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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년증가에 따른 교육포부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중학교 1학년 69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의 1차

년도(중1)부터 5차년도(고2)까지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LGM)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

포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아개념, 게임시간, 부모기대, 부모자녀활동, 학교규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기대 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자아개념, 

부모자녀활동 순으로 교육포부의 초기와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이에 반해 게임시간은 교육포부 초

기와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 학교규율은 초기 교육포부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교육포부 변

화율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종단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시점에서의 영향만을 분석하는 

횡단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교육포부의 변화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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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김계현 등(2010)이 제시한 연도별 청소년들의 주요 고민들을 살펴보면 연도에 상관없이 항상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진로문제와 성적문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적문제는 상급학

교로 진학이나 취업 등의 진로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청소년기의 진로문제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상의 특징과 관련이 깊다. Erikson(1963)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이러한 과업을 적절히 완수하지 못하면 역할혼미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는지 등을 시

험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며 자신이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할지

를 고민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Zunker(1999)는 중학교시기에 청소년들은 진로결정기술을 기르고 자신의 장점과 능력

을 기르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현실은 학

업성취중심의 교육풍조에 의해서 진로지도 및 상담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시간

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단순히 학교 성적만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김경주, 2011). 따

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단순히 성적에 의해서만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심

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로

포부라고 알려져 있다.

진로포부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Gottfredson(1981)

는 직업포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진로포부의 개념을 직업영역에 한정시킨 반면 O’Brien 등

(1996)은 진로포부 개념을 직업포부와 교육포부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 보았

다. 강경찬(1996) 또한 진로포부를 ‘진로에 대하여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진로

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진로포부를 교육포부로 한정시켜 보고자하는데,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기술과 능력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욕구가 높고 사회특성상 대부분

의 청소년들이 직업선택을 대학입시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교육포부와 직업포부는 상관

관계가 높기(김경주, 2011) 때문이다.

교육포부는 한 개인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고자 열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개인이 

미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 교육수준을 의미한다(전하람, 김경근, 2006). Coombs &

Davies(1965)에 따르면 교육포부는 하나의 개인적 성향으로써 개인이 장래에 성공하고자하는 

의지, 즉 성취지향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포부는 학생의 향후 교육성취와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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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ewell, Haller & Portes, 1969)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포부를 갖도록 진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Super(1953)의 진로

발달단계에 따르면 탐색기에 해당되므로 교육포부를 너무 낮게 잡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

어두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들의 교육포부수준을 파악하

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성별, 자아개념,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요인이나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교육비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Wisconsin모형에서 처음으로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도입되었다(Sewell,

Haller & Portes, 1969). 그 후로는 이를 바탕으로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이 학

생의 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Williams, 1975; Picou & Carter, 1976;

Reitzes & Mutran, 1980; Sewell & hauser, 1980; Davies and Kandel, 1981; 전하람, 김경근,

2006).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특정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횡단연

구로써 피험자들의 교육포부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한 변화에 장기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를 밝혀주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사용

하여 중학교1학년부터 고등학교2학년까지 5년 동안의 교육포부수준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1학년 당시의 여러 변인들

이 당해 그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꾸준히 영향을 미친다면 그 변인

은 당해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비해서 훨씬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는 교육포부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요인들을 밝혀줌으로써 교

육 및 진로지도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포부(aspiration)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

망’을 뜻한다(국립국어연구원, 2000). 포부는 개인에게 미래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어 방

향성 있고 계획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포부를 갖는 것은 개인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실제로 포부는 기존의 지위를 버리고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려는 

성취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Saha, 1997). 그러나 한 개인의 포부는 그 기대가 지나치게 되면,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Grubb,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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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포부는 한 개인의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어떤 대상에 대한 미래의 행동준

비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학업이면 학업포부, 직업이면 직업포부, 교육이면 교육포부

가 될 수 있다. 그중에서 교육포부는 학생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수준에 얼마나 몰입하는가를 

예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Munro, 1981) 향후 직업획득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김희순, 2006). 김수연(1997)은 높은 교육포부수준을 가진 학생은 그

렇지 않은 학생보다 많은 노력을 하도록 동기화되고 같은 조건에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교육성

취를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여러 연구들은(김경숙, 1983; 김영숙, 1984) 교육포부가 직업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하람과 김경근(2006)은 교육포부의 성격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하

