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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 지 영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가구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

자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는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

계를 매개하는가? 이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연

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인 서울아동패널연구단의‘서울아동

패널’데이터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조사의 응답자 중 아동과 부모가 쌍체를 

이루는 1,344명의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방법으로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 각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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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또한 부

트스트래핑 방식을 통해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가 지니는 다중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벡커의 부모투자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들(Gershoff, 

외, 2007; Holod, 2012)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부모의 

시간적 투자로는‘부모와의 외부활동’과‘부모의 학교참여’변수

를 활용하였으며, 부모의 물질적 투자로는‘인지적 자극물의 제

공’,‘교과 외 활동(학습)’,‘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변

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학업성

취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일부 

변수만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인지적 자극물 제공,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시간적 투자를 나타내는 부모와의 외부활동 정도와 부모의 

학교참여 정도도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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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물질적 

투자가 시간적 투자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물질적 투자는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

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 인지적 자극물 제공과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그

러나 물질적 투자 중에서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에 대

한 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부모

의 시간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인 부모와의 외부활동과 부모의 학

교참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부모

의 시간적 투자보다는 물질적 투자를 통해서 더 잘 설명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그동안 청소년기에 한정되었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초

등학생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가 청소년기의 관련 연구에 비

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실증적 자료를 통해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투자 

모형이 가구소득이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

명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틀임을 검증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을 기존의 연구들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

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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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아동의 학업성

취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이 부모의 물질적 투자에 의해서 매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부모가 충분한 물질적 투자를 제공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아동에게 충분한 인지적 자극물을 제공하고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검증했던 가구의 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학업성취 간 정적관계는 모든 아동을 위한 수당 지

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요어 : 아동의 학업성취, 시간적 투자, 물질적 투자, 가구소

득, 부모 투자 모형, 교육 불평등

학  번 : 2013-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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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해방 이후 전통적 계급 기반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산업화를 겪었으며 급격한 사회 이동을 통해 계급형성이 진행되었

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상향적 계층이동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여유진 외, 2007). 1980년대부터 초·중등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90년대 대학들의 양적 증가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육기회의 평등은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교육에의 

접근 가능성 차원의 형식적인 기회균등으로는 더 이상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사교육 시장이 급속

히 팽창하면서 교육이 더 이상 계층이동의 역동성을 유지하지 못하

게 되었다. 그 결과 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이동의 기회

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김종엽, 2003; 조우현, 2004). 이에 따

라 최근 연구들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간극을 메우고 사회

이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왔던 교육이 

이제는 불평등의 대물림 또는 사회 양극화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동

할 위험성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김경근·강형혜, 2005; 

김광억 외, 2004; 여유진, 2008).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각종 지표들은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통해 소득계층별 자녀

의 대학진학 격차를 분석한 결과, 소득최상위집단(월소득 420만원 

이상) 자녀의 상위 1~10위 대학 진학률은 28.4%로 최하위계층(월

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 1.6%의 약 17배에 달하였다. 특히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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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계층 자녀들 중에서 9.1%만이 상위 1~30위권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진학에 성공한 것에 반해 최상위계층 자녀들은 

41.2%가 진학하였다(조영재·반상진, 2013). 또한 서울교육종단연

구 자료를 통해 국어·영어·수학 세 과목의 평균 학업성취 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성적 상위 

30%에 드는 학교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하위 30%의 1.53배, 중학

교는 1.67배로 조사됐다(유한구 외, 2011). 이 같은 지표들은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 및 교육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에서 교육을 통해 계층의 고착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층의 

세대 간 전이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차이로서 아동의 학업성취에 

주목하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한국의 교육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저소득 

및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부모의 물질적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따라서 청소년에 비해 자기 관리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 투자의 영향은 아직 충분히 규명하고 있지 못

한 실정이다. 하지만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

이 시간집약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김성희, 1995), 

아직 사회적 적응력이 미숙한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물질적 투자 외

에도 부모의 많은 시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민순선, 

2000). 따라서 초등학생 아동에 대한 부모의 투자는 물질적 투자뿐

만 시간적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어 상이한 부모의 투자 행태가 아

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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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인 시간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은 

종종 교환관계(trade-off)에 놓이기도 한다. 예컨대, 부모가 맞벌이

를 한다면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의 양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대신 아동의 교육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의 양은 줄어든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투자의 상

이한 행태가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파악한다면, 부모들은 제한된 자

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Becker(1981)는 일찍이 모든 부모가 아동에게 투자하는 대표적

인 두 가지 자원으로 돈과 시간을 언급하였다. 또한 가족의 경제력

에 따라 이들 두 자원의 투자수준은 달라지며, 인지발달과 관련된 

투자수준에 따라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성취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

난다고 보았다. 가구소득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검

증되었다(Duncan 외 1994; Brooks-Gunn & Duncan, 1997; 

Mayer, 2002). 가정의 취약한 경제력은 아동의 신체발달에서부터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낮은 가구소득이 아동의 낮은 인지발

달 및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증은 여러 경험적 연구

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었다(박창남·도종수, 2005; 여유진 

외, 2007; Elder & Caspi, 1988; Duncan & Brooks-Gunn, 

1995; Brooks-Gunn & Duncan, 1997).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가

구의 소득 증진이 아동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소득 증진의 

긍정적 영향은 빈곤 및 저소득 가구에서 더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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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소득 가정의 소득을 증진시킬 목적에서 보조금을 지급하

는 것이 계층에 따른 아동의 학업성취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이전된 소득

이 온전히 아동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될 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Mayer, 1997). 가령 지급된 보조금이 부모 자신을 

위해 사용되거나 아동의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패스트푸드나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된다면, 아동의 인지능력 및 학업성취

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Mayer, 1997). 따라

서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

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 

외에 저소득층 아동의 인지발달에 보다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투자자원의 종류 및 구체적인 개입지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밝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입지점을 찾으려는 연

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낮은 소득의 부모가 높은 

소득의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인지적으로 자극이 되는 도구나 경험

들에 대한 투자를 더 적게 하며, 이것이 결국 아동의 낮은 인지발달

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혀냈다(구인회 외, 2006; 김광혁, 2010; 

Gershoff 외, 2007; Guo & Harris, 2000; Yeung 외, 2002). 이 

같은 결과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입지점으로

서 부모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형태의 자원인‘시간적 투자’와‘물질적 투자’중에서 어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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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저소득층 부모는 자녀의 인지 발달을 위해 다양한 형

태의 부모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모든 형태의 부모투자를 충분히 제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는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 중에서 어떤 것이 아동의 학

업성취에 더 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Becker(1981)의 부모투자이론과 선행연구

의 결과들(Gershoff 외, 2007; Holod, 2012)을 토대로 부모투자 

경로를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상대적 영

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과 그 

부모로 이루어진‘서울아동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아

동기는 외부 환경의 영향에 특히 민감한 시기로서,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빈곤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Duncan & Brooks-Gunn, 1995; Duncan 외, 2010). 따라서 아

동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6학년생은 청소년기인 중고생에 비해 부모

투자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연

령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생에게 형성된 학업성취 

수준은 대부분 중학교 진학 이후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

에(박영신 외, 2004; 박현선 외, 2011), 전 생애에 걸친 빈곤의 장

기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계에 속하는 

6학년 시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 6학년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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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모투자 모형을 바탕으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

율적인 개입지점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

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가구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는 아동의 학

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는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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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부모투자이론(Parental Investment Theory)

베커(Becker, 1981)의‘부모투자’개념은 생물학에 토대를 두

고 있다. 진화생물학에 따르면, 어미는 새끼의 양육과 스스로의 생

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에 따르면 부모는 자신의 소

득을 자녀의 인지발달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성장과 인

지발달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두 문제가 모두 부

모에게는 고유한 중요성을 가지지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유기체는 개체를 유지

하고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육체적 노력(somatic effort)과 

자식을 키우는 등의 재생산을 위한 노력(reproductive effort)에 자

원의 소비를 효율적으로 배당할 필요가 있다(Hagen 외, 2001). 

즉, 부모의 투자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

도록 보유한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데 있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은 자원 분배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가구의 규

모와 구조, 소비와 저축의 수준, 일과 여가, 그리고 소득과 시간의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Haveman & Wolfe, 1995). 기본적으로 부

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과 처벌, 육아, 기대되는 양육환경의 유형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들이 모여서 자녀에 대한 부

모의 투자 수준을 결정한다(Haveman & Wolfe, 1995).

부모가 자녀에게 자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들 자녀가 장래에 높

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녀

를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투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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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한다(Becker, 1981).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투자는 그만

큼 자녀가 미래에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을 높인

다(Becker & Tomes, 1979).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받아 이를 축적하면 할수록, 장차 자녀와 그 가족이 높

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은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

한 베커(Becker, 1981)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 외에도, 가족

이 자녀에게 물려준 타고난 특성(endowments)과 시장에서의 운,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 등이 미래에 아동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부모투자이론에 바탕을 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가족의 사회경제

적 특성, 특히 가구의 소득수준이 인지적 자극물 제공이나 공연관

람, 교과 외 활동 지원, 물리적인 가정환경 등에 대한 투자에 의해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Duncan & 

Brooks-Gunn, 1995; Guo & Harris, 2000; Gershoff 외, 

2007). 그에 따르면 부모가 아동에게 투자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의 자원은 돈과 시간이다(Becker, 1981; Yeung 외, 2002; 

Gershoff 외, 2007; Magnuson & Votruba-Drzal, 2008). 전자의 

사례로는 인지적 자극을 주는 장난감의 구입, 아동용 책의 구입 등

이 있으며, 후자의 사례로는 자녀와 함께 도서관 방문하기, 자녀와 

함께 박물관 견학하기, 책 읽어주기 등이 있다(Gershoff 외, 2007; 

Holod, 2012).

실제로 아동의 학업성적의 향상과 관련된 시간적·물질적 투자에 

대한 결정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투자

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Mayer, 1997; Guo 

& Harris, 2000; Yeung 외, 2002; Gershoff 외, 2007).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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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부모는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보유한 물질적 자원

의 대부분을 할당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녀에게 책이나 교육자

료 등의 물질적 투자를 제공하는 경제적 여유가 부유층의 부모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Bradley & Corwyn, 2004). 또한 저소

득층의 부모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두는 가치나 선호의 정

도가 부유층의 부모에 비해 낮은 편이다(Guryan 외, 2008; Bonke 

& Esping-Andersen, 2011). 그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유연성이 

낮은 근무일정과 같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자녀를 위한 시간적 

투자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Gootman & Smolensky, 2003). 다

시 말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인지발달을 위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인지발

달이나 학업성취의 측면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일반 가정

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다(Duncan & 

Brooks-Gunn, 2000; Yeung 외, 2002).

이러한 관점은 인적자본 모형(Human capital model), 재정자원 

모형(Financial capital model), 또는 투자 모형(Investment model)

이라는 용어로 불린다(Becker & Tomes, 1993; Mayer, 1997; 

Guo & Harris,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용어의 개념 정의상 차

이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이 부모가 가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

향하는 투입-산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부모투

자 모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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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모투자 모형의 경험적 연구에의 적용

부모투자 모형은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분석 틀로서 

활용되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아동의 발달영역들 중에서 아동의 

인지발달, 지적 발달과 같이 학습과 관련된 영역은 부모투자 관련 

변수가 가구소득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다른 변

수들 보다 더 높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회 외, 

2006; 김광혁, 2010; Gershoff 외, 2007; Guo & Harris, 2000; 

Yeung 외, 2002). 다음은 부모투자 경로를 통해 부모의 소득이 아

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색한 연구들이다.

