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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생과 교사의 계는 학생이 학교에서 성공 으로 응하고 학업을 수행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
는 교육의 장면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효과 으로 이해시키고 학생들이 심리 으로 건강하게 발달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해서 교사는 우선 학생들과 정 인 심리  유

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학생과 좋은 심리  계형성은 학생들의 심리  
안녕 뿐 아니라 수업에 한 참여와 내용에 한 이해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의 계가 학생의 학업 련 요인들에 향을 미치지만 한 가지 요한 부분으로 고려해야 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의 차이이다. 이  연구에서 교사와의 계에서 학
생 수 의 정보가 성취요인에 더욱 계가 있다고 밝 져 있지만 과연 학생 수 의 자료가 교사 수 의 자료
와 성취 요인 사이를 어느 정도 매개하는 지에 한 연구가 미흡했다. 본 연구는 학생 수 의 교사-학생 계
가 교사 수 의 교사-학생 계와 학생의 수업이해도 사이를 완  혹은 부분 매개하는 지를 살펴 보고자 하
다. 그에 더하여 교사의 직무만족이 교사 수  교사-학생 계와 어느 정도 계를 맺고 있는 지, 청소년기에 

요한 래 계와 타인과 안정  계의 요한 기반인 부모와의 계가 어느 정도 학생지각 교사-학생 
계와 련을 맺고 있는 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목 을 수행하기 해서 국에서 학교 63개 
학 을 표집하고 해당되는 담임교사와 학 의 학생 1965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연구결과 학생 수 의 교사-
학생 계는 교사 수 의 정보와 수업이해 사이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교사 수  정보
가 학생 수  교사-학생 계로 가는 경로가 .274로 유의했으며 학생수  교사-학생 계가 수업이해도로 가는 
경로가 .544로 유의했다. 그러나 교사 수  교사-학생 계는 수업이해로 가는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무만족 요인과 련하여 교사 수 의 교사-학생 계에 표 화계수가 .395로 유의한 향을 미쳤으
며 학생의 래신뢰는 .220 그리고 부모신뢰는 ,282로 높은 경로계수는 아니지만 학생 수 의 교사-학생 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비록 학생 수 의 정보가 학생의 학업요인들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지만 교사의 학생 계에 한 지각 한 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교사의 직무만족이 교사의 학생과의 계에도 지 않은 향력이 있다는 
정보도 앞으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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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수 에서 학생의 학업  학교 응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은 다른 환경  

요인에 우선하여 교사  래의 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요성은 물리  요인이

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들이라는 에 있다. 지 까지 교사와 

래의 향에 한 연구들은 학령기 동안 차 으로 교사의 향력이 감소한다는 에 

있다. 구체 으로 등학교 수 에서 교사 혹은 부모의 심리  향이 등학교로 이동하

면서 감소하고 신 래  동료의 향력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의

철, 박 신, 2008; 황매향, 2006).

그러나 요한 은 교사 혹은 부모 향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시기 

모든 발달에서 교사와 부모는 향력의 크기와 무 하게 학생들의 발달에 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어떠한 요인들에 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

지만 교사는 다른 여러 요인들 에서 경계선  험에 처한 학생들의 학교 응  심

리  안정에 요한 향력을 행사한다(김종백, 탁 주, 2011; Berry & O'Connor, 2010; 

Birch & Ladd, 1997; 1998; Decker, Dona, & Christenson, 2007; Efrati-Virtzer & Margalit, 

2009).

이러한 교사의 학생들에 한 향력을 측정하기 한 여러 심리  지표들이 있다. 그 

심리  지표들은 학생들의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교사 요인과 교육환경과 교사

의 심리  태도 등을 거쳐서 간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 이들 간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서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교사의 교실교육에 한 심리  기  

환경과 태도를 형성하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 직무

만족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조직이 부과하는 직무에 한 개인의 정의  태도를 

말하는데, 직무와 련한 욕구 충족 기 에 따른 감정 상태(Evans, 1998), 정  정서의 

상태와 수 과 방향(김범 , 2000)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직무만족도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  역할에 수반되는 제반 경험에 한 개인의 정서  

평가로 볼 수 있다.

지 까지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많은 직무만족 연구들은 직무만족을 종속요인으로 고려

하고 있다(참조, 김희규, 2013; 이재덕, 허은정, 2008; Klassen, & Chiu, 2010). 즉, 직무만족

에 향을 미치는 학교 조직과 환경요인들이 무엇인 지를 밝히는 연구들이었다. 구체 으

로 첫째, 인구배경학  요인들과 학교장의 리더쉽과 같은 조직의 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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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을 살피는 연구들이 있다. 둘째, 교직 성과 흥미, 교사 효능감, 교직 스트 스와 

같은 교사 자신의 심리  요인이 직무만족에 어느 정도 련을 맺고 있는 지에 한 연구

들이 있다. 교사의 직무만족을 독립요인으로 하고 교사의 교사  교수 효능감, 교수 창의

성, 학교성과와 같은 교육의 성장  성과요인과 조직몰입이나 이직의사 등과 같은 조직의 

안정성 요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들이 존재한다(Randhawa, 2007). 를 

