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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사한 수준의 성적을 기록하는 다른 

사회의 학생들에 비하여 학습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편이다. 한국청소년들의 학업성취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높은 수준의 교육열망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2) 자녀의 교육열망은 학습참여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다. (3) 학습유형을 공

교육, 사교육, 자기주도학습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학습참여의 정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에 미치는 영향력

을 비교해 보면, 공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며, 사교육의 효율성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자기주도학

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교육열망, 공교육, 사교육, 자기주도학습, 학업성취도

Ⅰ. 문제제기

현대사회에서 학력과 직업은 계층화과정의 핵심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Blau & Du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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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Featherman & Hauser, 1978; 차종천, 1992). 계급상황(class situation)을 재화나 용역이 경

쟁적으로 교환되는 시장에서 유사한 상황을 공유하며 이로 인해 비슷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생

활기회를 갖는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으로 묘사한 Weber(1968: 63-85, 927-928)의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획득한 직업은 그가 속한 계층적 특성을 드러내는 주요요인으로 간주된다.

Parkin(1971) 역시 직업질서가 현대사회의 계급구조와 보상체계의 중추라고 설명하면서 지위획

득과정에서 직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계층화과정에서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

대함에 따라 학력의 사회적 영향력도 증가하게 되었다. 능력중심의 사회에서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개인이 성취한 학력이 그가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써 노동시장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Baker & LeTendre,

2005; Buchmann & Hannum, 2001; Shavit & Müller, 1998).

사회적 지위획득 과정에서 학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전반에서 다른 사회구성원들

보다 우월한 학력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1997년 이후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가입국의 평균 고등학력 취득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30%에 도달

하였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에서보다 급격한 속도의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고등교육

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이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1a). 최근의 정부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학생 중 89%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취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들 

중 48%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고등학력을 희망한다고 대답하였다(통계청, 2010a).

높은 수준의 교육열망은 한국청소년들로 하여금 세계 최상위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유지하도

록 자극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OECD, 2011b). 하지만 고학력에 대한 과도한 열

망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도 간과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WVS, 2011) 한국 학생들이 가

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이다. 이들이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도 학교성적일 

뿐만 아니라 자살충동과 관련해서도 교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밝혀

졌다(여성가족부, 2010). 또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이 가구의 경제적 여

건을 악화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이승신, 2002; 이정환, 2002; 통계청, 2010b).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들의 학업성취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먼저 세대간 사회이동 및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

를 검토하고, 양자에 대한 논의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계층화 분야

에서 개발되어온 지위획득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족배경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을 교육에 대한 열망의 수준과 학습참여의 정도를 고려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습참여활동을 공교육, 사교육, 자기주도학습으로 구분하여 세 가지 유

형의 학습참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것의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교육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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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분야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

국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계층화과정과 교육

현대사회의 계층화과정에 관한 본격적인 경험적 연구는 Blau & Duncan(1967)의 기념비적 저

작에 의해 촉발되었다(차종천, 1992; Buchmann & Hannum, 2001). 경로모형(path model)을 활

용하여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이 아들의 학력과 초직 및 현직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진

단한 이들은 교육이 계층화과정의 핵심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아들의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들의 학력이었으며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은 아들의 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아들의 학력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Blau

& Duncan의 연구는 사회계층화과정에서 귀속요인과 성취요인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계량적으

로 가늠하고자한 선구적인 노력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후의 수많은 연구들이 이들의 연

구결과를 재검증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Burton & Grusky, 1992).

한국사회에서도 Blau & Duncan의 지위획득모형을 응용한 계층연구가 이루어졌다. 차종천

(1987; 1991; 1992)은 한국사회의 기존연구에 대하여 계급론적 편향성과 계량적인 분석방법에 대

한 경시풍토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사회이동표와 경로분석을 도입하여 서울거주자들의 계층

화과정을 진단하였다. 또한 출신지역에 따라 분석대상을 전라‧경상‧기타지역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사회계층화 논의에 지역주의 문제를 포괄하는 한편 방법론적으로 경로분석을 이용

한 집단비교 분석의 효용성을 논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신지역에 따라 경로모형에서 확

인되는 각 경로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학력은 자녀의 학력에 대해 강한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학력이 본인의 직업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력의 대부분은 아들의 학력

을 경유한다(차종천, 1992). 방하남‧김기헌(2001)도 이와 동일한 접근방법을 수용하여 유사한 결

과를 재확인하였다. 이들은 세대간의 지위세습 과정에서 아버지 직업보다 아버지 학력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가족배경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본인의 학력

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전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사회계층화 연구에 따르면 한 세대내의 사회경제적 지위획득과정에서 교육적인 성취는 

사회경제적 성취를 선행하는 요인이다. 한편 두 세대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연결되는 과정에 초

점을 맞추어 보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성취는 자녀세대의 교육적인 성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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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될 수 있다. 즉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공은 그들의 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부모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현대사회

의 지위획득과정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교육불평등에 관한 연구관심을 고조시켜왔다.

