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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사회과 학업성취를 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Bourdieu의 문

화재생산 이론을 경험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론에 의하면 사회경제 지 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경

제 지 가 낮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 문화자본을 더 풍부하게

획득하게 되며,풍부한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내 부

모의 사회경제 지 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된다.여기서 학생의 문화자

본은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학업성취 간의 계를 매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과 학업성취를 심으로 Bourdieu의 문화재생

산 이론을 경험 으로 검증하고자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학생의 문

화자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그리고 학생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학

업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 다.이 두 계에 한

분석을 통해 문화자본이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사회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지 악할 수 있다면,한국 사회에서 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

론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자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가설 1-1.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문제 2>학생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

가설 2-1.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학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해 국내외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학생의

문화자본을 문화활동(문화자본Ⅰ)과 독서활동(문화자본Ⅱ)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 다.그리고 수도권 소재 학교 가운데 사회경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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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고려하여 총 3개교를 선정한 뒤 각 학교당 5학 씩 표집하여

51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그 가운데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하고 총 502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자료는 AMOS20.0 로그램을 이용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

시하 다.

첫 번째 연구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학생의 문화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이 검증되었다.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 결과 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과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은

모두 부모의 사회경제 지 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독서활동보다는 문화활동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 결과 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은 사회과 학업성취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학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은 사회

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첫

번째 연구 결과와 종합해 볼 때 학생의 문화활동은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사회과 학업성취를 매개하지 않지만,학생의 독서활동은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사회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록 학생들은 문학 서 ,교양 서 을

많이 읽고,도서 이나 서 에 자주 가며,책을 읽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책에 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이러한 독서활동은 사회과

학습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회과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그런데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독서활동을 매개로

할 뿐만 아니라,직 으로도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사회과 학업성취

에 미치는 향은 독서활동에 의해 완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론에 의하면 독서활동(문화자본Ⅱ)뿐

만 아니라 지배계 의 자녀에게 풍부한 문화활동(문화자본Ⅰ)도 학업 성

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실제로 2009개정 학교 사

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폭넓은 문화 경험과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

들이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사회과 학습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한 결과 문화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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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아 그 이

유에 한 고찰이 요구된다.

첫째,문화활동 참여는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사회과 교육과정과의 연 성이 갖는 정 인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김경근 ‧변수용(2007),변수용 ‧김경근(2008)등이 지 했듯이 문

화활동 참여는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오히려 학

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간고사에서 높은 수를 얻기 해

서는 공부에 집 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다양한 문화활동은

스스로 공부하거나 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래하여 아이들의 학업성취로 직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문화자본 측정 방법의 문제 을 그 원인으로 지 할 수 있다.

DiMaggio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Bourdieu가 다양한 의미로 설명

한 문화자본을 ‘엘리트 지 문화’로 이해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 다.

그런데 문화는 상 인 속성이 있어 어떠한 활동이 엘리트 지 문화에

해당하는지 악하여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그래서 문화

자본을 조작화하고자 여러 학자들은 문화자본의 보유 정도를 어떤 지표

를 통해 측정할 것인가에 해 조 씩 다른 견해를 보인다.본 연구도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을 측정하고자 하 지만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문화활동 참여가 사회과 학업성취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문화활동이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긴 한 연 성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문화활동은 다른 방식으로 사회과 학습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를 들어 풍부한 문화 소양을

갖춘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사회 교과에 한 흥미도가

높다든지,사회 교과에 한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활동이 사회과 학업성취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사회과에 한 정의 태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따라

서 문화활동이 사회과 흥미도나 학업 자기효능감 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는 사회과 학업성취를 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Bourdieu의 문

화재생산 이론을 경험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

서도 문화재생산 이론이 용 가능하다는 을 확인하 다.부모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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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 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독서활동은 보다 풍부해지며,풍부한

독서활동은 높은 사회과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 졌다.즉 한국

사회에서 문화활동(문화자본Ⅰ)이 아니라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이 부모

의 사회경제 지 와 사회과 학업성취 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런데 높은 학업성취는 높은 사회경제 지 로 이어져 부모의 계

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한 책이 시 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Bourdieu에 의하면 문화자본은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

해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학교에서의 공식 인 교육을 통해 획득

할 수도 있다.따라서 학교에서 동아리활동,방과후학교,토요학교를 활

용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 문화자본을 획득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상으

로 다양한 독서 로그램을 실시한다면,사회과 학습의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문화재생산의 악순환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주요어 :문화자본,문화재생산,사회과 학업성취,문화활동,독서활동,

부모의 사회경제 지

학 번 :2009-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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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한국사회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

되고 있다.2003년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를 분석한 결과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부모의 사회경제 지 의 향을 크게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2011.10.13).그리고 2011년 서울교육

종단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부분 부모의 소

득 ‧ 교육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향신문,

2011.01.26).이는 한국사회에서 학교교육이 계층 이동의 통로가 되기

보다는 사회경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일은 서구 사회학자들의 핵심 연구 과제 의 하나 다. 랑스

사회학자인 Bourdieu(1986)는 학교교육의 내용이 지배계 의 문화를 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지배계 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를 거두어 부모의 사회경제 지

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백병부 ‧김경근,2007,p.

102).Bourdieu(1986)의 문화재생산 이론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교육결과의 차이는 계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된 문화자본의 차이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

1980년 이후 Bourdieu의 문화자본 개념을 구체 인 지표로 측정하

고 이를 학업성취와 연결시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DiMaggio,1982;DiMaggio& Mohr,1985;DeGraaf,1986;DeGraaf,

1988;Katsillis & Rubinson,1990;Kalmijn & Kraaykamp,1996;

Aschaffenburg& Maas,1997;DeGraafetal.,2000;Sulliva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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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ais,2002).이처럼 최근에는 부모의 교육 수 이나 소득수 그 자

체가 학업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문화자본과 같은 매개변수를 통해 학업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즉 단순히 부모의 교육수 이나 계

층 지 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설명보다는 자녀

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부모의 사회경제 배경 변수가 구체 으로 어

떤 변수를 매개로 하여 사회재생산에 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한 심

이 고조되고 있다(김 주 ‧이병훈,2007).