들어, Waxman(2009)은 학교환경이 교사의 반 인 만족도와 계있고 이는 한 교사의 

교수 헌신(teaching commitment)과 계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학교의 물리 , 제도  

환경은 교사의 심리  안녕감에 향을 주고 이는 다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친

다는 사실이다. 이들 인과 계의 향력 정도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달라지나 분명히 

이들 사이에 정 인 인과 계가 존재한다. 요약하면 학교의 제도  조직 환경에 따른 

학교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 등의 심리  요인들을 보는 연구들이 있다면 교사의 직무만

족과 같은 심리  요인이 학생의 수업참여, 학습내용이해, 학업성취 등의 학생요인들에 어

느 정도 향력이 있는 지에 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후자의 연구방향을 가지

고 학생들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교사의 심리  동기의 기반으로서 직무만족도 요인을 

상정하여 이 요인이 교사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를 거쳐서 학생의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하 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직무만족은 학생들과 

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Veldman, Tartwijk, Brekelmans, 

Wubbls(2013)의 최근 연구를 보면 오랜 경험을 가진 교사들 에서 직무만족 수 이 높은 

교사들과 상호작용하는 학생들은 일반 으로 교사와 정 인 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Jennings와 Greenberg(2009)는 교사가 사회-정서 인 역량이 

높은 교사들은 직무와 련된 안녕감이 높을 뿐 아니라 학교 혹은 교실상황을 하게 

지각, 단하고 그에 따른 행동 략을 세울 수 있다. Jennings와 Greenberg(2009)는 이러한 

의사결정과 행동들은 학생들과 좋은 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직무만족이 학생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반  환경에 한 주  평가

라면 교사효능감이나 교사 지각 교사-학생 계는 교사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교

사의 역량을 측정하기 한 보다 학생과 련된 교사요인들이라 하겠다. 이들 요인들은 지

까지 직․간 으로 학생들의 인지 ․정서  요인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e.g., 김아 , 차정은, 2003; 조한익, 2013; 허희숙, 김의철, 박 신, 2007; Colarossi & 

Eccles, 2003; Reddy, Rhodes, & Mulhall, 2003). 이들 요인들은 하지만 한계 을 가지고 있

는데, 학생의 지각이나 사고를 반 한 교사의 객  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

의 주  경험과 지식에 의한 인식론  단이라는 에서 학생의 여러 결과요인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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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데 한계를 보여  것이 사실이다(Hamre & Pianta, 2001; Lynch & Cicchetti, 1992; 

Murray, Murray, & Wass, 2008). 교사의 일방  사고  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양방향  계 안에서 교사의 단은 보다 학생의 여러 심리  요인들을 더 잘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를 들어, 교사지지에 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교사지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심리사회  그리고 물리  자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개념은 교사가 각각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측면보다는 교사에서 

학생으로 제공되는 자원의 일방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김종백, 김남희, 2011).  

교사-학생 계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함께 공유하는 심리  공간을 의미한다. 

이 심리  공간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  태도가 교사에게 허용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유  혹은 안정 역인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물리  공간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이 개인 으로 공유하는 심리  공간이 충분하고 안정 이라고 인식된다면 학

생들은 더욱 학교에 정 으로 응할 것이며 학습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교사-학생 계의 이론  정의는 물론 교사-학생 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 까지 교사-학생 계를 보는 여러 이론  틀이 제시되었다(Brophy, 1998; 

Davis, 2001, 2003; Goodenow, 1992; McCallum & Bracken, 1993; Oldfather & Dahl, 1994; 

Pianta, 1998; Ryan, Connell, &Deci, 1985; Wentzel, 1999). 즉, 교사-학생은 Vygotsky의 사

회문화  에서 학생들에게 인지  발 (scaffoldings)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학습공동체

내에서 앞 선 문화  경험의 소유자로서 교사의 생각들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인지

인 계로서 해석할 수 있다. 한 교사-학생의 계를 동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  삶의 목표를 형성하게 하고 학생들의 기   요구를 충

족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 과정에서 학생 자신의 학습환경에 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결

정권한을 부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즉, 교사는 지지자와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Davis, 2003). 이와 유사하게 애착이론의 에서 교사와 학생의 계를 

해석할 수 있다. 유아가 어머니와 같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 정서 인 유 계를 형성하

고 이로부터 형성된 사람에 한 내  작동 모형(internal working model)이 아동기가 지

난 후 인지  정서 발달에 향을 미치는데, 계를 보는 틀의 안정성은 교사와 학생의 

심리  계에도 향을 미치며 이것은 학생의 학교 응  다양한 학교요인들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사와 학생의 양방향  계에 을 두면서 동시에 지속 이

며 안정 인 교사와 학생의 심리  계에 을 두었다는 에서 교사와 학생의 계

를 보는 여러 틀 에서 애착의 에서 교사와 학생의 계를 해석하 다. 