초기의 학업성취도 연구는 Coleman(1961)에 의해 선도되었다. 그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학교내적 요인과 학교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비록 그는 학교의 동년배 집단이 

공유하는 하위문화가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는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발견하였다

(Coleman et al., 1966). 한국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배경

은 학업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구인회, 2003; 김은정, 2007).

2. 부모와 자녀의 교육열망

사회경제적 배경과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매개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교육에 대한 심리적 태

도인 열망의 수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지위성취에 있어서 다양한 정도의 열망

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강한 열망은 높은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성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McClelland et al., 1953, Rothon et al., 2011). Wisconsin대학의 학자들은 Blau & Duncan(1967)

의 지위획득모형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들은 장기간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교육열망

이 교육적 성취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Sewell & Shah, 1967; Sewell, 1968; Sewell, Hauser & Wendy, 1980; Sewell & Hauser 1980;

1993).

일반적으로 자녀는 그들의 부모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열망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부모는 자녀의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써 자녀가 본인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형성하

는 과정에서 자녀의 행위를 지원하고 고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을 수용한 이같은 설명에 의하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은 부모의 자녀는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교육열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Strand & Winston, 2008, Teachman

& Paasch, 1998).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열망을 가지도록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모

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인 것으로 밝혀져 왔다(Sewell & Shah, 1967). 합리적 행위이론에서는 사

회구성원들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지위를 얻기 바라며 하강이동을 

지양하는 상대적 위험회피(relative risk aversion)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Goldthorpe, 2000).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큰 하강위험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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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게 되며 상승이동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장상수·손병선, 2005).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유사한 수준의 교육열망을 공유하게 되는 현상은 아

비투스(habitus) 개념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양종회(2009)는 “아비투스는 실제로는 내면화

된 계급구조이며 그것이 개인의 문화적 능력과 취향에 깊숙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 보이고 그것의 사회적 기원을 감춘다”고 주장하였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와 그들

의 자녀들은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을 하나의 아비투스로써 공유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사회경

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은 스스로 학교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이

에 따라 학교생활에 보다 덜 충실하며 교육에 덜 집중하게 되는 자발적 위축(self-elimination)을 

경험하기 쉽다(Lamont & Lareau, 1988).

3. 세 가지 학습참여 유형: 공교육, 사교육, 자기주도학습

심리적 태도인 교육열망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습참여 활동을 논의에 포괄하고자 

한다. 비록 가족배경이나 교육열망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환경

이나 태도의 차이가 점수나 성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학습에 참여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리한 교육환경과 높은 수준의 교육열망도 학생의 적극적인 학습참여 행위

를 자극하지 못한다면 높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지기 어렵다.

학습참여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학습시간의 양을 측정하는 것

이다. 학습시간으로 학습참여의 정도를 가늠할 경우 학습의 질적인 측면이 간과될 수 있지만 시

간을 이용한 방법은 측정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OECD(2011b)에서도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학습참여 실태를 진단하고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 2009년 PISA(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를 시행하면서 측정대상자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

간을 함께 조사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통해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학습참여 실태를 비교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연관성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를 획득할 수 있다.

PISA 2009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57개국 중 한국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세 번째로 높고 총 

학습참여시간은 다섯 번째로 많다. 하지만 국가별 학업성취도와 총 학습시간을 표준화하여 나타

낸 [그림 1]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유사한 학업성취도를 기록하고 있는 핀란드 

등의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습에 소모하는 편이다. 총 학습시간을 세 

가지 학습유형(공교육, 사교육, 자기주도학습)으로 나누어 한국청소년들의 학습유형별 참여시간

을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 [그림 2]는 굵은 점선으로 표현된 다른 나라들의 평균수준에 비해 한국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자기주도학습에는 평균

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만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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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학업성취도와

총 학습시간(단위 표준화)

출처 : OECD(2011b) 

[그림 2] 한국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학습유형별 참여시간(단위 표준화)