나는 교육포부를 한 개인이 사회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서, 한 개인

의 교육포부는 그가 가정 및 학교와 같은 사회화의 장 속에서 형성하게 된 능력, 동기, 기대 등의 

개인적 특성이나 의미 있는 타인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Sewell,

Haller, & Portes(1969)의 wisconsin 모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교육포

부가 가정배경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요인으로 평가되어

야 한다는 교육사회학적 관점으로서(김신일, 2012; Karabel & Halsey, 1983; Teachman &

Paasch, 1998), 개인은 사회구조에 의해 구속되어 외적으로 강제된 준거에 의해 포부를 제한받

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위획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Kerckhoff, 1976).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육포부와 관련된 주요요인들을 크게 개인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등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개인요인에는 주로 

성별이나 자아개념,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 성별에 따라 교육포부수준이 달라진다

는 보고가 있는가하면(Kao & Tienda, 1998) 여러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었다(Ritzes & Mutran, 1980). 안우환(2009)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

이가 났는데 남학생이 더 높은 교육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전하람과 김경근(2006)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육포부는 서로 상당히 다른 요인들의 지배를 받는데 특히 의미 있는 타인의 존재가 

성별에 따라 달랐다고 보고하였다. 즉 대졸 희망자와 대비하여 전문대졸 이하의 교육포부를 가

진 남학생에게는 친구의 낮은 학업성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일한 교육포부의 여학생에

게는 어머니의 미흡한 지원이 교육포부를 낮추는데 핵심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을 추구하는 데는 가정의 경제력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훨씬 더 중요한 제약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학업성취와 관련해서 Coombs & Davies(1965)는 학업성취가 교육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그 후 다수의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Alexander & Eckland, 1975; Marini & Greenberger, 1978; Dougherty, 1987; McClelland,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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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 Boldizar, 1990; Bogenscheider & Steinberg, 1994; Kalmijn, 1994; Whitker &

Pascarella, 1994). 김경근과 변수용(2006)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여기에는 높은 교육포부수준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희자

(2008)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학업성적이 교육포부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황정훈(2014)은 교육포부 및 직업포부가 학업성취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조사하였

는데 직업포부가 교육포부를 매개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아개념과 관련해서는 주로 자아정체감이나 자기효능감에 초점 맞추어 연구되었는데  

Ritzes & Mutran(1980)은 자아정체감이 교육포부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양난미

(2008), 이현주(2005),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2011) 등이 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는데 교육포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진로포부와 교육포부가 상관이 높은 

만큼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 소득수준, 교육비 등이 교

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잘 알려진 모형이 Blau &

Otis(1969)의 지위획득 모형인데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이 자녀의 직업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침을 잘 보여주었다. 국내연구에서도 이영덕 등(1991)의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가정배경

이 좋을수록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의사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김경근과 변수용(2006)

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

고 권승(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안우환(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학력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희자(2008)의 연구에서는 빈곤이 교육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회심리적 요인과 같

은 매개변인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주동범(2006)에서는 어머니

의 직업이 자녀의 교육포부수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전하람과 김경근(2006)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교육포부를 설명하는 변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가정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학문적 잠재력의 원천으

로서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둘째 가정은 아이들이 바깥 

세계의 사건 및 상황을 평가하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축소판 사

회로 볼  수 있으며, 셋째 가정은 아이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가정은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통해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사회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

가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따르면 행위자가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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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타자의 반응과의 타협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이윤희, 1993) 자

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의미 있는 존재와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의 가치

나 기대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진로나 교육에 대한 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모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Paulson(1994)는 자녀의 정서적 독립을 격려하면서 성취에 

높은 가치를 둔 부모들의 자녀는 보다 높은 교육포부수준을 보인다고 하였고 Kao &

Tienda(1998)도 부모의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기대나 부모-자녀 관계 및 활동이 자녀의 진로나 교육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영미, 김영옥, 2002; 주동범, 2006; 김두환, 2008; 안우환, 2009). 변민경(2013)에 따르면 부

모요인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크게 부모의 기대와 부모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기대가 가장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자녀 활동이나 참여가 부모의 배경과 자녀의 교육적 성과 

사이에서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연구가 있는데(심미옥, 2003) 이점은 부모-자녀 활동이 교육포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안우환(2009)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친밀하고 

함께 놀고 부모-자녀간 관계를 만족스럽게 여길 수 있다면 학생의 교육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에게는 부모 못지않게 교사나 친구의 존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년

