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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생의 건강한 발달과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교육 파트너

로서의 학부모 역할이 강조되면서 학부모 학교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이나 문제행동 개선 등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충

족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지원적 태도를 형성하

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학교참여 관련 변인으로 학부모의 성격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내면적 특성인 성격이 행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성격

5요인이 학교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학부모의 성별에 따라 학교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둘째, 학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

의 성격특성이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한국의

미래교육을 대비한 미래학부모역량 연구(2020)’의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 750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

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정보교환 및 소통의 참여가 가장 활

발하였고,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의 참여가 가장 저조하였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

다. 둘째, 정보교환 및 소통의 참여 수준에는 아버지의 외향성과

어머니의 성실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행사 및 교육의



참여 수준에는 아버지의 성격 5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어

머니의 외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교육활동 지원의

참여 수준에는 아버지의 성격 5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어

머니의 친화성이 부적 영향을, 개방성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

지막으로, 학부모회 및 동아리의 참여 수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의 친화성이 부적 영향을, 어머니의 개방성이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할 때 학부모의 성격특

성을 존중하며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

째, 학부모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학기 초에 가정환경조사지와

함께 학교참여 조사지를 배부하고, 이때 TIPI(10문항 성격 측정 :

Ten item personality inventory)와 같은 간단한 형태의 성격 질문

지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학부모

학교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학교나 소규모 학교, 개교 학교 등

학부모의 자원 개발이 필요한 학교에서 더욱 가치가 있을 것으

로 보여진다. 넷째, 부모교육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 교육 등 자

녀에게 관련한 일은 부모가 함께 한다는 균형잡힌 시각을 형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아버지가 적절한 역

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성격 5요인, 학교참여, 학부모

학 번 : 2009-2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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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학교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에 관련된 집단의 공동 인식 속에 이루어진다. 특히 학생

의 건강한 발달과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교육 파트너로서의 학부모

역할이 강조되면서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학부모 학교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자녀의 학업성취, 행

동발달, 사회성의 측면에서 자녀교육 및 학교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의 향상(Borgonovi, Montt, 2012; Van

Voorhis, 2001), 바람직한 태도, 출석률, 중도탈락률(김두환, 김지혜,

2011; Epstein, Salinas, 2004: Patton et al., 2001; Sinclair, Christenson,

1992), 졸업률, 자아존중감, 동기, 학교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부모의

만족감(서현석, 최인숙, 2012; Greene, Tichenor, 2003) 등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즉,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자녀의 학업

성취 향상이나 문제행동 개선 등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는 기능

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보다 잘 이

해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교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긍정적, 지원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증진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독립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기대 뿐 아니라(김경근, 2000; 김영희, 2002; 심미

옥, 2003; 원지영, 2009),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교실 붕괴, 학교 폭력 등

으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윤재

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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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실시한 학부모 학교참여 실태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는 교육

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최상근 외(2011)와 이 연구를 이

어받으며 발전시킨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이강이

외(2013, 2015)가 있다. 이강이 외(2013, 2015)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교육기부․자원봉사, 학교와의 소통, 학부모회 활동 참여, 학부모

교육 참여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학교참여 활동의 영역은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안하였다. 이경애(1996), 임경미

(1999)등의 연구는 학부모의 학교참여의 활동으로 부모 교육, 부모 훈련,

부모 접촉, 부모 지원, 부모 통제 등을 포함하였다.

2015년에 실시한 학교참여 실태 조사 결과, 1년간 교육기부 및 자원봉

사 평균 참여 횟수는 평균 1.38회이며, 학부모들은 학교(교사)로부터 유

인물(79%), 학교 홈페이지(58.4%), 전화나 문자메세지(58.2%)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 정보를 얻고 있으며, 학부모의 56%가량은 1년에 1~2회 학

교를 방문하여 교사와의 면대면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참여 경험을 학부모는 24%정도이며, 학부모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27%정도로, 이 중 64%가량이 학교에서

실시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

교참여 영역별로 참여 수준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학교참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는 학교참여 영역별로 그 영향요인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부모 학교참여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녀의 특성

과 가정배경 변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즉, 자녀의 나이, 학년, 성별,

학업성취 등의 변인과 학교참여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보거나(권순범, 김

은영, 진미정, 2018; 김은영, 권순범, 진미정, 2018; 주동범, 2018; 최윤진,

심재휘, 2018; 임선아, 2011; 이희창, 강정희, 2010; Morgan, Sorensen,

1999; Furstenberg, Hughes, 1995)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구조, 자녀의 수와 같은 가정의 배경에 대한 연구

(서현석 외, 2012; 이기종, 곽수란, 2013; 이세용, 2003)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자녀교육 철학 등의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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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양수경, 김현철, 남진현, 2011)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학부모 학교참여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학부모의 가정환경 특성

이나 그들의 자녀관, 교육관 등 가치 체계와의 관계를 파악하며 학교참여

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내면적 특성 중 행

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성격과 학교참여에 대한

관계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학교참여를 활성화할 때 학부모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중요한 요

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성격특성이란 것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

인의 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입증

되어 왔으며, 부모의 행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Buck, 1984).

개인의 성격은 다양한 장면에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유태용, 민병

모, 2001). 유태용 등(2001)은 성격의 5요인과 수행간의 관계를 다룬 국

내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성격 5요인 중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성

실성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행에 미치는 유의미한 예측력을 밝혔고,

Salgado(1997)는 유럽지역에서의 성격 5요인과 수행간의 관계를 다룬 36

개 연구의 통합분석 결과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수행을 예측하는 타

당한 예측변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성격에 관련된 많은 연구 중 ‘성격 5요인 모델’ 연구는 성격 차원의

수를 줄이면서도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특성군을 찾고자 했던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5요인은 학자들 간에 명명상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대체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을 의미한다. 다양

한 연구자들(Eysenck, 1973; Allport, 1961)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성격특

성들이 Goldberg(1993)가 성격 5요인 모델로 정리한 이후, 성격 심리학

자들 사이에서 그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학부모 성격특성은 최근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특성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만족도, 인

식, 기대 및 요구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

혀졌다(김봉제, 장유진, 2018; 김봉제, 장유진, 김지연, 2017; 김봉제, 장유

진, 김지연, 2016). 학교참여와 성격특성 간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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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살펴보면, 친화성이 높은 학부모의 성격은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

기대 및 요구, 학교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며, 학부모의 외향성은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 기대 및 요구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렇듯,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성격이 장기적

으로 일관되게 인간의 행위양식을 결정해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학부

모의 성격 요인은 학교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성격특성이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이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사회구

조상의 위치의 차이와 상이한 성역할 기대 및 사회화 과정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가치를 내면화하며(Thoits, 2012) 성별에 따라 성격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Gilligan, 1982). 또한, 그동안 우리 교육 현실에서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학

교참여는 논외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관계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조윤진, 2017),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참여가

강하게 요구되며(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2019; 박지선, 박성희, 2015), 아

버지의 학교참여 필요성 역시 중요해지고 있어 전보다도 아버지의 참여

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참여 실태에 관

한 연구도 응답자 대부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김봉제 외, 2016; 이강이,

김은영, 2014) 학교참여에 있어서 성별 비교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교를 통해 학부모의 성

격특성이 학부모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성별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5 -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부모의 성별에 따라 학교참여에 차이가 있는가?

2. 학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성격특성이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2-1. 부모의 성격특성이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의 참여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2-2. 부모의 성격특성이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3. 부모의 성격특성이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영역

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4. 부모의 성격특성이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의 참여 수준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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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성격의 개념과 구성요소

성격이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성질, 각 개인을 특징짓는 지

속적이며 일관된 행동 양식으로(신동아 국어사전, 2007),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요인들이다(Costa, McCrae, 1987). 이

것은 성격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Lazarus와 Manet(1979)은 성격을 ‘인간의 경험을 조직하고 환경에 대

한 인간의 활동과 반응을 형성하는 함축적이고 비교적 안정된 심리적 구

조와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두 가지 측면의 성격 개념을 포함

하고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성격이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된다는 것이

다. 사람들은 날마다 여러 상황에 일관된 방식으로 느끼고, 사고하고, 행

동하기 때문에 성격이 각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다. 두 번째 측면은 성격이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준다는 것이다. 즉 성격은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며 개인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독특한 개인의 사고, 감정 및 행동 양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인지되는 개념인 ‘개인이

어떠한 상황에 주어졌을 때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상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며(Cattell, 1965), 밖으로 나타나는 평판을 만

드는 내면의 과정이며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예측도 가능

한 것이라고 밝힌 연구도 있다(Hogan, Shelton, 1998).

