된 서울교육종단연구 패널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도 관련 있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보다 학
교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높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즉
학부모참여가 높을수록 학교만족도가 높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가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임을 시사한다. 무엇
보다 이 연구는 학교 홈페이지이용, 상담, 학부모모임 참여,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의 자녀학
습 지원활동 등을 변수로 하여 학부모참여에 따른 학교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참
여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학교 참여 요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콜롬비아 공립학교 교육구가 조사한 학부모의 교육만족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와
의 관계에서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uck, 1995).
그리고 시카고종단연구(Chicago Longitudinal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취학전
아동과 8학년 학생의 읽기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Miedel과 Reynolds(1999)의 연구에서도 학
부모의 학교 참여 횟수나 학교 참여 활동의 다양성은 모두 학생의 읽기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riedman, Bobrowski, Geraci(2006)의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컴퓨터, 학
교 통학버스 등의 물리적 조건과 학부모와 학교 간의 의사소통, 학부모참여, 교사와의 의사소통
등이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흐름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가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중요한 이슈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영역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떠한 장을 활용하고 있는가에 관
한 내용이다. 최근 학교 현장 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의 영역과 장은 일반적으로 학교 홈
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활동, 학교상담, 학부모모임 참여, 학부모의 자녀학습지원 활동, 학교
자원봉사활동, 진학설명회 참여 등으로 볼 수 있다(주동범 외, 2018).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부산교
육종단연구 역시 전술한 실제적인 활동의 영역이 고려되었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도 활용하여
선행연구와 학교현장의 맥락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물론 학부모의 학교 참여
와 관련된 변수의 내용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변수들의 특성이 최근 교육
현장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더불어 부산교육종단연구가 제공하고 있는 변수
들 중 가능한 관련 변수들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모습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초등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를 부산교육종단연구 1-3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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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료를 분석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변화 추이와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변화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 모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서로 다른
시점에서 관찰되는 변화양태를 추적할 수 있다(이기종·곽수란, 2013). 특별히 잠재성장모형은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해당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라 판단된다.

Ⅲ. 연구 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부산교육정책연구소의 부산교육종단연구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학교교육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산교육종단연구
는 고정패널에 대한 시계열적 추적조사를 통하여 부산 지역 학생들과 교육주체들(학부모, 교사,
학교장 등)의 인식과 변화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줄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을 시도하고 있
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2016년을 시작점(1차)으로 2017년 2차년도(2차), 2018년 3차년도(3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표본수는 1차년도 3,178명, 2차년도 2,928명, 3차년도 2,826명이었다. 그러나 문항 응답에
따라 사례수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를 기준으로
남자 1,656명(52.1%), 여자 1,496명(47.1%)이며. 부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40.5%), 4년제 대학
졸업(32.2%), 2~3년제 대학 졸업(30.0%), 대학원 이상(6.2%) 순으로 나타났고 모학력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40.5%), 4년제 대학 졸업(32.2%), 2~3년제 대학 졸업(30.0%), 대학원 이상(6.2%)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표본의 특성(1차년도 기준)

성별

부학력

변인 유목
남성
여성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석사수료
대학원 석사졸업

빈도(명)
1656
1496
24
883
694
1082
4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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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52.1
47.1
1.0
30.5
30.0
32.2
1.3
4.1

계(명, %)
3178(100)

2,9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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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박사수료
대학원 박사졸업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석사수료
대학원 석사졸업
대학원 박사수료
대학원 박사졸업
기혼
이혼
별거
사별

모학력

혼인상태

23
53
31
913
897
964
39
122
6
18
2766
208
38
43

.2
.6
1.0
30.5
30.0
32.2
1.3
4.1
.2
.6
90.5
6.8
1.2
1.4

2,990(100)

3,055(100)

2. 주요 변수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변수들은 <표 2>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학교교육
만족도 7문항을 선정하여(1~3차년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탐색하
였다. 문항의 세부 내용으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자
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주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의
생활 및 진로상담을 잘 해준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습에 불편하지 않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
교: 학교 급식에 만족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창의적이다’이며, 모
두 리커트 5단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이다. 그
외 독립변수로서 학업성취, 방과후학교 효과 인식, EBS 자녀이용정도, 학교온라인 이용정도, 학
교활동참여(학교방문횟수, 자녀상담참여횟수, 학교 내 학부모회 참여횟수, 학교자원봉사 참여횟
수, 학교부모교육 참여횟수, 진학설명회 참여횟수, 정보교류모임 참여횟수) 등의 문항을 활용하
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 특성
변수명
학업성취