최근 교사와 학생의 계와 학생요인 간 연구에서 부분의 연구들이 학생의 학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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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여, 학업성취 등에 미치는 향의 결과에 한 설명이 다소 제한 이었다. 물론 이

와 같은 설명의 제한 은 연구요인, 맥락, 조사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요한 연

구의 제한 이었던 것은 부분의 연구가 교사-학생 계를 구의 에서 보는가와 

계되어 있었다. 즉, 연구들은 교사-학생 계를 측정하기 해 교사-학생의 계를 교사 혹

은 학생의 에서 해석하고 있다. 교사가 지각하고 있는 교사-학생 계는 교사의 여러 

교육행동들을 이해하기 해서 기  자료가 되겠지만 요한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즉, 

교사의 행동들을 설명하기 해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교사의 지각은 학생들의 생각과 행

동을 설명해주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교사는 일반 으로 학생에 련한 요인에서 자신

을 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Hughes, 2011). 여기서 두 가지 을 논의할 수 있

다. 우선 사람들은 일반 으로 자신의 행 에 해 체로 정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교사 한 교육자로서 자신에 해 정 인 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모든 학생들에

게 각각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에 해 비 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계를 

좋은 몇 가지의 사례를 심으로 일반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측정을 

한 문항들에 해 반응할 때 ‘사회  바람직성’에 의해 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교사에 거는 기 는 자신의 재 모습이나 상태보다 주 에서 자신에게 

요구되고 바람직하다고 단되는 모습에 더 선호하여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기 때

문에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는 많은 경우 학생들의 학교 련 요인들을 잘 설명해

주는 요인이 못된다.

교사가 지각한 요인보다 학생의 학교 련요인들을 보다 잘 설명해주는 요인은 아무래

도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요인이다(Gregory & Weinstein, 2004). 교사는 학생을 개

인으로 보고 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 이나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체를 놓고 단하는 

반면 학생은 교사와 자신의 일 일 계에서 단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단일 수 있

다. 교사가 단하는 일반 인 인상이 래하는 오류는 교사-학생 계가 좋지 못하다고 

단하는 학생들에게 치명 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정 이라 단하지만 학  

내에서 교사와 계가 좋지 못하다고 단하는 경계 학생들은 학교 응  학습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지각과 학생 지각의 차이가 커질수록 이러한 문

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Hamre, & Pianta, 2001). 

요약하면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는 교사-학생 계에 한 정확하고 객 인 측

정치가 되기 어려우며 학생이 교사와의 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욱 의미 있는 정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밝 야 하는 요한 사실이 있다. 교사가 

제공한 정보보다 학생이 제공한 정보가 더 신뢰롭다는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서 보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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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미 있는 정보는 교사가 지각한 정보와 학생이 지각한 정보의 불일치가 학생들에

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이다. 앞서 진술한바 지 까지 국내외 모든 문헌들은 교사 혹

은 학생이 제공한 정보만을 다루고 있다. 교사가 제공한 계정보를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생 개개인에 한 교사의 생각이기 보다는 교사가 학  체 혹은 일반 으로 

지각하고 있는 학생의 정보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이 일어나는 가장 요한 이유

는 연구자가 단하건데, 연구의 실용성 측면이다. 즉, 교사 개개인에게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생 들 개개인에 한 단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연구의 실성

에서 어렵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교사와 학생 각각이 지각한 정보를 함께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오랜 동안 지 해왔지만 실제로 규모의 연구가 거의 없었다

(참고, 최근 Hughes에 의해 2011년에 종단연구가 이루어짐).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교사와 학생 간 계는 서로 다른 인과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사는 학생에 한 정  상호 계 형성이 자신이 교직에 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에 근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교직에 해 가지고 있는 정  

신념과 가치는 교직에 한 만족감을 형성할 것이며 이는 다시 학생과의 정  유  

계 형성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반해 학생들 한 교사와 

정  계를 형성하기 해서는 그들에게 인생에서 요한 타자인 부모와 래와 어떠한 

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와 계가 있는 것이다. 애착(attachment)의 에서 삶의 기에 

부모와의 정 인 계형성은 삶을 살아가며 타인과의 계형성을 한 안정  인지모형

을 제공한다. 부모와의 안정  계형성은 그 기 때문에 교사 혹은 다른 사람들과 계형

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른 변수는 함께 상호작용하는 동료(peers)이

다. 청소년기에 어들면서 학교에서 만나는 래에 한 신뢰는 사고와 행동에 향을 미

치는 요한 측변수가 된다. 유아기에 부모와 정 인 애착 계 형성은 이후 삶에서 

타자와 신뢰롭고 안정 인 유 계 형성에 지 한 향을 미치며 동시에 청소년기에 들

어서서 심리  이유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향을 미칠 수 있는 동료와의 정  

계형성은 학교생활의 응에 요하다. 동료들로부터 수용(accaptance)을 받거나 거부

(rejection)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은 교실 수업에 력 이며 극 으로 참여할 지가 

향을 받으며 이는 교사와의 계에도 향을 미치는 것이다(Ladd & Buhs, 2000; 

Zimmer-Gembeck et al., 2006).