Gershoff 등(2007)은 가구소득이 아동의 인지적 기술과 사회정

서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

다. 가구소득과 아동의 인지적 기술 간 관계는 대부분 아동에 대한 

부모투자의 수준에 의해 매개되었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아동의 사

회정서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투자 모형보다는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의해 더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부모투

자’의 변수는 인지적 자극물 구입(보유한 책의 수, 음반이나 CD의 

수, 컴퓨터 유무 등), 부모와의 외부활동(도서관 방문, 동물원 또는 

아쿠아리움, 동물농장 방문 등), 교과 외 활동(댄스교실, 미술교실 

등), 부모의 학교참여(선생님과의 면담, 학부모회 참석, 학교 기부행

사 참여 등) 등의 네 가지를 잠재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Guo & Harris(2000)는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아동의 인

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적 효과 및 간접적 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인지적 자극,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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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환경, 양육방식, 아동건강, 보육의 질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 

가정에서의 인지적 자극이 가구의 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인지발달 

간 관계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인지적 자극은 HOME inventory 중에서 책, 잡지, 음반이

나 테이프의 보유 여부, 엄마의 책 읽어주기, 박물관 방문 등의 다

섯 가지를 잠재변수로 처리하였다.

Yeung 등(2002)도 가구소득이 아동의 인지발달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매개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부모의 사회정서적 고통이나 양

육행동보다는, 질 높은 학습 환경의 제공(인지적 자극물 또는 인지

적 자극 활동)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구소득

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는 부모의 사회정서적 고통과 

양육행동을 통한 경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구인회 등(2006)과 김광혁(2010)은 각각 서울아동패널 1차년

도(초등학교 4학년)와 2차년도 데이터(초등학교 5학년)를 이용하

여, 욕구소득비로 측정한 소득 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과 그 매개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투입된 다양한 매

개변인 가운데서 아동에게 제공된 인지적 자극 정도가 빈곤 및 저

소득층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매개변수 중 하

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구인회 외, 2006; 김광혁, 2010; Gershoff 외, 2007; 

Guo & Harris, 2000; Yeung, 외, 2002)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 정도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그 학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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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

들 중에서 어떤 것이 아동의 학업성취를 증진하는 데에 가장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경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모투자의 매개경로를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

자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자녀교육에 대한‘시간적 투자(Time 

investment)’와 ‘물질적 투자(Material investment)’를 구분하

여 어떤 경로가 가구소득과 아동의 인지발달 간 관계를 더 잘 설명

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Gershoff 등(2007) 및 Guo & 

Harris(2000)와 같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모투자 모형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보다는 부모투자 모형과 가족스트레스 모형 경

로를 비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Yeung 등(2002)은 인지적 

자극물 제공과 인지적 자극을 주는 부모와의 활동을 각기 다른 변

수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그들은 부모투자 경로를‘가구소득 → 

인지적 자극물 제공 → 인지적 자극 활동 → 아동의 인지발달’과 

같은 순차적 연쇄 형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인지적 자극물 제공과 

부모의 시간적 투자가 요구되는 인지적 자극 활동 중에서 어느 것

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상대

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일하게 Holod(2012)가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Holod(2012)의 

연구모형에서는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 중에서 어떤 것이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아동의 읽기 및 수학의 성취도 간의 관계를 

더 잘 매개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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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olod(2012)의 연구모형

이 연구모형에는‘시간적 투자’에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활

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책읽기, 게임하기, 

미술 및 공예, 부모의 이야기 들려주기,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이 

잠재변수로서 측정되어 있다. 또한 ‘물질적 투자’에는 아동용 책

의 수, 음악 테이프와 음반의 수, 가정용 컴퓨터의 보유여부가 잠재

변수로 투입되어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은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

향을 미쳤다. 하지만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부모의 시간적 투자

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광혁(2014)은 가족의 경제적 박탈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

에 미치는 경로를 밝히기 위해 부모투자 모형과 가족과정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는 부모투자를 인지적 자극을 위한‘시간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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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종속변수인 아동의 사회성은 부모투자 모형보다는 가족과정 

모형을 통한 매개가 상대적으로 더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타인과 연결된 행동, 타인과 함께 하는 행동의 발달인 사회성의 발

달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이처럼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부모투자의 두 가지 경로를 구분하

여 구체적으로 탐색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아

직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서, 부모투

자의 두 경로에 집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성취를 증진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간

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의 변수를 분리하여 어떤 것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자원이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

자의 형태로 분배되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

를 보여주는 Holod(2012)의 연구모형을 한국의 교육 상황에 적합

하게 수정하였다. Holod(2012)의 연구모형은 본 연구에 직접적으

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우선 Holod(2012)의 연구에서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 변수

들은 모두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시간 투자와 물질 투자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아동은 

Holod(2012)의 연구대상인 유치원생에 비해서 더 다양한 외부활동 

및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 15 -

투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Holod(2012)의 연구모형보다 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Holod의 연구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Gershoff 등(2007)의 연구모형에서 부모투자

(Parental investment)의 잠재변수로 투입된 네 가지 변수를 활용

한다. 즉, Gershoff 등(2007)의 연구모형에서 네 가지의 부모투자 

관련 변수인 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 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 투자 등을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두 가지의 

기본적 자원인‘시간적 투자’와‘물질적 투자’로 구분하여 그 상

대적 중요성을 검증한다.

그런데 한국 부모의 교과 외 활동에 대한 지원의 양상이 학습과 

관련된 활동들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학습 관련 교과 외 활

동’과‘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구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 외 활동에 대한 부모의 투자를‘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 투자’와‘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 

투자’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Holod(2012)의 연구모형은 부모투자 경로의 구체적 탐색

에 집중한 탓에 가구소득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인 부모의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

향력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투자 모형에 초점을 맞추되, Gershoff 등(2007)에 

제시된 부모의 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변수

로 투입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림 2>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

다. 먼저 Holod(2013)의 모형을 바탕으로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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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경로를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

적 투자로 큰 범주에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시간적 투자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변수로는‘부모와의 외부활동’과‘부모의 학교

참여’를 포함하였다.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로서는

‘인지적 자극물 제공’,‘교과 외 활동(학습)’,‘교과 외 활동(예

체능 및 취미)’를 포함하였다.

<그림 2> 본 연구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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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1. 아동의 학업성취

학업성취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광의의 측면에서 학업성취는 학교 교육의 결과를 총칭하는 의미

이다. 즉,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학생이 획득한 지식, 기술, 기능, 가

치, 행동, 태도 등의 모든 학습결과를 의미한다. 또한 협의의 측면에

서 학업성취는 교과교육을 통해 얻은 인지적·지적 영역의 학습결

과를 의미한다(최미나, 2007). 일반적으로 개인이 학교 교육을 통

해 얻게 되는 일종의 학업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학력이나 시험성적, 

등수, 내신 성적, 수능성적 등은 협의의 의미의 학업성취이다. 즉, 

학업성취는 시험을 통해 나타나는 인지적 학습 능력을 지칭한다(고

용천, 2013).

이러한 아동의 학업성취는 개인의 학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 외에도 다른 기능이 있다. 아동의 학

업성취는 비단 학교에서의 학업능력에 대한 평가 차원을 넘어서, 장

차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그리고 정치적 권

력 등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손준종, 2002). 

학생 시절 더 나은 학업성취를 보인 개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

이 원하는 직업을 갖거나 더 많은 소득을 얻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Leibowitz, 1974). 아동기의 학업성취는 단지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 생

애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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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서 학업성취, 교육성취와 같은 교육문

제가 논의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교육 불평등이 세대 간 계층 재생

산을 야기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학업성취는 

부모의 소득·교육수준·직업지위과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박창남·도종수, 2005). 

이것은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 또는 

교육성취를 통해 그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로 전승된다는 것을 암시

한다.

부유층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더 많은 투자를 받아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갖는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학업이나 직업적으로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상대적으

로 더 적은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교육적으로 평등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김세직, 2014). 저소득층 가정의 부

모는 그 자녀에게 학교나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과 영양가 있

는 음식, 공부하기에 적합한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

는다(Harper 외, 2003). 더 나아가 가구경제가 침체된 기간 동안 

자녀가 학교를 빠지고 노동을 통해 가구경제에 기여하도록 강요되

는 경우도 있다(Birdsall 외, 1998).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자주 

학교를 빠진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게 되고, 낮

은 학업성취는 결국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낮은 

임금의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

(Corcoran, 1995). 이처럼 세대 간에 걸쳐 반복되는 빈곤의 패턴

은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을 통해 어떻게 세대 간에 재생

산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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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결과는 반복되는 계층 간 불평등

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개입지점으로서 아동의 학업성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즉, 학업성취는 단순히 학교에서의 지적 

성취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불평등의 악순환을 예견하는 시발점

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 변인으로 일관되게 보고하는 것은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지위 등이다(방하남·김기

헌, 2002; 장상수·손병선, 2005). 사회적 결정요인들 중에서도 가

구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 격차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가구소득에 따라 부모가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를 

아동의 학습 환경과 안전한 환경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지가 결정

되기 때문이다(Duncan & Brooks-Gunn, 1995; Yeung 외, 2002).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가구소득과 같은 가족의 물질적·외적인 기

반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Brooks-Gunn & Duncan (1997)은 가구소득이 아동의 사회정서

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의 인지적 능력이나 학업성취와 

더 강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가구의 빈곤과 아동의 인

지적·언어적 수행 능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loyd, 1998; Bradley & Corwyn, 2002). 

이것은 부모교육 수준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마찬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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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의 경제수준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한국교육고용

패널(Korean Educational and Employment Panel; KEEP) 데이

터를 활용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

구들(강유진, 2010; 김경근, 2005)은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

의 학업성취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강유진(2010)은 아동의 성

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소득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 학교 내 사

회적 자본을 동시에 고려하더라도 가구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보였다. 김경근

(2005)은 가계소득 수준과 자녀의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정비례관

계에 있음을 보이며,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

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임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아버지의 학력 및 

직업위계, 지역규모가 성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청소년패널(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 중2 

패널을 통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김광혁, 2008; 박창남·도종수, 2005)에서도 빈

곤 및 낮은 가구소득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김광혁(2008)은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기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기 아동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

으며, 장기간 연속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

업성적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창남·도종수(2005)는 소득집

단별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위소득집단에서는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

지 않았지만, 중위소득집단과 하위소득집단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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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동패널(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 1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한 구인회 등(2006)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가구

소득의 영향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소득 계층에서는 소득의 영향이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빈곤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에 대한 소득의 영향은 비선형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광혁(2010)은 서울아동패널, 한국

청소년패널(초4), 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교육종단연구 등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학업성취

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소득의 

영향 차이는 아동의 발달 시기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보고하

였다.

이처럼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기 위

한 가족의 물질적 투입이 저소득층 아동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

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업성취

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은 저소득층 및 빈곤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것들은 소득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진하여 이들이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해 지급된 추가적인 소득보조금

이 반드시 아동의 인지발달의 증진에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Becker(1993)도 정부가 저소득 부모의 소득을 높이기 위

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난한 아동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는 데

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약 아동을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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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된 수당의 일부가 부모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 사용된다거나, 아동의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패스트푸

드나 값비싼 운동화를 구매하는 데에 사용된다면 소득보조 정책이 

의도했던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Mayer, 1997:47).

따라서 아동의 학업성취의 격차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라면 계층 간 소득이전을 통한 가구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실질적으로 아동의 인지발달의 증진을 위해 좀 더 효율적인 

구체적 개입지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입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가구소득의 직접적 효과뿐만 아

니라 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모두 분석하

여 보다 효율적인 실천 및 정책적 개입을 위한 개입지점을 파악해

야 한다.