이러한 성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성격은 ‘다양한 시간과

상황에 걸쳐 어느 정도 안정적이며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사고

와 감정, 행동의 양식(Judge, Bono, 2000)’라 정의할 수 있으며, 행동을 결

정하는 내적으로 안정된 요소로서 행동 경향성과 사회적응 가능성을 예

측할 수 있는 가설적구성개념이다(이영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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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특성이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들 요인들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

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성격 5요인 모형’은 성격 차원의 수를

줄이면서도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특성군을 찾고자 했던 노력에서 시작한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김유미, 2008).

성격 5요인 모형은 ‘5요인’ 혹은 ‘Big Five personality traits’로서, ‘Big

Five’라는 약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로 성격 5요인 모형

에 대한 연구가 급증했고 초기의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운 방식을 통해 다양한 연령과 집단을 적용하여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

어져 왔다(장용재, 2011). 성격에 대한 초기 연구자인 Cattell(1946)은 사

전에 수록된 성격을 나타내는 특성들을 기초로 35개의 척도와 16개의 주

요인과 2차 요인으로 구성된 개인 차이의 복잡한 분류를 개발하였으나

요인 수가 많고 복잡한 단점이 있어, 많은 심리학자들이 명료하게 성격

요인을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보편적

인 특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Norman(1963)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성

격의 특징을 구조화해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교양’으로

분류한 ‘5가지 요인 모델’을 학계에 제안하면서 많은 연구의 기초를 제시

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Costa와 McCrae(1992)가 여러 성격

검사 자료들을 결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차원이 성격 구조

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NEO-PI-R(Neo Personality Inventory Revision) 검사를 제작하였다. 이상

과 같은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성격의 개인차 구조는 Big Five 혹은

5요인 모형(five factor model: FFM)으로 수렴된다.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5요인의 명칭은 Costa와 McCrae(1992)가 제안한 명칭으로 각 요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신경증(Neuroticism), 개방성(Openness)이 그것이다.

McCrae, Terracciano와 그 외 79명의 연구자들(2005)이 참여한 연구에

서 전 세계 50여 개 문화권 국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 구조

의 일관성을 증명하였고, 안창규, 채준호(1997)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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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안정적으로 5요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Yamagata 등(2006)은 성격 5요인이 성격의 유전, 환경 및 표현형 구조

를 잘 대표하고 있음을 영어, 독일어, 일본어 등의 다양한 언어를 통해

밝혔다. 즉 성격 5요인 모형은 성격을 평가하는 종합적이며 합리적인 틀

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aprara, Cervone, 2005).

성격 5요인의 명칭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Extraversion: E), 친화성

(Agreeableness: A), 성실성(Conscientiousness: C),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S), 개방성(Openness: O)을 사용하였다. 이들 5개 요인은 개인들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도

구라고 할 수 있다(Buss, 1989). 성격 5요인 및 각각의 하위 요인은 <표

2-1>과 같다.

다섯 가지 요인과 상관되는 행동 및 심리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외향성(Extraversion)’으로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

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타인을 주도하려는 경향 등을 나타낸다

(이희현, 2007). 외향성 요인과 관련된 특성은 온정, 군집, 리더십, 활동

하위 요인

외향성

(Extraversion)
온정, 군집, 리더십, 활동성, 자극 추구, 명랑 

친화성

(Agreeableness)
신뢰, 정직, 이타, 협동, 겸손, 동정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자기유능감, 정돈, 책임, 성취지향, 자율, 신중

정서적 안정성

(Emotional Stability)
정신적 균형의 유지, 감정의 안정, 낙관, 침착, 태연함 

개방성

(Openness)
상상, 심미, 감수성, 신기, 지성, 가치

<표 2-1> Big Five 성격 요인 및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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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극 추구 및 명랑이다(Costa, McCrae, 1992).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기질적으로 활동수준이 높고 명랑 쾌활한 특성을 드러낸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쉽게 형성하며 적극적

이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또한, 모험

적이고 도전적이며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욕구가 높다(권수경, 2018). 이

와 대조적으로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조용하고 수줍음을 잘 타며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지만 사

회적 불안을 겪지 않는다고 밝혀졌다(이은경, 2005). 또한, 친구를 깊게

사귀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Walter, Yuichi & Ronald, 2008).

따라서, 외향성이 높은 학부모는 사교성과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긍정

적인 감정과 활발한 활동의 성향이 크기 때문에 활발한 학교참여, 예를

들어 학교 행사 참석이나 학부모 모임과 같은 사회적 환경으로 자신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김봉제 외,

2017). 또한, 외향성은 사회성이라는 개념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인

다. 외향성이 높은 경우 대인관계 혹은 집단에서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Carver, Scheier, 2005),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가 많은

장소에서 공부하고 사교적이며 열정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이길환, 이

덕로, 박상석, 2012). 그러므로 사회성이 높은 것이 더 좋은 성격으로 통

하지만 근본적으로 외향성과 내향성은 어느 것이 좋다기보다 다를 뿐이

다.

두 번째 요인인 ‘친화성(Agreeableness)’은 개인이 타인에 대해 견지하

는 친화적 태도와 관련되며 사람들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

는 정도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특성을 말한다(하대현, 황해익, 남상인,

2008). 친화성 요인과 관련된 특성은 신뢰, 정직, 이타, 협동, 겸손, 동정

이 있다(Costa, McCrae, 1992). 국내에서는 ‘Agreeableness’를 연구자에

따라 친화성, 호감성, 원만성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김미영,

2015).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정중하고, 협조적이고, 관대하고, 양보심이

많고, 인내심이 많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 특

히 친화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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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Little, 2014). 친화력이 좋은 사람은 협조적이고 공감을 잘 하는 반

면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냉소적이고 남과 잘 부딪치며 타인에 무관심하

고 불친절하다(권은진, 2016). 이들은 타인의 느낌이나 감정에는 무관심

한 태도를 보인다(하대현, 김수연, 2003). 그러므로 친화성이 높은 학부모

는 친근하며 이타주의적인 성격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 봉사적 행

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친화성이 낮은 학부모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이고 학교참여에 대해 비관적인 기대를 가질 가능성

이 높다(김봉제 외, 2017).

세 번째 요인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

을 향해 책임감 있게 끈기를 가지고 자신을 조절하며 성취를 지향하는

정도를 말한다(Digman, 1990). 유희경 등(2007)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이행하고 사려깊고 성취욕구가 강하며 항상 어떤 일을 해내고

자 하는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성실성 요인과 관련된 특성은 자기유능감,

정돈, 책임, 성취지향, 자율, 신중이 있다(Costa, McCrae, 1992). 성실성

은 학업성취(O’Connor, Paunonen, 2007; Propat, 2009), 다양한 직무수행

(Zyphur et al., 2008), 수명(Chapman, Roberts & Duberstein, 2011) 등

한 개인의 성취 및 수행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다(권은진,

2016). 성실성 척도가 높은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조

직적, 계획적이고 성취욕이 높다. 그리고 세심하고 꼼꼼하며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특성을 나타낸다(하대현 외, 2003). 그러나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산만하고 끈기가 부족하고 일관성이 없고 환경의 유혹에 잘 넘어

간다. 이들은 시간이 정해진 일을 싫어하며 쉽게 포기하고 충동적이다.

따라서 성실성이 높은 학부모는 의지가 강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활동

을 인내하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꾸준한

학교참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네 번째 요인은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또는 동일차원의

반대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경증(Neuroticism)’, ‘정서적 민감성

(Emotional Sensitivity)’으로도 부른다. 정서적 안정성은 자신이 정서적

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통에 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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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지의 정도를 나타낸다(조재현, 2015; 하애선, 2017). 이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정상적인 정서반응 패턴에 관한 것으로, 자신이 세상을 얼

마나 통제할 수 있으며 세상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

다.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침착하고

평온하다. 그리고 불안감이 적으며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는 특성을 지닌

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서적 안정성은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촉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성격 요인으로 꼽힌다(Chan, Schmitt, 2002). 그

러므로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학부모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학부모들

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긴장 수준이 안정적이며 학교참여에 유의

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인의 불안정성을 교사나 학교에 드러

내기를 기피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김봉제 외,

2017). 정서적 안정성 차원의 반대쪽 특성은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특정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흥분하는지를 의미하며, 정서적 불안정성의 척도

가 높은 사람의 특성은 걱정이 많고, 긴장되어 있고, 우울하고, 변덕이

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까다롭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을 잘 유지하지 못

하고 과민반응을 하며 쉽게 화내고 불안해한다(하대현 외, 2003).

다섯 번째 요인은 ‘개방성(Openness)’으로서 지성(Goldberg, 1981), 문

화(Norman, 1963), 교양(Tupes, Christal, 1961) 등 다양하게 명명된다.