출처 : OECD(2011b) 

OECD(2011b)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교육 시간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맺

고 있지만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시간은 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김기헌 외(2009)도 OECD에 

가입한 30개국의 청소년들에 대한 국제비교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하였는데 오직 한

국과 일본에서만 예외적으로 시험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에 더 많은 시

간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서 김기헌 외(2009)는 대다수의 사회에서는 성적

이 낮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공교육 이외의 추가적인 학습활동에 참여하

는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선행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OECD(2011b)는 청소년들의 학습유형별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에 관해서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학습유형이 학업성취

도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각 학습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도 상이하다. 일반적

으로 여학생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이, 사립학교학생이, 도시지역 학교의 학생

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속한 학생들보다 공교육과 자기주도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반면에 

사교육 참여의 경우에는 학습을 진행하는 주체나 학습규모에 따라 상이한 특성이 나타나 일관

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학습참여 활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학습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에 대한 검토는 사회적으로 보다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사교육은 부가적인 사적비용을 필요로 하는 학습유형으로써 가정의 경제

적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이승신, 2002; 이정환, 2002; 통계청, 2010b), 가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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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사교육 경험은 학업성취과정에서 학생들을 차별화하는 기제로 작

용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사교육의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교육 참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김

경식, 2003; 한대동·성병창·길임주, 2001).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와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된다

고 주장하는 연구자들(김현진, 2007; 박현정·상경아·강주연, 2008)과는 달리 사교육의 효과를 부

정하는 연구자들(강창희, 2012; 강창희·류덕현, 2008; 김경근·변수용, 2007; 황매향, 2008)은 사교

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공교육을 소홀히 대하게 하거나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참여는 그 

자체로 추가적인 학습활동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사교육 효과의 유무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효과의 크기를 다른 

학습유형과 비교할 수 있다면 사교육의 참여의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학습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의 

효과를 사교육의 효과와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연구관심은 저조

한 편이며, 여러 학습유형의 효과를 동시에 비교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OECD(2011b)의 분류기준을 따라서 학습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학습참여의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것들의 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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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의 목적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그림 3]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모형

은 네 가지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환경요인에서 출발한 

경로들이 태도요인이나 행동요인을 거쳐 결과요인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함축한다. 교육열망은 

학습참여를 선행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비록 현재의 심리적 상태의 일부는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지만, 교육열망은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되는 태도임을 고려하였기 때

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모는 자녀의 유의미한 타자이므로 부모의 교육열망이 자녀의 교육

열망을 선행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학습참여 요인은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은 네 가지 요인들 간의 간접적인 경로에 더불어 모든 가능한 직접적인 경로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교육열망과 학습참여에 의해 매개된 간접적 영향과 비교해 볼 것이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al regression)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에 나타난 모든 직간접적인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

미성을 축차적으로 비교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요인들이 연쇄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을 

것으로 추론되는 학업성취과정의 총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로모형을 탐색해보도록 하

겠다.

2. 자료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이다. 동 자료는 ‘중2 패널 자

료’와 ‘초 4패널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시기부터 대학교 진학 단

계까지의 학업성취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8년(고등학교 3학년 졸업이후 1년차)까지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한 ‘중2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모집단은 2003년 기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들이며 표본대상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선정되

었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3,449명이 응답하였으며 6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학생은 71.3%인 

2,459명이다.

3. 변수

최종적인 결과변수인 학업성취도 변수는 6차년도에 측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

의 성적이다. 수능시험 성적을 활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수능시험 성적

은 상위 교육과정인 대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차후의 사회경제적 성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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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도이다. 수능시험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이며,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대학의 서열화가 심각한 사회에서 수능시험 성적에 따른 대학교 선택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경쟁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오호영, 2007). 둘째, 원인과 결

과의 선후행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6차년도에 측정된 수능시험 성적을 결

과변수로 채택하고 1∼5차년도에 측정한 변수들을 선행변수로 선정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시간

적인 선후행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셋째, 객관적인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학급성적

이나 전교등수 등에 비해 수능시험 성적은 소속된 학급이나 학교와는 무관하게 전국 청소년들

의 학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능시험 성적은 등급으로 측정되

었는데 이를 역채점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구 분 변 수 명 변 수 구 성 측정시기

