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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녀에게 부모의 심과 돌 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요한 요건이지만 부모도 양육이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다. 양육과정에서 부모는 양육과 련된 끊임없는 정보요구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하여 개인 수 에서 
학부모 간 모임이나 계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자 노력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  스트 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부모 간 소셜네트워크의 특성을 탐색하고 이러한 소셜네트워크 특성이 정보공유의도 
 정보공유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설문지를 개발하 으

며 어린이집 한 곳을 선정하여 학부모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수집된 설문데이터는 소셜네트워크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소셜네트워크 특성과 정보공유의도, 정보공유만족
도간 계는 상 계를 가지지만 학부모 소셜네트워크의 특성과 정보공유의도, 정보공유만족도의 향 계는 성립되
지 않았으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 받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부모들의 정보요구 충족을 
한 정책 지원 방안과 지역 공공도서 의 역할 재고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ABSTRACT

Parents’ interest and care are very important for their children in the process of growing up, but 
parenting is also very unfamiliar and difficult for themselves. Parents constantly need information 
related to parenting, an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y try to obtain information through informal 
meetings or social relationships among parents at an individual level, which often brings up conflicts 
and stresse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among parents an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network characteristics on information-sharing 
intention and information-sharing satisfaction. To this end, a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was administered among parents whose children are in a daycare center. Then,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method. Findings indicate that the correlation 
among the social networks, the information -sharing intention, and the information-sharing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but the influence of the social networks on the information-sharing intention, and 
the information-sharing satisfaction was not establish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intention to receive 
help was higher than the desire to help others. Policy suggestions to meet parents’ information needs 
and the need to reconsider the role of local public libraries were presented.

키워드: 학부모,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 정보공유의도, 정보공유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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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존재

로서,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일생 동안의 

모든 성장과 발달은 사회  계 속에서 이루

어진다(유진희, 2006). 그 과정에서 처음 계

를 맺는 상은 부모이며, 부모와의 계를 통

해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본 인 상호성이 발달된다. 부모는 보

육자, 보호자, 양육자, 교육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아이가 올바른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

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부모가 되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가지는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부모로서의 막 한 역

할과 책임이 부여된다. 과거 통 신분사회에

서 부모의 신분과 지 는 그 로 자녀에게 세

습되는 구조 으며 부모는 기본 인 부양의무 

즉, 의식주 해결을 충족시켜주는 기본 인 역

할을 주로 수행하 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복

잡한  사회 구조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경제 인 기반을 마련해주기 해 보다 오

랫동안 지원함과 동시에 자녀의 올바른 심리

․정서  발달을 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육아와 련된 정보와 육아 능 로그램의 인

기가 증 되고 부모가 가져야 할 역할과 책임

감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교육  육아 정

보에 한 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이다. 이에 부모의 다면 인 역할과 노력에 

한 심리  부담감이 가 되고 있다.

이를 반 하듯 온․오 라인에서 학부모 커

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표 인 커뮤

니티는 맘카페, 육아블로그, SNS(Instagram. 

Facebook)로, 온라인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경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오 라인에서는 기업과 정부 수 에서 주최하

는 학부모 상 박람회, 학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통해 학부모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 있으며 개인 수 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발

으로 학부모 모임을 형성하여 주기 으로 만

남을 지속하기도 한다. 이들의 공통 인 목

은 교육  육아에 한 정보공유이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의 경험과 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개인 인 친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계의 어

려움과 스트 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를 반

하듯 검색포털이나 동 상 랫폼에서 학부

모 간 계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한 다양

한 컨텐츠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학

부모들 간 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지속하는 원인으로 정보공유, 개인  친분을 

통한 소속감, 친구 만들어 주기 등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원인  정보공유

에 을 두어 학부모 간 네트워크 정도가 정

보공유의도와 정보공유만족도에 미치는 향

과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학부모들 간의 계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학부

모들의 정보요구를 해소시키기 한 정책  시

사 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정보공유는 개인, 집단, 조직 간의 다양한 수

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들의 가장 기본 인 

출발 은 개인 수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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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의 정보공유를 우선 으로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구, 2013). 개인 측면에서의 정보

공유는 두 사람의 직  계를 의미하며, 서

로 향을 주고받거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토 로 한다. 이에 두 사람 간 상호 신뢰나 친

도, 도움정도의 크기는 계의 강도에 있어 지

한 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개인 수 에서의 학부모 간 계에 

을 두고 계 정도와 정보공유의도, 정보공유

만족도 간 계를 보고자 한다. 

학부모의 계에 련된 기존연구는 주로 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나 부모와 자녀

계에 을 두거나(윤기 , 2002; 유충한, 2020; 

최우경, 2017; Bigner, 2007; Bronfenbrenner, 

1992; Perlman & Ross, 2005) 부모와 교사

계의 향(김보 , 2013; 이은혜, 2014; Keyes, 

2000)을 밝히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학부모 

간 계에 을 둔 기존 연구는 미비하다. 특

히 학부모 계와 정보공유 간 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학부모 간 계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하 으며 정보공유와 

그에 따른 정보공유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

를 분석하여 학부모 계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질문은 학부모 간 발생하

는 소셜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한 후, 이러한 

특성이 정보 공유의도와 정보공유만족도에 어

떠한 향 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하 다. 

∙연구질문 1. 학부모 소셜네트워크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연구질문 2. 학부모 간 소셜네트워크와 정

보공유의도, 정보공유만족도 간 계는 어

떠한가?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학부모 간 

소셜네트워크의 특성을 탐색하고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의 정도에 따라 정보공유의도에 미치

는 향과 정보공유만족도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계가 정

보공유와 정 /부정  향을 미치는지 악

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부모 커뮤니티

자녀에게 부모의 심과 돌 은 성장하는 과

정에서 매우 요한 요건이지만 부모도 양육이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다. 양육과정에서 

부모는 양육과 련된 끊임없는 의사결정을 내

려야하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방안을 고민

하게 된다. 육아경험에 첫 발을 내딛는 부모는 

상황에 맞는 육아  교육정보에 한 요구가 

증가하는데 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같은 상

황에 있는 부모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강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며, 다른 부모들의 육

아 고통에 공감하며 정서 으로 상호 의존한다

(홍남희, 2012; Drentea & Moren-Cross, 2005). 

따라서 학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z공

간에 한 요구는 증 되며 이는 학부모 커뮤

니티의 형성에 매우 요한 기조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온라인 뿐 아니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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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거  회

원 수를 확보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들의 무

수한 댓 을 통해 다양한 고민과 정보를 공유

한다(정옥경, 고온조, 김경근, 2020). 이러한 

상은 학부모들이 재 가지는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정보공유에 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다. 