한국 사회에서도 계층 간 교육격차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그 발생

배경으로서 문화자본이 주목받게 되었다.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

변동의 양상과 무 하지 않다.먼 한국사회가 경제 인 측면에서 안정

화 단계에 어들면서 서구사회처럼 생활양식이나 소비패턴에서 계층 간

차이가 차 뚜렷해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장미혜,2001;조돈문,

2005).이러한 상은 계층 간 거주지 분화와 맞물려,이 에는 불 수 없

었던 거주지 간 문화의 진 차별화로 이어지고 있다.다음으로 교육

의 장면에서는 입시 형요소의 다양화에 의해 논술,면 ,구술시험 등에

서 문화 소양이나 자기표 능력이 매우 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

다(김경근 ‧변수용,2007;Byun,2007)(변수용 ‧김경근,2008,p.54).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계를 경험 으로 분석

한 연구들이 2000년 이후에 본격 으로 진행되고 있다(김정숙,1999;

장미혜,2002;차정민,2002;류향곤,2004; 민정,2005;김경근 ‧변수

용,2007;김용범,2007;김 주 ‧이병훈,2007;백병부,2007;백병부 ‧

김경근,2007;변수용 ‧김경근,2008;장상수,2008;고동 ,2009;김

아,2010;박 진 ‧김 화,2010;최은 ,2010;김 숙,2011).이러한 연

구들은 한국사회에서도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침을

밝힘으로써 문화자본이 계층 간 교육격차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변수용 ‧김경근,2008,p.54).

그런데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에 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종속 변수로 체로 주요 과목의 평균 수나(Sullivan,2001;Dum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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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김정숙,1999;장미혜,2002;차정민,2002;류향곤,2004; 김 주 ‧

이병훈,2007; 백병부,2007;백병부 ‧김경근,2007;김 아,2010;김

숙,2011), 어 수(고동 ,2009;박 진 ‧김 화,2010)혹은 읽기

수(DeGraaf,1988; 민정,2005;장상수,2008)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

다. 종속변수로 사회과 수를 사용한 연구는 외국 연구로

DiMaggio(1982)와 Katsillis& Rubinson(1990)의 연구가 있을 뿐,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그리고 사회과를 종속변수로 한 외국의

두 연구조차 정반 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단순히 종속변수로 사회

과 수를 사용했을 뿐 문화자본과 사회과 교육과정의 계에 해 논의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사회과 교육과정이 문

화자본과 긴 한 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특히 사회과Ⅰ(사회)와

사회과Ⅱ(역사)로 구성된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사회과의

내용이 다양한 문화 활동과 독서 경험에 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와 일반사회 내용으로 구성된 학교 사회과Ⅰ(사회)와 한국사와 세

계사 내용으로 구성된 학교 사회과Ⅱ(역사)교육과정은 모두 폭넓은

문화 인 경험과 배경 지식을 요구하므로 다양한 문화 활동은 사회과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과Ⅰ(사

회)와 사회과Ⅱ(역사)교육과정은 어휘력과 배경지식,사고력 등을 요구

하므로 폭넓은 독서 경험은 사회과 학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과 학업성취를 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론을 경험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이를 해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학생의 문화자본 간의 계,학생의 문화자본

과 사회과 학업성취 간의 계를 밝히고자 한다.이 두 계를 분석함으

로써 문화자본이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사회과 학업성취 간의 계

를 매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연구는 사회과 학업성취

결정 요인에 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며,평등한 사회과 교육 실천에

요한 단서를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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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본 연구는 사회과 학업성취를 심으로 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론

을 경험 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 이 있다.이를 해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학생의 문화자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그리고 학생의

문화자본이 사회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향을 밝히는지 분석하여 문화자

본이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사회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자본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가?

1-1.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1-2.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2.학생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1.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

2-2.학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 Ⅱ장에서는 이론 배경을 살펴보

고,Ⅲ장의 연구 설계에서는 Ⅱ장의 이론 논의를 토 로 하여 가설을

수립하고 연구방법에 해 논의할 것이다.Ⅳ장 결과 분석에서는 통계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며,Ⅴ장에서는 결과에 한

논의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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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의의와 한계

1)연구의 의의

첫째,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과 학업성취와 련하여 문화자본

이 수행하는 역할에 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문화자본과 사

회과 학업성취의 계를 규명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DiMaggio,1982;Katsillis& Rubinson,1990),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

렵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자본이 사회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을 경험 으로 분석한 연구의 시 가 될 것이다.

둘째,본 연구는 사회과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한

교육 책을 수립하는데 요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문

화자본에 취약한 학생들이 가정에서 획득하기 어려웠던 문화 소양을

동아리활동,방과후학교,토요학교 등 학교의 다양한 로그램을 통해서

보충한다면,사회과 학습의 계층 간 격차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연구의 한계

첫째,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을 빠짐없이 다루었다고 보기

어렵다.일상의 미세한 경험들을 설문조사의 제한된 문항을 통해 일일이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 문화는 상 인 속성이 있어 문화자

본의 요소는 나라별,시 별,지역별로 다르며,문화자본은 지식이나 정

보, 심,구체 인 행 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 문화자본 측정 도구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문화자

본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반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본 연구는 조사 상의 표성 문제인 외 타당성의 제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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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 될 수 있다.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 학생들을 포함하지 못했으며,연구 환경의 제약으로

무선표집(random sampling)을 실시하지 못하 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

과를 국 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 방법으로 처

리하는 양 방법론에 입각하여 분석을 하 다.백병부(2007)에 의하면

이러한 양 연구는 설문조사 자체가 지니는 한계나 결측치 처리상의 문

제로 인해 변인 간의 계가 왜곡되거나 편향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특

히 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었던 문화자본은 응답자의 주

단에 의해 응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수 있는 질 방법을 도입하여 본 연구의 결과

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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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문화자본

1)문화자본의 개념

Bourdieu는 자본을 경제 의미로 국한하지 않고 상당히 포 인 의

미로 정의하 다.그에게 자본은 행 자(집단,계 )가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해 동원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택수,1998,

p.110).