방과후학교 효과 인식

문항내용 및 문항형식
-문항내용: 국어/수학/영어 성취수준
-문항형식: 국어/수학/영어 각 수직척도점수를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 후
평균
-문항내용: 방과후학교 참여가 자녀의 학업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형식: 등간척도(Likert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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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는 EBS(공중파, 위성방송, 인터넷 등
포함) 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EBS 자녀이용정도
-문항형식: 등간척도(전혀 이용하지 않음, 한달에 1-2번, 한주에 1-2번,
거의 매일 이용함)
-문항내용: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와 관련하여 올해에 학교 홈페이지,
학교알리미 앱(아이엠스쿨 등), 학급 SNS 등을 얼마나 자주
학교온라인 이용정도
이용하셨습니까?
-문항형식: 등간척도(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한 학기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이용한다.)
-문항내용: 자녀와 작년 한 해 동안 학교 방문(공개수업, 체육대회 등)
학교방문
횟수
횟수
-문항형식: 등간척도(전혀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구분)
-문항내용: 자녀와 작년 한 해 동안 자녀 관련 상담(학업, 생활, 진로 등)
자녀상담
횟수
참여횟수
-문항형식: 등간척도(전혀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구분)
학교 내 학부모회 -자녀와 작년 한 해 동안 학교 내 학부모 단체 가입 및 활동 횟수
참여횟수
-문항형식: 등간척도(전혀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구분)
학교활동 학교자원봉사
-문항내용: 자녀와 작년 한 해 동안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 횟수
참여
참여횟수
-문항형식: 등간척도(전혀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구분)
-문항내용: 자녀와 작년 한 해 동안 학교나 지역사회의 부모교육
학교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횟수
참여횟수
-문항형식: 등간척도(전혀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구분)
-문항내용: 자녀와 작년 한 해 동안 진학설명회 횟수
진학설명회
참여횟수
-문항형식: 등간척도(전혀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구분)
-문항내용: 자녀와 작년 한 해 동안 다른 부모들과의 정보 교류를 위한
정보교류모임
모임/활동 횟수
참여횟수
-문항형식: 등간척도(전혀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구분)
문항내용(7개 문항)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주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의 생활 및 진로상담을 잘 해 준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습에 불편하지 않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학교교육만족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교 급식에 만족 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창의적이다
문항형식: 리커트 5단계로 1~3차년도 각 연도 합산을 통한
학교교육만족도 구성

ー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그리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관련성을 분석해볼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연구자가 설정하고 있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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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수의 종단적인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잠
재성장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주요 변수의 변화를 무변화, 선형변화, 곡선적 변화 등 현실
적인 변화 양상을 탐색하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잠
재성장모형 분석은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초통계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 및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술통계
(<표 3> 참조)와 상관관계(<표 4> 참조)를 제시하였다. 1차년도~3차년도까지의 학교교육만족
도의 평균을 통해 3년간 초등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가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투입한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표 3>
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사항이다. 학업성취의 왜도값이

–8.910으로 양호한 기준을 벗어나고 있

어 정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 내 해당 변수의
중요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여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3> 기술통계
변수
학업성취
방과후학교 효과 인식
EBS 자녀이용정도
학교온라인 이용정도
학교방문횟수
자녀상담참여횟수
학교 내 학부모회 참여횟수
학교자원봉사 참여횟수
학교부모교육 참여횟수
진학설명회 참여횟수
정보교류모임 참여횟수
학교교육만족도 1차년도
학교교육만족도 2차년도
학교교육만족도 3차년도

N
3110
2051
3062
3084
3058
3026
3009
3017
3015
3009
3020
3008
2858
2803

평균
5.66
3.65
1.57
.75
2.49
1.85
1.57
1.70
1.59
1.28
2.12
26.31
25.76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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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831
.880
.435
.764
.613
.871
.910
.810
.545
1.073
4.098
3.960
3.962

왜도
-8.910
-.371
1.425
-1.135
.462
.624
1.525
1.215
1.386
2.073
.559
.043
.048
-.068