McBride(1990)와 Kurtz(1997)가 언 한 학

부모 커뮤니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

집단으로 구성되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참여한다. 둘째, 문제지향 이며 특별한 

문제나 상황과 련하여 형성된다. 셋째, 자신

들의 경험과 지식에 한 공유를 통해 문제 해

결을 시도한다(고재경, 2019). 즉, 학부모 커뮤

니티는 육아  교육과 련된 정보와 의견 교

환을 목 으로 구성원 간 커뮤니 이션과 상호

작용이 활발한 집단이며, 이는 일방 ․양방향

 커뮤니 이션이 모두 가능하다. 이 과정에

서 공통되는 심, 도움을 기반으로 소속감에

서 안락함까지 다양한 감정  유 계가 형성

된다.

학부모의 커뮤니티, 소모임이 양육의 어려움

을 해소해  뿐 아니라 학부모 역량강화의 핵

심 략으로 알려지면서(이정애, 송명선, 정익

, 2016) 학부모 커뮤니티에 을 둔 연구가 

교육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서 수행되어왔다. 구

체 으로 학부모 모임으로 인해 경험하는 정

, 부정  효과를 분석하거나(고재경, 2019; 

우민정, 주 , 2011; 이인 , 2015; 이하정, 

2015; 임양지, 2017; 정혜선, 2010), 부모소모

임 교육에 해 제안하기도 하며(김민정, 2016; 

육길나, 강은진, 2016), 커뮤니티와 양육효능감

의 계를 분석하는(이혜 , 2019)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부모커뮤니티의 요성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표 1> 참고). 가장 많이 수행된 

학부모 커뮤니티의 효과에 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부모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어머

니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다른 어머니들

과 공유함으로써 사회  계 형성에 정  

향을  수 있다(고재경, 2019). 한편, 이와 반

로 부모 모임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부정

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이인 , 2015). 

기존 연구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 커뮤니티에 

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 으나 학부모 커뮤니

티가 정보공유에 미치는 향이나 정보공유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간 계를 

악하고 이러한 계가 정보공유의도와 정보공

유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소셜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2.2 정보공유의도

21세기의 정보사회에서 정보획득이 이윤을 

연구주제 선행연구

학부모 모임의 효과
고재경(2019), 우민정, 주 (2011), 이인 (2015), 이하정(2015), 임양지(2017), 
정혜선(2010)

부모소모임에서의 교육 김민정(2016), 육길나, 강은진(2016)

커뮤니티와 양육효능감의 계 이혜 (2019)

<표 1> 학부모 커뮤니티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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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경제  주요 자원으로 여겨지면서 정

보 생산과 획득, 공유 활동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정보의 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다

양한 정보기술이 발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로 커뮤니티의 활용이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홍 수, 2012). 이때 정보공유란 다

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나눔으로써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보공유의도는 

그런 정보를 타인에게 시켜 제공하고자하

는 심리  동기를 의미한다(김구, 2013). 정보

공유의도의 범 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타인들과 서로 주고받는 개념으로써, 타인들에

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 3자한테까지 정보를 

달하는 행동까지도 포함한다(Chow & Chan, 

2008). 공유의 방향은 일방향 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방향 인 상호작용이 연속

으로 일어나게 된다(강지원, 2014). 

정보공유 연구는 인간의 인식  과정에 기반

을 두고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에 

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Yang & Maxwell, 

2011), 다른 측면에서는 정보공유의 가치를 분

석한 연구(Marshall & Bly, 2004), 정보공유

의 향요인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김상

, 송 미, 2010; 김종애, 2009; 신호경, 신지

명, 이호, 2011; 이동만, 박 선, 2011). 주제별 

선행연구들은 다시 조직 수 , 개인 수 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공유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부분의 선행연구는 조직 내에서의 정보공

유활동을 다루었지만 최근 개인 간의 정보공유

활동의 요성이 재고됨에 따라 이와 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 으로 

개인 차원의 정보공유활동은 선행변수에 따라 

개인  동기요인  가치, 커뮤니티의 특성, 시

스템  정보의 품질․특성을 반 하며 이루어

진다(강지원, 2014). 신호경, 신지명, 이호(2011)

는 정보공유의도를 종속변수로, SNS에 한 

애착과 자기표 을 독립변수로, 만족을 매개변

수로 설정하여 계를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유의한 향 계를 가진다는 것을 검증하 다. 

이때 자기표  변수가 만족에 향을 주는 주

요 변수임을 밝혔으며 이를 토 로 SNS 설계 

시, 개인의 선호를 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 다. 한 홍 수(2012)의 연구를 

보면, 가상지식커뮤니티 내에서 상호작용의 특

성은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하

며 이를 통해 구성원 스스로 지식공유를 진

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정훈(2007)

의 연구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공유는 회

원 간의 상호작용과 명성, 다양성 등이 향을 

주는 요인이며 이는 공유의도에 정  향을 

주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가장 요한 것은 

다양한 컨텐츠와 문 인 내용을 보장하는 것

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와 정보공유 간 계를 밝힌 선행연구

들을 토 로 학부모 간 계와 정보공유 간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3 소셜네트워크분석

소셜네트워크란 개인이 연결된 사회  계

망이며 이는 개인  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네

트워크를 통해 정보획득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Lin, 2001). 정보획득과정에서 개인은 공식화

된 교육시스템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도 필요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이병철, 2020). 소셜네트

워크에서 크기(size)는 네트워크 내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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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Scott, Baggio, 

& Cooper, 2008)를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 

하는 사람의 수로 단한다. 강도(stength)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개인들간의 계가 얼마

나 친 한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며(Lin, 2001) 

친 한 사이는 화의 양과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들 간의 빈도, 친 도를 알

아보기 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계와 정보공유와의 향을 악하고자 한다. 

추가 으로 학부모 간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

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에서 정보공유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도움 네트워크

도 함께 선정하 다.