Bourdieu(1986)에 의하면 자본은 작용하는 역에 따라 경제자본,사

회자본,문화자본으로 구분된다.경제자본(economiccapital)은 즉각 이

고 직 으로 으로 변환되며 재산권의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는 자

본을 의미한다.사회자본(socialcapital)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경제자본

으로 변환될 수 있는 사회 연 로 구성되어 있고,신분의 형태로 제도

화될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그리고 문화자본(culturalcapital)은 특정

한 조건 하에서 경제자본으로 변환되며 학 나 자격증의 형태로 제도화

될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Bourdieu,1986,p.243).자본의 형태에는

이외에도 경제자본,사회자본,문화자본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게 하여

사회질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상징자본(symboliccapital)

이 있는데,의식,명 , 신 등을 들 수 있다( 택수,1998,p.110).

Bourdieu는 자신의 여러 작에서 문화자본을 일 되게 정의하기보다

는 다양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Inheritors(Bourdieu & Passeron,

1964)에서는 문화자본을 통 인 언어 능력,구체 태도,개인 스

타일과 같은 비형식 지식으로,Reproduction(Bourdieu & Passeron,

1970)에서는 언어 인 능력(문법,액센트,어조),이 의 학업 문화,형식

지식과 일반 인 문화,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Distinction(Bourdieu,

1979)에서는 계 지 의 기 이자 지표인 문화 태도,선호,행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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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선별을 한 '취향'으로 개념화된다(Lamont& Lareau,1988,p.

155).

한편 Bourdieu(1986)는 존재 양상에 따라 문화자본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그는 문화자본을 신체와 정신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성향

인 체화된 상태(embodiedstate)의 문화자본과 그림,책,사 ,악기,기

계 등과 같은 문화상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객 화된 상태(objectified

state)의 문화자본,교육을 통해서 획득하는 학 나 자격증을 의미하는

제도화된 상태(institutionalizedstate)의 문화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체화된 상태(embodiedstate)의 문화자본이다.체화된 상태로 축

된 문화자본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풍기는 품 ,교양 등을 의

미한다.이것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과 물리 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신체 인 성향으로 체화,즉 신체와 일체가 되는 과정을 제로 한

다.각 개인은 오랜 시간 동안 직 인 자기 개발의 노력을 통해서 체

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을 축 할 수 있고 내면화할 수 있다.이러한 체화

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가족이 소유한 문화자본의 향을 많이 받는다.

가족이 소유한 문화자본은 암묵 인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둘째,객 화된 상태(objectifiedstate)의 문화자본이다.객 화된 상태

의 문화자본은 문학작품,미술작품,유 ,악기 등 물질의 형태로 수될

수 있는 문화 재화 형태의 자본을 말한다.이러한 객 화된 상태의 문

화자본은 경제자본을 이용하여 물질 으로 소유될 수 있으며,체화된 문

화자본을 통해 상징 으로 향유될 수 있다.그러나 객 화된 상태의 문

화자본을 법 으로 소유했다고 해서 미술품을 감상하거나 기계를 사용하

는 것과 같이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을 겸비했다고 볼 수 없다.객 화

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을 겸비한 사람에 의해 이

용될 때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셋째,제도화된 상태(institutionalizedstate)의 문화자본이다.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학 나 자격증과 같이 교육을 통해서 획득하는 법

인 자격을 의미한다.문화 능력에 한 학문 자격은 그것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속 이며 제도 으로 보장된 가치를 부여해 다. 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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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인 시험의 하나인 콩쿠르는 1등부터 탈락자까지 선별함으로써 공

식 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력과 그 지 않은 능력의 본질 인 차이를

제도화시킨다.그리고 학문 자격은 제도 으로 공인된 것이므로 학

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게다가

학 와 자격증은 그것을 보유한 사람에게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자본과 경제자본 간의 환 비율을 정한다(Bourdieu,1986,pp.

244-248).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조작화하고자 한 것은 문화자본의 세 가지 형

태 에서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었다.객 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을

향유하기 해서는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 필요하며,제도화된 상태

의 문화자본은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을 소유한 결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Dumais,2002,p.46).

Bourdieu(1979)는 문화자본을 존재 양상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

하 을 뿐만 아니라,습득 경로에 따라 상속된 문화자본과 획득된 문화

자본으로 구분하고 있다.상속된 문화자본은 가정에서의 사회화 과정에

서 습득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향과 아비투스를 의미하며,획득된

문화자본은 공식 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된 자질을 의미한다

(Bourdieu,1979,pp.80-85;장미혜,2002b,pp.97-98).여기서 우리는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장이 가정과 학교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각 계 의 구성원들은 상속 자

본의 형태로 문화자본을 습득하며,학교에서의 공식 인 교육과정을 통

해서 획득 자본의 형태로 문화자본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류향곤,2004,

pp.11-12).