개방성이라는 특성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상호작용, 새로운 환경을 수용

하는 성향으로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격특성이다(김진숙, 이운

형, 2016). 개방성 요인과 관련된 특성은 상상, 심미, 감수성, 신기, 지성

및 가치가 있다(Costa, McCrae, 1992). Goldberg(2001)는 새로운 체험과

다양한 경험과 가치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고 경험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며 익숙하지 않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주제들을 다루고자 하며,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새로운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인다(Ziegler et al., 2012). 따라서 개방성이

높은 학부모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있어 지각력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안을 창조해 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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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안정을 좋아하고 전통적 권위에 순종하며 의견 통일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유전적이라기보다는 가정환경, 교육, 문화적 배경 등의 결과로

서 나타나며(Digman, 1990), 특히 예술적 창조성과 관련이 깊다(조재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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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부모의 학교참여

1. 학부모 학교참여의 개념과 참여 영역

학부모 학교참여는 학부모의 역할 또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

한 관점에 따라 연구자마다 학부모 교육 참여(윤재열, 2009; 진미정, 권

순범, 김봉제, 2019), 자녀교육 지원활동(심미옥, 2003), 부모의 교육적 관

여(변수용, 김경근, 2008; 이엄지, 이채원, 2014) 등 각기 다른 용어로 사

용해 왔다. 다양한 학교참여 유사 용어의 개념을 고려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정의해본다면, 넓은 의미의 학

교참여란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가

정, 정책적 수준에서 수행하는 의사결정, 교육, 지원, 소통 등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류방란 외, 2015). 본 연구에서의 학부모 학교참여는 ‘학

부모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기반으로 수행

하는 의사결정, 교육, 지원, 소통 등의 행위(류방란 외, 2015)’로 정의하

여,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의 활동에 주목해 ‘학부모의

학교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학부모의 학교참여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및 자녀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이강이 외, 2013; 최상근 외,

2011)에서는 학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대화, 함께하는 활동, 학교생활 파

악 등), 학교와의 소통(학교의 자녀교육 정보제공 실태 및 요구, 학부모

와 교사와의 접촉 등), 학부모회 참여, 학부모교육 참여(학부모교육 수강,

학부모지원 서비스 등), 교육기부(교육기부, 자원봉사 참여 등), 학교 운

영 관련 인식(학부모의 학교참여 관련 일반 인식, 만족도 등), 학부모 정

책 관련 인식으로 학부모의 학교참여 영역을 구안하였고, 이경애(1996),

임경미(1999) 등의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참여에 부모교육, 부모 훈련, 부

모 접촉, 부모 지원, 부모 통제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Epstein(2001)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영역에 교수 활동 지원, 학급에서의 아동 지원, 학생

의 수행을 돕는 활동, 학교 행사를 지원하는 활동, 가정에서 학습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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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는 활동, 학교교육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으

며, Dimmock 등(1996)의 연구에서는 소통, 교수․학습 및 물리적 환경

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공식적 조직(기구)을 통한 의사결정, 학교 선택 등

을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포함시켰다.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가정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학습 관여와 지원과 같은 가정 기반 활동,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및 교육지원 활동, 학교 운영과 관련된

기획 및 의사결정 등 학교 기반 활동이 있으며(Hill, Tyson, 2009), 더 나

아가 학교 선택이나 학교 설립 등 정책 기반 활동 등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교참여 활동에 주목하였으며, 활

동 영역은 진미정 외(2019)의 분류 기준인 정보교환 및 소통, 행사 및 교

육(연수),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회 및 동아리 활

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이다.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교사

와 학부모 모두에게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는 개별적인 학생의 특성

뿐 아니라 가정의 배경 특성,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

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특정 교사

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가 학교교육의 방향이나

특성 등을 이해하기 위해 학교와의 소통은 필요하다. 이러한 소통은 학

부모가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교육활동 지원 시에도 이루어지며, 학교교

육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활동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제외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제공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소통인 학교홈페이지 이용, 학교 알리미 서

비스 이용, NEIS 학부모 서비스 이용, 교원능력개발평가 이용을 정보교

환 및 소통 영역에 포함하였다.

둘째,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이다.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은 학교

내에서도 학부모 참여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고, 학교참

여 실태 조사의 핵심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영역이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들에게 학교교육을 이해시키고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거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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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학부모들

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역량

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에는 학부모총회

참여, 상담 주간 참여, 공개 수업 참여, 교사와의 상담 참여, 체육대회나

발표회 참여, 학부모교육 또는 연수 참여가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 모두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상담 주간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참

여와 같은 학부모 상담의 경우 학부모-학교 소통의 활동으로 볼 수 있

지만(김영선, 권순범, 2019; 이강이 외, 2014) 지속성을 지니는 활동이 아

니기 때문에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에 포함되었다.

셋째,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영역은 직접적인 교육활

동, 학교교육 지원 활동과 행사 지원활동, 안전과 보호에 관한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학부모가 학교에서 하는 교육활동이란 교과․비교과 수업 시

간 중 일부 시간을 담당하거나 선택과목 중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

다. 학부모가 보조 교사로 교실 수업을 지원하거나 학습 준비물을 제작

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돕는 학교교육 지원활동과 학교 밖 체험활동 인솔

지원, 체육대회 등의 행사 진행을 돕는 행사 지원활동으로 나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폴리스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도우미(녹색부모회, 등굣길 안전도우

미 등) 참여, 도서도우미(도서실 명예교사, 도서실 지원 활동 등) 참여,

안전도우미(학교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등) 참여, 급식 모니터링 참여, 시

험감독 참여, 학교 교육기부 활동(재능기부, 명예교사, 일일교사, 진로코

치 등) 참여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에는 조직 차원의 학교참여 활동

이 해당된다.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활동은

개별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학부모 조직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여기에

는 학부모회 활동_오프라인(직접 활동) 참여, 학부모회 활동_온라인(밴

드, 단체톡 등) 참여, 학부모 동아리활동 참여, 학교 소위원회 활동(급식,

교복, 교육과정 구성, 소규모 테마여행, 앨범 선정 등) 참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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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의 학교참여 관련 요인

학부모 학교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이 학문적인 관심으로 이어져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관련된 연

구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이 연구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 동향

을 살펴보면 주로 학부모 학교참여의 실태를 파악하거나(김은영, 이강이,

정정화, 2016; 김은영, 이강이, 정정화, 2015; 류방란 외, 2015; 최상근 외,

2011; 정충혁, 2003)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요인의 탐색(홍송이, 2018; 김

소영, 진미정, 2015), 학부모의 학교참여 수준과 정책 방안을 살펴 본 연

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주동범, 2018; 김은영 외, 2015; 류방란 외,

2015; 김승보, 2015; 전은희, 강민수, 2014; 최희정, 2014; 강소연, 2011;

임선아, 2011).

학부모의 학교참여 실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의 86.9%가 학

교참여를 하지 않거나 학부모 총회나 규정된 상담 등의 단순 학교행사에

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진미정, 김은영, 최혜영, 김봉제, 2015),

학부모의 교육기부·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전혀 안함’ 48.6%, ‘1-3회 이

하’ 38.3%로 이전에 비해 참여횟수도 낮고 참여하지 않는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이 외, 2015).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요인을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학부모 학교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개인 수준의 변인들로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

고, 어머니가 고학력인 경우, 어머니가 직업이 없으며, 자녀를 위한 학교

학습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임원인 경우에 학부모교육 출석률,

학부모 조직 가입, 영역별 학교참여 활동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류방란 외, 2015). 전은희 외(2014)의 연구에서 학부모들은 학부

모회에 참여하는 이유를 자녀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자 함이라 밝혔다.

또한, 다른 학부모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아울러 자신

들의 교육적 요구를 학교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

램을 직접 창출하고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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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진미정(2015) 연구에서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나누어 학교

참여에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는데 학부모의 학교참여 동기가 모든 학

교급에서 학교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학교급에 따라 영향

을 미치는 동기는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학부모가 학교 운영의 주

체임을 인식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자녀와 학교교육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관련 정보에 만족할수록 학교참여를

활발히 하고, 중학생 학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

고 있고 부모 효능감이 높으며,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자녀와 학교교육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더 적극적으로 학교활동

에 참여하였다. 류방란 외(2015) 연구에서도 학부모의 학교참여 조직, 활

동, 교육, 인식 등의 영역에서 대체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학교참여가

중학교 학부모들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

생 학부모의 경우 부모효능감이 높고, 학교참여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관련 정보에 만족할수록 학교참여가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성적과 학부모의 학교참여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적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 중 교육활동 참여에는 영향을 미

치지 못하지만 그 외의 참여 활동, 조직 가입, 학부모 교육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방란 외, 2015). 학부모의 학교참여 수준이 높

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 변화율이 높고 학부모 학교참여 수준의 변화

율이 자녀의 학업성취도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권순범, 진미정, 김월섭, 2017), 일반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

가 높을수록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학교만족도가

높아지지만, 혁신학교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인지적 성취 향상을 위한

학교참여보다 교육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학교에 개입하는 의미가 내포되

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최윤진 외, 2018).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수준의 변인으로는 교육지원

활동과 교사와의 소통, 학부모교육 면에서 학교장과 교원의 인식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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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이 나타났다(류방란 외, 2015).