소셜네트워크분석은 액터(actor)라 불리는 엔

티티(entity)와 그들 사이의 계(relationship)

로 정의할 수 있는데(Martin & Wellman, 2011), 

이는 구성원 간의 계에 을 두고 이들 간 

계와 패턴을 도출하는데 을 둔다. 따라

서 소셜네트워크분석 에서 보면, 사회  

환경은 상호작용하는 개체 간 계의 패턴으로 

표 되며 이러한 규칙 인 계패턴을 구조라

고 정의하여 이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한 다

양한 개념과 방법을 제시한다(곽기 , 2017).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

하여 학부모간 소셜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징을 

악하고 정보공유의도와 정보공유만족도와의 

향 계를 밝히고자 하 다. 따라서 소셜네트

워크 분석 기법에 한 선행연구  기법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소셜네트워크분석은 주로 도(density)나 

심성(centrality)를 활용하여 분석한다(이은

정, 박지홍, 2020). 여기서 도는 네트워크에

서 노드 사이의 반 인 연결정도를 나타내며 

도가 높은 연결 계는 모든 노드가 서로 가

깝게 이웃하게 되지만 단  네트워크에서는 서

로 떨어져있는 모습을 띄게된다. 따라서 노드 

간 연결이 많을수록 집하며 이를 도가 높

다고 표 한다. 

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액터가 가지는 

심  치를 의미하며 액터가 심 이라는 

것은 상호 계에서 유리한 구조  치를 가지

며 이는 그 구조내에서 향력이 높다는 뜻이

다. 심성은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 

근 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을 통해 측정된다. 

연결 심성은 연결정도를 기반으로 측정하며 

일반 으로 연결 계가 많은 액터는 일반 으

로 조직에서 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된다. 

근 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간  연결까

지 고려하여 체 네트워크에서의 한 액터와 

다른 모든 액터 간의 거리를 강조한다. 마지막

으로 매개 심성은 직 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액터들의 계를 개하는 정도를 의미하

며 이때 그 액터는 구조 으로 유리한 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곽기 , 2017). 본 연구

에서는 6세, 7세반 학부모를 상으로 하 기 때

문에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서 그룹분석을 시

도하 으며 거번-뉴먼알고리즘(Girvan-Newman 

algorithm)을 활용하 다. 이는 노드를 연결하

는 정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응집  서 그

룹으로 구분해주며 이를 통해 서 그룹 간 매

개하는 라인을 악하는데 용이하다. 마지막으

로 학부모 네트워크와 정보공유의도, 정보공유

만족도 간의 련성을 검정하기 하여 네트워

크가 독립변수가 되어 구성원의 행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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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사회 향모형을 

용하여 학부모간 네트워크와 정보공유의도, 정

보공유만족도 간의 계를 분석하 다. 

3. 연구설계

3.1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학부모를 상으로 학부모 간 소

셜네트워크의 특징과 구조를 악하고 이에 따

라 학부모 간 정보공유의도와 정보공유만족도

와 어떠한 향 계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하여 학부모소셜네트워크를 선행연

구를 토 로 빈도네트워크, 친 도 네트워크, 

도움네트워크로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정보공

유의도와 정보공유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 다. 설정한 변수를 연구모형으로 도식화하

면 <그림 1>과 같으며 변수들의 계를 바탕으

로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 모형

첫 번째 연구가설은 학부모 소셜네트워크 특

성과 정보공유의도, 정보공유만족도의 계에 

한 것으로 학부모 간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특성을 빈도, 친 도, 도움 계를 통해 분석하

고 이들 간 계를 알아보고자 [연구가설 1]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가설 1. 학부모 소셜네트워크 특성과 

정보공유의도, 정보공유만족도 간 계가 

있을 것이다.

  1-1 빈도, 친 도, 도움 계 네트워크는 상

계를 가질 것이다.

  1-2 학부모 소셜네트워크와 정보공유의도 

간 상 계를 가질 것이다.

  1-3 학부모 소셜네트워크와 정보공유만족

도 간 상 계를 가질 것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소셜네트워크가 개인 

 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

보획득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토 로 학부모의 소셜네트워크 특성이 정보공

유의도에 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하여 설정

하 다. 

∙연구가설 2. 학부모 소셜네트워크 특성은 

정보공유의도에 향을  것이다.

  2-1 빈도네트워크는 정보공유의도에 향

을  것이다.

  2-2 친 도네트워크는 정보공유의도에 

향을  것이다.

  2-3 도움네트워크는 정보공유의도에 향

을  것이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학부모들의 빈도, 친

도, 도움네트워크에 따라 정보공유에 한 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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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3. 학부모 소셜네트워크 특성은 

정보공유만족도에 향을  것이다.

  3-1 빈도네트워크는 정보공유만족도에 

향을  것이다.

  3-2 친 도네트워크는 정보공유만족도에 

향을  것이다.

  3-3 도움네트워크는 정보공유만족도에 

향을  것이다.

3.2 조사 도구

3.2.1 연구 상  자료 수집

연구의 상은 고양시에 치한 시립 어린이집 

1곳을 선정하 으며 6-7세반 원아의 학부모 총 

31명  연구에 동의한 29명의 학부모(93.5%)를 

상으로 진행하 다. 조사 도구로는 설문지법

을 기반으로 Roster방식을 활용하 다. Roster

방식은 데이터 수집  연구 상인 액터 집합

의 구성원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이름이 포함

된 명부를 제공 후 정도를 체크하는 설문지법

으로 본 연구에서는 6-7세반 원아의 학부모 이

름이 포함된 명부를 제공하고 계 정도를 체

크하도록 안내하 다. 수집방법은 가능한 면

으로 설문지 작성을 안내하 으나 면이 불가

능한 경우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 다. 조사기

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10

일간 진행하 으며 총 29부의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다. 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

다. 한 데이터 분석 후 심성이 높은 학부모

와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는 2022년 5월 

23일에 면 인터뷰 형식과 비구조화 기법을 

활용하여 최소 30분 이상 진행하 으며 인터뷰 

내용은 동의 하에 녹음하 다. 

3.2.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한 설문 문항의 구성은 학부모

간 소셜네트워크와 정보공유의도, 정보공유만

족도를 분석하기 하여 기존 연구의 설문문항

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설계하 다. 우선 네트워

크 특성은 홍혜승(2016), 김경원, 김 근(2012)

의 연구를 참고하여 얼마나 자주 모임을 갖는

지 악할 수 있는 빈도네트워크, 개인 으로 

느끼는 친 함을 기반으로 하는 친 도네트워

크,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도움네트워크로 구

분하 다. 한 정보공유의도는 조은희, 한진수

(2018), 김효정(2022) 연구를 참고하여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 정보공유를 받고자 하는지 

주고자 하는지를 악하는 공유방향으로 구분

하여 설문을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유

경험을 토 로 느낀 만족도는 윤여경(2016) 연

구분 내용

치 고양시

상기 고양시립 어린이집

상 어린이집 원아부모(6-7세반)

조사기간 2022년 5월 10일 - 5월 20일(총 10일)

수집방법 Roster 설문지법, 면  비 면

최종 응답부수 29부

<표 2> 연구 상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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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참고하여 구성하 다. 인구통계학  요인

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아이의 연령을 묻는 

총 5문항을 통해 명목척도로 측정하 다. 총 설

문지를 구성하는 문항은 75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요인과 측정변수, 측정문항 수, 근거 문

헌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체 29명

의 학부모 명단에서 응답자가 자주 만나는 학

부모와 친 하게 인식하는 학부모, 도움 계를 

맺는다고 인식하는 학부모에 해서 ‘ 아니

다’에서 ‘매우 그 다’의 범 를 활용하는 5  

리커트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계의 

정도를 측정하 다. 이를 학부모간 계 가

치로 설정하고 소셜네트워크방법으로 분석하

다. 