Bourdieu는 문화자본을 많이 보유한 부모를 둔 사람들은 그 부모로부

터 물려받은 문화자본을 보다 손쉽게 교육 자질로 환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Savageetal.,1992,p.17),이러한 입장은 문화자본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린 시 의 기 사회화 과정의 요성을 보다 강조하는 입

장,다시 말해서 상속 자본의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장미혜,2002b,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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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ourdieu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진 몇몇 연구들(Erickson,1996;

Halle,1992)은 Bourdieu가 상속된 문화자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 한다.Erickson(1996)은 문화자본에서 요한 것은 부모가 어떠한 문

화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성장 과정 단계에서 고

문화를 향유할 만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는가가 보다

요하며,더 나아가 술 장르에 따라서는 직장을 가진 뒤 동료들과의

을 통해서 새롭게 문화 취향을 습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장미

혜,2002b,p.100).Halle(1992) 한 문화자본의 형성에는 어린 시 의

사회화 과정보다는 공식 인 교육과정이 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문화자본이 교육체계 특히 고등교육을 통해 학습되는 능력이라는 을

강조한다(백병부,2007,pp.34-35).그런 의미에서 Bourdieu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술 능력을 습득할

가능성에 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Bourdieu는 자신의 여러 작에서 문화자본을 다양한 의미로 설명하

으나,1980년 이후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면서 문화자본에 한 하나의 지배 인 해석이 형성되었다.교육 연구

에서 문화자본에 한 지배 인 해석은 DiMaggio의 1982년 논문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그는 문화자본을 ‘엘리트 지 문화(elitestatusculture)’

라는 베버주의자들의 개념,즉 ‘공유된 습에 따라 명 를 가진 개인들

의 구체 인 문화 특징,취향,스타일’로 이해하 다.

<표 Ⅱ-1>의 부분의 연구들은 ‘엘리트 지 문화’라는 DiMaggio의

문화자본 개념을 따르고 있다. 를 들어 Katsillis& Rubinson,Kalmijn

& Kraaykaamp,Roscigno& Ainsworth-Darnell,DeGraafetal.,Eitle

& Eitle은 문화자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데 ‘고 지 (highstatus)’의

실천들을 용하고 있다.이와 유사하게 DeGraaf는 ‘ 한 매 ’나 ‘고

술에 한 친숙함’,Robinson& Garnier는 ‘고 문화에 한 참여’

로 문화자본을 이해하고 있다.한편 Ganzeboom etal.은 문화자본을 ‘문

화 자산 내지 문화 자원’으로,Aschaffenburg& Maas는 ‘지배 인

문화 코드’로 보다 범 하게 정의하고 있다.그리고 Dumais에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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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자 문화자본의 정의

1982 DiMaggio
사회 으로 추구되고 소유할 가치를 지닌 상

징 부의 유를 재는 수단

1985
DiMaggio&

Mohr
고 문화 자원에 한 심과 경험

1985
Robinson&

Garnier

언어 ,문화 능력(도서 구입과 출,박물

,극장,콘서트 참가,화법과 인 계 기

능)

1986 DeGraaf

공식 문화와 술(고 음악,연극,그림,조

각,문학)의 가치를 통한 한 매 와 좋은

취향

1990

Farkas,Grobe,

Sheehan,&

Shaun

교사가 보상하는 일반 인 기능,습 ,스타

일과 같은 비공식 인 학업 표

1990
Ganzeboom,De

Graaf,& Robert

일반 으로 문화 자산,문화자원 통제와

문화 자원에 한 처분(문화자본 자체라기보

다는 문화재생산론에 한 정의)

1990
Katsillis&

Rubinson

한 사회의 고 지 문화에서의 능력,행동,

습 ,태도

1995
Mohr&

DiMaggio

가치에 한 사회 기 을 유지하고 보 하

며 문화 통용을 분명히 하며 주기 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문화 향력이

있는 집단에 의해 정당성을 입증 받은 고

취향, 상 는 스타일

화자본을 구성하는 지식과 능력은 상층 계 문화와 련이 있다(Lareau

& Weininger,2004,pp.107-115).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계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한 문화자본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일반 으로 문화

자본은 ‘사회 수 에서 정당화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제도화된 지배

인 문화에 한 능숙함이나 친숙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Aschaffenburg

& Maas,1997,p.573).

<표 Ⅱ-1>문화자본의 개념



-12-

1996
Aschaffenburg

& Maas

정당하게 제도화된 지배 인 문화 코드,실

천,언어 양식,미 선호,상호작용 양식

1996
Kalmijn&

Kraaykamp

태도,행동,선호,자격과 같은 고 지 문

화 지표,일반 으로 사회 ‧문화 포함

과 배제에 사용됨

1999

Roscigno&

Ainsworth-Darn

ell

폭넓게 공유된 고 지 문화 지표와 가정

이 보유한 교육 자원(그림,책 등)

2000

DeGraaf,De

Graaf,&

Kraaykamp

범 하게 공유되고 있는 고 지 의 문화

지표(행동,취향,태도)

2001 Sullivan

지배문화에 한 친숙함,특히 교양 있는 언

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언어 능력

의 요성

2002 Dumais
언어 ,문화 능력과 상층 계 문화에

한 범 한 지식

2002 Eitle&Eitle

태도,행동,선호,자격과 같은 고 지 문

화 지표,일반 으로 사회 ‧문화 포함

과 배제에 사용됨

출처:Lareau& Weininger,2004,pp.108-111.

2)문화자본의 측정

Bourdieu는 문화자본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문화자본을 측정 가능한 경험 지표로 환시키지 않았다.그는 부

모의 교육(parentaleducation)을 문화자본의 리인으로 사용하 는데,

Halsey, Heath & Ridge(1980), Robinson & Garnier(1985),

Jonsson(1987)도 이러한 리인을 사용하 다.이처럼 Bourdieu는 문화

자본의 개념이 어떻게 조작화되어야 하는지에 해 분명하게 밝히지 않

았다(Sullivan,2001,p.896).

문화자본에 한 조작화는 1980년 이후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계

를 분석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다.문화자본의 보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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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떤 지표를 통해서 측정할 것인가에 해서는 학자들마다 조 씩 다

른 견해를 보인다.실제로 문화자본의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 인

연구에 합한 구체 인 지표로 환시킬 것인가는 Bourdieu의 이론

틀에 입각해서 경험 인 연구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당면하게 되는 가

장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류향곤,2004,p.16;김용범,2007,p.

13).

문화자본의 측정은 학생의 문화자본을 측정하려는 흐름과 부모의 문화

자본을 측정하려는 흐름,학생의 문화자본과 부모의 문화자본을 동시에

측정하려는 흐름으로 나뉜다.부모의 문화자본을 측정하려는 흐름은 부

모로부터의 상속자본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인 반면,학생의 문화자본을

측정하려는 흐름은 부모의 출신계층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된

본인의 문화자본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장미혜,2001,pp.