더불어 학부모의 학교참여 태도가 학부모 학교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 결과(이강이 외, 2015; 강소연, 2011)를 보면, 학부모는 학교참여가

자녀의 인성 발달(68.2%), 학업성취(61.1%), 교우 관계(58.0%),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77.1%)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4점으로 학부

모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학교참여가 필요하고 학교참여가 갖고 있는 긍정

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인식한다는 것은 학교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

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 참여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Hoover-Dempsey,

Sandler, 2005). 학교와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자녀에게 학교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게 되고, 이러한 부모의

가치판단은 자녀에게 내면화되어 자녀가 학교를 중요한 곳으로 여기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본인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교육정책이나 학

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

고 자발적이고 의미있는 참여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학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Cheung, Pomerantz, 2012). 학

부모들은 처음에는 외적 동기에 의해 촉발되어 학교교육에 참여하게 되

었다 할지라도 점차 내적 동기에 의한 능동적인 참여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흥미, 자신감, 만족감 등 내적동기 요인들이 참

여에 관한 태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이희애, 2001; 이조원,

2000). 즉, 학교참여의 태도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될 수 있

는 것이다. 학교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학교교육에 참여하려는

동기도 높아지게 된다(Walker et al., 2002). 또한, 자녀의 성장․발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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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나 바람직한 자녀 양육과 효과성 등 평소 부모가 가지고 있던 신념

에 따라 학교참여의 수준과 범위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홍송이,

2016). 학교나 학부모 집단에서 기대하는 역할행동과 학부모 스스로 인

식하는 역할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적절한 부모역할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경우, 학부모는 학교참여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참

여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학부모의 성격과 학교참여의 태도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외향성

과 친화성이 높은 학부모의 성격은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과 정적인 상관

을 나타냈다. 또한, 자녀의 학교나 교사에게 학교참여와 관련한 요구를

많이 할수록 학부모의 학교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향성보

다 친화성이 학부모의 실제 요구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봉제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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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성격과 활동 참여

여기에서는 성격 5요인과 학부모 학교참여의 관련성을 예측하는데 도

움이 되는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부모 성격특성에 따른 참여 여부

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연구에 관련될 수

있는 활동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성격 5요인에

따른 차이를 발견한 연구(서영균, 강혜영, 2019)에서는 취업지원 프로그

램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게 나타났으

며, 이 결과에 근거하여 성격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소극적인 미참

여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격과 봉사활동 참여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는

데, 임승희, 노승연(2009)의 연구에 의하면 성격의 특성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유의한 결과가 있다고 하였다. 친화성의 경우 온정적 특성을 갖

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격으로 추정할 수 있

고, 외향성 역시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원봉사가 집중적인 사회적 교류를

요구하는 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지지되었다. 성실성

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제공 활동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고 예상되

었는데,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친화성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성실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 역시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았는데,

Reynolds, Karraker(2003)의 연구에서는 친화성 다음으로 개방성이 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고, Niehoff(2006)의 연구에서도

개방성은 외향성, 성실성 다음으로 봉사행위와 정적 관계가 있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유옥(2010)의 연구에서는, 봉사 참여그룹과 비참여그룹간

성격특성을 비교한 결과 감각적이며 생각이 깊고 배려하는 감정적인 성

향의 성격, 즉 개방성과 친화성의 성향이 강할수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 봉사 역할 부여시 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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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미선(2018)은 대학생의 성

격특성과 참여동기의 상호작용효과가 봉사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개인적 동기는 성실성과 봉사활동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조절하였고, 사회적 동기는 개방성과 봉사활동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조

절하였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봉사활동을 개인적 차원의 활동으로 간주

하지 않고 자원봉사자의 기술과 역량 강화, 대인관계 기술의 훈련, 사전

설명회 실시, 사후평가회 실시 등 프로그램 준비에서 마무리단계까지 일

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ok(2011)은 위험한 스포츠 참여의 성격 5요인 상관관계를 조사

하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특정한 성격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참가자는 비참가자에 비해 개방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이 높아 참여에 대한 동기가 성격특성과 깊게 관련됨을 증명하였다.

Ashton(1998), DeNeve와 Cooper(1998), Hogan과 Shelton(1998),

Hogan과 Robert(2000)의 연구에서도 조직 구성원의 성격 유형에 따라

조직의 유효성, 성과, 직무 태도 등에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성격이 활동 참여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의 연구도 있었다. 허

고은(2001)의 연구에서는 웹기반 온라인 토론에서 외향성인 집단과 내향

성인 집단 간 참여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 유형이

외향성인 학습자나 내향성인 학습자 모두 온라인 토론을 위한 충분한 준

비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토론이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

하는 환경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Hsi, Hoadley,

1997). 그러므로, 온라인상의 활동은 학생의 성격 유형에 관계없이 평등

한 환경에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격과 학부모의 학교참여 관련 연구에는 김봉제 등(2016)의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부모의 성격특성이 학교참여 모든 영역에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상담 매뉴얼에

학부모의 성격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

다. 또한, 학부모의 성격 5요인 특성 중 친화성과 외향성이 학교참여에

대한 요구와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김봉제 외, 2017)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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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참여와 관련한 요구를 학교와 교사에게 더 많이

하는 학부모는 친화성과 외향성이 높으며,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하는 학

부모일수록 자녀의 학교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대로 해석

하면 친화성과 외향성이 낮은 학부모는 학교참여와 관련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자녀의 학교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과 활동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Jung(1971)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MBTI나 애니어그램과 같은 성격 검사를 이용한 것이 대부

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의 경우 많은 문항의 검사지를 이용하여 답

변을 검사하고 계산해야 하는 등 단시간에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으며, 통합된 성격 유형으로는 어떠한 성격 요인이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렵다. 또한, 최근 연

구에서는 짧은 형태의 성격특성을 측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데(Gosling, Rentfrow & Swann, 2003; Langford, 2003; Rammstedt,

Koch, Borg & Reitz, 2004; Woods, Hampson, 2005), 이는 시간과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고 긴 척도에 의한 무성의한 답변을 방지하는 데에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Herzberg, Brähler, 2006). 그렇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성격 5요인 질문지의 축약형인 10문항 성격 측정(Ten item

personality inventory)을 이용하여 학부모의 성격특성이 학교참여에 미

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부모 성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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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학부모의 성격 유형에 따른 학교참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1).

자료 수집은 2020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업체

의 온라인 조사 패널 중 설문조사 초대 이메일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수거

된 검사지는 940부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

해 학부모의 학교참여 경험을 작년 기준으로 질문하였으므로 초등학교 1

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학교참여 영역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활동의 ‘현재 학교

에 해당 활동이 없음’에 응답한 설문지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750

부의 응답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은 399명(53.2%), 여성은 351명(46.8%)이다.

연령대는 40대(77.1%)가 가장 많았고, 거주지역은 서울이 222명(29.6%),

경기도가 216명(28.8%)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대학 졸업자가

562명(74.9%)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사무직이 430명(57.3%)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 수는 2명이 461명(61.5%), 1명이 192명(25.6%) 순으로 나타

났고, 첫째 자녀의 성별은 아들이 397명(52.9%), 딸이 353명(47.1%)이었

다. 첫째 자녀의 학교급은 중학교 265명(35.3%), 고등학교 264명(35.2%),

초등학교 221명(29.5%) 순이었고,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0명(2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49명(19.9%)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로는 중으로 느낀다는 학부모가

383명(51.1%), 중하로 느낀다는 학부모가 259명(34.5%) 순으로 많았다.