3.3 데이터 분석 방법

고양시립 어린이집 6-7세 학 의 학부모를 

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한 자료는 소셜네

트워크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학부모 간 빈도네

트워크, 친 도 네트워크, 도움네트워크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정보공유의도와 정보공유만

족도와의 향 계를 보고자 하 다. 이를 

해 UCINET 6을 활용하여 학부모 간 소셜네트

워크의 반 인 연결정도를 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네트워크 

내의 학부모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악하기 한 에고네트워크분석을 추가로 실

시하 다. 한 학부모 간 계의 방향성  

심성을 악하는 연결 심성, 체 네트워크의 

학부모와 다른 학부모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근 심성, 직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학부모

들의 계를 개하는 학부모를 악하기 한 

매개 심성을 심으로 분석하 다. 한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집  서 그룹을 살펴

보기 하여 Girvan-Newman Algorithm을 실

행하여 응집성이 강한 서 그룹간 계를 악

하 으며 마지막으로 학부모 간 소셜네트워크

와 정보공유의도요인과 정보공유만족도 요인

과의 계를 악하기 하여 QAP상 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4> 참조).

4. 연구결과

본 연구를 하여 참여한 29명의 학부모의 응

답을 확인한 결과 모두 여성, 즉 자녀의 어머니

으며(100%), 연령분포는 30  22명(78.8%), 

요인 측정 변수 측정 내용 선행연구

네트워크 

특성

빈도네트워크 얼마나 자주 모임을 갖는지 악
김경원, 김 근(2012), 

홍혜승(2016)
친 도네트워크 개인 인 친 도

도움네트워크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지 악

정보공유

의도

공유의도 화  홈페이지 통한 의견표  용이성 김효정(2022), 

조은희, 한진수(2018)공유방향 공유를 주고자 하는지 받고자 하는지 악

정보공유만족도 정보공유에 한 만족도 윤여경(2016)

인구통계학  요인

<표 3>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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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분석내용

도분석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반 인 연결정도

에고네트워크분석 네트워크 내의 n개의 알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 악

연결 심성분석 계의 방향성  심성 악

근 심성분석 간  연결까지 고려하여 체 네트워크에서의 한 액터와 다른 모든 액터 간의 거리를 측정

서 그룹분석 노드를 연결하는 라인에 한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응집석 서 그룹으로 분할

QAP 상 분석 네트워크 간의 련성 검정

QAP 회귀분석 네트워크의 향 계 검정

<표 4> 데이터 분석 방법

40  7명(24.2%)으로 나타났다. 직업분포는 

업주부가 24명(82.7%), 자 업 2명(6.8%), 사

무직 2명(6.8%), 문직 1명(3.7%)으로 업

주부가 가장 많았다.

4.1 학부모 소셜네트워크 특성

소셜네트워크에서는 계  근법을 통해 

한 개인의 네트워크를 악하며 네트워크 상의 

상호작용에서 직 인 계에 을 둔다. 이

때 심성을 가지는 사람은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에

서의 심성을 단하는 것은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분석을 통

해 학부모 네트워크 내에서 향력이 큰 학부모

와 작은 학부모를 악하고 이들이 인식하는 정

보공유의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학부모의 소셜네트워크가 얼마나 긴

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하여 체 

소셜네트워크(빈도 계, 친 도 계, 도움 계)

를 상으로 응집성을 측정하 다. <표 5>를 보

면, 빈도 계는 모든 연결 계의 수  116개의 

연결정도가 나타났으며 도는 0.143, 평균

도는 7.483으로 연결강도가 나타났으며 친 도 

계는 217개의 연결정도, 도 0.267, 평균

도는 0.274, 도움 계는 182개의 연결정도, 도 

0.224, 평균 도 0.388로 나타났다. 친 도 네트

워크의 연결 계와 도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 에고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는데, <표 

6>에서 크기는 알터의 개수를 나타내며 알터들

의 연결정도 평균과 각 액터별 도가 추출된 

결과를 볼 수 있다. 구체 으로 빈도네트워크

에서 가장 높은 크기를 가지는 알터는 4번, 6번, 

14번, 15번이며 친 도 네트워크는 4번, 14번, 

17번, 1번, 11번, 18번 순으로 높았으며 도움

계네트워크는 4번, 11번, 1번, 2번, 13번, 14번

으로 나타났다. 주로 4번, 11번, 14번이 높은 크

sum average density standard deviation average degree degree centralization

빈도 계 116 0.143 0.143 0.350 4.000 0.315

친 도 계 217 0.267 0.267 0.443 7.483 0.274

도움 계 182 0.225 0.224 0.417 6.276 0.388

<표 5> 체 네트워크 응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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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네트워크 친 도 네트워크 도움 계 네트워크