49-51).<표 Ⅱ-2>와 <표 Ⅱ-3>은 문화 자본 측정을 한 경험 지표

를 보여주는데,<표 Ⅱ-2>는 외국 연구의 경향을,<표 Ⅱ-3>은 국내

연구의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화자본이 아니라 학생의 문화자본을 측정할

것이다.왜냐하면 교육 성취의 기 단계에서는 부모의 문화자본이

요하지만 후기 단계에서는 학생의 문화자본이 요하기 때문이다.De

Graaf(1988)에 의하면 반에는 부모들이 의사결정을 하지만,이후에는

학생들이 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문화자본이 더 요하게

작용한다고 한다(DeGraaf,1988,p.213).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이 아

니라 학생을 연구 상으로 하므로 부모의 문화자본보다는 학생의 문

화자본이 더 요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문화자본을 문화활동 요인과 독서활동 요인으로

나 어 측정하고자 한다.이처럼 문화자본을 문화활동 요인과 독서활동

요인으로 나 어 측정한 외국 연구로는 DeGraaf(1986),Crook(1997),

DeGraafetal.(2000)등이 있다.DeGraaf(1986)는 문화자본을 독서습

과 문화참여로 구분하 는데,독서습 은 일주일 동안 부모의 독서 시

간,한 달에 부모가 도서 을 방문하는 횟수를,문화참여는 부모가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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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박물 (미술 ),극장이나 공연,유 지를 방문하는 횟수를 포함하고

있다.DeGraafetal.(2000)은 문화자본을 술참여와 독서행동으로 구

분하 는데, 술참여는 미술 ,박물 ,오페라나 발 공연,클래식 음

악 공연,극장 공연에 참석하는 정도를,독서행동은 지역 소설이나 역사

소설,공포 소설,과학 소설, 쟁 소설,네덜란드 문학,번역 문학,외국

문학을 읽는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문화자본을 문화활동 요인과 독서활동 요인으로 구분한 것은

문화자본을 국가의 교육시스템의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각 국가의 사회 맥락과 교육 체계에 따라 요하게 고려

해야 할 문화자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를 들어 이탈리아나 랑

스에서는 술사와 철학이 상 으로 요한 과목인 반면,네덜란드와

국,미국 등에서는 이 과목들의 요성이 약하다.네덜란드 등교육

시스템에서는 언어 교육을 강조하는데,학생들에게 최소한 두 개의 외국

어를 습득할 것을 요구한다.따라서 네덜란드의 맥락에서 독서 습 이나

언어 능력과 련된 인지 성격의 문화자본이 요해진다(DeGraaf

etal.,2000,pp.95-97).

인문‧문화 통이 강하며 술보다는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 과목

의 비 이 더 높은 한국 사회는 학업성취와 련된 문화자본의 존재양상

은 네덜란드와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여기에 상 으로 계 형성의 역

사가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배 계 이 안정된 계 으로 재생산되어 온

유럽사회에 비해서 지배 계 만이 배타 으로 유하고 있는 고 문화

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술 취향으로서의 문화자본이 갖는

효과는 미약한 신에 인지 형태의 문화자본이 갖는 향력은 보다 강

하게 나타날 것이다(장미혜,2002,p.235).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랑

스 사회를 상으로 한 Bourdieu의 근보다는 DeGraaf와 같은 근이

학업성취와 련된 문화자본의 향력을 더 정확하게 보여 수 있다고

단된다(백병부,2007,p.42).

이처럼 DeGraaf(1986)와 DeGraafetal.(2000)의 문화자본 구성 요인

은 한국 사회에 합한 문화자본 구성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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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그러나 이 두 연구는 학생의 문화자본을 측정하지 않고,부

모의 문화자본을 측정하 기 때문에 학생의 문화자본을 측정하려는 본

연구에 직 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이들의 연구를 참고

하여 학생의 문화자본을 측정하고자 한 국내의 연구들(김정숙,1999;김

경근 ‧변수용,2007;고동 ,2009;최은 ,2010)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숙(1999)은 등학교와 학교 시기 유 지 박물 을 방문한

횟수,클래식 콘서트 람 횟수와 만화책,교과서,참고서를 제외한 독서

량을 통해 학생의 문화자본을 측정하 다.김경근 ‧변수용(2007)은 학

생의 문화자본을 문화활동과 독서향유로 나 어 측정하 는데,문화활동

은 미술 ‧박물 ,고 음악회 ‧오페라공연,연극 ‧뮤지컬, 통음악

‧민속공연 람 빈도로,독서향유는 독서의 취미 정도,책에 한 화

산호도,서 ‧도서 방문 선호도,문학작품 독서빈도로 측정하 다.

한편 고동 (2009)은 학생의 문화자본을 문화생활,독서량,외국어 흥

미로 측정하고자 하 다.이 문화생활은 화 ‧연극 ‧뮤지컬 람,

박물 ‧미술 ‧음악회 람 빈도로,독서량은 문학,교양 서 독서

량으로 측정하 다.마지막으로 최은 (2010)은 김경근 ‧변수용(2007)과

마찬가지로 문화활동과 독서향유의 두 가지 요인으로 학생의 문화자본을

측정하 다.문화활동은 등학교 학교 시기 클래식 음악회 ‧오페

라 ‧발 공연,연극 ‧뮤지컬,미술 ‧화랑,박물 람 ‧문화유

답사 여행,해외 여행 빈도를 포함하고 있고,독서향유는 등학교

학교 시기 문학 작품과 교양 서 독서 빈도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DeGraaf(1986),DeGraafetal.(2000),김정숙

(1999),김경근 ‧변수용(2007),최은 (2010)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학생

의 문화자본을 문화활동 요인과 독서활동 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고자

한다.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부분 재 향유하고 있는 문화자본에

해서만 주로 논의하고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시기와 학교

시기의 문화자본을 모두 측정하고자 한다.왜냐하면 ‧고등학교 시기

는 학습 부담으로 인해 문화자본의 축 이 축소될 수 있는 시기이며,

등학교 시기에 쌓은 문화자본의 차이도 학생의 학업성취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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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기 때문이다(최은 ,2010,p.4).