본 연구의 목 은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와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가 어떻

게 차별 으로 학생의 학교 요인 즉, 수업이해도에 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림 1] 참조).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 가정은 ‘교사가 제공한 정보보다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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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계에 한 정보가 학생의 수업이해도에 더욱 정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 인 연구의 틀 에 교사 직무만족도가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에 향을 미치고 학생의 부모  래 신뢰요인이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에 

향을 미친다는 추가 인 인과 계를 상정하여 연구모형에 투입하 다. 구체 으로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와 수업이해도의 계와 련하여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가 교사 지각 교사-학생 계와 수업이해도 사이를 완  매개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

았다. 

본 연구를 하여 국 21개 등학교 63학  1965명 학생들이 표집되었으며 교사들은 담

임 학 의 모든 학생들에 한 교사-학생 계를 평가하고 학생들은 담임교사에 한 교사-

학생 계를 평가하도록 하 다. 연구모형의 분석을 해서 구조방정식분석이 활용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은 국의 학교 학생들과 해당 학 의 교사들이다. 구체

으로 수도권 8개 학교에서 24학 을 표집하고 지방에서 13개 학교 39개 학 을 유층표집하

다. 총 63개 학 을 표집하여 학 의 담임교사들과 해당 학 내 모든 학생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참고로 학교 1학년 학생 581명, 학교 2학년 707명, 학교 3학년 

642명 학생들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체 학생 수는 1965이었지만 

설문지에 무응답한 35명의 학생들을 제외한 1930명의 자료가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1 참고>). 

2. 측정도구 

가. 학생지각 학생-교사 계

본 연구에서는 김종백과 김남희(2009)가 개발한 학생-교사 애착 계 도구(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 STARS)를 사용하 다. 민감성 4문항( : ‘선생님은 내가 수

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방 치 채신다’), 근가능성 3문항( : ‘내가 공부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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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  의논하고 싶다’), 수용성 3문항( : ‘선생님

은 내가 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신다’), 신뢰성 4문항( :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

를 잘 할 거라고 믿으신다’)의 4 요인으로 구성된 학생-교사애착 계도구는 학생이 평정하며 

모두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4)’의 Likert식 4  척

도로 이루어졌으며 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교사에게 안정 애착함을 나타낸다. 신뢰도 는 

.88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학년별, 성별, 지역별 분포 

수도권 지방

학년 성별 서울 경기 충청 강원 라 경상 합계

남학생 39 104 36 45 42 15 281

여학생 65 72 78 13 35 37 300

1 무응답 6 4 4 1 1 16

합계 104 182 118 62 78 53 581

남학생 38 110 85 42 60 13 348

여학생 67 68 33 6 55 130 359

2 무응답 2 5 2 2 3 1 15

합계 105 178 118 48 115 143 707

남학생 40 112 32 39 70 15 308

여학생 59 61 92 9 65 48 334

3 무응답 1 2 1 4

합계 99 173 124 48 135 63 642

응답자

무응답자

835

14

1095

21

1930

35

학교(학 )수 8(24) 13(39) 21(63)

나. 수업이해도

수업에 한 학생의 이해정도를 측정하기 해서 “나는 선생님의 수업내용에서 어떤 내

용이 더 요한지 구별할 수 있다,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잘 이해한다, 나는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 선생님의 수업은 혼자 숙제하는데 도움이 된다”와 같

은 4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는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의 

Likert식 5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학생이 평정하 다. 한 본 연구에서 학생수   교사

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확인 요인분석을 한 결과, 합도가 CFI(.965), TLI(.960), 

RMSEA(.045)등이 모두 합한 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업이해도 요인에 한 측정변

수의 부하량도 .616에서 .853으로 나왔으며 신뢰도α는 .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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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애착 신뢰감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부모애착척

도는 Likert식 5 척도(1 : 결코 그 지 않다, 5 : 항상 그 다)로서 25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수가 높을수록 안정애착 함을 나타낸다. 옥정이 번안한 IPPA-R은 부와 모를 분리

하여 평정토록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함께 평정하도록 하 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 신뢰감(상호신뢰), 의사소통의 질, 소외감의 3개 하 요인으로 이루어 진 원척도와는 

다르게 신뢰감과 소외의 두 요인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요인 재량이 낮고 두 

요인에 재된 14, 23문항은 제거하 다.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 가운데 신뢰감을 4개의 측

정변수로 parceling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3, 6, 8, 9, 10, 11, 17,18번 문항은 역채  문항

으로 수가 높을수록 안정애착을 나타내며 학생이 평정한다. 부모애착 신뢰감의 신뢰도α

는 .93이었다.