node size
average 
degree

density node size
average 
degree

density node size
average 
degree

density

1 8 2.500 0.357 1 14 4.071 0.313 1 16 4.188 0.279

2 7 1.286 0.214 2 12 4.250 0.386 2 15 4.133 0.295

3 6 2.667 0.533 3 11 4.818 0.482 3 13 3.769 0.314

4 14 2.571 0.198 4 17 5.412 0.338 4 19 4.170 0.232

5 9 3.000 0.375 5 10 5.100 0.567 5 7 3.429 0.571

6 10 2.600 0.289 6 12 2.917 0.265 6 13 4.308 0.359

7 4 1.500 0.500 7 7 1.571 0.262 7 8 4.125 0.589

8 6 1.167 0.233 8 10 2.800 0.311 8 6 1.833 0.367

9 7 1.000 0.167 9 3 1.333 0.667 9 8 3.125 0.446

10 0 0 0 10 5 1.200 0.300 10 9 4.333 0.542

11 8 1.145 0.164 11 14 4.429 0.341 11 17 2.716 0.170

12 6 0.833 0.167 12 11 2.182 0.218 12 11 2.018 0.202

13 8 1.273 0.182 13 11 4.364 0.436 13 15 3.231 0.231

14 14 2.500 0.192 14 17 4.941 0.309 14 15 3.000 0.214

15 11 2.091 0.209 15 9 3.667 0.458 15 12 3.611 0.328

16 3 1.000 0.500 16 8 4.375 0.625 16 4 1.000 0.333

17 3 0.667 0.333 17 15 4.600 0.329 17 4 1.000 0.333

18 5 1.000 0.250 18 13 5.077 0.423 18 4 0.750 0.250

19 0 0 0 19 11 3.818 0.382 19 8 2.625 0.375

20 6 0.833 0.167 20 11 3.727 0.373 20 6 0.833 0.167

21 3 0.000 0.000 21 6 2.667 0.533 21 4 0.500 0.167

22 2 0.500 0.500 22 7 3.571 0.595 22 4 0.500 0.167

23 4 1.000 0.333 23 9 2.667 0.333 23 7 1.429 0.238

24 5 1.000 0.250 24 9 3.444 0.431 24 5 1.000 0.250

25 2 0.000 0.000 25 9 3.333 0.417 25 5 1.600 0.400

26 0 0 0 26 5 3.400 0.850 26 5 0.800 0.200

27 8 2.375 0.339 27 6 4.000 0.800 27 5 2.800 0.700

28 3 1.000 0.500 28 6 4.000 0.800 28 4 3.000 1.000

29 6 1.833 0.367 29 8 3.875 0.554 29 9 3.667 0.458

<표 6> 에고 네트워크 응집성

기를 나타내지만 그에 비해 도가 낮은 수치

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연

결 계를 맺고 있지만 이들과 연결을 맺고 있

는 다른 학부모들 간에는 상 으로 연결 계

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빈도 계에

서 높은 빈도를 가지는 학부모는 친 도와 도

움 계에서도 모두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외로 10번과 19번의 경우는 맞벌이 가정으로 

다른 부모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으나 19번의 

경우 친 도나 도움 계에서는 높은 수치가 나

타났다. 분석 결과에 한 19번 응답자의 인식

을 악하기 하여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 다

른 학부모들과 면으로 만나는 횟수는 지만 

어린이집과 육아와 련된 정보는 개별 인 연

락을 통해 공유하고 있었다. 

학부모 소셜네트워크의 방향성을 보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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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드의 내향연결정도와 외향연결정도를 구

분하여 분석하 다. 내향연결정도가 높으면 

요한 액터로써 인기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며 외

향연결정도가 높은 액터는 다른 액터들과 의견

을 나 며 자신의 의견을 다른 액터들에게 달

하는 행 를 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우선 빈도

네트워크의 연결 심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내향, 외향연결정도가 모두 높은 액터 

즉, 다른 액터들과 자주 만나고 자신의 의견을 

달하기도 하는 심 인 인물은 14번, 4번, 15

node outdegree normalized outdegree indegree normalized indegree

1 4 0.143 5 0.179

2 3 0.107 7 0.250

3 6 0.214 2 0.071

4 8 0.286 10 0.357

5 6 0.214 5 0.179

6 4 0.143 9 0.321

7 3 0.107 1 0.036

8 1 0.036 5 0.179

9 6 0.214 2 0.071

10 0 0.000 0 0.000

11 2 0.071 8 0.286

12 4 0.143 4 0.143

13 7 0.250 6 0.214

14 11 0.393 10 0.357

15 9 0.321 7 0.250

16 3 0.107 2 0.071

17 2 0.071 3 0.107

18 5 0.179 4 0.143

19 0 0.000 0 0.000

20 6 0.214 3 0.107

21 2 0.071 2 0.071

22 2 0.071 0 0.000

23 4 0.143 2 0.071

24 5 0.179 5 0.179

25 2 0.071 0 0.000

26 0 0.000 0 0.000

27 4 0.143 7 0.250

28 2 0.071 1 0.036

29 5 0.179 6 0.214

빈도네트워크 

연결 심성 

네트워크

<표 7> 빈도네트워크의 외향, 내향 연결 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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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6번이었다. 이들은 6세, 7세 두 남매, 자매의 

엄마로 두 반의 학부모와 교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번, 19번, 22번, 26번은 상

으로 낮은 연결 심성을 갖는데 의 에고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모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친 도 네트워크의 연결 심성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외향연결 심성을 보면 많은 

다른 액터들과 의견을 나 고 자신의 의견을 

달하는 학부모는 3번, 4번, 13번, 17번, 18번

node outdegree normalized outdegree indegree normalized indegree

1 7 0.250 14 0.500

2 7 0.250 12 0.429

3 11 0.393 8 0.286

4 15 0.536 14 0.500

5 9 0.321 9 0.321

6 5 0.179 10 0.357

7 6 0.214 2 0.071

8 6 0.214 5 0.179

9 1 0.036 3 0.107

10 4 0.143 1 0.036

11 8 0.286 12 0.429

12 9 0.321 5 0.179

13 10 0.357 4 0.143

14 7 0.250 15 0.536

15 8 0.286 5 0.179

16 8 0.286 6 0.214

17 12 0.429 13 0.464

18 12 0.429 9 0.321

19 8 0.286 10 0.357

20 9 0.321 7 0.250

21 6 0.214 3 0.107

22 6 0.214 5 0.179

23 8 0.286 9 0.321

24 4 0.143 6 0.214

25 9 0.321 7 0.250

26 4 0.143 4 0.143

27 5 0.179 6 0.214

28 5 0.179 6 0.214

29 8 0.286 7 0.250

친 도네트워크 

연결 심성 

네트워크

<표 8> 친 도네트워크의 외향, 내향 연결 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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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들은 친 도 네트워크 내에서 향

력이 높은 학부모로 높은 개방성과 사교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향연결 심성은 1

번, 4번, 6번, 11번, 17번이었으며 학부모의 

계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친 하게 느낀다는 것

을 의미한다. 낮은 연결 심성을 갖는 학부모

는 7번, 9번, 10번으로 일을 하는 학부모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움 계 네트워크의 연결 심