그러나 문화자본에 한 경험 인 지표를 개발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첫째,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요인들을 설문조사의

제한된 문항을 통해서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다.일상 생활 속에서 이

루어지는 가족들 사이의 화,무심코 틀어 놓는 음악,벽에 걸려 있어서

익숙해진 그림 등 수많은 미세한 경험들을 일일이 설문 문항으로 조사하

기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어렵다(장미혜,2001,

pp.51-52;장미혜,2002b,pp.111-112;김용범,2007,pp.13-14).

둘째,문화는 상 인 속성이 있어 문화자본의 요소가 나라별,시

별,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에 맞는 문화자본 측정 지표

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김용범,2007,pp.

57-58).Lareau& Weininger(2004)는 문화자본이 원래 Bourdieu가 랑

스의 사회 ,교육 특성을 분석하기 해 고안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것을 랑스가 아닌 다른 사회에 용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지 한 바 있다.이는 한 사회에서 정의될 수 있는 지배계 의 문화나

학교에서 보상되는 문화자본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변수용 ‧김경근,2008,p.58).

셋째,DiMaggio(1982)도 지 했듯이 문화자본은 지식이나 정보, 심,

구체 인 행 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를 들어 클래식 음악에 한 문 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

라도 반드시 음악회와 같은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그리고

문화에 해서 심을 갖는 것과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행 는 다른 차원

의 문제인 것이다(장미혜,2001,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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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학자 종류 경험 지표

학생의

문화자본

DiMaggio

(1982),

DiMaggio

& Mohr

(1985)

태도

(Attitude)

술 활동( 시회,독서,연주회)과 직업

(작곡가,시인, 술가)에 한 흥미

활동

(Activities)

지난 3년 동안 그리기,연기,공연 람,

독서를 한 정도

정보

(Information)

문학,음악,미술에 한 TALENT 로젝

트의 테스트 수

Katsillis&

Rubinson

(1990)

고 문화

활동

지난 3년 동안 극장 람,강연 참여,박물

과 미술 방문을 포함한 고 문화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정도

Dumais

(2002)

고 문화

수업

학교 밖에서 미술 수업,음악 수업, 스

수업 참여 여부

고 문화

활동

공공 도서 에서 책 빌리기,공연 람이

나 다른 술 행사 참여,미술 람 활

동 참여 여부

부모의

문화자본

DeGraaf

(1986)

독서습
일주일 동안 부모의 독서 시간,한 달에

부모가 도서 을 방문하는 횟수

문화참여
부모가 한 달에 박물 (미술 ),극장이나

공연,유 지를 방문하는 횟수

DeGraaf

(1988)
부모의 흥미

정치에 한 심,철학에 한 심,다른

국가와 사람에 한 심, 향력 있는 일

간지나 잡지 읽기

Kalmijn&

Kraaykamp

(1996)

부모의

독서행동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의 수,지난 해 읽

은 책의 수,책에 한 흥미

DeGraaf

etal.(2000)
술참여

미술 ,박물 ,오페라나 발 공연,클래

식 음악 공연,극장 공연(연극이나 쇼)에

참석하는 정도

<표 Ⅱ-2>문화자본 측정을 한 경험 지표(외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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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행동

지역 소설이나 역사 소설,공포 소설,과학

소설, 쟁 소설,네덜란드 문학,번역 문

학,외국어로 쓰여진 문학을 읽는 정도

학생의

문화자본

+

부모의

문화자본

Aschaffenb

urg&

Mass

(1997)

학생

의

문화

자본

문화

수업

참여

음악(노래나 악기),시각 술(조각,회화,

인쇄 기술,사진, 화 제작),공연(연극이

나 발 ), 술 감상이나 술사,음악 감

상이나 음악사의 문화 수업에 참여했는지

여부/12세 이 ,12세~17세,18세~24세의 3

가지 시기로 측정/문화 수업의 장소가 학

교인지 학교 밖인지 고려

부모

의

문화

자본

문화

활동

참여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를 듣는지,미술

이나 시회에 자녀를 데리고 가는지,자

녀를 연극이나 스 공연,클래식 음악 공

연에 데리고 가는지,자녀에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책이 아닌 다른 책이나 종교

에 한 책을 읽게 하는 정도

Sullivan

(2001)

학생

의

문화

자본

문화

활동

i)독서:읽는 책의 유형과 양(고 책과

책 모두 포함),도서 사용,읽는 신

문 ii)TV(television):시청하는 로그램

의 유형 iii)음악(music):듣는 음악의 유

형,악기 연주 iv)공식 문화에 한 참

여:미술 ,극장,공연 참여

문화

지식

유명한 문화 인물에 한 지식 테스트

수(학생들이 25명의 유명한 문화 인물

들을 정치,음악,소설, 술,과학 역별

로 분류하도록 요구함)

언어
어휘 테스트 수( 통 인 ‘문장 완성’테

스트,유의어 테스트)

부모

의

문화

자본

문화

활동

독서와 집에 있는 책의 수,구독하는 신문,

듣는 음악과 라디오 방송국의 유형,공식

문화에의 참여,집에서 토론하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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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학자 종류 경험 지표

학생의

문화자본

김정숙

(1999)

독서량
등학교와 학교 1년 평균 독서량/만화

책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참고서 제외

유 지

박물 방문

등학교 6년, 학교 3년 동안 유 지

박물 에 간 총 횟수/특정한 학습을 목

으로 유 지나 박물 을 방문한 횟수와 주

말이나 방학의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방문

한 횟수

클래식

콘서트 람

등학교 6년, 학교 3년 동안 클래식 콘

서트 람 횟수

민정

(2005)