라. 래 애착 신뢰감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의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래애착척도는 Likert식 5

척도(1 : 결코 그 지 않다, 5 : 항상 그 다)로서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

을수록 안정애착 함을 나타낸다. 요인분석을 하 을 때 원척도와는 다르게 신뢰감과 소외

의 두 요인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가운데 신뢰감을 4개의 측정변수로 

parceling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4, 5, 10, 11, 18, 22, 23번 문항은 역채  문항이며 학생

이 평정한다. 래애착신뢰감의 신뢰도α는 .93이었다. 

마. 교사지각 교사학생 계

교사지각학생-교사애착 계는 김종백과 김남희(2009)가 개발한 학생-교사애착 계도구

(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 STARS)를 교사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학

생-교사애착 계도구는 원래 학생이 평정하나 교사지각학생-교사애착 계는 교사가 평정한

다. 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교사에게 안정 애착함을 나타내며, “학생이 모르는 것을 질문

하면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 다, 학생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

으면 개별 으로 보충해 다”와 같은 민감성(4문항), 근가능성(3문항), 수용성(3문항), 신

뢰성(4문항)의 4개요인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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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ikert식 5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도α는 .66이었다.

바. 직무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2007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종단자료에서 교사를 상으로 한 252개

의 설문 문항 가운데 교사 직무만족도 측정을 한 7개 문항을 사용하 다. 교사의 직무만

족도는 교사라는 직업 자체에 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 개인의 경험, 성장정도 등을 

나타낸다. 직무만족도에 한 7개 문항은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의 

Likert식 5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3개의 측정변수로 parceling하여 사용했다. 신뢰도α는 

.84이었다.

3. 연구모형과 안모형  

연구모형에서 교사수 의 자료를 보면 교사의 직무만족과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

요인이 제시되었고 학생 수 의 자료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 래와 부모의 

신뢰 그리고 학생들이 지각한 수업이해도 요인이 포함되었다. 연구모형과 안모형 간 차

이는 과연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와 수업이해도 사이를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가 완 매개하는 지의 여부를 가름하는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좌)과 안모형(우) ( 선 외부는 교사 수 , 선 내부는 학생 수  자료 의미)

연구문제에 답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다층 경로모형을 상정하 다. 경로모형에서 선 

내 변수들간의 계는 학생수 의 구조모형을, 선 외부의 변수들간 계(직무만족 → 

교사지각 교사학생 계) 는 학 (교사) 수 의 구조모형을 나타내며, 선외부의 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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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부의 변수간 계(교사지각 교사학생 계 → 학생지각 교사학생 계, 수업이해)는 학생

수 변수를 통해 산출된 학 수  잠재변수(학 평균 수업이해도  학 평균 학생지각 교

사학생 계)와 학 수  독립변수(교사지각 교사학생 계)의 연 성을 나타내는 구조모형

에 해당된다. [그림 1]의 좌측에 제시된 연구모형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와 교

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가 수업이해에 모두 직 인 향을 주면서, 동시에 교사가 지

각한 교사학생 계가 높은 학 일수록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도 평균 으로 높을 것

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고자 하 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수업이해와 보다 직 이고 

강한 연 성을 가지는 변인은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일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 → 수업이해의 연 성이 실질 으로 의미 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경로를 삭제한 안모형 ([그림 1], 우측)을 추가 으로 검토하 다.

본 연구의 최종 종속변수는 학생의 수업이해도이다. 이에 향을 미치는 핵심 측변수

로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와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를 상정하 다. 학생 지각 

교사학생 계는 개별학생수 에서 측정되었고, 교사 지각 교사학생 계는 교사 혹은 학

수 에서 측정되었으므로 자료는 서로 다른 층 의 측변수를 가진다. 따라서 자료의 

계  구조를 분석에 반 하기 해 다층경로모형을 활용하 다. 다층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에 앞서 학생  교사수 의 측변수에 해 다층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변인

의 구인타당성을 요인수 에서 확인하 다. 

최종 경로모형에서는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에 한 측정변수들의 평균값

을 분석변인으로 투입하 다. 다층경로분석에 측정수 을 통합하지 않은 이유는 교사가 지

각한 교사학생 계가 학생수 의 교사학생 계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향을 요인수

에서 분석할 경우,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  학생수 의 수업이해도 요인은 개별 측

정변수의 교사별 평균을 사용하여 교사수 의 요인으로 재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경우 교사수 으로 통합된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와 학생수 에서 측정된 교사학

생 계 요인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해석의 일 성과 편의를 고

려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 최종분석에서는 측정변수수

에서 통합된 변인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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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연구문제는 교사수 의 자료와 학생 수 의 자료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교

사 수 의 자료에서 직무만족도와 교사지각 교사-학생 계를 살펴보았고 학생 수 자료에서

는 학생지각 교사-학생 계, 수업이해도, 동료  부모신뢰 요인의 계를 살펴보았다. 우

선 학생  교사수 별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   기술통계치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었다. 우선 <표 2>를 살펴보면, 학생수 에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 부모신뢰, 

래신뢰  수업이해의 각 구인내 하 요인들은 .4~.8 수 의 높은 상호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각 구인이 단일차원의 요인으로 성립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부모신뢰  

래신뢰와 학생지각 교사-학생 계는 각각 .3~.2 수 의 상 을 보여 이들이 변별되는 요인

인 동시에 유의미한 연 성을 가짐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수업이해도와 학생지각 교사-

학생 계는 .5 수 의 비교  높은 상 을 보여 본 연구의 학생수  이론  인과모형의 타

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에 제시된 모든 상 계수는 1% 유의수 에서 유의미하 다.  