제2절 매개경로로서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축적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이 영향을 매개하는 경로를 

밝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입 지점을 찾는 연

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Mayer(1997)는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

한 후에도, 낮은 가구소득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식품이나 낮은 인지

적 자극의 장난감 및 활동들로부터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Mayer는 가

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는 소득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

니라, 아동에게 제공된 물질이나 활동 등의 잠재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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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투자 모형에 따르면, 부모의 투자는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

성취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교

육에게 할당하는 투자의 수준이 정해지고, 부모투자의 수준은 아동

의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Becker & Tomes, 

1993).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 자원으로서 돈과 시간을 꼽는 부

모투자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학업성취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 모두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

적 투자는 대체로 교환관계에 놓이게 된다.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서

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더 많은 물질적 투자를 위해 맞벌이를 선택

하기도 한다. 만일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

는 물질적 자원은 증가하겠지만, 그들이 아동과 함께 하는 교육적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은 줄어든다. 이와 같은 

교환관계의 상황에 있는 부모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아동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해서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 중에서 어

느 것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여야 한다.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국

내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의 두 가지 유

형을 구분하여 부모투자의 구체적인 매개경로를 파악한 경우는 없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투자의 두 가지 유형과 아동의 학업성

취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Gershoff 등(2007)에서 매개변수인 

부모투자의 잠재변수로 활용했던 부모와의 외부활동(Parent 

activities with child out of home), 부모의 학교참여(Parent 

involvement in school), 인지적 자극물 제공(Purch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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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ly stimulating materials), 교과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등의 네 가지 변수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라는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누었다. 부모의 시간적 투자

에는 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가, 물질적 투자로는 인지

적 자극물 제공과 교과 외 활동 투자(학습/예체능 및 취미)가 포함

된다.

1. 시간적 투자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 투자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서‘부모와의 외부활동’과‘부모의 학교참여’변수를 활용하였다.

1) 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와의 외부활동(Parent activities with child out of home)

은 아동 인지발달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는 집 밖의 문화활동들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예로는 미술관 방문, 박물관 견학, 과학관 견학, 

공연 및 영화 관람 등의 활동이 있다.

많은 연구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인지적 자극에 많이 노출된 아

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Bradley, 1994; Bradley 외, 2000; 

Bradley & Corwyn, 2002). 특히 가족과 함께 인지적 자극을 주

는 외부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한 아동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들에 비

해 학교에서의 적응과 학업성취에 더 성공적이었다(Bradley & 

Corwy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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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국내 연구들도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술관, 박물관, 오페라 관람과 같은 문화적 외부활동이 풍부했으며, 

이런 부모와의 외부활동이 학업성취와도 높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

었다고 확인하였다(김은미, 2012; 김현아, 2010; 김현주·이병훈, 

2007; 전민정, 2005). 하지만 일부 다른 국내 연구는 부모와 아동

의 문화활동 참여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오

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경

근·변수용, 2007; 임고은, 2012).

이처럼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임고은(2012)은 

가족과의 외부 문화활동에 대한 측정 도구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연구자들은 부모와의 문화활동을 측정하는 활동의 종류

와 범위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임고은(2012)은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문화 활동으로 측정되는‘영화관람, 연극 및 

뮤지컬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클래식·오페라 공연 관

람’과 같은 측정 변수 외에도‘문화유적 등을 보러 국내여행을 간

다.’,‘관광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해외여행을 간다.’와 같은 추가

적인 변수들도 문화 활동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또한 김경근·변수

용(2007)은‘전통음악, 민속공연 공연에 간다.’와 같은 변수를 추

가로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정변수에서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김경근·변수용

(2007)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

는 한국의 특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외부 문화활동의 

참여는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감소시켰고, 

그것이 오히려 학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연구의 상이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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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자극을 주는 문화적 경험은 소득과 아동의 인지발달을 매개하

는 부모의 시간투자의 중요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Gershoff 외, 

2007; Guo & Harris, 2000; Yeung 외, 2002). 부모가 아동에게 

인지적 자극을 주는 외부활동에 얼마나 시간적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 즉,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 수준에 따라 그들이 자녀의 인지발달

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낮은 사회경제

적 지위의 부모는 아동에게 충분한 시간적 투자를 할 여건이 허락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한부모 가정, 불

규칙한 근무시간, 유연하지 않은 근무일정 등은 저소득층의 부모가 

아동과의 외부활동에 대한 시간적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Gootman & Smolensky, 2003).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외부활동의 차이는 부모의 

가치와 선호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아동

의 외부활동은 문화자본에 대한 부모의 투자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

이다(Bourdieu, 1986).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모는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의 부모에 비해 다양한 문화활동들에 자녀들을 노출시

키는 경향이 적은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유적지를 방문하는 횟수와 독서량을 문화자본으로 

측정한 결과, 자녀와의 문화자본 공유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De Graaf 외, 2000). 이러한 연구

들은 낮은 소득이나 학력 지위를 가진 저소득층의 부모는 자녀와의 

외부활동을 위한 시간적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학교에서는 박물관 견학이나 발레공연 관람 등의 문화적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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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배계층의 문화자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Dumais, 2002). 

따라서 아동기에 이러한 외부활동에 대한 부모의 투자 경험이 적었

던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이후 학교교육을 이수하는 데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염은정, 2010). 즉, 부모가 자녀와의 외부활동

에 대한 시간적 투자를 적게 하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인지적 자극을 받을 기회가 적다. 학교에서 가

르치는 문화에 대한 친숙도가 떨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학교에의 적

응과 학업성취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인 것이다.

2) 부모의 학교참여

부모의 학교참여는‘자녀가 학업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

도록 돕는 교육적 참여의 행동과 실제’로서 정의된다(Grolnick & 

Slowiaczek, 1994).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부모의 교실 

방문,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작용과 같은 학교참여부터 숙제지도와 

같이 가정에서의 교육 참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임선아, 2011: 

222).

부모의 학교참여가 학교와 관련된 아동의 인지발달 및 적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 아

동기에는 부모의 학교참여와 아동의 학업능력이나 언어능력, 사회성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olnick & 

Slowiaczek, 1994; Hill & Craft, 2003).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

학생의 시기에도 부모의 학교참여가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Gottfried 외, 1994; 

Shumow & Miller, 2001). 미국의 아동초기 교육에 대한 종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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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 임선아(2011)는 부모의 숙제보조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봉사활동 참여가 아동의 읽기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서 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시간적 투자가 점차 줄어들었지만, 중·

고등학교 시기에도 부모의 적극적인 학교참여는 자녀가 숙제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숙제를 완성할 확률을 증가시켰다(Epstein 외, 

2002).

국내 연구들도 부모의 학교참여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동범(1998)은 초등학교 5학년

생 집단에서 학부모 회의참가 및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학교성적 및 

진로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 등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의 교육종단

조사를 분석한 변수용·김경근(2008)도 학부모회 가입, 학부모 모

임 참가, 학부모 활동 참여, 학교 자원봉사 활동 등의 학교참여가 

모든 교과목에서 자녀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부모의 학교참여 정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라 달라진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부모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부모에 비해 학교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중산층의 부모가 가장 교육열이 

높았고, 학교 행사 참여 및 숙제지도를 비롯한 교육지원 활동에 가

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화 외, 1993; 주동범, 1998; 노현

진, 2012; Lareau, 2003). 이에 반해서 노동계층이나 저소득층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자유 시간을 허용하고 덜 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활동에 관여하며, 학교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들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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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교육의 역할을 온전히 위임하는 경향이 있었다(Lareau, 2003). 

이것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모들은 유연하지 않은 근무일정

과 교통상의 불편, 학교와의 소통에서 느끼는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학교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적극적인 학교참여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낮은 소득이나 학력수준을 가진 저소

득층의 부모는 물리적 여건과 사회정서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모에 비해 학교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

다. 따라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저소득층의 아동은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의 어려

움을 보였다.

2. 물질적 투자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물질적 투자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서‘인지적 자극물 제공’과‘교과 외 활동(학습)’,‘교과 외 활

동(예체능 및 취미)’변수를 활용하였다.

1) 인지적 자극물 제공

인지적 자극물은 아동의 인지적·지적 발달을 촉진하는 도구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인지발달단계에 맞는 책이나 활용할 

수 있는 악기, 이야기 테이프나 음반, 장난감 등이 인지적 자극물에 

포함된다. 자녀의 인지발달에 자극이 되는 도구들을 제공하지 못하

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에의 참여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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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반드시 부모와 함께 인지적 자극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은 인지적 자극물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인지발달을 꾀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읽기쓰기능력 발달(literacy development)

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Johnson 외, 2008),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는 것이 필수적인 형태의 초기 인지적 자극이긴 

하지만 아동에게 책에 대한 접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초

기 언어기술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동은 혼자 

있을 때도 책을 통해 스스로 언어유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일 아동의 인지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인지적 자극물이 주어진

다면, 반드시 부모와 함께 하는 인지적 자극 활동이 아닐지라도 아

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중산층의 부모가 노동계층의 부모보다 자녀의 

학습 자료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Bradley 

& Corwyn, 2002, 2004; Lareau, 2003). 저소득층의 가정은 중

산층의 가정에 비해 자녀에게 아동용 책이나 장난감, 악기를 제공하

는 경우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Bradley & Corwyn, 2004).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부모는 자녀의 장난감이나 책을 구입하는 데 

투자할 금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경

제적 자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자극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

의 능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아동에게 투자되는 인지적 자극물 제공을 포함하는 물리

적 가정환경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표보다 아동의 인지발달과 더 

강한 연관이 있었다(Bradley 외, 1977).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성

의 차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아동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아동보다 더 낮은 인지적 기술과 발달수준에 머무는 한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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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ley 외, 1988). 그리고 낮은 인지적 자극물에 노출된 저소득

층의 아동은 학교에서의 인지적·지적 학습결과를 측정하는 학업성

취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Mcloyd, 1998). 지속적인 빈곤이 아

동의 IQ와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정에서의 낮은 인

지적 자극물은 저소득층 아동의 인지적 기능 감소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력을 제공하였다. 또한 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가

장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 과정에서 인지적 자극을 

주는 물리적인 가정환경은 간접적인 효과를 미쳤다(Bradley & 

Corwyn, 2002). 이런 맥락에서 Holod(2012)는 부유층 아동과 저

소득층 아동 간의 인지발달 차이가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인지적 자

극물의 보유 여부에 달려있지는 않겠지만, 부유층의 아동들은 책이

나, 음반, 가정용 컴퓨터 같은 학습도구들에의 노출로부터 누적 이

익(cumulative advantage)을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 다음 

단계의 인지발달에서 부유층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간의 격차는 더

욱 크게 벌어진다고 판단하였다.