첨도
.044
.054
.044
.044
.044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6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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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관계
변수
1. 학업성취(1)
2. 방과후학교 효과 인식
3. EBS 자녀이용정도
4. 학교온라인 이용정도
5. 학교방문횟수
6. 자녀상담참여횟수
7. 학교 내 학부모회 참여횟수
8. 학교자원봉사 참여횟수
9. 학교부모교육 참여횟수
10. 진학설명회 참여횟수
11. 정보교류모임 참여횟수
12. 학교교육만족도 1차년도
13. 학교교육만족도 2차년도
14. 학교교육만족도 3차년도
*
p<.05, **p<.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066** 1
.017 .078* 1
.111** .018 .102** 1
.029 .054* .047** .249** 1
-.042* .019 .059** .165** .388** 1
-.003 -.017 .056** .125** .414** .308** 1
.048** .011 .081** .196** .438** .284** .561** 1
.046* .060** .112** .211** .420** .308** .452** .485** 1
.052** .031 .061** .123** .304** .314** .298** .296** .422** 1
.038* -.022 .055** .230** .427** .287** .477** .430** .401** .300** 1
.052** .324** .069** .125** .117** .060** .073** .109** .125** .079** .064** 1
.025 .266** .031 .090** .065** .040* .033 .052** .064** .031 .042* .569** 1
.025 .246** .034 .052** .065** .027 .021 .030 .054** .008 .042* .526** .609** 1

2. 부산광역시 초등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 잠재성장모형 탐색
부산광역시 초등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 잠재성장모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표 3> 기술
통계량의 학부모 학교교육만족도 평균의 변화(1차년도~3차년도)를 바탕으로 무변화모형, 선형변
화모형, 2차년도 변화모형의 3가지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잠재성장모형 비교

적용된 모형을 바탕으로 각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구체적으
로 학교교육만족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무 변화모형은 선형과 2차년도
변화모형에 비하여 χ2값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학부모
들의 학교교육만족도의 실제 평균값이 3년간 변화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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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무 변화모형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가정하고 있는 선형 변화
모형과 2차년도 변화모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5>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모형

χ2(df)

NFI

RFI

CFI

RMSEA

무 변화모형

235.355(6)

.908

.908

.910

.110

선형 변화모형

15.508(3)

.994

.988

.995

.036

2차년 변화모형

48.928(3)

.981

.962

.982

.069

선형 변화모형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것으로 NFI(Normed Fit
Index), RFI(Relative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는 모두 .9이상으로 양호하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도 적절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학부모들의 실제 학
교교육만족도 평균값을 고려하여 설정한 2차년 변화모형은 주요 적합도 지수 모두 양호하였으
나, 선형변화모형에 비해 χ2값이 높아 다소 불안정하였다. 이에 선형변화모형을 본 연구의 적합
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된 선형 변화모형을 살펴보면 <표 6>의 수치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선형 변화모형의 초기치 평균은 26.764(p<.001), 변량은 13.168(p<.001)
로 부산광역시 초등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 초기치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도 각각 -.481(p<.001)과
.756(p<.001)이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6>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선형변화

항목

평균

표준오차

변량

초기치

26.764***

.096

13.168***

변화율

-.481***

.037

.756***

초기치-변화율
상관
-1.696***

***

p<.001

한편,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1.696(p<.001)으로 부적으로 나타나 1차년도의 학교교육만족
도 크기가 높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교교육만족도 감소의 폭이 느리게 진행됨을 확인하
였다. 해당 사항은 부산광역시 초등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
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변화율 -.481, p<.001). 또한 3차년도의 종단적인 흐름 속에
서 초등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초기치-변화율의 부적인 상관관계로 인해 1차년도의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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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수준이 높았던 학부모들은 3차년으로 갈수록 자신의 학교교육만족도에 대한 수준이 더
디게 감소하고 있었으며, 1차년도의 학교교육만족도 수준의 크기가 낮았던 학부모들은 2, 3차년
도로 갈수록 빠르게 학교교육만족도 수준이 감소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3. 부산광역시 초등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부산광역시 초등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
고자 선형변화 잠재성장모형에 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해당 변수들의 경우,
BELS 데이터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
는 변수들로서 투입된 자료는 종단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1차년도 자료를 투입하였다.

<표 7>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요인

초기치

학업성취
방과후학교 효과 인식
EBS 자녀이용정도
학교온라인 이용정도
학교방문횟수
자녀상담참여횟수
학교 학교 내 학부모회 참여횟수
활동 학교자원봉사 참여횟수
참여 학교부모교육 참여횟수
진학설명회 참여횟수
정보교류모임 참여횟수
모형 적합도

변화율
-.035
-.378
-.069
-.264***
.018
.029
-.052
-.207*
-.107

.027
.458***
.036
.156***

.040
-.008
.014
.086*
.063
.051
-.033

-.173*
.138

χ2(df)

NFI

RFI

CFI

RMSEA

116.686(25)