<표 3>에는 교사수 의 분석변인들 간 상 이 제시되었다.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의 

하 요인들간에는 체로 .2~.4수 의 상 이 찰되었으나, 하 요인  특히 ‘신뢰’의 경우 

다른 요인들과 상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낮은 상 의 이유의 가능성을 따져 

본다면, 수용, 민감성, 근 가능성이라는 요인은 교사의 행동과 직․간 으로 련되어 있

는 반면에 신뢰(trust)라는 하  요인은 믿음과 기 의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 즉, 낮은 상

은 개념  독립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체 으로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보다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의 하 요인간 상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교사

지각 교사-학생 계는 .4 수 의 상 을 보여 구인 간 유의미한 연 성이 확인되었다.

<표 3> 분석변인들 간 상 (교사수 )

교사학생:
수용

교사학생:
신뢰

교사학생:
민감

교사학생:
근가능

교사학생:
평균

직무만족1 직무만족2 직무만족3
직무만족
평균

교사학생:수용
1.000 

교사학생:신뢰 0.144 
1.000 

교사학생:민감 0.230 
0.061 1.000 

교사학생: 근가능 0.290
*
 

0.158 0.445** 1.000 

교사학생:평균 0.580
**

 
0.659

**
 0.622

**
 0.683

**
 1.000 

직무만족1
0.043 

0.251
*
 0.345

**
 0.198 0.342

**
 1.000 

직무만족2
0.063 

0.231 0.152 0.282* 0.296* 0.664** 1.000 

직무만족3
0.291

*
 

0.340
**
 0.163 0.288

*
 0.434

**
 0.696

**
 0.604

**
 1.000 

직무만족평균
0.170 

0.319
*
 0.235 0.299

*
 0.414

**
 0.870

**
 0.859

**
 0.897

**
 1.000 

평균 2.979 2.683 3.135 2.778 2.896 3.817 3.857 3.619 3.744 

표 편차 0.333 0.419 0.283 0.359 0.223 0.668 0.877 0.693 0.648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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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간 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 포함된 요인들의 측정구조를 확정하기 한 

확인  다층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표 4>에 확인  다층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표 4>를 살펴보면 학생수   교사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확인  요인분석의 

합도는 CFI(.965), TLI(.960), RMSEA(.045)등이 모두 합한 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 요인에 한 측정변수의 부하량은 학생수 에서 모두 0.6 이상, 교사수 에서 .425(교사

학생 계←신뢰)~.839(직무만족←직무만족1)로 합한 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에 한 하 요인  신뢰의 회귀계수가 .425로 상 으로 낮았고, 

5%수 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 으나 회귀계수의 크기와 유의확률(p=.061)  상

으로 은 교사수  사례수(n=63)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를 한 요인들의 다층  측

정구조는 그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하 다.

<표 4> 측정변인에 한 확인  다층요인분석 결과

loading s.e. z p-value

<학생수  요인>

교사학생 계 ←  수용 0.761 0.015 49.449 0.000 

교사학생 계 ←  신뢰 0.741 0.016 46.456 0.000 

교사학생 계 ←  민감 0.772 0.013 58.365 0.000 

교사학생 계 ←  근가능 0.713 0.017 42.267 0.000 

부모신뢰 ←  부모신뢰1 0.908 0.005 194.745 0.000 

부모신뢰 ←  부모신뢰2 0.905 0.005 179.851 0.000 

부모신뢰 ←  부모신뢰3 0.890 0.006 156.826 0.000 

부모신뢰 ←  부모신뢰4 0.900 0.005 163.909 0.000 

부모신뢰 ←  래신뢰1 0.906 0.005 173.561 0.000 

래신뢰 ←  래신뢰2 0.896 0.006 141.586 0.000 

래신뢰 ←  래신뢰3 0.922 0.005 201.932 0.000 

래신뢰 ←  래신뢰4 0.842 0.007 117.295 0.000 

수업이해 ←  수업이해1 0.834 0.009 89.885 0.000 

수업이해 ←  수업이해2 0.853 0.01 88.791 0.000 

수업이해 ←  수업이해3 0.715 0.013 53.497 0.000 

수업이해 ←  수업이해4 0.616 0.019 32.018 0.000 

<교사수  요인>

교사학생 계 ←  수용 0.482 0.114 4.236 0.000 

교사학생 계 ←  신뢰 0.425 0.227 1.874 0.061 

교사학생 계 ←  민감 0.689 0.143 4.807 0.000 

교사학생 계 ←  근가능 0.597 0.154 3.878 0.000 

직무만족 ←  직무만족1 0.839 0.046 18.32 0.000 

직무만족 ←  직무만족2 0.793 0.064 12.476 0.000 

직무만족 ←  직무만족3 0.822 0.056 14.64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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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s.e. z p-value