가구소득과 학업성취 간 관계에서 인지적 자극물 제공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구인회 등(2006)과 김

광혁(2010)은 서울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곤과 아동의 학

업성취 간 관계에서 인지적 자극의 매개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정 내의 인지적 자극만이 학업성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인지적 자극물 제공’

(신문구독, 악기보유, 어린이용 책 보유 등)과 부모의 시간적 투자

가 전제되는‘인지적 자극 활동’(박물관 및 과학관 관람, 영화 및 

공연 관람 등)을 구분하지 않은 탓으로 단순한 인지적 자극물 제공

이 주는 매개효과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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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부유층 가정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발달 및 학업성취

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정에서의 충분하지 않은 인지적 자극물 제공

이 그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2) 교과 외 활동 투자

교과 외 활동은 정규교육과정 영역의 밖에 위치하는 구조화된 학

습활동을 의미한다(Mahoney & Cairns, 1997). Eccles 등(2003)

은 교과 외 활동을 분류하여 교회참석, 봉사,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친사회적 활동’, 밴드나 연극, 춤 등의 공연과 관련된 

‘공연 활동’, 풋볼이나 야구팀 등의 팀원으로서의‘팀 스포츠 활

동’, 학생회 활동, 치어리더 활동 등의‘학교참여 활동’, 토론, 외

국어, 수학, 과학, 학습 관련 개인교습 등의‘학습 관련 활동’등 다

섯 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미국 사회의 교과 외 활동은 학업과 밀접히 관련된 활동

에서부터 다소 거리가 있는 취미나 특기 활동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다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교과 외 활동 관련 연구들은 교과 외 

활동의 범주 설정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내놓았다. 학습 관련 활동(예를 들어, 수학 동아리, 외국어 

동아리, 학업과 관련된 과외교습)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Marsh, 1992; McNeal, 1995; 

Eccles 외, 2003). 하지만 댄스 및 취미 동아리와 같은 일부 교과 

외 활동들은 오히려 학업성취를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

다(Marsh, 1992). 그렇지만 학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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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학교 커뮤니티에서 개인의 위신을 높이고 사회적 소속감을 

확장시킬 경우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었다(Eder & Parker, 1987; Kinney, 1993).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일수록 교과 외 활동에서 더 

높은 참여율과 리더십, 재능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ooper 

외, 1999; Eccles 외, 2003; Lareau, 2003). Lareau(2003)에 따

르면, 중산층의 부모는 자녀에게 축구나 야구, 피아노 등을 배우도

록 장려하며, 이에 따라 아동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학교 밖 활동

의 스케줄을 소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의 아동들은 일정을 관

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 등 화이트칼라 계층에의 편입에 도움

이 되는 자질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였다. 반면에 노동계층이나 저

소득층의 부모는 아이들의 활동을 어른의 세계와 무관한 것으로, 나

아가 어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이들만의 즐거움으로 간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Lareau, 2003). 따라서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방과 후 시간을 자율적으로 채워야 하였고, 중산층의 아동에 비해 

조직적인 활동(organized activities)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연히 적

었다고 보고하였다(Lareau, 2003; Mahoney 외, 2005).

서구의 교과 외 활동 영역이 매우 다양하게 분화하는 것과는 달

리, 국내의 교과 외 활동에 대한 부모의 투자는 주로 학습능력 향상

과 관련된 사교육 지원의 형태에 집중되고 있다. 국내의 다수 선행

연구들은 부모들이 사교육 항목들 중에서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 

교육보다는 수학, 영어 등 학습능력 향상과 관련된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강용원, 1995; 김보용, 2009; 정재미, 

2006). 이 같은 한국 부모의 사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의 양상을 고

려할 때,‘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과‘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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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활동’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구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 

외 활동에 대한 부모의 투자를‘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 투자’와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 투자’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

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은 서구에 비해 교과 외 활동에 대한 부모투자가 비록 학습 

관련 사교육에 편중된 경향은 있지만,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서구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비롯한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07; 정재

미, 2006; 최미나, 2007). 그리고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가 학

생의 학업성취 향상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강향림, 2005; 이은우, 2006; 박현정 외, 2008; 최미나, 2007).

이처럼 국내·외의 연구들은 아동의 정규교육 과정 외의 활동에 

대한 부모의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

의 교과 외 활동 참여를 위한 부모의 물질적 투자가 가구소득과 아

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앞서 매개경로의 맥락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 특히 소득이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

명하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부모는 자녀의 인지발달과 학업성취에 

시간적·물질적인 자원을 할당하는 데에 가구소득이 높은 부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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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는 계층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앞서 검토한 부

모의 시간적 투자(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와 물질적 

투자(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 투자(학습/ 예체능 및 취

미))의 변수들이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사이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어떤 경로가 두 변수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하

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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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를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로 구분해서 분석한 Holod(2012)의 연구모형 

<그림 1>을 큰 틀로 하여, Gershoff 등 (2007)에서 부모투자 경로

의 잠재변수로 처리했던 교과 외 활동, 부모의 학교참여, 인지적 자

극물의 구입, 부모와의 외부활동을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로 구

분하여 보완을 한 새로운 연구모형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시간적 투

자로는 부모와의 외부활동과 부모의 학교참여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물질적 투자로는 인지적 자극물의 제공, 교과 외 활동(학습), 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2>과 같다.

<그림 2> 본 연구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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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는 먼저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후에 시간적 투자(부모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와 물질적 투자(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 

투자(학습), 교과 외 활동 투자(예체능 및 취미)) 각각이 아동의 학

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시간적 투자(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와 

물질적 투자(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 투자(학습), 교과 

외 활동 투자(예체능 및 취미))의 상대적인 매개효과의 크기를 비

교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의 매개변수(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 투자(학습), 교과 외 활동 투자(예체능 및 취미), 부모와의 외

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를 동시에 투입하여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 중에서 어느 경로가 가구소득과 학업성취 간 관계를 더 잘 설

명하는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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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가설

<그림 2>의 연구모형에 토대를 둔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그에 따

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구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가구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는 아동의 학

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1. 부모의 시간적 투자(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부모의 물질적 투자(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학습), 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는 아

동의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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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는 가구소득

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3.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는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3-1. 부모의 시간적 투자(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는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3-2. 부모의 물질적 투자(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학습), 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는 가

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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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인 서울아동패널

연구단의 서울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중에서 3차년도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서울아동패널 3차년도 데이터는 2015년 현재 일반에 공

개된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6

학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서울아동패널, 

2010). 초등학교 6학년생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계에 속하는 시

기로서, 아동기를 통해 축적된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들의 학업성취

의 격차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연령대이다.

서울아동패널은 서울지역의 한 자치구를 선정하여 자치구 내의 

전체 초등학교를 저소득지역 학교와 비저소득지역 학교로 층화한 

다음에 저소득지역 학교를 과대표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된 초등학교는 총 11개교였으며, 8개 저소득지역 

학교의 6학년생 1,102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3개 비저

소득지역 학교의 683명도 비교 대상 집단으로 조사에 포함하였다

(서울아동패널, 2010).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서울아동패널의 3차년도인 6학년

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의 아동 표본 유지율은 86.6%로 조사 

성공 사례가 1,546명이고, 부모 표본 유지율은 75.4%로 1,345명

이었다(서울아동패널, 2010). 이들 중에서 아동과 부모가 쌍체를 

이루는 1,344명의 데이터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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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학업성취’수준을 측정하는 문항 및 아동

의‘학교생활’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만 아동 본인의 응답을 활용

하였다. 그 외의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부모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1. 종속변수: 학업성취

학업성취는 교과교육을 통해 얻은 인지적·지적 영역의 학습결과

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학력이나 성적 등의 지표를 통

해 그것을 측정하였다(최미나,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아동

의 학업성취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작성된 국어와 수학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측정된 점수를 활용하였다. 국어와 수학은 각각 

15점 만점으로 측정된 원점수의 합을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가구소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가구소득의 측정은‘지난 3개월간 

귀댁의 한 달 평균 가구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단위: 만원)’라는 

문항에 대한의 부모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정규성

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월평균 소득 기입값에‘1’을 더한 후

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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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수: 부모투자

매개변수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투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투

자를 측정하기 위해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로 구분되는 다섯 

가지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였다.

1) 시간적 투자

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와 아동의 외부활동 수준은 HOME 인

벤토리를 축약한 지표에 대한 부모의 응답을 통해 측정하였다. 부모

의 외부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은‘당신은 지난 1년간 몇 번 

정도 자녀를 박물관이나 미술관, 과학관에 데려갔습니까?’,‘당신

은 지난 1년간 몇 번 정도 자녀를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데려갔습니

까?’등 2문항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0번(1점)’,‘1-2회(2

점)’,‘10회 미만(3점)’,‘월 1회(4점)’,‘주 1회 이상(5점)’

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의 외부활동에 대한 투자수준이 높은 것이다.

부모의 학교참여: 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측정은‘자녀와 자녀

의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대화한다.’,‘나는(혹은 배우자) 자

녀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다.’,‘학교가 

주최하는 학부모회 모임 등과 같은 행사에 참석한다.’,‘자녀가 숙

제를 다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다.’등 4 문항에 대한 부모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모두‘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그런 편이다(3점)’,‘항상 그렇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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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로 구성된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교참여 수준이 높은 것이다.

2) 물질적 투자

인지적 자극물 제공: 부모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인지적 자극물의 

수준은 HOME 인벤토리를 축약한 지표에 대한 부모의 응답을 통해 

측정하였다. 서울아동패널에서 측정한 인지적 자극물에 관한 척도는 

Guo & Harris(2000)에 따라 미국의 대규모 서베이인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에서 이용했던 해당 영역의 

설문문항을 활용한 것이었다. 인지적 자극물 제공은‘신문을 정기적

으로 구독합니까?’,‘집에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악기(피아노, 기

타, 바이올린 등)가 있습니까?’의 문항에 대해‘그렇다(1)’,‘아

니다(0)’로 코딩하였다. 예외적으로‘교과서 이외의 어린이용 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라는 문항은‘없다(1점)’,‘10권 미만(2

점)’,‘50권 미만(3점)’,‘100권 미만(4점)’,‘100권 이상(5

점)’5점 척도로 코딩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표준

점수의 합을 활용하였다.

교과 외 활동 투자(학습 / 예체능 및 취미): 아동의 교과 외 활

동에 대한 부모의 투자수준은‘지난 한 해 동안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과외지도의 유무 및 기간’에 대한 응답을 측

정하였다. 응답은‘학습지도(예: 학원, 학습지 등)’,‘음악(예: 피

아노, 바이올린 등) 및 미술’,‘체육(예: 수영, 태권도, 축구 등) 

및 무용(예: 스포츠댄스, 발레, 고전무용 등)’,‘기타 취미활동(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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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붓글씨, 컴퓨터 등)’등의 네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받은 적이 없다(0)’,‘1~3개월(1)’,‘4~6개월

(2)’,‘7개월 이상(3)’으로 코딩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수준이 높은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학습 관련 사교육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

타나는 한국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과 예

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을 나누어 그 영향을 조사하였다. 

교과 외 활동 중‘학습지도’는‘교과 외 활동(학습)’의 변수로, 

그 외에‘음악 및 미술’,‘체육 및 무용’,‘기타 취미활동’은

‘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4. 통제변수

1) 아동 성별

아동의 성별은 여성(1), 남성(0)으로 처리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2) 가구원 수

가구원 수는‘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본인을 포함해서 모

두 몇 명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부모 응답을 활용하였다.

3) 가구 구조

가족 구조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1’, 그렇지 않은 

경우를‘0’으로 처리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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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학력 / 모 학력

부 학력과 모 학력 모두‘대졸이상’을 기준변수로 하여,‘중

졸이하’와‘고졸이하’를 가변수로 구성하였다.

5) 모 근로시간

모 근로시간은‘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을 일하셨습니까?’에 

대한 부모의 응답을 활용하였다.‘근로 하지 않는 경우(0

점)’,‘10시간 미만(1점)’,‘10-19시간(2점)’,‘20-29시간

(3점)’,‘30-39시간(4점)’,‘40-49시간(5점)’,‘50시간 이

상(6점)’으로 코딩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6) 부모우울

부모우울에 대한 측정은‘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죽

고 싶은 생각이 든다.’,‘외롭다.’,‘매사에 걱정이 많다.’,‘매

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매사가 힘들다.’등 6문항에 대한 

부모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별로 그렇지 않다(2점)’,‘그런 편이다(3점)’,‘항상 

그렇다(4점)’로 구성된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7)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은‘당신은 자녀와 얘기할 때 꾸지람 없이 대

화하는 편입니까?’,‘당신은 자녀에게 평소 따뜻한 감정을 보이

는 편입니까?’,‘당신은 자녀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해 말로 설득

하는 편입니까?’,‘당신은 자녀와 얘기할 때 아이가 대화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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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격려하는 편입니까?’,‘자녀의 행동을 자주 칭찬해줍니

까?’,‘자녀가 집에서 학교숙제를 할 때,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

을 하십니까?’로 구성된 6문항에 대한 부모의 응답 점수를 합산

한 값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모두‘전혀 그렇지 않다(1

점)’,‘별로 그렇지 않다(2점)’,‘그런 편이다(3점)’,‘항상 

그렇다(4점)’로 구성된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8) 학교생활

아동의 학교생활의 측정은 Cavazos(1990)의 학교생활척도

(school life scale)을 박현선(1998)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사

용하였다.‘전반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

낸다.’,‘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한

다.’,‘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칭찬해 주신

다.’.‘수업 중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기를 죽인다.(역채

점)’,‘나는 학교가 안전하게 느껴진다.’,‘크게 잘못한 일이 없

는데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가 있다.(역채점)’로 구성된 6문항에 

대한 아동의 응답 점수를 합산한 값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모두‘전혀 그렇지 않다(1점)’,‘별로 그렇지 않다(2점)’,‘그

런 편이다(3점)’,‘항상 그렇다(4점)’로 구성된 4점 척도로 구

성하였다. 6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긍정적 학교생활 수준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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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과 다중매개효과분석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아동의 학업성취이

다. 주요 독립변수는 가구소득과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

이다. 통제변수로는 아동 성별, 가구원 수, 가구 구조, 부 학력, 모 

학력, 모 근로시간, 부모우울, 양육행동, 학교생활을 투입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다.