학업성취도 수능성적
• 성적등급

 - 1등급: 9 ~ 9등급: 1
6차년도

학습참여

공교육

•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았다: 1

~ 매우 열심히 한 편이다: 5

1~5차년도
사교육

• 일주일 평균 사교육시간

 - 단위: 시간

자기주도학습
• 일주일 평균 자기주도 학습시간

 - 단위: 시간

교육열망

부모의 

교육열망

•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의 최종학력

 - 1: 중졸, 2: 고졸, 3: 초대졸,

4: 대졸, 5: 대학원 졸 1~5차년도

자녀의 

교육열망

• 자녀가 희망하는 본인의 최종학력

 - 위와 동일

사회경제적

배경

아버지 학력

• 아버지의 최종학력

 - 0: 무학, 1: 초졸, 3: 중졸,

4: 고등졸, 5: 초대졸, 6: 대졸,

7: 대학원 석사, 8: 대학원 박사

1차년도

어머니 학력
• 어머니의 최종학력

 - 위와 동일

아버지 직업
• 직업위세점수(국제 사회경제적 지표;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어머니 무직
• 어머니의 취업 여부

 - 미취업: 1, 취업: 0

가구소득 • 월평균 가구소득(단위: 만원)(log변환)

형제자매의 수
• 형제자매의 수

 - 결혼해서 분가한 형제자매 제외

지역
• 대도시 거주여부

 - 특별시·광역시: 1, 그 외: 0

성별
• 자녀의 성별

 - 여자: 1, 남자: 0
1차년도

<표 1> 변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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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참여 변수들은 세 가지 학습유형에 대한 참여의 정도이다. 첫째, 공교육 학습참여의 정도

는 ‘학생은 지난 1년 간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요?’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사교육 학습참여의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문항은 ‘학생은 지난 1년 간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수

업, 학습지 과외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여덟 가지 과목의 주평균 학습참여

시간을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수능시험의 평가대상인 다섯 가지 과목(국어, 영어, 수

학, 사회, 과학)에 대한 사교육 참여시간을 합산하였으며, 수능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세 

가지 과목(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사교육 참여시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자기주도학

습 참여활동의 정도는 ‘학생은 지난 1년 간 학교수업이나 학원/과외수업 외에 혼자서 교과공부

를 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사교육 변수와 마찬가지로 여덟 가

지 과목 중 다섯 가지 과목만을 선별하여 자기주도학습 참여시간을 산출하였다. 학습시간으로 

측정된 다른 학습유형에 대한 참여의 정도와는 달리 공교육 학습참여의 정도는 열심히 한 정도

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분석자료가 공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동일한 계열에 소속된 학생들의 공교육 참여시간은 법정교육시간에 준하므로 개인

이나 집단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나 지역에 따라 공교육 참여시간

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배경이 그러한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변수의 측정단위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해

석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및 경로계수를 활

용함으로써 결과해석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교육열망 변수들은 부모와 자녀 각각이 희망하는 자녀의 최종학력수준이다. 부모의 교육열망은 

‘학생의 부모님은 학생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라는 설문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자녀의 교육열망 변수는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으로는 아버지의 학력과 가구소득 변수를 비롯한 여덟 가지 변수를 고

려하였다. 구체적인 변수구성은 <표 1>과 같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2,459명 중 계열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고 동일 계열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능시험에 응시한 인문계 고등학

생만을 선별하였는데 그 수는 1,605명이다. 이 중에서 주요변수에 대한 결측이 있는 사례를 제외

한 뒤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사례수는 1,466이다.

Ⅳ. 분석결과

<표 2>는 부모와 자녀의 교육열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위세가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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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교육열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다. 또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도 부모의 열망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여성

인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보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망이 낮았다. 어머니의 무직여

부와 형제자매의 수, 그리고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녀의 교육열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부모의 교육열망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지 않은 

[모형 2-1]과 [모형 2-2]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모형 2-1]을 보면 자녀

의 교육열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거나 아버지의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

이 있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교육에 대해 높은 수준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열망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형 2-2]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을 제외한 다른 사회경제

적 배경 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모형 2-2]에서는 [모형 2-1]에 

비해 R-square의 값의 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즉 부모의 교육열망은 자녀의 교육열망이 형

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이며, 자녀의 교육열망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대부분은 부모의 교육열망을 경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부모의 교육열망 자녀의 교육열망

모 형 1-1 모 형 2-1 모 형 2-2

교육열망

부모의 교육열망 　 　 0.767 (0.696)***

사회경제적 배경 　

아버지 학력 0.035 (0.135)*** 0.046 (0.163)*** 0.020 (0.069)**

어머니 학력 0.044 (0.144)*** 0.040 (0.117)*** 0.006 (0.017)