이 증가할수록 교사나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기대나 상호작용이 청소년들

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실제로 그 학생에게서 

실현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를 고려해 볼 때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은 교육에 대해 긍정적이고 교육포부도 원대할 가능성이 크다(Williams, 1975). 또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때 학생들이 교사를 믿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였다는 

연구(Ryan & Patrick, 2001)를 통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영향력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포부에 대한 교사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친구요인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친구는 성인과 다르게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진로계

획, 동기유발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원식, 2001; Perterson, Stivers &

Peters, 1986). Perterson, Stivers & Peters(1986)는 의미 있는 타인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는데 후기 청소년 남학생에게 의미 있는 타인은 아버지(68%), 어머니(66%), 친구(51%), 형제

자매(48%), 교사(44%) 순이었고, 여학생에게는 어머니(72%), 친구(57%), 아버지(51%), 교사(44%),

형제자매(33%) 순이었다. 그러나 포부와 관련된 친구의 영향은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aller & Butterworth(1960)는 친구와 포부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직업포

부에 비해서 교육포부에 대한 친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pencer(1976)

의 연구에서도 부모나 교사에 비해서 친구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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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육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시

간과 학교규율 요인에 관심을 가졌다. 요즈음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

지고 있으며 지나친 게임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의철 등,

2013; 최진오, 2014). 한편 고영삼은(2011)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내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불안과 불행감이 높고, 내향적이며 포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학업성취가 낮고 그에 따른 교육포부 수준도 낮을 것으

로 예측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규율 요인 또한 교육포부수준에 영향 있는 변인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김정원(2004)은 학교규율이란 학교에서 이루

어지는 일련의 훈련활동과 훈련에 적용되는 명시적, 암시적 규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으

며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힘이라는 시대

적 요구를 합법적 권위로 창출해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식민지교육과 

독재를 위해서 체제순응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김정원, 2004). 그러

나 규칙이나 규율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뒤르껨은 규율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한다고 보았다(강창우, 2012). 또

한 최근의 부모교육에 연구에서도 자애로운 돌봄과 함께 엄격하고 원칙 있는 양육태도가 건강

한 아동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정옥분, 정순화, 2008). 따라서 학교규율이 면학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질서가 바로 선 학교문화가 장기적으로 학생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2005(KELS:2005)’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2929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703914 전원을 모집단으로 해서 3단계 층화

군집추출법(three 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6999명을 추출하였고 그 중 연구

에 동의하는 학생 6908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표본학생의 학

부모를 학부모표본으로, 표본학생의 1학년 담당교사전원을 교사표본으로 삼았다. 이 조사는 추출

된 표본에 대해서 매년 추적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용으로 공개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중학교 1학년 시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618명(52.4%), 여학생이 3290명(4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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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심변인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육포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로부터 

교육포부수준을 측정하였으며, 독립변인은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선행연구에서 중요하

게 거론되었던 변인들 즉, 개인변인, 사회경제적변인, 사회심리적변인들에 초점을 맞춰 1차년도 

자료로부터 측정하였다. 개인변인으로는 성별, 학업성적, 자아개념, 게임시간, 사회경제적 변인

으로는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교육비, 사회심리적 변인으로는 부모교육기대, 부모자녀활동,

학교규율, 교사태도, 교사열정, 친구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범주 하위변인 내용 문항번호 신뢰도

개인

변인

성별 남자:1 여자:2 학생1번 -

학업성적
종단연구 시작 시점 이전의 성적, 즉 초등학교 6학년 성적

을 질문하여 9점 척도로 측정함
학생2번 -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사회, 가족, 신체, 학업 자아개념으로 구성된다. 

사회 자아개념은 학생들의 사회성을 측정하고, 가족 자아개

념은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며, 신체 자아개

념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학업자아개념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인식을 측정함.