첫째,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주요 변수들에 관한 빈도, 백분율, 평

균, 표준오차를 파악하였다. Kline(2005)의 기준(왜도 3 미만, 첨

도 10미만)으로 정규분포성을 점검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주요 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을 포

함하여 Pearson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종속변수와 주요 독립변수 간의 직접 효과는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에 의해 확인하였다. 즉, [모형1]은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

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모형2]는 [모형1]에 부모의 

시간적 투자(부모와 자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와 부모의 

물질적 투자(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 투자)를 추가로 투

입하였다. 다중공선성 여부는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에 의해 확인하였다.

넷째, 부모의 시간적 투자(부모와 자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

참여)와 물질적 투자(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학습), 교

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의 다중매개효과는 Hayes(201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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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PROCESS procedure for SPSS’ macro를 활용하여 확인하

였다.1)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정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에 의해 제시되는 신뢰구간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였

다. Hayse(2013)의 SPSS macro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전체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며, 여

러 매개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를 검증해서 제시해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결과에 나타난 신뢰구간 내의 간접효과 

값에‘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부트스트랩의 사례수를 1000개로 설정하였다.

1)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방법은 Baron and Kenny(1986)와 Sobel(1982)이 제안
한 방법을 지난 30년여 동안 대중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방법은 다중매개와 이중매개와 같이 정교한 매개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
가 있었다(Hayes, 2010).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Procedure for 
SPSS macro는 이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후자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연구모형에서 정확하게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유용하다.



- 49 -

(N=1,344)

변 수 구분 빈도 (명) 백분율(%)

아동 성별

남

여

무응답

678

666

0

50.4

49.6

0

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무응답

63

556

658

67

4.7

41.4

49.0

5.0

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무응답

85

798

397

64

6.3

59.4

29.5

4.8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63

124

221

321

221

150

59

4.7

9.2

16.4

23.9

16.4

11.2

4.4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6장 연구결과

제1절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동의 성별, 부모의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근로시간, 결혼상태, 가구원수 등

을 확인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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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무응답

41

21

77

46

3.1

1.6

5.7

3.4

모 

근로시간

근로 안 함

10시간 미만/주

10-19시간/주

20-29시간/주

30-39시간/주

40-49시간/주

50시간 이상/주

무응답

484

135

77

61

102

201

141

143

36.0

10.0

5.7

4.5

7.6

15.0

10.5

10.6

결혼상태

기혼

미혼

별거

사별

기타

무응답

1165

75

17

14

13

60

86.7

5.6

1.3

1.0

1.0

4.5

가구원수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무응답

9

165

837

257

45

16

4

11

0.7

12.3

62.3

19.1

3.3

1.2

0.3

0.8

조사대상자인 아동의 성별은 전체 응답자 1,344명 중에서 남자

가 678명(50.4%), 여자가 666명(49.6%)이었다. 남녀의 구성비가 

1:1의 비율에 가깝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63명(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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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56명(41.4%), 대학교 졸업 이상이 658명

(49.0%)이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조사대상자의 어머니의 학력은 중학

교 졸업 이하가 85명(6.3%),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98명

(59.4%), 대학교 졸업 이상이 397명(29.5%)이었다. 어머니의 최

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월 평균 가구소득과 모의 근로

시간을 확인해 파악하였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단위의 

급간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63명(4.7%)이였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124명(9.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21명

(16.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321명(23.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221명(16.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은 150명(11.2%),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은 59명(4.4%),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은 41명(3.1%), 800만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은 21명(1.6%), 900만원 이상은 77명(5.7%)이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약 322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의 어머니들 중에서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는 

484명(36%), 주당 1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자는 135명

(10%), 10시간에서 19시간은 77명(5.7%), 20시간에서 29시간은 

61명(4.5%), 30시간에서 39시간은 102명(7.6%), 40시간에서 49

시간은 201명(15%), 50시간 이상은 141명(10.5%)으로 주 40시

간 이상 근무하였다. 즉, 전일제 근무로 볼 수 있는 40시간에서 49

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의 가족 형태는 부모의 결혼 상태와 가구원 수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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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부모가 기혼인 경우가 1,165명(86.7%)로 가장 많았으며, 미

혼인 경우는 75명(5.6%), 별거 중인 경우는 17명(1.3%), 사별한 

경우는 14명(1.0%), 기타가 13명(1.0%)이었다. 또한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9명(0.7%), 3인 가구가 165명(12.3%), 4인 가구가 

837명(62.3%), 5인 가구가 257명(19.1%), 6인 가구가 45명

(3.3%), 7인 가구가 16명(1.2%), 8인 가구가 4명(0.3%)이었다. 

4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인 가구, 3인 가구가 그 뒤

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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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종속

변수
아동의 학업성취 22.93 4.74 3 30 -1.04 .88

독 립

변수

가구소득

(log가구소득)

408.95

(5.79)

371.60

(.69)

0

(0)

7000

(8.85)

7.78

(-1.14)

105.30

(8.68)

시

간

적 

투

자

부모와의
외부활동

4.44 1.46 2 10 .37 .135

부모의
학교참여

10.27 2.25 4 16 .03 -.29

물

질

적 

투

자

인지적자극물 
제공

7.19 1.56 3 9 -.53 -.75

교과외활동
(학습)

3.52 1.01 1 4 -1.85 1.75

교과외활동
(예체능및취미)

1.82 .76 1 4 .73 -.07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제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인 아동의 학업성취, 가구소득, 부모

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 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

(학습), 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

음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집중경향치(Central 

tendency)와 분산도(Dispersion)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

값으로 확인하였다. 자료의 정규성(Normality)은 왜도와 첨도를 검

토하였다. Kline(2005)의 기준에 따르면 자료의 정규성은 왜도의 

절댓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야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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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아동의 학업성취는 국어성적(15점 만점), 수학성적

(15점 만점)의 합산으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값들 중 최솟값이 3

점, 최댓값이 30점이었다. 아동 학업성취의 평균은 22.93이고, 표준

편차는 4.74이었다.

독립변수인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이 408.95만원, 표준편차는 

371.6이었다. 최솟값은 0원에서 최댓값 7000만원의 분포를 보였

다. 그런데 가구소득은 변수의 특성상 표준편차가 371.6으로 매우 

컸다. 왜도 7.78과 첨도 105.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분

산안정화의 변환을 위하여 월 평균 가구소득의 기입 값에‘1’을 

더한 후 로그를 취하였다. 그 결과, log가구소득의 평균은 5.79, 표

준편차는 .69이었다. 또한 최솟값은 0에서 최댓값은 8.85의 분포를 

보였다. 왜도는 –1.14, 첨도는 8.68로 나타나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

였다.

부모의 시간적 투자 변수 중에서‘부모와의 외부활동’변수는 평

균이 4.44, 표준편차가 1.46이었다. 최솟값은 2, 최댓값은 10로 나

타났다. 부모와 아동의 외부활동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모

의 학교참여’는 평균이 10.27, 표준편차는 2.25이었다. 최솟값은 

4, 최댓값은 16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물질적 투자 변수 중에

서 ‘인지적 자극물 제공’은 평균이 7.19, 표준편차가 1.56이었다. 

최솟값은 3, 최댓값은 9로 나타났다.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투

자는 평균이 3.52, 표준편차는 1.01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투자는 평균이 1.82, 표준편차는 .76이었다. 학습 관

련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는 예체능이나 취미 관련 교과 외 활

동에 대한 투자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도와 첨도가 높게 나타났던 가구소득 변수는 분산 안정화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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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이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에서는 Kline(2005)의 정규성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변

수들은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는 가설 검증에 앞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첫째, 종속변수가 어떤 독립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를 확인하였다. 종속변수인 아동의 학업성취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독립변수는 아동성별, 가족구조, 부모학력, 모 근로시간, 부모

우울, log가구소득, 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 인지적 자

극물 제공,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 투자,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

과 외 활동 투자였다. 독립변수인 log가구소득과 종속변수인 아동의 

학업성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185, p<.001)이 있었

다. 즉, log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관련된 부모와의 외부활동(r=.197, 

p<.001), 부모의 학교참여(r=.176, p<.001)도 아동의 학업성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반영하는 인지적 자극물 제공(r=.308, p<.001),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 투자(r=.193, p<.001),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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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r=.113, p<.001) 등도 종속변수인 아동의 학업성취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 계수 값이 ±0.8 이

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Gujarati & Porter, 

2010). 본 연구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계수가 모두 

±0.8보다 작았다. 따라서 주요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을 가능

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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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가설들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

다. 추가로 Hayes(2013)의 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가구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시간적 투자(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

의 학교참여), 부모의 물질적 투자(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

동 투자(학습), 교과 외 활동 투자(예체능 및 취미)) 가 아동의 학

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log가구소득이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실시에 앞서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점검하였

다. 산점도와 히스토그램에 의해 오차의 등분산성 및 오차의 정규성

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통계치는 1.969로, ‘2’에 근접

하여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모형에서 각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2이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

로 보았다.

연구가설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과 가족스트레스 과정 관련 변수(부모 우울, 양육태도), 학교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은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의 성별, 가구원 수, 가

족 구조, 부모 학력, 모의 근로 시간, 부모우울, 양육 방식, 학교생활 

등이 통제되었다. 이들 중에서 아동의 성별, 가족 구조, 부모 학력은 

대졸이상을 기준으로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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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가구소득 → 아동의 학업성취’

주효과 모형

         
     

  : 아동의 학업성취

 : 아동성별 (남자=0, 여자=1)

 : 가구원 수

 : 가구 구조 (미혼, 별거, 사별, 이혼, 기타=0, 기혼=1)

 : 부 중학교 졸업이하 (대졸이상=0)

 : 부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졸이상=0)

 : 모 중학교 졸업이하 (대졸이상=0)

 : 모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졸이상=0)

 : 모 근로시간

 : 부모우울

 : 양육방식

 : 학교생활

 : log가구소득

1.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의 검증은 아래와 같이 회귀모형을 수립하여, 가구소

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가설 1. 가구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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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log가구소득과 통제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

와 같다.