아버지 직업 0.003 (0.103)*** 0.003 (0.092)*** 0.001 (0.020)

어머니 무직 -0.001 (-0.001) 0.024 (0.033) 0.024 (0.034)*

가구소득 0.048 (0.075)*** 0.021 (0.029) -0.016 (-0.023)

형제자매의 수 -0.008 (-0.016) -0.010 (-0.019) -0.004 (-0.008)

지역 0.001 (0.001) 0.017 (0.023) 0.016 (0.022)

성별 -0.097 (-0.15)*** -0.056 (-0.078)*** 0.019 (0.027)

상수항 3.537 *** 3.628 *** 0.915 ***

R-square 0.163 0.125 0.530

adj R-square 0.159 0.120 0.527

F-value 35.563 *** 26.011 *** 182.298 ***

Δ R-square - - 0.405

F-value - - 1253.695 ***

N 1466 1466 1466

( ): 표준화 회귀계수

*** <.01   ** <.05   *<.10

<표 2> 교육열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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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업성취도

모 형 6-1 모 형 6-2 모 형 6-3 모 형 6-4

학습참여

공교육 　 　 　 　 　 　 0.634(0.222)***

사교육 0.021(0.067)***

자기주도학습 0.022(0.104)***

교육열망 　

자녀의 교육열망 1.181(0.289)*** 0.795(0.194)***

부모의 교육열망 0.921(0.204)*** 0.015(0.003) -0.027(-0.006)

가족배경 　

아버지 학력 0.234(0.201)*** 0.202(0.173)*** 0.178(0.153)*** 0.147(0.127)***

어머니 학력 0.122(0.088)** 0.081(0.059)* 0.074(0.054) 0.089(0.064)**

아버지 직업 0.008(0.061)** 0.005(0.040) 0.005(0.034) 0.003(0.021)

어머니 무직 0.109(0.037) 0.110(0.037) 0.081(0.028) 0.060(0.020)

가구소득 0.105(0.037) 0.061(0.021) 0.080(0.028) 0.015(0.005)

형제자매의 수 0.075(0.033) 0.082(0.036) 0.087(0.039) 0.071(0.031)

지역 -0.059(-0.020) -0.059(-0.020) -0.078(-0.027) -0.140(-0.048)**

성별 0.207(0.071)*** 0.297(0.101)*** 0.274(0.094)*** 0.256(0.087)***

상수항 3.600*** 0.340 -0.741 -0.947

R-square 0.105 0.139 0.179 0.258

adj R-square 0.100 0.134 0.173 0.251

F-value 21.257*** 26.213*** 31.649*** 38.825***

Δ R-square - 0.035 0.039 0.079

F-value - 59.084*** 69.478*** 51.714***

N 1466 1466 1466 1466

( ): 표준화 회귀계수

*** <.01   ** <.05   *<.10

<표 4> 학업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다음으로 학습참여의 정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교육 학습참여에 대한 사회경

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모형 3-1]에서는 아버지 학력만

이, [모형 3-2]에서는 부모의 교육열망만이, 그리고 [모형 3-3]에서는 자녀의 교육열망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다. 공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는 정도는 아버지 학력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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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과는 통계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학력의 영향력 또한 부모와 자녀의 

교육열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학습참여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에서는 공교육 학습참여와는 대조적으로 여러 가지 사

회경제적 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앞선 논의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모형 4-1]을 보면 아버지 학력과 가구소득의 정적

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형제자매의 수가 많거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사는 청소년,

또는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은 편이다. 부모와 자녀의 

교육열망을 독립변수에 포함한 [모형 4-3]에서는 아버지 학력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지만 

다른 가족배경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유효하였다. 다른 학습유형에서 아버지 학력의 직접적인 영

향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부모의 교육열망이 사교육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미성 역시 자녀의 교육열망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 4-3]에서는 

사라졌다. 이 같은 결과는 사교육 참여활동과 관련해서도 부모의 높은 교육열망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학습참여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자기주도학습 참여활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학습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한 편이다. [모형 5-1]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 중 아버지 학력과 직업이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버지 학력의 통계적 유의미성만이 부모와 자녀의 교육열망

을 독립변수에 포함한 [모형 5-3]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또한 [모형 5-2]와 [모형 5-3]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주도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최종적인 결과변수인 수능성적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표 4>를 살펴보겠다. [모형 6-1]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성별 변수가 수능성적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의 교육열망을 차례로 독립변수에 포함한 