.987

.946

.990

.034

*

p<.05, **p<.001. 표준화계수임

해당 결과를 통해 방과후학교 효과 인식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 초기치에 .458(p<.001)
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학교온라인 이용정도도 .156(p<.001)으로 초기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학교자원봉사 참여 횟수도 .086(p<.05)으로 학교
교육만족도 초기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설정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한편,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학교온라인 이용정도(-.264, p<.001), 학교
자원봉사 참여횟수(-.207, p<.05), 진학설명회 참여횟수(-.173, p<.05)로 나타났으며 모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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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교육정책연구소의 부산교육종단연구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내 초등학생 자녀
를 둔 학부모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학교교육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산교육종단연구는
고정패널에 대한 시계열적 추적조사를 통하여 부산 지역 학생들과 교육주체들(학부모, 교사, 학
교장 등)의 인식과 변화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줄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을 시도하고 있
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2016년을 시작점(1차)으로 2017년 2차년도(2차), 2018년 3차년도(3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
였으며, 1차년도를 기준으로 연구참여자는 남성 1,656명과 여성 1,496명으로 총 3,178명이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 적합한 모형으로 선형 변화모형이 도출되었으며, 초기치 평
균은 26.764(p<.001), 변량은 13.168(p<.001),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도 각각 -.481(p<.001)과
.756(p<.001)이었다. 한편,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
석하고자 선형 변화모형의 초기치, 변화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투입한 결과 방과후학
교 효과 인식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 초기치에 .458(p<.001)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부
모들의 학교온라인 이용정도도 .156(p<.001)으로 초기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학교자원봉사 참여 횟수도 .086(p<.05)으로 학교교육만족도 초기치에 영향을 주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설정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한편,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학교온라인 이용정도(-.264, p<.001), 학교자원봉사 참여횟수(-.207,
p<.05), 진학설명회 참여횟수(-.173, p<.05)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요인들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만족도 평균의 부적 변화를 다소간 상쇄해주는 요인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능적인
활용을 통해서 학교교육만족도의 변화를 추구해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종단적으
로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는 점차 감소하지만, 전술한 요인들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감속
폭이 작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요청된다. 초등 학부모들의 방
과후학교에 대한 인식은 학교교육만족도의 초기 형성에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내실 있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를 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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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를 변화시키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
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방과후 학교와 같은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의 학교교육만족
도가 형성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철저한 관리와 지원책들이 요청되는 것이다. 특별히 이 과정
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온라인 및 SNS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요청된다. 초등 학부모들의 학교온라인 이용정도
는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학교온라인 이용정도가 높은
학부모들이 학교교육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학교온라인 이용
빈도를 높이는 요인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 홈페
이지, 학교알리미 앱(아이엠스쿨 등), 학급 SNS 등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축과
제공 정보의 질적 관리를 통하여 학부모들이 관련 온라인 채널에 대한 필요성과 매력을 지속적
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초등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를 긍
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셋째, 학교자원봉사 및 기타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요청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으로서 학교자원봉사와 같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강조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
으로 확인해주었다. 이는 학부모들의 학교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접근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질적 제고를 통하여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활동을
유지시켜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개념은 해당 사항
을 다양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된다.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
의 변화율에는 학교온라인 이용정도, 학교자원봉사 참여횟수, 진학설명회 참여횟수 등이 모두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만족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해당 요소들과의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과 인식이 고착화되
지 않도록 질적인 관리가 강력하게 요청됨을 시사해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 연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산교육종단연구의 특성 때문이다. 먼저 부산교육종단연구는 특정한 지
역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산교육종단연구가 가지고 있
는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화를 위한 전국단위로서의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다음
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고려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추려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투입하였으나 이미 설정된 문항 내에서 관련 사
항들만을 구성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정책연구소의 부
산교육종단연구는 기존의 전국단위 데이터들과 비교하여 볼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의미 있
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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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Analysis of Parent’s School Educational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Focus on Busan Metropolitan City

Ju, Dong-Be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Lee, Hyun-Chul (Kosin University)
Kim, Kwang-Su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Lee, Won-Seo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Using BELS(Bus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Data of Busan Education Policy Institute, the study
analyzed the satisfaction of parents who hav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education in Busan. More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d the change and impact factor of satisfaction of the school educ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parents using data from the first wave of 2016, second wave of 2017, and third wave
of 2018. The sample in the first wave was 3,178(1,656 males, 1,496 females). The results indicate that
linear change model as a suitable model was drawn by the analysis of Latent Growth Model and the
mean and variance of baseline and the mean and variance of change ratio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y showed that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 of parents’ school educational satisfaction were the
perception of the effect of after-school, the extent of usage of parents’ school online,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on of parents in school volunteer events. Some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result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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