[모형 1]의 모형 적합도인 F값은 8.105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R2값은 0.090으로 나타났

다. 즉, [모형 1]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log가구소득은 아동의 학업

성취 변량의 9.0%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log가구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B값은 .537로 나타났다. 이것은 log

가구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537점 증

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log가구소득 외에도 몇 가지 통제변수들이 아동의 학업성취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별(B=.721, SE=.290, 

p<.05)은 여자일 경우,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가족구

조(B=1.337, SE=.777, p<.10)는 통계적으로 경계적인(marginally) 

수준에서만 아동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통계적으

로 미약한 수준이지만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B=-1.179, 

SE=.371 p<.01)인 경우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비해 아동

의 학업성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

지로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B=-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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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374, p<.001)인 경우가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B=-1.597, 

SE=.945, p<.10)는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가 통계적으로 경계적인(marginal) 수준에

서만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B=-.520, SE=.927, p>.10)는 어머니의 최종학

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의 아동 학업성취도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지는 않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부모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의 

사례 수(부  중졸이하=63명, 모 중졸이하=85명)가 대졸 이상인 

경우(부 대졸이상=658명, 모 대졸이상=397명)의 사례 수에 비해 

확연히 작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비교된 집단 간의 

사례 수의 차이가 큰 탓에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가 증가

하여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다. 실제로 분석결과를 확인하더라도 부 학력 중졸 이하의 

표준오차는 .945, 모 학력 중졸 이하의 표준오차는 .927로 높은 수

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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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B SE β

독립변수 log가구소득 .537 .250 .077*

통제변수

아동성별 .721 .290 .081*

가구원수 -.069 .195 -.012

가구 구조 1.337 .777 .059+

부학력 중졸이하(대졸이상=0) -1.597 .945 -.069+

부학력 고졸이하(대졸이상=0) -1.179 .371 -.130**

모학력 중졸이하(대졸이상=0) -.520 .927 -.023

모학력 고졸이하(대졸이상=0) -1.353 .374 -.148***

모 근로시간 -.097 .062 -.051

부모우울 -.024 .048 -.017

양육행동 .038 .106 .012

학교생활 -.001 .047 -.001

상수항 20.672

R2(adj R2) .103(.090)

F 8.105***

+p<.10, *p<.05, **p<.01, ***p<.001

<표 4>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N=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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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 → 아동의 학업성취’

주효과 모형

         
       
  

  : 아동의 학업성취

 : 아동성별 (남자=0, 여자=1)

 : 가구원 수

 : 가구 구조 (미혼, 별거, 사별, 이혼, 기타=0, 기혼=1)

 : 부 중학교 졸업이하 (대졸이상=0)

 : 부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졸이상=0)

2.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2는 아래와 같이 회귀모형을 수립하여 부모의 시간

적·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검증하

였다. 부모의 시간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용하였다. 또한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

로는 부모의 인지적 자극물 제공, 부모의 교과 외 활동(학습) 투자, 

부모의 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 투자를 활용하였다.

연구가설 2.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는 아동의 학

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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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중학교 졸업이하 (대졸이상=0)

 : 모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졸이상=0)

 : 모 근로시간

 : 부모우울

 : 양육방식

 : 학교생활

 : log가구소득

 : 부모와의 외부활동

 : 부모의 학교참여

 : 인지적 자극물 제공

 : 교과 외 활동(학습) 투자

 : 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 투자

[모형 2]은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앞서 검증한 [모형 1]

에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관련된 변수인 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를 투입하였다. 또한 부모의 물질적 투자와 관련된 변수인 

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학습) 투자, 교과 외 활동(예체

능 및 취미) 투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에 제시된 <표 5>과 같다.

[모형 2]의 모형 적합도는 F값이 8.044로 p<.00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정된 R2은 .122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시간적 투자로 투입된 변수들(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참여)

과 부모의 물질적 투자로 투입된 변수들(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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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활동(학습), 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 log가구소득, 통제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아동의 학업성취의 변량의 12.2%를 설명하는 

것이다.

부모의 시간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log가구

소득, 부모의 물질적 투자, 통제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시간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인 부모와의 외부활동(B=.102, 

SE=.117, p>.10)과 부모의 학교참여(B=.053, SE=.080, p>.10) 

모두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반면에 부모의 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통제변수와 log가구소득, 부모의 시간적 투자의 영향

을 고려하더라도 인지적 자극물 제공(B=.495, SE=.120, p<.001)

과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 학습 투자(B=.410, SE=.157, p<.01)

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투자와 아동의 학업성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부모가 더 많은 인

지적 자극물을 제공할수록 아동의 학업성취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

가 도출된 이유는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 측정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추론한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위해 국어와 수학 

과목의 성적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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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국어 및 수학의 성적에는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검증한 [모형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던‘log가구소득

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

적 투자가 추가로 분석에 투입되자 그 유의도를 상실하였다. 이것은 

가구의 소득만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를 통해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시간

적 투자 관련 변수들의 값은 부모의 물질적 투자 관련 변수들의 

값보다 작았다. 이것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물질적 투자

의 영향 크기가 부모의 시간적 투자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의미이다.

그 밖에 아동의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통제변수는 아버

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과 관련된 변수들이었다. 아동의 학업성

취도는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B=-.735, SE=.372, p<.05).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B=-1.145, SE=.371, p<.01)

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면에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B=-.630, SE=.946, p>.10)의 아동의 학업성취와 대졸 이상인 

경우의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

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B=.012, 

SE=.920, p>.10)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의 성별은 통계적으로 

경계적 유의성(marginally significant)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501, SE=.289, p=.083). 따라서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

이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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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64)

  
모형2

B SE β

독

립

변

수

log가구소득 .371 .249 .053

시간적 

투자

부모와의 외부활동 .102 .117 .033

부모의 학교참여 .053 .080 .026

물질적 

투자

인지적자극물제공 .495 .120 .159***

교과외활동(학습) .410 .157 .088**

교과외활동(예체능 및 취미) .048 .198 .008

통
제
변
수

아동성별 .501 .289 .056+

가구원 수 .064 .193 .011

가구 구조 .567 .775 .025

부학력 중졸이하(대졸이상=0) -.630 .946 -.027

부학력 고졸이하(대졸이상=0) -.735 .372 -.081*

모학력 중졸이하(대졸이상=0) .012 .920 .001

모학력 고졸이하(대졸이상=0) -1.145 .371 -.126**

모 근로시간 -.036 .063 -.019

부모우울 -.001 .048 .000

양육행동 .010 .108 .003

학교생활 -.002 .046 -.001

상수항 15.083

R2(adj R2) .139(.122)

F 8.044***

+p<.10, *p<.05, **p<.01, ***p<.001

<표 5>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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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의 다중매개효과

앞서 검증한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의 결과는 탐색적 수준이

지만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한 변수들에 의해 아동의 학업성

취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이 매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가설 

1을 검증한 [모형 1]에서는 log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연구가설 2를 검증한 

[모형 2]에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자  

그 통계적 유의성은 상실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만으로

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 수 

없으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추가적인 분석으로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를 동

시에 다중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 

중에서 어느 것이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더 잘 설

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제시된 신뢰구

간을 통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 과 <표 6>에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3.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는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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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가구소득→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

→아동의 학업성취’

다중매개효과 모형

   

   

   

   

   

         
      


  : 아동의 학업성취

 : 아동성별 (남자=0, 여자=1)

 : 가구원 수

 : 가구 구조 (미혼, 별거, 사별, 이혼, 기타=0, 기혼=1)

 : 부 중학교 졸업이하 (대졸이상=0)

 : 부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졸이상=0)

 : 모 중학교 졸업이하 (대졸이상=0)

 : 모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졸이상=0)

 : 모 근로시간

 : 부모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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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방식

 : 학교생활

 : log가구소득

 : 부모와의 외부활동

 : 부모의 학교참여

 : 인지적 자극물 제공

 : 교과 외 활동(학습) 투자

 : 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 투자

우선 독립변수인 log가구소득이 종속변수인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총 효과(total effect)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3>의 a)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log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B=.5365, SE=.2495, p<.05).

다음으로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그림 3>의 b), c)와 

같이 나타났다. 우선 <그림 3>의 b)는 매개변수들이 투입된 후 직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도 변화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시간

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매개변수들이 투입된 후에 log가

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화하였다(B=.3712, SE=.2489, p>.05). 즉,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의 개별 매개효과의 합은 log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림 3>의 c)는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매개변

수로 투입된 변수들 중에서 log가구소득으로부터의 직접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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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부모와의 외부활동

(B=.3011, SE=.0070, p<.001)’,‘인지적 자극물 제공(B=.1812, 

SE=.0742, p<.05)’,‘교과 외 활동(학습) 투자(B=.1078, SE=.0544, 

p<.05)’이었다. 또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인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

치는 직접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인지적 

자극물 제공(B=.4950, SE=.1196, p<.001)’과‘교과 외 활동(학

습) 투자(B=.4097, SE=.1573, p<.0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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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64)

독립변수: log가구소득 / 종속변수: 아동의 학업성취

변수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총 효과 .5365 .2495 .0468 1.0262

직접효과 .3712 .2489 -.1173 .8597

간

접

효

과

부모와의 외부활동 .0309 .0344 -.0329 .0995

부모의 학교참여 -.0031 .0112 -.0389 .0096

인지적 자극물 제공 .0897 .0535 .0130 .2244

교과외활동(학습) .0442 .0319 .0028 .1258

교과외활동(예체능및취미) .0036 .0167 -.0218 .0483

총 간접효과 .1653 .0813 .0287 .3532

<표 6> 다중매개효과 유의도 검증

<표 6>은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적용하여 분석한 매개효과의 유

의성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log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에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변수는 부모의 물질적 투자에 

속하는‘인지적 자극물 제공(B=.0897, SE=.0535)’과‘교과 외 

활동(학습) 투자(B=.0442, .0319)’두 가지로 나타났다.

모든 매개변수의 합인 총 간접효과(total indirect effect)의 크

기는 .1653이며, 95% 신뢰구간(.0287~.3532)에서 ‘0’을 포함

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분석에 투입된 매개변수들 중에서 부모의 물질적 투자에 속

하는 변수인‘인지적 자극물 제공(B=.0897, Boot SE=.0535, 

95% 신뢰구간: .0130~.2244)’과‘교과 외 활동(학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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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442, Boot SE=.0319, 95% 신뢰구간: .0028~.1258)’변

수는 신뢰구간에서‘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log가구소득

과 아동의 학업성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별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지적 

자극물 제공에 대한 투자가 높아지고, 인지적 자극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아동일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

구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과 관련된 교과 외 활동에 투자

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아동의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의 물질적 투자 중에서‘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

미)’에 대한 투자는 95% 신뢰구간(-.0218~.0483)에서‘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즉, 가구의 경제 수준이 높다고 해서 예체능 및 취미와 관련

된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

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에 대

한 투자 정도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

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시간적 투자를 나타내는‘부모와의 외부활동

(95% 신뢰구간: -.0329~.0995)’과‘부모의 학교참여(95% 신뢰

구간: -.0389~.0096)’ 변수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된 <그림 3>을 보면,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부모와의 외부활동’에 대한 시간적 투자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많았다(p<.001). 하지만 부모와의 외부활

동 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p>.05). 이것은 부모와의 외부활동에 대한 시간투



- 75 -

자가 많다고 해서 아동의 학업성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부모와의 외부활동’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부모의 학교참여’정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달라지지 않으며, 부모의 학교참여 정도가 높

아짐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

았다. 이에 따라‘부모의 학교참여’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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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세대 간에 빈곤이 재생산되는 데에 중요한 연결고리로

서 아동의 학업성취에 주목하였다. 반복되는 교육 불평등의 고리를 

끊기 위한 효율적인 개입지점을 찾기 위해서 가구의 소득수준이 아

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매개효

과를 지니는지를 탐색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모투자 모형이 가구의 경제수준과 아동의 

인지발달 간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모투자

의 형태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모투자의 형태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았다. 