[모형 6-2]와 [모형 6-3]에서는 아버지 학력과 성별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통계적 유

의미성이 사라졌다. [모형 6-2]에서 나타난 부모의 교육열망이 가지는 통계적 유의미성도 자녀의 

교육열망을 포함한 [모형 6-3]에서는 사라졌다. 세 가지 학습참여 유형을 독립변수에 포함한 [모

형 6-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그리고 도시

거주 여부, 성별이다. 또한 부모의 낮은 교육열망과 저조한 사교육 참여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능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참여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도 부모의 교육열망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자녀의 교육열망 변

수를 투입한 이후에 사라졌다. 세 가지 학습유형에 대한 참여의 정도 역시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공교육 변수의 단위가 다른 두 가지 학습유형 변수의 단위와 상이한 점을 고

려하여 표준화계수를 비교해보면 공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사교육 순으로 수능시험의 성적 향

상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형 6-4]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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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are가 0.258에 머물러 있으므로 추가적인 변수의 투입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체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수의 투입을 시도하는 대신 논의

의 간명성을 유지하면서 앞서 확인한 분석결과의 의의를 심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보았다.

지금까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비롯한 독립변수들이 교육에 대한 열

망의 수준, 참여의 정도, 그리고 최종적인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통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유의미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가려낼 수 있었으며,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예상한 바와 같이 변수들이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맺

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다

루어져 그것들 사이에 함수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에도 하나의 회귀방정식 속에 묻혀서 결과변

수의 값을 예측하는 데에만 공헌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경로분석에서는 변수들간의 연쇄적

인 관계가 가정되고 검증됨으로써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도입해 보았

다. 경로분석에서는 많은 변수를 포함할수록 모형의 복잡성이 증가하여 연구의 방향을 오도하고 

논의의 초점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총 여덟 가지 변수가 사회경

제적 배경 요인으로 포괄하였으나 경로분석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의 유의미성

이 미약하거나 추가적인 변수투입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진 변수들을 일부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버지 학력, 가구소득, 성별만이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로 고려되었다.

최초의 경로모형은 [그림 3]의 연구모형에서 드러난 모든 직간접적인 경로를 포함하도록 구성

하였다. 독립모형의 카이자승값(chi-square)이 3670.480(d.f.=36)인데 반하여 최초모형은 카이자

승값이 0.000(d.f.=2, T-value=1.000)으로 주어진 자료와 통계적으로 부합하였다. 하지만 최초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각 경로의 T-value를 

고려하여 모형을 수정하여 [그림 4]와 같은 최종모형에 도달하였다. 구체적은 수정과정은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모형은 카이자승값이 12.002(d.f.=13, P-value=0.528)이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000으로 역시 주어진 자료에 통계적으

로 부합한다.1) 또한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가 0.05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1) GFI(goodness-of-fit index): 0.998,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33, NFI(normed fit index): 0.997,

CFI(comparative fit index):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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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X1 X2 X3 Y1 Y2 Y3 Y4 Y5 Y6