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외향연결

node outdegree normalized outdegree indegree normalized indegree

1 8 0.286 15 0.536

2 5 0.179 14 0.500

3 9 0.321 11 0.393

4 7 0.250 19 0.679

5 5 0.179 5 0.179

6 6 0.214 1 0.357

7 7 0.250 0 0.036

8 2 0.071 4 0.143

9 5 0.179 4 0.143

10 9 0.321 0 0.000

11 10 0.357 12 0.429

12 10 0.357 5 0.179

13 14 0.500 11 0.393

14 11 0.393 10 0.357

15 9 0.321 10 0.357

16 3 0.107 4 0.143

17 4 0.143 2 0.071

18 4 0.143 2 0.071

19 7 0.250 5 0.179

20 4 0.143 4 0.143

21 3 0.107 3 0.107

22 4 0.143 4 0.143

23 7 0.250 6 0.214

24 5 0.179 3 0.107

25 5 0.179 3 0.107

26 4 0.143 5 0.179

27 3 0.107 2 0.071

28 4 0.143 2 0.071

29 8 0.286 6 0.214

도움네트워크 연결

심성 네트워크

<표 9> 도움 계네트워크의 외향, 내향 연결 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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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은 13번, 14번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활성화되어있는데 이들은 등학생 첫째

를 둔 학부모로, 교육 인 정보를 많이 알고 경

험하 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내향연결 심성은 도움을 받

는 학부모로 1번, 2번, 3번, 4번, 10번, 11번, 13

번, 14, 15번이다. 10번의 경우 도움을 많이 받

고 있지만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

며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게 도출된 것은 논의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 심성 분석은 서로 다른 학부모가 얼마

나 가까이 있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높은 근

심성을 갖으면 그 학부모는 네트워크 내에서 

상과 조정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신속한 정보를 

획득하여 달하는데 요한 액터이다. 근 심

성을 분석할 결과 4번, 1번, 2번, 11번, 14번 순으

로 높은 근 심성을 가졌다(<표 10> 참조).

매개 심성은 체 네트워크를 상으로 계

산되며 학부모가 소셜네트워크 내에서 최단경

로상에 치할 경우 구조 으로 유리한 치에 

있다는 것을 뜻하며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와

의 연결을 해 매개가 높은 학부모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향력이 더 증가하게 

된다. 매개에서의 심  역할을 하는 학부모 

상  3 는 빈도 네트워크는 14번, 4번, 6번, 친

도 네트워크에서는 4번, 17번, 14번이며, 도움

계네트워크에서는 13번, 11번, 14번이다. 공

통 으로 가장 매개를 많이 하는 학부모는 14번

과 13번으로, 13번의 경우( 등학생 엄마) 친

도보다는 도움 계에서 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번은 6세, 7세에 남매를 둔 학부

모로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표 11> 참조).

추가 으로 응집성이 강한 서 그룹 내의 학

부모들은 직 이고 상호 호혜 인 계를 가

지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결속을 강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네트워크 내에서 

심성이 높은 학부모를 악하는 것에서 나아

가 그룹 구성을 악하고자 Girvan-Newman 

Algorithm 분석을 실시하 다. 우선 친 도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서 그룹 분석 결과 10개의 

서 그룹이 도출되었으나 Netdraw 로그램에

서 합 서 그룹을 재분석하여 각 서 그룹 

분할에 한 Q값을 통해 단하면 3개의 서

그룹을 갖는 분할이 Q=0.258로 가장 높은 

합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때 3개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9번의 경우 거의 교류가 

없는 고립노드로 보인다. 그 외 2개의 서 그룹

을 살펴보면, 6세반, 7세반 학부모로 구성된 것

을 알 수 있으며 4번, 14번은 두 반의 학부모들

을 매개하는 주요 인물로 악된다.

도움 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Netdraw에서 

분석한 결과, 각 서 그룹 분할에 한 Q값을 

보면 2개의 서 그룹을 갖는 분할이 Q=0.264

로 가장 높았다(<그림 3> 참조). 따라서 친 도 

네트워크 분석과 동일하게 그룹이 형성되었으

며 4번, 11번, 13번, 14번은 매개역할, 그룹내 도

움교류가 많은 학부모는 1번, 2번, 3번, 6번, 11

번, 13번, 14번으로 나타났다. 

4.2 가설검증

앞서 실시한 분석을 통해 학부모 소셜네트워

크의 특성과 구조를 악하 으며 본 에서는 

설정한 변수를 기반으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

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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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네트워크 친 도 네트워크 도움 계 네트워크

node outclose inclose node outclose inclose node outclose inclose

1 0.133 0.203 1 0.459 0.651 1 0.250 0.683

2 0.132 0.211 2 0.459 0.609 2 0.246 0.667

3 0.149 0.189 3 0.571 0.528 3 0.272 0.622

4 0.144 0.214 4 0.667 0.667 4 0.255 0.757

5 0.141 0.199 5 0.509 0.560 5 0.248 0.483

6 0.140 0.214 6 0.452 0.596 6 0.248 0.609

7 0.138 0.167 7 0.475 0.389 7 0.329 0.036

8 0.125 0.193 8 0.509 0.509 8 0.219 0.424

9 0.149 0.183 9 0.315 0.406 9 0.243 0.412

10 0.034 0.034 10 0.509 0.412 10 0.500 0.034

11 0.133 0.201 11 0.519 0.622 11 0.264 0.609

12 0.143 0.178 12 0.583 0.444 12 0.269 0.418

13 0.148 0.189 13 0.583 0.452 13 0.292 0.538

14 0.155 0.207 14 0.549 0.667 14 0.272 0.549

15 0.151 0.196 15 0.549 0.459 15 0.269 0.583

16 0.141 0.177 16 0.509 0.452 16 0.250 0.519

17 0.140 0.194 17 0.636 0.636 17 0.255 0.424

18 0.147 0.189 18 0.609 0.483 18 0.255 0.400

19 0.034 0.034 19 0.560 0.596 19 0.267 0.528

20 0.150 0.182 20 0.596 0.549 20 0.255 0.452

21 0.131 0.171 21 0.509 0.424 21 0.246 0.418

22 0.163 0.034 22 0.475 0.444 22 0.252 0.452

23 0.146 0.181 23 0.528 0.560 23 0.264 0.538

24 0.144 0.192 24 0.452 0.452 24 0.257 0.412

25 0.150 0.034 25 0.538 0.475 25 0.252 0.412

26 0.034 0.034 26 0.444 0.424 26 0.230 0.538

27 0.133 0.206 27 0.444 0.500 27 0.235 0.483

28 0.132 0.182 28 0.444 0.500 28 0.235 0.424

29 0.148 0.207 29 0.509 0.571 29 0.269 0.528

<표 10> 근 심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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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네트워크 친 도 네트워크 도움 계 네트워크