벡커의 부모투자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투자 형태는 크게 시간과 돈

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부모투자 모형을 검증한 Holod(2012)의 

연구모형을 큰 틀로 하여, Gershoff 등(2007)의 연구모형에서 부

모투자를 나타내는 잠재변수로 활용되었던 변수들을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교육 시

장이 발달하여 교과 외 활동에 대한 부모의 물질적 투자가 큰 비중

을 차지하는 한국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네 가지 변수들 중에서

‘교과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에 대한 투자는‘학

습’관련 투자와‘예체능 및 취미’관련 투자로 보다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투자이론에 따라 세 가지의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가구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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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는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매

개하는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아동패널 데이터 중에서 3차년도 데

이터에 응답한 아동과 그 부모들 1,344명이다. 서울아동패널의 3차

년도 자료는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

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서울아동패널, 2010). 분석 방법으로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의 

매개효과에 대한 추가분석으로서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통한 다중매

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은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이 아동

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B=.537, SE=.250, p<.05).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

의 학업성취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

은 지지되었다.

둘째, 연구문제 2에서는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분

석한 결과, 부모의 시간적 투자 관련 변수들인‘부모와의 외부활동

(B=.102, SE=.117, p>.10)’과‘부모의 학교참여(B=.053, SE=.080, 

p>.10)’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이로써 연구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또한 부모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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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투자 관련 변수들인‘인지적 자극물 제공(B=.495, SE=.120, 

p<.001)’과‘교과 외 활동(학습) 투자(B=.410, SE=.157, p<.157,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 투자(B=.048, SE=.198, p>.10)’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로써 연구가설 2-2는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셋째, 연구문제 3은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

자가 지닌 매개효과에 대한 추가분석으로서, 부트스트래핑 방식에 

기반한 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의 개별 매개효과의 합은 log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인지적 자극물 제공(B=.0897, 

SE=.0535)’과‘교과 외 활동(학습) 투자(B=.0442, SE=.0319)’

는 log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

러나 물질적 투자 중에서‘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 투자

(B=.0036, SE=.0167)’는 95% 신뢰구간에서 그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관련된 변수인

‘부모와의 외부활동(B=.0309, SE=.0344)’과‘부모의 학교참여

(B=-.0031, SE=.0112)’는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연구가설 3-1은 기

각되었으며, 연구가설 3-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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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논의

본 연구는 가구소득 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

과 그 과정에서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논의를 한다.

1.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가구의 소득 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학적 변수와 그 밖의 변수들을 통제한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소득 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

록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 또한 높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

록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 또한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국

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강유진, 2010; 김경근, 2005; 김

현주·이병훈, 2007; 김광혁, 2008; 박창남·도종수, 2005).

강유진(2010)은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소득이 중

학생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김경근(2005)은 부모의 직업지위, 거주지역과 더불어 가

구의 소득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김광혁(2008)은 빈곤 여부와 

빈곤 지속기간이 부모학력, 아동의 성별, 재학고교 유형, 아동의 건

강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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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박창남·도종수(2005)도 부의 직업적 

지위와 모의 취업여부, 부모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도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학업성취

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

도록 추가적인 소득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와 아동의 학업성취

본 연구는 가구소득과 그 밖의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

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일부 변수들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투입

된‘인지적 자극물 제공’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학

습 관련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1).

하지만‘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는 아

동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시간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투입된‘부모와의 외부활동’과‘부모의 학교참여’도 아동의 학업

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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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도 부모의 시간적·물질

적 투자와 관련된 변수들이 추가로 투입되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자녀의 인지발달을 위한 부모의 물질적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가구의 소득 수준 및 부모의 시간

적 투자에 비해서도 부모의 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 계층에 따른 

아동들의 학업성취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가구소

득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보조하기 위한 실

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인지적 자극물의 제공’이 많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

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의 인지적 자극물과 아동의 학업

성취 간 정적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Bradley 외, 1977; Bradley 

외, 1988; Mcloyd, 199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가정에서 아

동의 인지발달 단계에 적합한 책이나 악기 등을 접하면서 인지발달

의 자극을 충분히 제공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인지 

발달에서 더 유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곧 높은 학업성취 결

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들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

해서는 저소득층의 부모도 가정 내에서 아동의 인지발달에 자극이 

될 만한 도구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에 대한 부모의 투자수준이 높을

수록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도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정적관계를 밝힌 선행연

구들(강향림, 2005; 박현정 외, 2008; 이은우, 2006;  Eccles 외, 

2003; Marsh, 1992; McNeal, 1995)을 통해서도 지지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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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빈곤 및 저소득층 가정은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할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규 교과과정 외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물질적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 

투자 수준에서의 소득 간 격차는 소득 계층 간의 학업성취의 격차

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낮

은 계층도 방과 후 교실이나 학습 관련 동아리 활동, 사교육 등 아

동의 학습과 관련된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바

우처나 현물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부모

의 물질적 투자와는 달리,‘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교과 외 활동 경험이 아동의 학

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Eccles 외, 2003; 

McNeal, 1995)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상충된 결과의 원인을‘학업성취’의 측정상의 문제로 이해한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위해서 국어성적과 수학성적만을 

사용하였다. 만일 예체능을 포함한 전 과목의 학업성취를 측정한다

면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결과는 부모의 물질적 투자와 시간적 투자

를 함께 투입하였을 때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시간적 투자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모의 물질적 투자가 부모의 시간적 투자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시간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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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본 연구가 모든 형태의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를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부모의 시간적 투자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의 다중매개효과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다중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통해 유의도 검증

을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은 부

모의 물질적 투자 관련 변수들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가구소득이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학업성

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물질적 투자 중에서‘인지적 자극물 제공’과‘교과 외 

활동(학습)’에 대한 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앞서 다중회귀분석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물질적 투자 중에서‘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에 대한 투자와 시간적 투자 관련 변수들인‘부모와의 

외부활동’과‘부모의 학교참여’는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매개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가구의 경제 

수준의 영향은 부모의 시간적 투자에 비해 부모의 물질적 투자 경

로를 통해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수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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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모의 물질적 투자 중에서‘인지적 자극물 제공’은 가구

소득 수준과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 간에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 연

구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선행연구도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인지적 자극물 제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radley 

& Corwyn, 2002, 2004; Lareau, 2003; Votruba-Drzal, 2003),  

인지적 자극물의 제공이 많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 높게 나타났

다(구인회 외, 2006; 김광혁, 2010; Bradley 외, 1988, Mcloyd, 

1998).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투자 모형에서 제시된 가구소득이 아

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지지한다. 소득이 높은 가구

는 저소득 가구에 비해 아동에게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다. 

부모는 이들 자원을 가지고 아동에게 더 많은 인지적 자극물을 제

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인지적 자극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아동은 인

지적으로 더 많이 발달하며,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얻

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물질적 투자 중에서‘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은 

가구소득 수준과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 간에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규 교육과정 외 활동에의 

참여에 대한 부모의 투자 수준이 높으며, 정규 교육과정 외 사교육 

활동 지원과 아동의 주요 과목 학업성취가 정적 상관에 있다는 선

행연구(강향림, 2006; 김은정, 2007; 박현정 외, 2008; 이은우, 

2006; 최미나, 200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투

자 경로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가구는 아동의 학습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진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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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과외나 사교육, 학교 방과후 수업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받은 아동은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하여, 국어 및 수학 시험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물질적 투자 중에서도‘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은 가구소득 수준과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없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가구소득()→

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경로와 ‘교과 외 활동(예체능 

및 취미)()→아동의 학업성취()’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각각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원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가구소득이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 투자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은 국내의 특수한 입시환경과 관련이 있다. 가구소득이 높더라도 

부모들은 입시에서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에 비해 상대

적으로 홀대받는 예체능 영역에 대해서는 투자를 덜 하는 경향이 있

다(정복주, 2010; 정재미, 2006).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다. 또

한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에 관한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

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아동

의 학업성취를 국어 및 수학의 성적만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일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의 측정 범위를 보다 넓혀 예체능 과목

에서의 성취까지를 포함한다면,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교과 외 활동

과 학업성취 간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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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모의 시간적 투자를 반영하는‘부모와의 외부활동’은 

가구소득 수준과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

개효과가 없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 수준이 부모와의 외

부활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p<.001), 부모와의 외부활동 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0). 전자는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문화적 외부활동이 풍부하다는 선

행연구(김현주·이병훈, 2007; 김은미, 2012; 전민정, 2005)와는 

일치했지만, 후자는 부모와의 문화적 외부활동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현주·이병훈, 2007; 김은미, 2012; 

전민정, 2005)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자는 부모와 아동의 문화활동 참여가 학업성취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밝힌 김경근·변수용(2007)과 임고

은(2012)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정규교과 과정 외 활동으로서 주요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상황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외부 문화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을 감소시켰고 아

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김경근·변수

용, 2007). 또 다른 가능성은 부모와의 외부활동이 국어 및 수학의 

성적 향상보다는 사회, 과학, 예체능 과목의 성취를 높이는 데에 기

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와의 외부활동을 박물관, 미

술관, 과학관, 공연장 등에 대한 방문으로 측정했다. 박물관 방문은 

사회성적에, 과학관 방문은 과학성적, 미술관이나 공연장 방문은 예

체능의 성취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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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학업성취는 국어와 수학 성적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전체 과목의 학업성취를 활용한 연구는 본 연

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부모의 시간적 투자를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인‘부모의 

학교참여’는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매개효과가 없었다. 가구소득이 부모의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학교참여 정도에 따른 아동의 학업성취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구의 경

제적 수준에 따라서 부모의 학교참여 수준이 다르지 않으며, 학교참

여 정도에 따라서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이 달라지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참여 수준이 높고(김영

화 외, 1993; 주동범, 1998; 노현진, 2012; Lareau, 2003), 부모

의 학교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도 높게 나타난

다는 선행연구(변수용·김경근, 2008; 주동범, 1998)의 결과와 일

치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부모의 학교참여’의 매개효과가 선행연구와 상반

된 결과에 이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먼

저 부모의 학교참여 수준이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다르지 않았던 것은 한국의 근무환경과 관련이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1위)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한국

은 부모들이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노동시간이 길고 근무시간을 유

연하게 활용할 수 없는 근무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OECD, 

2012). 권태희 등(2014)은 국내 노동인구 10명 중에서 4명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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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시간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 가구도 시간부족

을 겪고 있었으며, 저소득 가구는 시간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실

질적 위험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소득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아동의 학교 행사, 교사 면담, 학부모회의 등에 참

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학업성취가 부모의 학교참여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티핑 효과(Tipping effect)’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티핑 효과는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때 종속변수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상관성을 갖는 독

립변수의 회귀계수가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Allison, 1999). 본 

연구의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와 VIF 값은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기준 값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부모의 학교참여’는 

다른 매개변수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표 3> 참

고). 특히,‘부모의 학교참여’와‘부모와의 외부활동’은 상관계수

가 .398(p<.001), ‘부모의 학교참여’와‘인지적 자극물 제공’간 

상관계수는 .392(p<.001) 등으로 다른 회귀 계수 값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티핑 효과에 의해 부모참여의 매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부

모의 학교참여’가 매개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부모의 학교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해 좀 더 면밀한 탐색

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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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구소득이 아동기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규명하였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청소년기에 

한정되었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초등학생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가 청소년기의 관련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6학년 아동과 그 부모 응답이 쌍체를 이룬 1,344명의 패

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의 상황에서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

취 간의 영향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투자 결정 수준에 

따른 아동의 인지발달상의 격차를 설명하는 부모투자 모형을 검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부모투자이론에 따르면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

위는 자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할애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

치고, 이러한 부모의 투자 결정에 따라 아동의 인지발달 양상이 달

라진다. 본 연구의 결과, 부모의 물질적 투자는 가구의 경제 수준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즉, 가구의 경제적 수

준은 자녀의 인지발달을 위한 부모의 물질적 투자 수준을 통해 아동

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가구의 경제력

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를 통해 설명한 Holod(2012)의 연구모형이 한국의 상

황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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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

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투자 모형을 적용하여 아동의 학업성취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지점들을 확인하였다. 과거 일부 국내연