문화 자산
가정 내 고 문학작품,시집, 술작품 소

유 여부

문화 활동
부모와 동행한 박물 ‧미술 ,오페라 ‧

발 ‧클래식,연극 ‧뮤지컬 방문 횟수

문화 화

부모와 나 는 정치 ‧사회문제 토론,책

‧ 화 ‧TV 토론,클래식 음악 감상 빈

도

김 주‧

이병훈

(2007)

문화생활비
지난 1년간 지출한 문화생활비에 자연 수

를 취한 값

문화 활동

화나 연극,뮤지컬 람과 박물 이나

미술 ,음악회 감상을 가족과 얼마나 자

주 하 는지를 측정

부모의

문화자본

장미혜

(2002)

고 술에

한 취향

음악회 ‧미술 람,좋아하는 그림의

화풍이나 화가 ‧클래식 음악 작곡가나 연

주자,자녀의 독서 ‧음악감상에 한 조

언,TV 연속극 비시청,가족과의 토론,연

극 ‧ 화 람, 술가들과의 친분 등의

정도

인지 능력
독서,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어구사 능

력, 자신문이나 자주간지 구독 정도

김용범

(2007)

객 화된

문화자본

악기,클래식 음반 집,화집, 술작품,

인터넷 시설,책시리즈,잡지나 신문,집근

처에 이용 가능한 각종 문화시설, 어학

<표 Ⅱ-3>문화자본 측정을 한 경험 지표(국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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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자료, 이블 TV나 성방송 소유 여

부

체화된

문화자본

클래식 음악,미술품,연극 ‧ 화 ‧뮤지

컬 선호도,스포츠,독서, 어 선호도,

어 능력,인터넷 활용 능력,여행,단체 가

입하여 문화 활동,미술 시회나 음악 연

주회 참여 정도

제도화된

문화자본
졸업장

박 지‧

김 화

(2010)

언어 소양
독서,자녀의 독서에 한 조언, 어 의사

소통능력

문화 술

취향

미술 ,박물 람,연극 ‧ 화 람,

지역사회의 문화 로그램 참여,좋아하는

화풍 ‧화가,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작곡

가 ‧연주자, 술가와의 친분, 화 ‧음

악에 한 토론

김 숙

(2011)
문화 취향

클래식 음악,미술품, 화 ‧연극,뉴스나

시사 로그램,독서,인터넷 활용,여행,문

화 활동,연주회,외국어 소통 능력 정도

학생의

문화자본

+

부모의

문화자본

차정민

(2002)

학생

의

문화

자본

문화

활동

학교 외 음악 ‧미술 교습 경험과 실력 정

도,클래식 음악회 ‧미술 시회 ‧박물

람,문화유 답사 탐방,각종 강습회나

캠 ,교양서 /동화 ‧그림책 독서 경험의

정도

문화

취향

TV 로그램 선호도,고 / 음악 선호

도,책 분야 선호도,일상 활동 선호도,옷

스타일 선호도

부모

의

문화

자본

물리

자본

음악(클래식 음반,악기),미술(화집,미술

품),책(백과사 등의 문서 ),정보(인

터넷 용선,교육용 소 트웨어),운동(골

나 테니스용품,실내운동기구)보유 여부

문화

취향

TV 로그램 선호도,고 / 음악 선호

도,책 분야 선호도,일상 활동 선호도,옷

스타일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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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향곤

(2004)

학생

의

문화

자본

문화

취향

클래식음악 선호도,미술품 선호도,연극

(뮤지컬)이나 화 선호도,스포츠 경기 선

호도,독서 선호도, 어 선호도

문화

활동

음악 련(음악회,악기 연주실력),미술

련( 시회,미술 실기능력),박물 람이

나 문화유 답사여행, 이나 어학연수

를 한 해외여행,정보(컴퓨터 활용),스

포츠(골 ,스키,테니스 등),독서경험,

어구사능력 정도

문화

상품

음악(악기 보유,클래식 음반),미술(화집,

미술품 보유),운동(골 나 스키,테니스용

품,실내운동기구),정보(인터넷 용선),

책(백과사 등의 문서 ),시설(서재나

음악감상실,문화시설에의 근성)보유 여

부

부모

의

문화

자본

학력 어머니의 학력

문화

취향

클래식음악 선호도,미술품 선호도,연극

(뮤지컬)이나 화 선호도,스포츠 경기 선

호도,독서 선호도, 어 선호도

문화

활동

음악 련(음악회,악기 연주실력),미술

련( 시회,미술 실기능력),박물 람이

나 문화유 답사여행, 이나 어학연수

를 한 해외여행,정보(컴퓨터 활용),스

포츠(골 ,스키,테니스 등),독서경험,

어구사능력 정도

문화

상품

음악(악기 보유,클래식 음반),미술(화집,

미술품 보유),운동(골 나 스키,테니스용

품,실내운동기구),정보(인터넷 용선),

책(백과사 등의 문서 ),시설(서재나

음악감상실,문화시설에의 근성)보유 여

부

김경근‧

변수용

(2007)

학생

의

문화

자본

문화

활동

미술 ‧박물 ,고 음악회 ‧오페라공

연,연극 ‧뮤지컬, 통음악 ‧민속공연

람 빈도

독서

향유

독서의 취미 정도,책에 한 화 선호도,

서 ‧도서 방문 선호도,문학작품 독

서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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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의

문화

자본

문화

상품

정기구독 일간지,월 ‧주간지,인터넷

속망,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장소,홈시어

터,골동품 술작품,고 음반 CD,

100권 이상의 교양 문서 ,미술화집,악

기( 이노,바이올린 등)에 한 보유 여부

백병부

(2007),

백병부‧

김경근

(2007)

학생

의

문화

자본

독서

련

활동

고등학교 재학 문학과 교양서 독서

정도

부모

의

문화

자본

고

문화

활동

부모가 자녀와 함께 화,연극,뮤지컬,

박물 ,미술 ,음악회 등 람 빈도

변수용‧

김경근

(2008)