학생3번 .917

게임시간
학생의 하루 평균 게임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눠 질문하고 

평균하여 측정함.
학생27번 -

사회

경제적

변인

부모교육

수준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각각 7점척도로 계산하고 평

균하여 측정함.
부모10번 -

가구소득 부모의 월 가구소득을 합산하여 측정함. 부모17번 -

교육비 한 달에 지출하는 교육비를 측정함. 부모18번 -

사회

심리적 

변인

부모교육

기대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교육기대를 측정함. 학생34번 -

부모자녀

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을 아래의 6개 영역에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측정하여 합산함. ⓵ 정치 또는 사회문제 토론 ⓶ 
책, 영화, TV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 ⓷ 클래식음악 감상 ⓸ 
학교생활에 대해 의논 ⓹ 식사를 함께 함 ⓺ 일상적 대화

학생36번 .749

학교규율

학교에서 학교규칙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엄격하게 시행되는

지, 모든 학생들이 규칙을 알고 있고 어겼을 경우 어떤 벌

을 받는지 아는 정도를 측정함.

학생10번 .754

교사태도 교사의 이해도, 공정성, 친절도, 칭찬, 도움 등을 측정함.
학생7_5~

10번 
.862

교사열정 교사의 수업에서의 열정, 지식, 솔선수범을 측정한다. 학생11번 .888

친구관계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등 친구관계

가 얼마나 원만한지를 측정함.

학생7_11

~14번
.831

종속

변인
교육포부

학생에게 앞으로 어느 학교 수준까지 진학할지를 질문하여 

측정함.
학생32번 -

<표 1> 주요변인들의 측정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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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인 교육포부의 변화에 여러 관심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

조방정식모형 중 하나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

형은 반복측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적용해 온 전통적인 통계분석 방법의 제한점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반복측정 자료로부터 측정의 오차가 정제된 잠재변인을 추출한 다음 변화초기

의 평균 및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율뿐만 아니라 변화에 있어서 개인 간 변동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종단적 연구설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문수백, 2013). 모형의 추정은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종단자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결측치를 포함한 케이스를 제거하는 listwise나 pairwise방법보다는 적절한 값

으로 대체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방법을 사용하였다. FIML방법은 

한 변수값이 무선적으로 발생했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listwise 또는 pairwise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미지수 추정

을 한다(문병상, 2012). 통계패키지는 AMOS 21.0을 사용하였다.

Ⅳ. 결과

1. 학년증가에 따른 교육포부의 변화

연차별로 교육포부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2로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교육포부의 

수준은 중학교 시절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가 고등학교1학년이 되면서 조금 떨어지고 그런 다음

에는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년차 1차(중1) 2차(중2) 3차(중3) 4차(고1) 5차(고2)

평균 4.13 4.08 4.15 3.55 3.44

표준편차 .873 .836 .849 1.298 1.235

<표 2> 연차별 교육포부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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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모형 설정

연구의 목적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포부수준이 여러 관심변인들에 따라 어떻

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는데 있기 때문에 2단계 분석방법에 따라 먼저 과연 학생들의 교육포부

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변화모형(change model)을 설정한 다음 

그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해 봐야한다. 본 연구의 변화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처럼 종단적 설계에 따라 동일한 변인이 상이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

된 다섯 개의 관찰변인으로부터 두 개의 잠재변인인 ‘초기교육포부’와 5년간에 걸쳐 ‘변화교육

포부’가 측정되며 잠재성장모형에서는 이를 잠재성장요인(latent growth factor)라고 부른다(문

수백, 2013). 그리고 다섯 개의 관찰변인은 두 잠재성장요인의 지표변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초

기교육포부’ 잠재요인이 5개의 관찰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비표준화회귀계수는 학

년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되어야 하므로 모두 1로 고정하였다. 한편 표2에서 보다시피 변화

의 그래프는 선형형태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변화가 큰 비선형형태이므로 ‘변화교육포부’ 잠

재요인의 비표준화회귀계수를 이러한 곡선 특성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차년도 교

육포부의 평균값를 기준으로 이에 대한 편차를 계산하여 0, -0.05, 0.02, -0.58, -0.69로 각각의 비

표준화회귀계수를 설정하였다.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교육포부

1차년도
e1

1

교육포부

2차년도
e2

1

교육포부

3차년도
e3

1

교육포부

4차년도
e4

1

교육포부

5차년도
e5

1

초기교육포부

변화교육포부

1

1

1
1

-.05
0

-.02

-.58

-.69

.07

[그림 1] 변화모형의 경로도

모형 χ2 df p CFI RMSEA ECVI

변화모형 90.117 10 .000 .976 .034 .016

<표 3> 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



청소년의 학년증가에 따른 교육포부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355

<표 3>을 보면 χ2 값이 90.117로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 검증은 표본

수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표본이 클수록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 커져 좋은 