<요인간 상  : 학생수 >

부모신뢰 래신뢰 수업이해

교사학생 계 0.427 0.351 0.614

부모신뢰 0.321 0.369

래신뢰 0.292

<요인간 상  : 교사수 >

직무만족

교사학생 계 0.556 

< 합도>

Chi-square p-value CFI TLI RMSEA

944.446 (df=195) 0.000 0.965 0.960 0.045

 

다음으로, [그림 2]에 연구모형의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연구모형의 χ2(92.299, df=5, 

p=.000)는 모형이 자료와 부합한다는 가설을 기각하지만 이는 사례수에 민감하므로 

CFI(.917), TLI(.818), RMSEA(.096)등을 검토한 결과 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단하 다. 

[그림 2]에 제시된 경로모형의 표 화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며, .2이상의 실질  효과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교사지각 교사학생 계에서 수업이해 경

로의 경우 표 화계수가 .236(p=.183)으로 5% 수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가 제

공한 정보보다 학생들이 제공한 계에 한 정보가 학생의 수업이해도에 더욱 정 으

로 향을 미칠 것이다.’는 본 연구의 가설과도 부합하는 결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학생 계(교사) →수업이해의 경로를 삭제한 최종모형을 구성하 다.  

 

<학생수준>

<학교수준>

부모신뢰또래신뢰

수업이해

교사학생

관계(교사)

직무만족

교사학생

관계(학생)
.395

.220

.544

.282

.304

.236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표 화회귀계수, 실선은 5%수 에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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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 계(교사) →수업이해의 경로를 삭제한 안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3]에 제시

되었다. 안모형의 합도는 χ2(93.963, df=6, p=.000), CFI(.917), TLI(.847), RMSEA(.088)로 

연구모형과 비슷한 수 이었다. 두 모형의 합도 비교를 한 χ2 차이검증 결과 χ2( 안

모형-연구모형)=1.664(df=1, p=.197)로 합도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 다(<표5 참조>). 최종모형에 따른 종속변수의 집단내 상

(Intra Class Correlation, ICC)을 살펴보면, 수업이해의 경우 .038로 학 에 따른 수업이

해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학생이 인식한 교사학생 계의 ICC는 .107, 즉 학생이 인

식한 교사학생 계 분산의 약 10.7%가 학  간 분산으로, 이는 학 에 따라 학생들이 인식

한 교사-학생 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의미한 집

단간 분산이 학 별로 래신뢰 혹은 부모신뢰의 분포가 달라서, 혹은 학 별로 교사가 인

식한 교사학생 계의 수 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 다.

<표 5> 안모형(최종모형) 분석결과

coefficient s.e. z p-value

<학생수 >

수업이해 ←  교사학생 계 0.544 0.016 33.012 0.000 

교사학생 계 ←  부모신뢰 0.282 0.021 13.133 0.000 

교사학생 계 ←  교우신뢰 0.220 0.022 10.093 0.000 

<교사수 >

교사학생 계 ←  직무만족 0.395 0.106 3.718 0.000 

교사학생 계(학생) ←
교사학생 계(교사) 0.274 0.132 2.066 0.039 

<학생수준>

<학교수준>

부모신뢰또래신뢰

수업이해

교사학생

관계(교사)

직무만족

교사학생

관계(학생)
.395

.220

.544

.282

.274

[그림 3] 안모형 분석결과(표 화회귀계수, 실선은 5%수 에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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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학생수 에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는 

학생의 수업이해도에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교사수

에서 보자면 연구모형 분석결과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생 계는 학생들의 수업이해에 직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체 으로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는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와 수업이해 수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교사학생 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에게 소속된 학 의 평

균  수업이해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없었으며 그것은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의 변화

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이 인식한 교사학생 계는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

생 계와 정 으로 연 되어 있다(β=0.274, p=.039). 즉, 교사가 학 의 학생들과 교사학생

계가 좋다고 인식하는 학 일수록 그 학 의 학생들도 그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넷째, 정 인 래신뢰와 부모신뢰를 구축한 학생일수록 교사학생 계를 정

으로 인식하며(β=0.220, p=.000; β=0.282, p=.000), 직무만족이 높은 교사일수록 교사학생

계를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95, p=.000). 