1) 분석자료 출처. 한국의 미래교육을 대비한 미래학부모역량 연구(2020). 서울

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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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변수 구분

전체

N=750

남성

n=399

여성

n=351

N % n % n %

나이

30세 이상 39세 이하 74 9.9 19 4.8 55 15.7

40세 이상 49세 이하 578 77.1 311 77.9 267 76.0

50세 이상 59세 이하 98 13.1 69 17.3 29 8.3

지역

서울 222 29.6 120 30.1 102 29.1

경기 216 28.8 107 26.8 109 31.1

광역시 175 23.3 106 26.6 69 19.6

그 외 지역 137 18.3 66 16.5 71 20.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79 10.5 21 5.3 58 16.5

대학교 졸업 562 74.9 298 74.6 264 75.2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109 14.5 80 20.1 29 8.3

직업

판매직 12 1.6 9 2.3 3 0.9

기술직 56 7.5 51 12.8 5 1.4

사무직 430 57.3 263 65.9 167 47.6

서비스직

(운전사, 조리사, 미용사 등)
31 4.1 15 3.8 16 4.6

고위관리직/전문직 45 6.0 34 8.5 11 3.1

전업주부 127 16.9 - - 127 36.2

기타 49 6.5 27 6.7 22 6.2

자녀수

1명 192 25.6 109 27.3 83 23.6

2명 461 61.5 243 60.9 218 62.1

3명 이상 97 12.9 47 11.8 50 14.3

<표 3-1>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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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체

N=750

남성

n=399

여성

n=351

N % n % n %

첫째 자녀의 

성별

남자 397 52.9 225 56.4 172 49.0

여자 353 47.1 174 43.6 179 51.0

첫째 자녀의 

학교급

초등학교 221 29.5 123 30.8 98 27.9

중학교 265 35.3 139 34.8 126 35.9

고등학교 264 35.2 137 34.4 127 36.2

월 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137 18.3 64 16.1 73 20.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49 19.9 88 22.1 61 17.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0 20.0 82 20.6 68 19.4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01 13.5 56 14.0 45 12.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95 12.7 44 11.0 51 14.5

800만원 이상 118 15.7 65 16.2 53 15.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하 26 3.5 13 3.3 13 3.7

중하 259 34.5 137 34.3 122 34.8

중 383 51.1 202 50.6 181 51.6

중상 79 10.5 45 11.3 34 9.7

상 3 0.4 2 0.5 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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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 도구

1. 학부모의 학교참여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영역별로 구체적인 활

동에 학부모가 실제로 참여하는 수준을 말한다. 활동 영역은 정보교환

및 소통, 행사 및 교육(연수),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학

부모회 및 동아리 총 4가지 영역이다. 학부모 학교참여의 측정은 진미정

등(2019)이 개발한 「학부모 교육참여 척도」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부모 교육참여를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

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지역사회 참여

를 변인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학교참여 문항을 제

외한 후 사용하였다. 영역별 세부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을 미참여, 소극

적, 적극적 참여의 Likert 1-3점 척도로 실제 참여 수준을 조사하였다.

학교참여 각 행동의 예시는 <표 3-2>에 제시하였다.

학교참여 문항의 Cronbach’ α는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 .77,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 .84,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영역 .85, 학

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 .85로 분석활용에 적합한 신뢰도로 판명되었다.

변인 문항 수 문항 예시

학교참여 

영역

전체 20 -

정보교환 및 소통 4 학교 홈페이지, 학교 알리미 서비스 등

행사 및 교육 (연수) 6 학부모 총회, 체육대회/발표회 등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6 교통도우미, 학교 교육기부 활동 등

학부모회 및 동아리 4 학부모회 활동, 학교 소위원회 활동 등

<표 3-2> 학교참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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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격 5요인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성격 5요인이며, 「10문항 성격 측정(Ten item

personality inventory: TIPI)」으로 측정하였다. TIPI 검사는 기존의 성

격 5요인 질문지의 축약형으로, Gosling, Rentfrow와 Swann(2003)이 개

발한 검사이다. 한 가지 성격마다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요인인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개방성(Openness)을 측정하는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문항 중 한 문항은 역문항으로 그 값은 역코

딩하였고 두 값의 평균을 구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모든 문항의 응답 범위는 Likert 7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1=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7=전적으로 일치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성격특성 외에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몇 가지 통

제변수를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1) 학교참여 태도

학부모 학교참여 태도는 학부모가 학교참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규범

적 태도 4문항, 개인적 기대 4문항을 측정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모든 문항의 응답 범위는 Likert 1-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한다). 네 개의 문항에 응답한 점수의 평

균을 구하였고, 회귀분석에는 연속형 범주로 포함시켰다.

규범적 태도란 학부모 학교참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추상적 동조

정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학부모는 교사, 학생과 함께 교

육의 중요한 주체이다’,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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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학부

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이다. 개인적 기대란

학부모 자신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

대를 나타내며,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내가 학교의 행사와 교육활동 등

에 참여하면 아이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학교의 행사와

교육활동 등에 참여하면 아이의 학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학교의

행사와 교육활동 등에 참여하면 아이와 교사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학교의 행사와 교육활동 등에 참여하면 아이의 친구 관계에 도움

이 될 것이다’이다. 학부모 학교참여 태도의 Cronbach’ α는 규범적 태도

.82, 개인적 차원의 기대는 .92로 분석활용에 적합한 신뢰도로 판명되었

다.

2) 학교급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사용된 학교급은 자녀가 현재 다니는 학교급으

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다. 회귀분석

에서는 범주형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이 중 ‘초등학교’를 준거집단으로

삼았다.

3) 최종 학력

본 연구의 또 다른 통제변수로 사용된 학부모의 최종 학력의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2-3년제) 졸업’,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대학원 졸업’이다. 회귀분석에서는 범주형 변수로 포함하였

으며, 이 중 ‘대학교(2-3년제) 졸업’과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은 ‘대학

교 졸업’이라는 한 그룹으로 묶어 준거집단으로 삼았다.

4) 월 평균 가구소득

본 연구의 마지막 통제변수인 월 평균 가구소득의 구체적인 설문 문항

은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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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

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800

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이다. 회귀분석에는 연속형 범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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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1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성격과 학교참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교참여 수준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격 5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학교참여 영역을 종속 변인으로 하

여 학교참여 태도, 자녀의 학교급, 최종 학력, 가구 월 평균 소득을 통제

하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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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기술통계

학부모 응답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연구 변인들

의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여 <표 4-1>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변인은 성격의 다섯 가지 특성(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과 학교참여의 네 가지 영역(정보교환 및 소통, 행사 및 교육(연

수),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회 및 동아리)이다.

성격특성 문항은 7점 만점이며, 평균을 확인해 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성격특성 중 성실성의 평균이 남성은 4.92(SD=.90)이고, 여성은

4.87(SD=.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향성은 남성의 경우

3.80(SD=1.06)이고, 여성은 3.89(SD=1.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참여 문항은 3점 만점이며, 남성의 경우 정보교환 및 소통

(M=1.75, SD=.48), 행사 및 교육(M=1.65, SD=.48), 교육활동 지원

(M=1.51, SD=.55), 학부모회 및 동아리(M=1.37, SD=.44) 순으로 참여 수

준이 높았으며, 여성도 마찬가지로 정보교환 및 소통(M=2.18, SD=.42),

행사 및 교육(M=1.98, SD=.49), 교육활동 지원(M=1.60, SD=.57), 학부모

회 및 동아리(M=1.47, SD=.49) 순으로 참여 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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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N=750

남성

n=399

여성

n=351

M SD M SD M SD

성격특성

외향성 3.84 1.10 3.80 1.06 3.89 1.15 

친화성 4.62 .81 4.49 .79 4.77 .82 

성실성 4.90 .88 4.92 .90 4.87 .86 

정서적 안정성 4.39 .96 4.52 .98 4.25 .91 

개방성 4.33 .97 4.48 .96 4.15 .95 

학교참여 

영역

정보교환 및 소통 1.95 .50 1.75 .48 2.18 .42 

행사 및 교육(연수) 1.81 .51 1.65 .48 1.98 .49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1.55 .56 1.51 .55 1.60 .57 

학부모회 및 동아리 1.42 .46 1.37 .44 1.47 .49 

<표 4-1> 기술통계치

2. 상관분석

학부모의 성격특성이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에 앞서 성격

5요인과 학교참여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제시된 <표 4-2>와 같다.