구들에서 부모투자 모형을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연구는 부모투자의 유

형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어떠한 부모투자의 

형태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에

는 이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벡커의 부모투자이론을 바탕으로 아

동에 대한 부모의 투자 형태를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로 세분

화하여 어떤 형태의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 증진을 위해 더 효율

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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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의 영향이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인지적 자극물 제공과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투자에 의해 매개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빈곤이나 저소득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비록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밝혔지만, 가

구의 경제력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분석

은 미흡하였다. 그에 비해 본 연구는 아동의 인지발달을 높이기 위

한 부모의 투자를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투자형태가 아동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를 파악하였다. 빈곤 및 저소득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파악은 직접적인 가구소득의 증진 방법 외에 다양

한 실천적·정책적 개입 방안의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구의 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가장 잘 설명

하는 경로는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부모의‘인지적 자극

물’에 대한 투자와 부모의‘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투자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 투

자 관련 변수들은 그 영향의 크기가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보조하는 정책 및 서비스의 시행이 가구 빈곤의 악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전환점으로서 아동의 학업성취 격차를 완

화하는 데에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소득에 따

른 아동의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물질적 투자에 

좀 더 집중하여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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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빈곤 및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가정 내에서 인지적 자극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발달 수준에 맞는 책이나 

악기 등 충분한 인지적 자극물을 제공받기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아동의 인지발달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악기나 도서, 문구 및 완구 등 인지적 자

극물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인지적 자극물 제공의 사례로는 취학 전 아

동을 위한‘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7

년부터 시작한‘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정부가 민간업체와 

연계해 취학 전 아동에게 독서지도나 관련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

그램이다.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학 전 아동은 월 3만원에 4

권의 도서를 구매할 수 있으며 매주 1회 민간업체에 속한 독서지도

사의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 지원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아동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면, 저소득층 아동들은 취학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문화카드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도서 및 음반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문화 바우처’제도가 있다. 하지만 가구당 연간 5만원의 

지원 액수는 한 해에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입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바우처(voucher)로 구입할 수 있는 책의 종류도 매

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지적 

자극물을 제공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화 바우처 제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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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참고할 만한 외국의 아동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모든 아동에게 발

달단계에 맞는 책을 제공하는 영국의 북스타트(Book Start) 운동이 

있다. 빈곤 아동이 복지수혜에 따른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지 않으면

서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에 맞는 인지적 자극물을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개입 방안이다. 영국의 북스타트 

운동은 초기에는 0~만 4세 영유아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책 꾸러미

를 지급하는 것을 시작하였으며, 점차 대상 연령층을 확대하여 13

세 아동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0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아동에게 6개월 동안 매달 책과 수학 활동, 교육적 매체가 

담긴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공익 시민조직인‘북스타트 한국위원회’가 결성되어 

2003년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팀

과 연계하여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수혜대상의 

범위를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있지만,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참여가 60%에 그치고 있어 아직 모든 아동이 책 꾸러

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다(북스타트 코리아, 2013). 또한 취학 전 아동의 책 꾸러미가 

월령 별로 세분화된 인지발달단계에 따라 구성되는 데에 비해, 초등

학생의 책 꾸러미는 발달 단계를 세분화하지 않은 채 제공되고 있

어 연령대에 적합한 인지적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 진학 후에도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인지적 자극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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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교육 시장에서의 높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수준

이 낮을수록 부모가 아동의 학습 관련 외부활동에 투자하는 정도가 

낮으며, 이는 곧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주어진 여건에서 가구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의 학업성

취 격차를 완화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반 교

육복지 정책과 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방과 후 보충학습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양질의 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양질의 교육복지

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부유층 아동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선별적 

복지수혜로 인한 낙인 효과를 줄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목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아동도 교육복지의 대

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은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현재의 사교육 시장을 대체할만한 공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현재 상황

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정규 교과과정 외 활동에 대한 투자를 우

선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교육비지원사업 등의 

교육복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그 수혜 범위의 중산층 

확대는 점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도 저소득층 아동의 인지발달을 증진시키는 학습 관련 활동 및 인

지발달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소득에 따른 인지발달 

및 학업성취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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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가 검증했던 가구의 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학업성

취 간 정적관계는 모든 아동을 위한 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시사한

다.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 수

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소득에 따른 학

업성취 격차는 아동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는 이후의 직업선택 및 소득수준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야

기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세대 간에 반복되는 빈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도 학업

성취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실천적·정책적 개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소득지원 정책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지원 액수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사용되기에도 부족할 만

큼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 제도가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동의 인지발

달을 위한 투자를 유인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하기 어렵다. 따

라서 저소득층 가정의 증가된 소득이 아동의 인지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 투자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

동의 인지발달에 필수적인 물리적 환경과 교육 기회가 모든 가정에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토대의 마련은 ｢헌법｣ 제31조에서 명시적으

로 밝힌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 하지만 아동의 인지발달을 위해 지

급된 수당이 모두 아동의 인지발달을 위한 목적에 투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의 인지발달을 증진하기 위해

서는 소득지원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밝힌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

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부모투자 매개변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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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사용한‘서울아동패널 3차년도 패널(초등학교 6

학년생)’은 2006년에 조사된 자료로 최근의 변화된 사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한 자치구

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서울지역 아동을 대표한

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전국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

문에 한국의 교육 상황에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는 가구소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영향 관계와 영향 경로

에 대한 분석을, 자료가 허락되는 한 전국 대표성이 있는 최근 데이

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주요변수 간 역의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통제하

지 못하였다.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 수준이 아동의 과거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횡단 연

구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가능성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간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정의한 변수의 측정상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학업성취’의 측정을 전문가에 의뢰하여 작성한 국어 

및 수학의 학업성취도 테스트에 의존하였다. 그 결과 학교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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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할 수 없는 학교단위의 성적이나 학생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성적을 사용했던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한계는 보완할 수 있

었다. 그러나 국어와 수학의 성적만으로 학업성취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는 학업성취의 측정에 전과목 

성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연구모

형에 포함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서 물질적 투자가 시간적 투자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

취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를 고려하

여 아동의 학업성취와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린 아동일수록 부모의 시

간적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어린 아

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의 영향을 비교한다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는 부모투자의 영향을 다양한 연

령대에서 측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투

자의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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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수 명 문항 값

종속

변수
학업성취

-국어와 수학 학업성취도 평가 결

과의 원점수 합을 사용.

국어(15점 만점)

수학(15점 만점)

독립

변수
가구소득

-지난 3개월간 귀댁의 한 달 평균 

가구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log 월 평균 소득

매개

변수

시

간

적

투

자

부모와의 

외부활동

-박물관이나 미술관, 과학관 방문(1

년간)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문(1년간)

0번(1점)

1-2회(2점)

10회 미만(3점)

월 1회(4점)

주 1회 이상(5점)

부모의 

학교참여

-자녀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친

구에 대해 대화한다.

-나는(혹은 배우자) 자녀의 선생

님(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학교

에 찾아간다.

-학교가 주최하는 학부모회 모임 

등과 같은 행사에 참석한다.

-자녀가 숙제를 다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다.

전혀 그렇지않다(1점)

별로 그렇지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항상 그렇다(4점)

물

질

적

투

자

인지적

자극물

제공

(표준

점수

사용)

-신문정기구독

-악기(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등)

그렇다(1)

아니다(0)

-교과서 이외의 어린이용 책 수

없다(1점)

10권 미만(2점)

50권 미만(3점)

100권 미만(4점)

100권 이상(5점)

교과

외

학습지도(예: 학원, 학습지 등) 받은 적 없다(0점)

1~3개월(1점)

<부록> 분석에 활용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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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투자

(학습)

4~6개월(2점)

7개월 이상(3점)

교과

외

활동 

투자

(예체능

 및 

취미)

음악(예: 피아노, 바이올린 등) 및 미

술

체육(예: 수영, 태권도, 축구 등) 

및 무용(예: 스포츠댄스, 발레, 고전무

용 등)

기타 취미활동(예: 바둑, 붓글씨, 컴퓨터 

등)

통제

변수

성별 아동의 성별 여성(1), 남성(0) 

가구원수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

(본인 포함)
기입 값

가구구조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습니까?
양부모(1)

비 양부모(0)

부학력 / 

모학력
최종학력

대졸이상(기준)

중졸이하, 고졸

모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근로 안함(0점)

10시간미만(1점)

10-19시간(2점)

20-29시간(3점)

30-39시간(4점)

40-49시간(5점)

50시간이상(6점)

부모우울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외롭다.

-매사에 걱정이 많다.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매사가 힘들다.

전혀 그렇지않다(1점)

별로 그렇지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항상 그렇다(4점)

양육행동
-당신은 자녀와 얘기할 때 꾸지람 

없이 대화하는 편입니까?

전혀 그렇지않다(1점)

별로 그렇지않다(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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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자녀에게 평소 따뜻한 감

정을 보이는 편입니까?

-당신은 자녀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해 말로 설득하는 편입니까?

-당신은 자녀와 얘기할 때 아이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편

입니까?

-자녀의 행동을 자주 칭찬해줍니

까?

-자녀가 집에서 학교숙제를 할 때,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을 하십니까?

그런 편이다(3점)

항상 그렇다(4점)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낸다.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

을 공정하게 대한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칭찬해 주신다.

-수업 중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기를 죽인다.(역채점)

-나는 학교가 안전하게 느껴진다.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선생님

께 혼나는 경우가 있다.(역채점)

전혀 그렇지않다(1점)

별로 그렇지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항상 그렇다(4점)



- 113 -

Abstract

The Influence of Parental Time 

and Material Investment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Rho Sie-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arental time and material investment 

between the two variabl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1) whether 

household income influences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positive influence, 2) 

whether parental time and material investment influences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3) whether parental time and 

material investment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e third year data 

of the‘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urveys (SPSC, 2006)’, 

which consist of 1,344 Korean elementary school six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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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and their parents were utilized.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parental time investment and parental material 

investment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n addition,  

bootstrapping method was used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time and material investments.

This study’s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Becker’s Parental Investment Theory and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Gershoff et al., 2007; Holod, 2012). The amount of parental 

time investment was measured by the two variables which 

are,‘Parent activities with child out of home’ and ‘Parent 

involvement in school’. Also, the amount of parental material 

investment was measured by the three variables which are, 

‘Purchase of cognitively stimulating materials’, ‘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ies’and‘Non-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major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household incom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n the 

other words, as the household income increases, the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lso improves.

Second, some of variables representing parental material 

investment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two variables representing parental time 

investment were not associated with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t the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Specifically,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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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the three variables representing parental material 

investment which are ‘Purchase of cognitively stimulating 

materials’ and ‘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ies’ showed 

positive associations with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n 

contrast,‘Non-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ies’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lso, two variables indicating parental time investment which are 

‘Parent activities with children out of home’ and ‘Parent 

involvement in school’ did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arental material investment has a stronger impact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an parental time investment.

Third, parental material investment fully mediated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mong 

the variables representing parental material, the mediation effects 

of‘Purchase of cognitively stimulating materials’ and ‘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ies’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examined between 

‘Non-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Likewise, the two variables representing 

parental time, which are ‘Parent activities with child out of 

home’ and ‘Parent involvement in school’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can be better explained by 

parental material investment rather than parental tim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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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ings of this study carry several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utilizing empirical data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cond, this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hat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used for this study’s 

framework was useful in explaining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a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Third, this study f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precisely by subdividing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investment.

The findings provide an empirical ground for interventions for 

social work policy and practice. First, there should be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 to purchase cognitively stimulating materials. 

Second, educational interventions are required to widen the 

opportunity for low-income children participate in 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ir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more active 

anti-poverty policies such as additional subsidies for children.

Keywords :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ime investment, 

Material investment, Household income, Parental 

investment model, The inequality of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3-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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