Ⅳ. 논의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기본 으로 교사 계에 한 교사의 지각과 학생의 지각의 계를 살

피고 이것이 학생의 수업이해에 어느 정도 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 기본 목 에 부

가하여 교사의 직무만족은 교사지각 교사-학생 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한 동료나 

부모의 신뢰가 학생지각 교사-학생 계에 미치는 간  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자 하 다. 연구의 결과 우선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 보다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가 학생의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향이 더 통계 으로 유의하며 정 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 즉, 학생지각 교사학생 계가 교사지각 교사학생 계와 수업이해도 사이를 완

매개 하 다.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생 계는 학생의 성취 련요인인 수업이해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에 비해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는 학생의 수업이해도

에 직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볼 때 교사가 지각한 것 보다 학생이 지각한 계요인이 

더 향력 있는 설명요인임이 밝 졌다. 다만 유의할 것은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

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학습

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 계이나 교사가 지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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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 계 한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 계를 경유하여 간 으로 학습에 향

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 졌다. 

교사의 직무만족과 교사 지각 교사-학생 계와 련하여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교사는 학

생들과 정 인 계를 맺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직무만족요인은 학생과의 계요인에 

정 인 기여를 하고 있음이 밝 졌다. 한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요인에서 동료와 

부모의 신뢰 요인이 정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 졌다. 이는 교사와의 계 형성이 

오로지 교사와의 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비롯하여 동료와의 정 인 

신뢰 계 형성과도 연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Bergin, & Bergin, 2009).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 과거 부모를 비롯한 유의미한 타자와 안정  계형성 

경험이 학교에서 교사와의 정 인 계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고 볼 수 있다(Hamre, & Pianta, 2001). 이 부분의 결과를 요약하면 교사가 학생과 정  

계를 맺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직무 반에 한 만족에 향을 받으며 동시에 학생의 

교사와의 정  계형성은 자신의 동료나 부모와 같은 심리  지지 환경과 함께 연 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Hamre, & Pianta, 2001).

본 연구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육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먼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 계의 요성이다.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계는 학습과정에 한 참여와 

수업에 한 이해에 정 인 기여를 한다는 주장이다(Gregory & Weinstein, 2004). 이와 

같은 주장이 외국문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그 결과가 다시 한번 확인

되었다(Hughes, 2011). 그러나 요한 것은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와 더불어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 한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계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

이 한 밝 졌다. 이것은 교사 자신의 지각  노력이 학생의 성취요인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간 으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의 정

인 교사-학생 계형성을 해서는 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자신의 직무에 한 만족이 

요하다는 사실이다. 술한바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직무만족이 학생들과 상호작용에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 졌는데, 교사의 직무만족을 진하기 한 략과 방

법들에 한 교육자들과 연구자들의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본 연구가 교사-학생의 계의 요성을 부각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한 바가 있지만 

연구의 해석에 있어 몇 가지 제한 이 있으며 이러한 제한 은 추후 연구에 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  본 연구가 학생들의 성취를 정확하게 반 하지 못했다는 이다. 

즉, 학생들의 객 인 학업성취 자료가 아니라 학생들이 지각한 수업이해 수 을 측정한

바 이에 한 연구결과를 바로 학생들의 객 인 성취 수 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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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래에 국가규모 연구로서 교사와의 계정보와 학생들의 객  성취 정보를 함께 

연결시켜 통계 으로 분석하는 과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한다. 둘째, 본 연구가 교사 

수 의 자료와 학생 수 의 자료를 연결하려는데 이론  그리고 방법론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를 체 등학교에 일반화하기에는 교사 부분에서 표집의 크기가 작

다고 하다는 이다. 특히,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 한 교사-학생 계를 보고한 자료가 아

니라 학  반에 해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계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

인 교사와 학생 일 일 간 계의 패턴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래 연구에서는 교사 

수 의 자료가 학생 개개인에 한 정보도 함께 포함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의 계를 

보다 세 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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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erceptual Differences in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 and Teacher 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Instructions: Relating 

with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Students’ Peer and Parental Trust 

Jong-Baeg Kim (Hongik University)

 Jun Yeop Kim (Hongik University)

Student-teacher has been regarded as a crucial factor to explain various student academic 

measures. Recent body of literature indicated that students reported measures for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s are better predictor for their academic performances than 

teacher reported ones.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reporte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and academic 

understanding are mediated by student reported student teacher relationship. In addition, 

there two additional purposes were addressed. First, this study explored to test if how well 

teachers’ job satisfaction factor can predict teacher perceive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econd, this study also took a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peer and parental 

trust and students’ perceived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To achieve these study purposes, 

63 classes from 21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re sampled. Teachers from 63 classes and 

all the students in those classe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otal of 1930 students’ data 

were finally analyzed from 1965 students.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the student 

perceive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was fully mediating between teacher perceive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and academic understanding factor. This means student 

perceive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is, in fact, crucial factor in terms of explaining student 

academic measures. Additionally, teachers’ job satisfaction was a significant factor to predict 

teacher perceive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and also peer and parental trust was 

significant predictor for explaining student perceive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Conclusively, student perceived data for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s are better measure 

for understanding their academic measures. However, teacher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their students also should not be disregarded in educational settings.

Key words : student-teacher relationship, job satisfaction, peer trust, parental trust,

instructional understan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