첫째, 성격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외향성은 개방성과 정적 상

관관계이며, 친화성과는 부적 상관관계이다. 친화성은 성실성, 정서적 안

정성과 정적 상관관계이고, 개방성과 부적 상관관계이다. 성실성은 정서

적 안정성, 개방성과 정적 상관관계이고, 정서적 안정성은 개방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학부모 학교참여 행동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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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과

학부모회 및 동아리의 상관계수는 .749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격특성과 학교참여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외향성은 학

교참여 수준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친화성은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회 및 동아리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방성은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회 및 동아리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외향성은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친화성은 정보교환 및 소통, 행사 및 교육(연수)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학교참여 수준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개방성은 정보교환 및 소통, 행사 및 교육(연수)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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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성격특성

1. 외향성 1 　 　 　 　 　 　 　 　

2. 친화성 -.277*** 1 　 　 　 　 　 　

3. 성실성 .067 .108** 1 　 　 　 　 　 　

4. 정서적 안정성 -.024 .242*** .480*** 1 　 　 　 　 　

5. 개방성 .440*** -.154*** .294*** .188*** 1 　 　 　 　

학교참여 

영역

6. 정보교환 및 소통 .086* .059 .034 -.024 .003 1 　 　 　

7. 행사 및 교육(연수) .158*** .035 .030 .014 .070 .595*** 1 　 　

8.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140*** -.107** -.039 -.005 .088* .417*** .616*** 1 　

9. 학부모회 및 동아리 .182*** -.109** -.011 .010 .127*** .468*** .614*** .749*** 1

<표 4-2> 상관분석 

N=75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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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결과

1. 성별에 따른 학교참여 차이

학교참여 네 가지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을 보면 학교참여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이 남

성의 참여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에서는

t=-12.964(p<.001)로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에서도 t=-9.324(p<.001)로 여성이 남성보

다 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영

역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t=-2.256, p<.05),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3.079, p<.01).

구분

남성

n=399

여성

n=351 t

M SD M SD

학교참여

영역

정보교환 및 소통 1.75 .48 2.18 .42 -12.964***

행사 및 교육(연수) 1.65 .48 1.98 .49 -9.324***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1.51 .55 1.60 .57 -2.256*

학부모회 및 동아리 1.37 .44 1.47 .49 -3.079**

<표 4-3> 성별에 따른 학교참여의 기술통계 및 독립표본 t검정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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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 성격특성이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 참여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

학부모의 성격특성이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격 5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을 종

속변인으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입력

(Enter)을 선택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5가지의 성격특성이 선형관

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값

이 0.1이하이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 모형 분석 결과, F값은

4.777(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Adj R²값은

.102로 10.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은 β

=.117(p<.05)로 남성의 외향성이 높을수록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의 참

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여성 모형 분석 결과, F값은 3.555(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Adj R²값은 .081로 8.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성격 5

요인 중 성실성은 β=.132(p<.05)로 여성의 성실성이 높을수록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의 참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남성의 통제변수 중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β=.117,

p<.05)와 대학원 졸업 이상((β=.098, p<.05), 학교참여에 대한 규범적 태

도(β=.117, p<.05)와 개인적 가치관(β=.117, p<.05)이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의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인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거나 대학

원 졸업 이상일 경우에, 학교참여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동조할수록, 학

부모 자신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가 클수록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여성의 통제변수 중에는, 학교참여에 대한 규범적 태도(β=.243, p<.01)

가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의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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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즉 여성은 학교참여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동조할수록 정보

교환 및 소통 영역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남성 여성

B
표준

오차
β t B

표준

오차
β t

외향성 .052 .025 .117 2.125* -.018 .023 -.049 -.778

친화성 -.003 .032 -.004 -.084 -.029 .029 -.057 -1.004

성실성 -.038 .031 -.072 -1.229 .064 .029 .132 2.198*

정서적 안정성 .023 .028 .047 .821 .001 .028 .002 .038

개방성 .005 .028 .010 .181 .020 .027 .045 .723

월 평균 가구 소득 .004 .012 .019 .381 -.005 .011 -.025 -.468

학교급
중학교 .074 .057 .074 1.302 .055 .055 .063 .999

고등학교 .085 .057 .084 1.488 .018 .056 .021 .33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0 .104 .117 2.400* .064 .061 .057 1.057

대학원 졸업 이상 .117 .058 .098 2.013* -.007 .081 -.004 -.083

학교참여

태도

규범적 태도 .109 .051 .147 2.130* .145 .042 .243 3.483**

개인적 가치관 .100 .040 .170 2.492* .025 .032 .054 .780

(상수) .786 .232 　 3.393** 1.367 .247 　 5.533***

N 399 351

F 4.777 3.555

R² .129 .112

Adj R² .102 .081

<표 4-4>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이 정보교환 및 소통 참여에 미치는 영향

N=750

Reference group) 학교급: 초등학교,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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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모 성격특성이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 참여에 미치

는 영향: 성별 비교

학부모의 성격특성이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성격 5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

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입

력(Enter)을 선택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5가지의 성격특성이 선형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0.1이하이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모

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 모형 분석 결과, F값은

6.428(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Adj R²값은

.141로 14.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남성의 성격 5요인은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모형 분석 결과, F값은 15.848(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Adj R²값은 .337로 33.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성격 5

요인 중 외향성은 β=.123(p<.05)으로 여성의 외향성이 높을수록 행사 및

교육(연수) 참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남성의 통제변수 중에는, 자녀의 학교급이 고등학교(β=-.121, p<.05)일

경우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의 참여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학

교참여에 대한 규범적 태도(β=.147, p<.05)와 개인적 가치관(β=.249,

p<.001)이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의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의 참여가 감소하고,

학교참여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동조할수록, 학부모 자신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클수록 행사 및 교육

(연수) 영역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여성의 통제변수 중에는, 자녀의 학교급이 중학교(β=-.113, p<.05),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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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β=-.262, p<.001)일 경우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의 참여에 유의

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학교참여에 대한 규범적 태도(β=.360, p<.001)와

개인적 가치관(β=.156, p<.001)이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의 참여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 비해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의 참여가 감소하고, 학교참여의 필요성이

나 당위성에 동조할수록, 학부모 자신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 등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클수록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의 참여

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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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B
표준

오차
β t B

표준

오차
β t

외향성 .014 .024 .031 .575 .052 .023 .123 2.315*

친화성 -.030 .032 -.049 -.941 .015 .029 .025 .523

성실성 -.013 .030 -.025 -.442 .002 .029 .004 .086

정서적 안정성 .022 .028 .046 .805 .029 .027 .055 1.073

개방성 .025 .028 .051 .925 .002 .027 .005 .088

월 평균 가구 소득 .008 .011 .034 .707 .011 .011 .048 1.039

학교급

중학교 -.056 .055 -.056 -1.001 -.115 .054 -.113 -2.130*

고등학교 -.122 .056 -.121 -2.185* -.265 .055 -.262 -4.81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036 .102 .017 .356 -.100 .060 -.076 -1.662

대학원 졸업 이상 .093 .057 .078 1.646 .158 .080 .089 1.965

학교참여

태도

규범적 태도 .109 .050 .147 2.172* .249 .041 .360 6.081***

개인적 가치관 .146 .039 .249 3.720*** .084 .031 .156 2.658**

(상수) .702 .227 　 3.092** .439 .244 　 1.799

N 399 351

F 6.428 15.848

R² .167 .360

Adj R² .141 .337

<표 4-5>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이 행사 및 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N=750

Reference group) 학교급: 초등학교,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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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모 성격특성이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영역 참여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

학부모의 성격특성이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영역 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격 5요인을 독립변인으로, 교육활

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입력(Enter)을 선택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5가지의 성격특성이 선형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

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값이 0.1이하이며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

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 모형 분석 결과, F값은

3.059(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Adj R²값은

.058로 5.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남성의 성격 5요인은 교육활동

지원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모형 분석 결과, F값은 10.715(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Adj R²값은 .250으로 25.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성격

5요인 중 친화성은 β=-.148(p<.01)로 여성의 친화성이 높을수록 교육활

동 지원 영역 참여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개방성은 β=.135(p<.01)로

여성의 개방이 높을수록 교육활동 지원 영역 참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남성의 통제변수 중에는, 학교참여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β=.217,

p<.01)이 교육활동 지원 영역의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학부모 자신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 등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클수록 교육활동 지원 영역의 참여가 증

가하였다.

여성의 통제변수 중에는, 월 평균 가구 소득(β=.130, p<.01), 학교참여에

대한 규범적 태도(β=.188, p<.01)와 개인적 가치관(β=.226, p<.001)이 교육

활동 지원 영역의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참여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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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할수록, 학부모 자신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클수록 교육활동 지원 영역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남성 여성

B
표준

오차
β t B

표준

오차
β t

외향성 .013 .029 .025 .444 .032 .028 .064 1.137

친화성 -.047 .038 -.067 -1.227 -.103 .036 -.148 -2.889**

성실성 -.039 .037 -.064 -1.068 -.066 .036 -.099 -1.831

정서적 안정성 .025 .034 .044 .738 .031 .034 .049 .898

개방성 -.026 .033 -.045 -.786 .081 .033 .135 2.421*

월 평균 가구 소득 .009 .014 .032 .635 .035 .013 .130 2.641**

학교급
중학교 .035 .067 .030 .519 .006 .067 .005 .088

고등학교 -.022 .068 -.019 -.332 -.036 .068 -.030 -.526

최종학

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8 .124 .096 1.913 -.113 .075 -.074 -1.516

대학원 졸업 이상 .080 .069 .058 1.156 .060 .100 .029 .606

학교참

여 태도

규범적 태도 .053 .061 .062 .871 .152 .051 .188 2.983**

개인적 가치관 .149 .048 .217 3.108** .141 .039 .226 3.626***

(상수) 1.098 .276 　 3.978*** .599 .303 　 1.979*

N 399 351

F 3.059 10.715

R² .087 .276

Adj R² .058 .250

<표 4-6>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이 교육활동 지원 참여에 미치는 영향

N=750

Reference group) 학교급: 초등학교,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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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모 성격특성이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 참여에 미치

는 영향: 성별 비교

학부모의 성격특성이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성격 5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

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입

력(Enter)을 선택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5가지의 성격특성이 선형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값

이 0.1이하이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 모형 분석 결과, F값은

5.101(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Adj R²값은

.110로 11.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성격 5요인 중 친화성은 β=-.114(p<.05)로 남성의 친화성이 높을수록

학부모회 및 동아리 참여는 감소함을 의미한다.