모형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

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RMSEA와 같은 적합도지수가 개발되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본 연구는 표본수가 매우 크므로 RMSEA 값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값이 .034로서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 수에는 덜 민감한 CFI

값도 .976으로 양호하였다. 평균을 다루는 잠재성장모형에서는 ECVI와 RMSEA같은 절대적합도

지수를 보고해야하는데(문수백, 2013) ECVI 값이 .016으로 매우 양호하였다. 따라서 변화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예측모형의 설정 및 검증

변화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의 변화모형에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

되는 관심변인들을 추가하여 예측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측모형에는 선행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개인,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변인들, 즉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변인들에 대해서 검증

하였다. 먼저 변인을 하나씩 투입하여 초기교육포부와 변화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는데 성별과 교사태도를 제외한 <표 1>에서 제시한 변인들은 대부분 초기교육포부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변화교육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인들이(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교사열정)

많았다. 한편 학업성적과 교육비, 친구관계는 단독으로 투입했을 경우에는 초기값과 변화율 모

두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다른 변인들과 함께 투입했을 때는 다중공선성문제가 발생하여 유의미

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해도 다중공선성의 문제없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서 초기값과 변화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예측모형을 설정하

고 검증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측모형에 추가된 변인들은 자아개념, 게임시간,

부모기대, 부모자녀활동, 학교규율이었다. 예측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고 예측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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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부

1차년도
e1 1

교육포부

2차년도

1

교육포부

3차년도

교육포부

4차년도

교육포부

5차년도

초기교육포부

변화교육포부

1

1
1

1

-.05

0

-.02

-.58

-.69

e1 1

e1 1

e1 1

e1 1

d1

d1

1

1

-.01

자아개념

게임시간

부모기대

부모자녀활동

학교규율

.01 .01

-.02

-.02

.16

.10

.02

.01
-.01

.01

[그림 2] 예측모형의 경로도 

모형 χ2 df p CFI RMSEA ECVI

예측모형 501.089 25 .000 .926 .053 .084

<표 4> 예측모형의 적합도 지수

<표 4>를 보면 CFI 값이 .926, RMSEA 값이 .053, ECVI 값이 .084로 예측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측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p

자아개념 → 초기 .005 .151 .001 10.062 .000

자아개념 → 변화 .008 .144 .001 5.556 .000

게임시간 → 초기 -.012 -.064 .003 -4.017 .000

게임시간 → 변화 -.023 -.081 .008 -2.984 .003

부모기대 → 초기 .165 .551 .005 36.550 .000

부모기대 → 변화 .103 .224 .012 8.212 .000

부모자녀활동 → 초기 .015 .120 .002 8.072 .000

부모자녀활동 → 변화 .014 .073 .005 2.843 .004

학교규율 → 초기 -.009 -.058 .002 -4.057 .000

학교규율 → 변화 .012 .049 .006 2.018 .044

<표 5> 예측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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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를 살펴보면 부모기대는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각각 .551, .224로서 상

대적 영향력이 다른 변인에 비해서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녀들은 초기에 교육포부수준이 높았고 교육포부의 변화율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아개념과 부모자녀활동은 부모기대 다음으로 높게 교육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게임시간은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각각 -.064, -.081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게임을 많이 할수록 초기에 교육포부수준이 낮았고 교육포부의 변화율에도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학교규율은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각각 

-.058, .049로 나타났는데, 학교규율이 잘 정립되어 있을수록 초기에는 교육포부수준이 낮았으나,

교육포부의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년증가에 따른 교육포부의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 탐색하는데 있었다. 교육포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아개념,

게임시간, 부모기대, 부모자녀활동, 학교규율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선행연구에서 교육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자아정체감이나 자기효능감에(이현주, 2005; 양난미, 2008;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

Ritzes & Mutran, 1980)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지 자아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사회, 가족, 신체, 학업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그 

상대적 영향력이 부모기대 다음으로 컸다. 설문문항으로 의미를 분석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단체생활을 잘하며, 가족관계가 화목하고 서로 도와주며 부모와 편하게 대화하고, 자

신의 신체나 용모에 만족하고 자신이 있으며,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수업에 적극적일수록 

교육포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 가능성이 크고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4가지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게임시간이 교육포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시간과 교육포부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지만, 지나친 게임의 사용은 중독으로 이어지고 

중독은 학업적, 사회적, 가정적, 직업적으로 심각한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황재원, 2010)

교육포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초기에 교육포부를 낮게 설정했고 교육포부 변화율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 이점은 학년 초기에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은 학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게임에 몰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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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교육에 대한 포부를 낮게 설정하게 되고, 낮은 교육포부로 인해 게임을 더 많이 하는 악순환

에 빠짐으로써 교육포부수준은 더 낮아지게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나 교사들

은 중학교 1학년 초나 그 이전부터 학생들의 게임시간을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스

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함을 

알 수 있다.