X1 -

X2 0.413 -

X3 -0.071 -0.039 -

Y1 0.330 0.224 -0.180 -

Y2 0.315 0.173 -0.106 0.721 -

Y3 0.161 0.101 -0.009 0.236 0.312 -

Y4 0.198 0.262 -0.110 0.190 0.216 0.219 -

Y5 0.200 0.115 0.014 0.249 0.293 0.457 0.180 -

Y6 0.299 0.166 0.040 0.276 0.356 0.373 0.196 0.312 -

※ X1 : 아버지의 학력, X2 : 가구소득, X3 : 성별, Y1 : 부모의 교육열망, Y2 : 자녀의 교육열망,

Y3 : 공교육, Y4 : 사교육, Y5 : 자기주도학습, Y6 : 학업성취도

<표 5> 주요변수의 상관계수

구 분 χ2 d.f. T-value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비 고

독립모형 3670.480 36 - - -

최초모형(모형1) 0.000 2 1.000
β31, β41, β51, β61, γ22, γ23, 

γ32, γ33, γ52, γ62
-

모형2 0.000 3 1.000
β31, β41, β51, γ22, γ23, γ32, 

γ33, γ52, γ62
모형1에서 β61제거

모형3 0.006 4 1.000
β31, β51, γ22, γ23, γ32, γ33, 

γ52, γ62
모형2에서 β41제거

모형4 0.085 5 1.000
β51, γ22, γ23, γ32, γ33, γ52, 

γ62
모형3에서 β31제거

모형5 0.487 6 0.998 β51, γ22, γ23, γ32, γ33, γ52 모형4에서 γ62제거

모형6 1.142 7 0.992 β51, γ22, γ23, γ32, γ33 모형5에서 γ52제거

모형7 1.694 8 0.989 β51, γ22, γ23, γ33 모형6에서 γ32제거

모형8 2.857 9 0.970 β51, γ22, γ23, γ53 모형7에서 γ33제거

모형9 4.073 10 0.944 β51, γ23, γ53 모형8에서 γ22제거

모형10 6.079 11 0.868 β51, γ53 모형9에서 γ23제거

모형11 9.247 12 0.682 γ53 모형10에서 β51제거

최종모형(모형12) 12.002 13 0.528 - 모형11에서 γ53제거

<표 6> 경로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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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변수 선행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모의 교육열망

아버지 학력 0.277 0.277 -

가구소득 0.104 0.104 -

성별 -0.156 -0.156 -

자녀의 교육열망

아버지 학력 0.277 0.085 0.192

가구소득 0.072 - 0.072

성별 -0.108 - -0.108

부모의 교육열망 0.693 0.693 -

공교육

아버지 학력 0.150 0.070 0.080

가구소득 0.021 - 0.021

성별 -0.031 - -0.031

부모의 교육열망 0.201 - 0.201

자녀의 교육열망 0.290 0.290 -

<표 7> 선행변수의 직간접 효과

[그림 5]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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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아버지 학력 0.102 0.060 0.042

가구소득 0.214 0.203 0.011

성별 -0.105 -0.088 -0.017

부모의 교육열망 0.106 - 0.106

자녀의 교육열망 0.153 0.153 -

자기주도학습

아버지 학력 0.191 0.120 0.071

가구소득 0.018 - 0.018

성별 -0.028 - -0.028

부모의 교육열망 0.177 - 0.177

자녀의 교육열망 0.256 0.256 -

학업성취도

아버지 학력 0.288 0.174 0.114

가구소득 0.034 - 0.034

성별 0.043 0.080 -0.037

부모의 교육열망 0.206 - 0.206

자녀의 교육열망 0.298 0.197 0.101

공교육 0.223 0.223 -

사교육 0.060 0.060 -

자기주도학습 0.106 0.106 -

연쇄적인 인과관계의 순서에 따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학력은 

가족배경 요인 중에서 학업성취의 과정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아버지의 학

력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교육열망이 높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공교육과 사교육, 자기주

도학습, 그리고 최종적인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구소득의 경우 그 

양이 많을수록 부모의 교육열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구소득이 자녀의 교육열망에 미치

는 영향은 오직 부모의 교육열망을 경유해서만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자녀의 사교육 참여에 있

어서는 가구소득이 어떤 요소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반면에 아버지 학력의 경

우와는 대조적으로 공교육과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구소득의 직접적인 영

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교육열망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열망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가구소

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가구소득보다는 아버지 학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한편 부모의 

교육열망이 세 가지 유형의 학습참여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직접적이지 않다. 즉 

부모의 교육열망은 자녀의 교육열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의 학습참여활동

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교육열망은 공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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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큰 변수이며 사교육에 대해서도 가구소득 

변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갖는다. 자녀의 교육열망은 최종적인 학업성취도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전체효과만을 고려한다면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력

이 가장 크다.

세 가지 학습참여 변수들은 인과관계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공교육과 자기

주도학습에 대한 참여의 정도는 아버지 학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가구소득의 영향은 부

모와 자녀의 교육열망을 경유해서만 전달된다. 두 가지 학습유형에 대한 참여의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 본인의 교육열망이다.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공교육 

참여의 효과가 자기주도학습 참여보다 크다. 사교육 참여는 앞의 두 가지 변수와는 대조적으로 

주로 가구소득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사교육 참여의 정도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효율성은 세 가지 학습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

최종적인 결과변수인 학업성취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변수를 차례대로 나열하면 공

교육 학습참여, 자녀의 교육열망, 아버지 학력, 자기주도학습 참여, 성별, 그리고 사교육 학습참

여이다.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열망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간접효과를 포함한 

전체효과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자녀의 교육열망, 아버지 학력, 공교육, 부모의 교육열망, 자기

주도학습, 사교육, 성별, 가구소득의 순서대로 학업성취도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는다.