여성 모형 분석 결과, F값은 13.518(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Adj R²값은 .300으로 30.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성격

5요인 중 친화성은 β=-.115(p<.05)로 여성의 친화성이 높을수록 학부모

회 및 동아리 참여는 감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개방성은 β=.170(p<.01)

으로 여성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교육활동 지원 영역 참여가 증가함을 의

미한다.

남성의 통제변수 중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β=.100,

p<.05), 학교참여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β=.269, p<.001)이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의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인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

우, 학부모 자신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는 기대가 클수록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여성의 통제변수 중에는, 월 평균 가구 소득(β=.144, p<.01), 학교참여

에 대한 규범적 태도(β=.191, p<.01)와 개인적 가치관(β=.297, p<.00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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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의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참여의 필요성

이나 당위성에 동조할수록, 학부모 자신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클수록 교육활동 지원 영역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남성 여성

B
표준

오차
β t B

표준

오차
β t

외향성 .024 .023 .059 1.080 .032 .023 .076 1.398

친화성 -.063 .030 -.114 -2.138* -.068 .029 -.115 -2.326*

성실성 -.025 .028 -.051 -.877 -.038 .030 -.068 -1.293

정서적 안정성 .028 .026 .062 1.077 .036 .028 .067 1.268

개방성 -.016 .026 -.034 -.610 .087 .027 .170 3.157**

월 평균 가구 소득 .012 .011 .057 1.139 .033 .011 .144 3.033**

학교급
중학교 .056 .052 .061 1.077 .060 .055 .059 1.077

고등학교 -.014 .052 -.015 -.262 -.009 .056 -.009 -.168

최종학

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5 .095 .100 2.045* .015 .062 .011 .238

대학원 졸업 이상 .027 .053 .025 .513 -.049 .082 -.028 -.601

학교참

여 태도

규범적 태도 .055 .047 .081 1.178 .132 .042 .191 3.134**

개인적 가치관 .145 .037 .269 3.954*** .159 .032 .297 4.932***

(상수) .838 .212 　 3.951*** .109 .250 　 .436

N 399 351

F 5.101 13.518

R² .137 .324

Adj R² .110 .300

<표 4-7>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이 학부모회 및 동아리 참여에 미치는 영향

N=750

Reference group) 학교급: 초등학교,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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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학생의 건강한 발달과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교육 파트너로서의

학부모 역할이 강조되면서 학부모 학교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문에서 학교참여 관련 변인으로 학부모의 성격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내면적 특성인 성격이 행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성격 5

요인(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이 학교참여에 미치

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한국의 미래교육을 대비한 미래학부모역량 연구(2020)’의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 750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학부모 성격이 학교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므로 학교참여 영역별

로 세분화해 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고,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영역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의 참여가

가장 저조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참여수준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한 결과, 모든 영역의 참여가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부모 학교참여가 주로 어머니를 통해 이

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그간의 여러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로써(김영선, 권순범, 2019; 김소영, 진미정, 2015),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되었음에도 여전히 학

교참여는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다시금 입증해

준다.

둘째, 학부모 성격특성이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외향성과 여성의 성실성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성과 외향성이 맥락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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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도

영, 유태용, 2002). 여기에서 맥락 수행이란 과업수행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원해주는 행동으로 정보 공유 및 제안과 같이 자신의 과업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한다. 정보교환 및 소통의 학

교참여는 자녀 양육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지는 중장년기에 해

당하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가장 손쉽게 자발

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장 수월한 학교참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참여 영역 중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부모 성격특성이 행사 및 교육 영역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성격 5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여성의

외향성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

향성 정도가 높을수록 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이다은,

2013)가 아버지에게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외향성이 강한 여

성의 경우 사회성, 활동성, 적극성 등과 같은 특성이 강해 열정적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학교 행사 참여나 다

양한 학부모간의 교류가 가능한 학부모 총회나 학부모 연수 등에 참여

할 때 외향성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사 및 교육 참여는 성격보다는 다른 변수들에 의해 좌우된

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통제변수 중 아버지들은 학교

참여에 대한 규범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참여가 더 높았으며, 자

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 참여가 더 높았다. 즉, 아버지들은 성격보다

내면화된 가치관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며,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참여수준은 낮아진다.

넷째, 학부모 성격특성이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영역

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성격 5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여성의 친화성이 부적 영향을, 개

방성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분석에서 친화

성과 개방성이 부적 상관을 보였던 결과와 일치하지만, 학교참여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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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이 친화성이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

(김봉제 외, 2017)와 상반되는 결과이므로 추후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친화성의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방성의 정적 영향은

개방성이 봉사활동 참여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들과 일치하고 있다(임승희 외, 2009; Reynolds, Karraker, 2003). 개방성

의 경우 경험욕구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크고 경험 자체의 가치를 인

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여성들의 경

우 다양한 경험과 가치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 학교 내 자원봉사 활동

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육활동 지원 영역

참여는 성격보다는 다른 변수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통제변수 중 아버지들은 학교참여에 대한 개인적 가치

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참여가 더 높았다. 즉, 아버지들은 성격보다 내

면화된 가치관이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섯째, 학부모 성격특성이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의 참여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의 친화성이 부적 영향을, 여성의

개방성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의 하위요인에

는 창의성, 합리성, 진취성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보

면 개방성의 성격이 강한 여성은 새로운 체험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진취적으로 일을 해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희망하

며 이러한 관심과 호기심 등으로 학부모회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친화성이 참여에 부적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육활동 지원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친

화성이 학교참여와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김봉제 외(2015)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친화성은 사회성과 관련되고 대인관계

혹은 집단에서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기도 하다(Carver, Scheier, 2005; Depue,

Morrone-Strupinsky, 2005). 이러한 불일치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

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8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TIPI

검사의 한국을 포함한 5개국 버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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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친화성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고 보고하면서, 한

국어 TIPI의 친화성 질문에 새롭고 미묘한 번역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였다. TIPI검사의 친화성과 학교참여의 관계에 대한 보다 타당한 결론

을 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할 때, 여성의 학교참여에는 성실성, 외향성, 개

방성이 학교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남성의

성격특성은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 경우 의지가 강하고 세심하고 꼼꼼한 성실성이 높은 성격일 경우

정보교환 및 소통 영역의 참여를 더 많이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

가 많은 장소를 선호하며 사교성과 활발한 활동을 선호하는 외향성이

높은 성격일 경우 행사 및 교육(연수) 영역의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있어 지각력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안을 창조해내는 것이 익숙한 개방성이 높

은 성격일 경우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영역과 학부모

회 및 동아리 영역의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과 성실성이 수행에 예측 가능한 변인이라는 유태용, 민

병모(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남성의 성격특성은 정보교환 및 소통,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의

참여에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영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학교참여는 성격특성보다 다른

요인들에 의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 있다. 아버지의 학교참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시간 부족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본다(이현아,

2014). 시간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직장 생활로

인한 절대적인 참여시간의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가 가능한 시간

대가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는 문제이다(이현아, 2014). 그러나, 맞벌

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간 제약은 아버지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 외에도 다른 해석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참여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학교참여가 높아지는 결과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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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부모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인

식하는 것은 실제 참여 정도를 결정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Hoover-Dempsey, Sandler, 2005). 그러므로 이러한 학부모의 긍정적

인 태도를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교 현장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할 때 학부모의 성격특성을

존중하며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방

성이 높은 여성은 교육활동 지원이나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에 더

많은 학교참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학교 현

장에서 자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재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부모가 교과/비교과 수업 시간 중 일부 시간을 담당하는 교육기부 활