부모기대 요인은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기대는 초기 교육포부설정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포부 변화율에도 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많은 선행연구들의(Paulson, 1994; Kao &

Tienda, 1998; 김영미 & 김영옥, 2002; 변민경, 2013) 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독립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이옥형, 2006). 따라서 부모의 영향력은 청소년들에게

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며, 부모가 바라는 기대가 자녀에게서 실현된다는 피그말리온효과

(pygmalion effect)가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교육적 

기대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알 수 있는데 부모가 교육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가지면 자녀도 

교육포부를 높게 설정할 것이고 낮게 가지면 그 반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모가 자녀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교육적 기대를 할 때 자녀는 부

모의 기대에 따라 교육포부를 높게 설정하겠지만 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 즉 학업에 대한 스트

레스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김종백, 김준엽, 2009).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욕심보다는 

자녀의 능력에 맞춰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활동 요인은 자아개념 다음으로 높게 교육포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교육포부수준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들과(주동범, 2006; 김

두환, 2008; 안우환, 2009)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년관계를 주관적으로 단순

이 ‘좋다/나쁘다’ 로 평가하기보다는 부모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활동의 정도로 평가

했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이 부모들과 더 많이 정치 또는 사회문

제나 책, 영화, TV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하거나, 더 많이 함께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며, 더 많이 

학교생활에 대해 의논하거나, 더 많이 식사를 하고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교육포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포부수준의 변화는 부모기대에 따

른 교육포부수준의 변화와는 다른 점이 있다. 후자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변화된 교육포부

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전자의 경우는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변화된 교육포부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영향력은 다소 적을지 모르지만 지나친 기대를 통해서 

교육포부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자녀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교육포부를 자발적

이고 자연스럽게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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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교규율이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규율을 통해서 자신

의 욕구를 절제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뒤르껨의 주장이나(강창우,

2012) 부모가 자애로운 돌봄과 더불어서 일관되고 엄격하며 원칙 있는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 

건강한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내용과(정옥분, 정순화, 2008)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규율이 엄격하다고 지각할수록, 학년초기에는 교육

포부수준이 더 낮았지만 교육포부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학년초기의 

더 낮은 교육포부수준은 엄격하고 익숙하지 않은 학교규율에 대한 반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학교규율이 몸에 배고 익숙해지면서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배양되고 그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교육포부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교규율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육

포부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교육포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나 학부모는 당장 눈앞의 변화만을 보고 효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개개

인의 교육포부의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고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의 교육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지

만 그 요인들이 갖는 영향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변인

과 사회심리적인 변인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학생 자신이나 부

모, 교사의 관심과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었다. 즉 학생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게임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는 적절히 높은 교육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자녀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는 학년 초기에 학교규율을 엄격하고 공정

하게 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공개된 종단자료를 사용하

다보니 5차년도(고등학교 2학년) 자료까지밖에 분석할 수 없었는데 향후 대학교 진학 후 자료까

지 분석에 포함시킨다면 좀 더 포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육

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포부와 관련이 크다고 알려

진 직업포부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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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ing Factors on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Aspiration

During Adolescence*
***

Hwang, Ja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aspiration during adolescence. The longitudinal data(T1-T5) of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RIS) which was conducted by KEDI, were used for this study and

analyzed by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LGM).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fluencing factors on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aspiration was self-concept, gaming time,

parents’expectation, parent-adolescent activities, and school discipline. Parents’expectation was

a strongest predicting factor, secondly strong factor was self-concept, and third factor was

parent-adolescent activities. On the contrary, gaming time influenced the educational aspiration

negatively. school discipline influenced the educational aspiration negatively in the first but

afterward influenced the change of the education aspiration positively. This study has

methodological significance in that we have found long-term factors which influence the

educational aspiration continuously, by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

Key words: educational aspiration, self-concept, gaming time, parents’ expectation,

parent-adolescent activities, school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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