Ⅴ. 논의 및 결론

교육은 청소년들의 현재의 삶과 향후의 사회적 지위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학습참여와 학업성취는 사회화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

라 그들이 성인기에 이르러 공정하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하는데 기여한다. 반대로 비효율적

인 학습참여와 불평등한 학업성취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

며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과도 상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계층론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의 과정을 위계적 회귀분석과 경로

분석을 이용하여 진단해보았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선행연구들

(Coleman et al., 1966; 구인회, 2003; 김은정, 2007)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경제적 배경은 수능시

험 성적으로 측정된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열망 및 학습참여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전달한다. 기존의 지위획득모형 연구(Blau &

Duncan, 1967; 차종천, 1992, 방하남·김기헌, 200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배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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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과정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학력이었다.

부모와 자녀의 교육열망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대부분 교육열망에 대한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데 자녀의 교육열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에서 R-square의 값은 부모의 교육열망 변수의 

투입 이후 0.405를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유의미한 타자로써 자녀의 교육열

망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설명(Strand & Winston, 2008,

Teachman & Paasch, 1998)과 아비투스를 강조하는 문화적 재생산이론의 주장(Goldthorpe,

2000; Lamont & Lareau, 1988; 장상수·손병선, 2005)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열망은 

자녀의 적극적인 학습참여와 높은 학업성취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못한다. 반면에 자녀의 

교육열망은 직접적으로 학습참여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부모와 자녀의 교육열망에 대한 축차적인 영향을 통해 

학습참여과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반영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학생들의 학습참여 활동을 세 가지 학습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비교

해 보았다. 공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은 비교적 유사한 성향을 공유하는 반면 사교육은 이와 상반

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교육과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 중 아

버지 학력의 영향력이 두드러진 반면 사교육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가구소득이 가장 큰 영향

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형제자매의 수, 지역, 성별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교육열망이 자녀의 교육열망을 경유해서 학습참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세 가지 학습참여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결과이다.

학업성취도의 향상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사교육의 효과는 자기주도학습의 효과보다 낮았다. 비록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긍정적

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회에 만연한 일반적으로 예상과는 다르게 사교

육의 효율성은 세 가지 학습유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참여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사교육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학업성

취도의 큰 차별화를 야기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에 대한 맹신과 투자가 가계의 경

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승신, 2002; 이정환, 2002)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불평등 경험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통계청, 2010b) 비효율적인 학습시

간의 증대로 인한 학습과정의 효율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를 정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념화의 측면에서 학습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학습유형 구분

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자료와 몇몇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청소년들의 학습유형을 공교육, 사교육,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구분하였다. 비록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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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활용한 분석자료의 설문문항에서는 세 가지 학습유형이 명확하게 나누어지지만 실제 학

생들의 생활에서는 세 가지 학습유형이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 모호한 다양한 학습유형들도 존재하다. 특히 사교육은 학습 진행방법과 소요비용에 따

라 여러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액과외나 해외연수 등의 사교육은 여타의 사교육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제약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다른 사교육 유형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사교육 참여의 정도를 시간으로 측정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다양한 사교육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수 없었다. 대안적으로 사교육 참여정도를 비용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시도해보았으나 분석결과에서 언급할 만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일반화의 측면에서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판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교

육의 효과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계 고등학생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고 인문계 고등학생만을 분석하였다. 사교육 참여의 정도는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큰 차이가 있

으며 인문계 고등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을 함께 분석한다면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

과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셋째, 변수선정의 측면에서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 중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론적 논의의 범위 내에서 설명의 간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변수들만

을 고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변수의 투입은 모형의 설명력과 기존 변수들의 영

향력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변수선정의 측면에서 보완될 여지가 

있다. 이상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후속연구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한 논의가 더 한층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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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Socioeconomic Background to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

The Mediated Effects of Educational Aspiration and Participation*
2)

Cha, Jongchun**

Oh, Byeongdon***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adolescents is recognized as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However, Korean teenagers spend far more time studying compared to those from other

countries who earn similar scores. In order to probe into the learning proces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is paper analyses data obtained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while

using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

(1) Students whose parents are of a higher socioeconomic status tend to have higher educational

aspiration similar to their parents. (2) Educational aspiration of the students is evaluated as

a decisive factor which influences their educational particip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3) Among the three types of educational participation methods (public, private, and

self-directed), public education appears to be more effective for improving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cores, whereas the efficacy of private education is even lower than that of

self-directed learning contrary to the common expectation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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