node
normalized 

betweenness
node

normalized 

betweenness
node

normalized 

betweenness

14 21.248 4 21.281 13 11.421

4 13.628 17 10.673 11 10.799

6 10.690 14 7.618 14 9.705

15 7.751 6 7.043 3 9.689

29 7.310 23 6.995 1 8.974

9 6.647 11 5.637 4 7.996

12 5.148 18 5.327 15 7.569

13 4.924 8 4.283 6 5.246

24 4.295 19 4.249 2 4.646

8 3.219 12 3.997 23 4.624

2 3.119 3 3.979 12 4.221

7 2.954 20 3.880 26 2.972

5 2.952 1 3.273 9 2.723

18 2.722 25 2.929 29 2.697

11 2.632 29 2.667 19 1.744

20 2.188 2 2.017 20 1.672

27 1.852 5 1.921 22 0.774

17 1.512 13 1.567 16 0.734

1 1.248 15 1.448 21 0.590

3 1.171 24 1.096 24 0.491

28 0.298 7 0.687 5 0.414

21 0.207 16 0.672 25 0.318

23 0.200 22 0.499 8 0.298

16 0.022 21 0.470 17 0.295

19 0.000 10 0.380 27 0.096

26 0.000 27 0.265 18 0.085

10 0.000 28 0.265 7 0.000

25 0.000 26 0.044 10 0.000

22 0.000 9 0.000 28 0.000

<표 11> 매개 심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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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친 도네트워크 서 그룹 분석결과

<그림 3> 도움 계 네트워크 서 그룹 분석결과

먼 , 가설 1을 검증하기 하여 QAP상 분

석을 실시하 다. [세부가설 1-1] 학부모 소셜

네트워크인 빈도, 친 도, 도움 계네트워크 사

이의 계를 분석한 결과 3개의 소셜네트워크

는 P>.001의 수 에서 서로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세부가설 1-2]과 [가설 2]를 검증하기 

하여 학부모 소셜네트워크와 정보공유의도 사

이의 계를 QAP 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빈도네트워크는 외향연결 심성과 

빈도 친 도 도움 계

빈도 1.000

친 도 0.366*** 1.000

도움 계 0.405*** 0.398*** 1.000

***p<.001

<표 12> 학부모소셜네트워크 상 분석



 학부모 소셜네트워크와 정보공유 의도  만족도 간 계에 한 연구  87

경험공유, 정보획득에 한 선호도가 유의한 

계로 도출되었으나 음(-)의 상 계를 가진

다. 내향 연결 심성은 모든 문항에서 유의하

으나 음(-)의 상 계를 맺고 있다. 결국 

빈도와 정보공유의도는 상 계를 가지고 있

지만 많이 만난다고 해서 정보공유가 활발하다

고 해석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친 도 네트워

크는 외향연결 심성, 내향연결 심성에서 학

부모 모임에서의 정보유용성은 유의하고, 도움

계 네트워크는 다양한 정보공유경험, 새로운 

공유의도, 경험노하우 공유, 정보획득 선호도, 

모임정보의 유용성과 유의한 계를 맺고 있지

만 두 네트워크 모두 음(-)의 상 계가 나타

났다. 해석하면, 빈도와 친 도보다는 도움

계네트워크가 정보공유의도에 더 많은 상

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상 계가 모두 음의 

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 빈도, 친

도, 도움 계를 맺고 있어도 정보공유를 개방

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세부가설 1-3]과 [가설 3]을 검증하기 

해 학부모 소셜네트워크와 정보공유만족도 사

이의 계를 분석한 결과 빈도네트워크는 외

향연결 심성에서 정보공유에 한 기쁨(-), 

내향연결 심성은 모든 정보공유만족도 항목

에서 유의한 계가 나타났지만 음(-)의 상

계가 도출되었다. 친 도네트워크는 외향연

결 심성에서 정보획득하는 것에서의 정보공

유만족도(-), 도움 계네트워크는 외향내향연

결 심성에서 정보공유에 한 기쁨(-)에서 

유의한 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주 만나고 친

도를 쌓고 도움을 주고 받는 계여도 정보

공유에 한 만족도와 큰 향 계를 가지지 

않으며 계가 있는 항목도 음의 계이기 때

문에 오히려 만족도가 반감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3 인터뷰분석

학부모 네트워크 분석결과, 모든 네트워크 

구조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심성이 높은 

노드와 낮은 노드가 존재하 다. 네트워크 분

석 후 이러한 개별 노드가 설문문항에서 정보

공유의도와 정보공유만족도에 어떠한 답변을 

하 는지 확인하 다. 심성이 높은 학부모인 

4번, 6번, 11번, 14번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심성이 높은 학부모는 정보공유의도에서 높은 

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연결, 매개, 근

심성에서 모두 높은 순 로 나타난 4번은 ‘학

부모 모임을 통한 정보획득이 유용하다’라는 

항목에서 ‘  아니다’를 선택하 으며 만족도

에서도 11번이 ‘아니다’ 는 ‘보통이다’를 선택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학부모의 의견을 듣기 

하여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 상은 

심성이 높은 4번, 11번 2명의 학부모이며, 인터

뷰는 2022년 5월 23일에 면 인터뷰 형식과 비

구조화 기법을 활용하여 최소 30분 이상 진행하

다. 인터뷰를 해 비한 질문내용은 학부모 

간 계,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정보공유경험, 

정보공유의 만족도 으며 질문에 한 반

인 인식을 악하고자 하 다. 

첫 번째로 학부모들 간 계를 맺는 이유는 

주로 자녀의 친구 계와 친목도모를 해서라

고 답변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부수 으

로 나타나는 행 임을 언 하 다. 학부모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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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도
QAP상 분석