동을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교사는 해당 프

로그램의 교육기부가 가능한 학부모 중 특히 개방성이 높은 어머니의

참여를 장려해 학부모의 교육기부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정을 선호하며 전통적 권위에 순종하며 의견 통일을

강조하는 성향을 가진 개방성이 낮은 여성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이나

학부모회 및 동아리 영역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예

견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는 학교참여를 학부모 개인의 자발

적인 참여에 맡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격적으로 학교참여에 소극적

인 학부모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실제 학교에

서 학부모의 성격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기 초에 가정환

경조사지와 함께 학교참여 조사지를 배부하고, 이때 TIPI(10문항 성격

측정 : Ten item personality inventory)와 같은 간단한 형태의 성격 질

문지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선호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영역, 참여 형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참여 가능 시간대 등을 함께 간단

한 성격조사를 병행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면 학교에서도 학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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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학부모 학교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학교나 소규모

학교, 개교 학교 등 학부모의 자원 개발이 필요한 학교에서 더욱 가치

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Hogan, Hogan & Bush(1984)는 조직구성원

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과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성격특성

을 알면 그에 맞는 참여 영역 설정으로 보다 효율성과 만족도를 극대

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학기 초 학생에게 배부되는

환경조사지 또는 학부모 총회 등의 자리에서 학부모의 성격특성을 조

사해 둔다면 학부모 인력풀과 같이 활용하여 학교참여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학

교장의 리더십 훈련, 자격연수, 교사연수 등에 포함하여 학교장과 교사

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학부모 친화적인 학교참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남성 육아 휴직자는 2019년 1만7662명

으로 전년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이는 아

버지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 양육은 엄마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학교참여는 소극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어머니 중심의 학부모 역할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이현아, 진미정, 2012). 따라서 부모교육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 교육 등 자녀에게 관련한 일은 부모가 함께 한다는 균형잡힌 시

각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아버지가 적절

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 패널로 등록되어있는 학부모 750명을 대

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거주 지역이나 학교의 설립 유형 또는 온라인 조사패널로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의 성향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참여 수준이나 태도가 다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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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런 점은 표집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응답자의 많은 수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부모(64.9%)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추후 연구

에서는 표본의 일반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 본 연구의 결

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의 학교참여는 가족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현

아, 2014). 특히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여성 배우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본 연구는 부부 관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가정 내의 부모 양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 가정 내 학부모의 성격특성이

학교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성격특성에 대한 측정을 위해 질문지를 활용한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응답자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를 하게 되므로 다소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 응답

자의 태도에 따라 조사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을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측정 방법으로 TIPI 검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성격특

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과 타당화

작업을 통해 보다 신뢰롭고 타당하게 성격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부모의 성격특성이 학교참여

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부모의 성별에 따른 비교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의 성격특성을 고려하

고, 학부모의 실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을 써야한다는 함의

를 나타낸다. 즉, 학부모의 성격특성을 감안하여 그들의 행동 경향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학교참여 영역을 제안할 때 이들 성격이 부합될수

록 학교참여 수준과 만족도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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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I. 인구학적 정보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년

⭕ 귀하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을 골라주십시오.

광역시 구 또는 도 시

⭕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2-3년제) 졸업

③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④ 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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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판매직 ② 기술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운전사, 조리사, 미용사 등) ⑤ 고위관리직/전문직

⑥ 농업, 임업, 어업숙련직 ⑦ 군인

⑧ 단순노무직 ⑨ 전업주부 ◯10 기타 ( )

⭕ 첫째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첫째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 지난 1년(최근 12개월) 동안 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

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⑨ 800~900만원 미만 ⑩ 900~1,000만원 미만

⑪ 1,000만원 이상

⭕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

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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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성격 문항

⭕ 다음은 개인의 성격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들이 자신

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일치한다

대체로 

일치한다

전적으로 

일치한다

1) 외향적이고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비판적이고 논쟁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믿음직하고 자제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걱정이 많고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새로운 경험에 대해 열려있고,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내성적이고 과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동정심이 많고 따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심성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침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평범하고 창의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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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부모 학교참여 문항

⭕ [학부모 학교참여 수준] 다음을 읽고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귀하의

참여 수준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골라 주십시오.

I. 정보교환 및 소통
이용(확인)

하지않음

가끔 

이용(확인)

함

자주 

이용(확인)

함

1) 학교 홈페이지 ① ② ③

2) 학교 알리미 서비스 ① ② ③

3) NEIS 학부모 서비스 ① ② ③

4) 교원능력개발평가 ① ② ③

II. 행사 및 교육(연수)
참여하지

않음

기회가 

되면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1) 학부모총회 ① ② ③

2) 상담주간 ① ② ③

3) 공개수업 ① ② ③

4) 교사와의 상담(비정기) ① ② ③

5) 체육대회/발표회 ① ② ③

6) 학부모교육 또는 연수 ① ② ③

III.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참여

하지 

않음

기회가 

되면

참여함

적극적

으로

참여함

현재 

학교에

해당

활동이

없음

1) 교통도우미

   (녹색부모회, 등굣길 안전도우미 등)
① ② ③ ④

2) 도서도우미

   (도서실 명예교사, 도서실 지원 활동 등)
① ② ③ ④

3) 안전도우미

   (학교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등)
① ② ③ ④

4) 급식모니터링 ① ② ③ ④

5) 시험감독 ① ② ③ ④

6) 학교 교육기부 활동

   (재능기부, 명예교사, 일일교사, 진로코치 등)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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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학교참여 태도] 다음을 읽고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귀하의 생각

과 가장 비슷한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

혀 

동

의 

하

지 

않

는

다

동

의 

하

지 

않

는

다

동

의

도 

반

대

도 

아

니

다

동

의 

한

다

매

우 

동

의 

한

다

1) 학부모는 교사, 학생과 함께 교육의 중요한 주체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는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학교의 행사와 교육활동 등에 참여하면 아이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학교의 행사와 교육활동 등에 참여하면 아이의 학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학교의 행사와 교육활동 등에 참여하면 아이와 교사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학교의 행사와 교육활동 등에 참여하면 아이의 친구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V. 학부모회 및 동아리
참여하지

않음

기회가 

되면 

참여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1) 학부모회 활동_오프라인(직접 활동) ① ② ③

2) 학부모회 활동_온라인(밴드, 단체톡 등) ① ② ③

3) 학부모 동아리 활동 ① ② ③

4) 학교 소위원회 활동

  (급식, 교복, 교육과정 구성, 소규모 테마여행, 앨범 선정 등)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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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s between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chool Participation

: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among Parents

Hyoeun So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emphasized roles of parents as a partner of public

education for healthy development of students and advancement of

school education, the importance of parents’ school participation is

highlighted.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the parents’ school

participation is not only fulfilling their educational needs such as

improvement of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or improvement of

problem behaviors, but also contributing to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children’s school life and adjustment.

Recently, parents’ personality receives researchers’ attention as a

variable related to school participation because individuals’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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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ternal characteristic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behaviors. Thu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five personality factors (i.e. Extra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Emotional Stability, Openness) of men and women

on their school participation. Concretely, firs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differences of school participation according to parents’

gender. Second, this study also aim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school participation in four

major domains of participation (i.e.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cation, Events and Parent education, Support of educational

activities, Parents' association and clubs) according to their gender.

For these aims, this study conducte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the data of 750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responded to online survey of ‘A Study on

Future Parents Competencies to Cope with Korean Future Education

(2020)’ by the 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parents’ school participation, their participation in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cation domain was the most active

while their participation in the parents’ association and clubs was the

lowest. Also, women’s participation in every domai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men. Second, fathers’ extroversion and mothers’ sincerity

factor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cation domain. Third, fathers’ five

personality factors had no effects 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events and parent education while mothers’ extrovers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m. Fourth, fathers’ five personality factors

had no effects 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support of educational

activities. However, mothers’ affinity had negative effects 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support of educational activities whil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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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ness had positive effects on it. Lastly, the affinity of fathers and

mothers had negative effects 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parents’ association and clubs while mothers’ openness had positive

effects on i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when aiming to enhance parents’ school

particip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respect and support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cond, to understand parents’

personality, it would be helpful to distribute the home environment

questionnaire and school participation questionnaire, and also to use

a simple-form of personality questionnaire like TIPI (Ten item

personality inventory) together in the beginning of school semester.

Third,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more beneficial to schools

that need to develop parents’ resources such as schools in which

parents’ school participation has been low, small-scale schools, or

schools that have just opened. Fourth, it would be important to

establish the well-balanced perspective in which both parents should

participate in child rearing and education more equally in the

perspective of parent education, and also to educate fathers to take

more roles in school participation.

keywords : Five Personality Factors, School Participation,

Parents

Student Number : 2009-2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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