상 계수

빈도

네트워크

외향

연결 심성

다양한 정보공유 경험  0.166

지속  정보공유 의도  0.169

새로운 정보공유 의도 -0.302

경험, 노하우 공유 선호도 -0.169***

정보 얻는 것에 한 선호도 -0.073**

학부모 모임의 정보 유용성  0.031

내향

연결 심성

다양한 정보공유 경험 -0.150**

지속  정보공유 의도 -0.199***

새로운 정보공유 의도 -0.322***

경험, 노하우 공유 선호도 -0.152***

정보 얻는 것에 한 선호도 -0.347***

학부모 모임의 정보 유용성 -0.137***

친 도

네트워크

외향

연결 심성

다양한 정보공유 경험  0.119

지속  정보공유 의도  0.049

새로운 정보공유 의도 -0.116

경험, 노하우 공유 선호도 -0.064

정보 얻는 것에 한 선호도  0.077

학부모 모임의 정보 유용성 -0.139*

내향

연결 심성

다양한 정보공유 경험  0.225

지속  정보공유 의도  0.324

새로운 정보공유 의도  0.116

경험, 노하우 공유 선호도  0.176

정보 얻는 것에 한 선호도 -0.010*

학부모 모임의 정보 유용성 -0.056*

도움 계

네트워크

외향

연결 심성

다양한 정보공유 경험 -0.085**

지속  정보공유 의도  0.056

새로운 정보공유 의도 -0.305**

경험, 노하우 공유 선호도 -0.104*

정보 얻는 것에 한 선호도 -0.063*

학부모 모임의 정보 유용성 -0.065*

내향

연결 심성

다양한 정보공유 경험  0.018

지속  정보공유 의도  0.083

새로운 정보공유 의도 -0.132

경험, 노하우 공유 선호도 -0.061*

정보 얻는 것에 한 선호도 -0.234**

학부모 모임의 정보 유용성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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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학부모 소셜네트워크와 정보공유의도 사이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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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한 정보공유가 편리성, 신속성의 특

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계에 의존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어린이집 밖에서도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려고” (04)

“엄마들끼리 만나다보면 이런 런 정보를 알게 되

는거죠 …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카톡하고” (11)

주로 공유하는 정보는 취학  필요한 교육

정보, 유아질병, 문화정보 등이었으며 학부모간 

계를 통한 정보획득 이외에 정보를 얻는 방

법은 맘카페, 포털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온라

인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이거나 문 인 정보를 찾는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정보야 여기 기서 찾아서 아는데 … 제일 처음 

찾아보는건 네이버에요.” (11)

“애가 아 거나 필요한 공부나 책같은거 맘카페

에 질문도 많은데 다들 문가는 아니니까” (04)

다른 학부모와의 정보공유에 한 질문에서 

부정 인 의견이 나타났다. 

“계속 커피마시자고해서 마셨더니 이것 것 물

어보고 그 뒤로 연락도 잘 안해서 이제 알려주지 

않는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4번)

“자꾸 가 뭘 한다 이런거 들으니깐 좀 짜증나기

도 하고” (11번)

5. 논 의

학부모 간 소셜네트워크(빈도, 친 도, 도움

네트워크)와 정보공유의도, 정보공유만족도 간 

계를 악하기 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 1]은 채택이 되어 소셜네트워크와 정보

공유의도, 정보공유만족도간 계는 상 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부모 소셜네트

워크와 정보공유의도, 정보공유만족도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기 한 [가설 2]와 [가설 3]

은 기각되어 향 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구체

으로, 도움 계네트워크에서 도움을 받는 사

람의 비율이 높았는데(indegree > outdegree) 

이는 학부모 계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보

다 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심성에 따른 학부

모의 정보공유의도와 정보공유만족도 간의 

계에 한 결과에서 심성이 높다고 해서 정

보공유의도가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

보공유를 하지 않으려는 폐쇄 인 태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를 많이 맺는

다고 해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정보공유를 보장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4가지 시사 을 도출

하 다. 

첫째, 본 연구는 학부모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학부모-교

사, 학부모-자녀와의 계연구에 을 둔 연

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간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써 의미가 

있다. 둘째, 학부모 간 나타나는 개인 인 계

에 한 부담감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학부모는 정보를 서로 주고 받기 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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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하지만 이에 한 

피로도와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의 결

과를 볼 때, 오히려 학부모들이 정보공유에 폐

쇄 이기 때문에 학부모 모임이 정보공유라는 

원인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계의 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의도 으로 학

부모와 계를 맺기 한 노력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부모의 정

보요구 충족을 하여 지역사회 내 기  력

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보면 학부모는 정보

를 주기보다는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정보에 한 요구를 해결해주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수

행할 수 있는 기 은 지역 내 공공도서 이 

표 이다. 공공도서 은 사회  자산인 공공재

로써 개인  지역공동체에 사회  향을 끼

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정보제공 

 정보리터러시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이트웨이로써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박성

우, 장우권, 2009). 따라서 공공도서 이 재 

제공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이용자 그룹을 한 

정보서비스에서 나아가 이용자가 처한 환경을 

고려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역할은 공공도서 이 개별 으로 하기에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의 육아지원센터, 

아동심리센터 등의 육아 문기 과의 력을 

통해 학부모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넷째,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공공

도서 의 역할에 한 연장선으로 공공도서

에서 학부모의 정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학부모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정

보를 공유하여 얻는 것보다 스스로 양질의 정

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학부모 상 리터러시 교

육을 도서 에서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학부모 간 소셜네트워크에 

을 두고 네트워크의 특성과 구조를 악하

고 네트워크 구조가 정보공유의도, 정보공유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탐색  연구이

다. 교육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학부모와 

계를 맺고 있는 이해 계자 즉, 교사, 자녀와의 

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지만 학

부모 사이의 계에 을 두고 이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

셜네트워크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학부모 간 발

생하는 소셜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정보공유의

도, 정보공유만족도 간 향을 본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연구 목 을 해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본 

연구 수행의 이론  타당성  유용성을 마련

하 으며 설문지를 개발하 다. 어린이집 1곳

을 선정하여 학부모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으며 총 29부의 설문데이터를 최종 분석

에 활용하 다. 설문데이터는 소셜네트워크분

석기법을 활용하여 학부모 간 소셜네트워크(빈

도, 친 도, 도움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가설을 검증하 다. 

그 결과, 학부모 소셜네트워크와 정보공유의

도, 정보공유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지만 향 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 

정보공유의 방향성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받고

자 하는 의도가 더 높은 비율로 도출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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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부모들은 계를 통해 정보를 받으려는 

의도가 더 높으며 오히려 정보를 제공할 의도

는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

모들이 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다른 학부모들

과 계를 의도 으로 맺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한 학부모들의 정보요구가 매우 다양

하고 높기 때문에 지역 사회 내 공공도서 , 육

아지원센터, 교육청 등의 기  력을 통한 정

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학부모라는 특수성에 기인했을 

때, 시립어린이집 1곳을 선정하여 29명의 데이

터를 토 로 분석을 진행한 탐색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모든 참여자에

게 정보, 정보공유 등의 개념에 하여 설명하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학부모 간 

소셜네트워크 분석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

보공유의도, 정보공유만족도의 계를 통한 정

책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역 공공도서

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 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소시오메트리를 통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

기 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한 질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한 근거를 제시하고 학부모의 정보요

구 악을 한 정보서비스 연구로 발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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