학생

의

문화

자본

문화

활동

참여

화 ‧연극 ‧뮤지컬 등,박물 ‧미술

‧음악회 람 빈도

부모

의

문화

자본

문화

활동

참여

화 ‧연극 ‧뮤지컬 등,박물 ‧미술

‧음악회 람 빈도

장상수

(2008)

학생

의

문화

자본

문화

활동

참여

고 의 심미 문화에 참여하는 정도,즉

박물 이나 미술 을 방문하거나 오페라 ‧

발 ‧고 음악회 ‧연주회에 참여하거나

람하는 빈도로 측정

부모

의

문화

자본

문화

소유

물

고 문학,시집, 술작품 등과 같은 고

의 문화 상물의 소유 여부

교육

자원

사 ,공부방,책상,교재,계산기 등의 소

유 여부를 바탕으로 만든 지수

문화

소통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정치 ‧사회 문제,

책이나 화,TV 로그램에 해 토론하

거나 고 음악을 청취하는 정도

가족

의

학습

조력

가족성원이 응답자의 숙제나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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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

(2009)

학생

의

문화

자본

문화

생활

화 ‧연극 ‧뮤지컬 람,박물 ‧미

술 ‧음악회 람 빈도

독서

량

문학(시,소설,수필 등),교양 서 (문학,

자연과학,사회과학 등)독서량

외국

어

흥미

외국어에 한 흥미

부모

의

문화

자본

외국

어
부 는 모 외국어 가능

학업

정보
학업 성 심도,학교생활 심도

학업

지원
학과선택에 한 화 정보 찾기 지원

문화

생활

화 ‧연극 ‧뮤지컬 람,박물 ‧ 미

술 ‧음악회 람 빈도

김 아

(2010)

학생

의

문화

자본

문화

활동

경험

오페라 ‧클래식,연극 ‧뮤지컬,박물

람,미술 시회,독서(권), 화 람(편),

DVD시청(편)

문화

취향

오페라 람,연극 람,박물 람,미

술 시회 람,독서, 화 람,DVD시청

문화

욕구

오페라 람,연극 람,박물 람,미

술 시회 람,독서

부모

의

문화

자본

문화

취향

오페라 람,연극 람,박물 람,미

술 시회 람,독서, 화 람,DVD시청

공동

의

문화

자본

공동

문화

경험

부모와의 과거 문화생활 경험/오페라 람,

연극 람,박물 람,미술 시회 람,

책구입

최은

(2010)

학생

의

문화

자본

문화

활동

등학교 학교 시기 클래식 음악회 ‧

오페라 ‧발 공연,연극 ‧뮤지컬,미술

‧화랑,박물 람 ‧문화유 등을

보러 가는 국내여행,해외 여행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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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향유

등학교 학교 시기 문학 작품과 교

양 서 독서의 빈도,독서에 한 태도

부모

의

문화

자본

문화

상품

정기구독 일간지,교양 ‧시사 월 ‧주간

지,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소유 여

부,고 음악과 미술작품에 한 취향

3)문화자본과 교육

Bourdieu(1979)는 유사한 문화 취향(taste)과 생활양식(lifestyle)에

따라 계 이 구분될 수 있음을 정교하게 분석하 다.그는 음악,미술,

선호하는 책의 유형,음식,가구,심지어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여러 항목

을 통해 계 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 다.이를테면 부르주아 계 은

경제 필요에 의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미 인

취향과 성향을 추구한다.그리고 문화 역량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

은 쁘띠부르주아는 부르주아 계 과 같아지려는 상승욕구에 의해 그들의

생활양식을 수용하려는 문화 가식(pretension)를 보인다.한편 노동계

은 그들의 모든 행 가 경제 필요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자유롭게 문

화를 즐기지 못한다.

부르주아 계 은 문화자본이 풍부한 분 와 경제자본이 풍부한 분 로

나뉠 수 있다.이 분 들은 서로 다른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만,세련되고

비싼 옷을 입고 골 와 요트를 즐기며 가볍고 산뜻한 음식을 선호하는

등의 생활양식과 취향을 보인다는 은 공통 이다.한편 쁘띠부르주아

계 은 부르주아 계 의 생활양식을 유하려고 하는 가식 인 모습을

보이고,문화에 해 일종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놀이로서의

문화를 즐기는 법을 알지 못하고 문화에 한 친숙함과 자연스러움을 보

여주지 못한다.그리고 노동계 은 유지하기 쉽고 깨끗하며 단정한 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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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를 선호한다.그리고 양이 많고 기름지고 자극 인 음식을 좋아하고,

축구와 같은 남성 인 힘을 과시하는 스포츠를 즐기며,옷은 단순하며

다용도로 입을 수 있는 것을 산다.싸고 질긴 옷을 사는 것이 이들에게

는 돈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합리 인 선택이다(Bourdieu&

Passeron,1970;Bourdieu,1979;Bourdieu,1982)(김정숙,1999,pp.

20-21).

문화 취향과 사회계 간의 계에 한 연구들을 국가별로 살펴보

면,미국의 경우 경제 으로 부유하고 교육수 이 높은 집단이 시회,

박물 ,오페라,발 ,콘서트,클래식 음악,문학작품 등의 고 문화를

주로 소비하고 있다.그리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 문화를 더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DiMaggio& Useem,1978;DiMaggio& Mohr,1985;

Holt,1998).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연구도 고 문화에 한 심과 참여

가 교육수 과 직업 지 가 높은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DeGraaf,1986).고 문화와 사회경제 지 사이의 한

계는 랑스(Bourdieu & Passeron,1970;Bourdieu,1973), 국

(Mann,1967;Tomlinson,2003),캐나다(Erickson,1996)에서도 목도되었

다.

한편 한국에서 수행된 련 연구들은 그 수가 제한 이기 하지만 미국

이나 랑스에서 목도된 것과 유사하게 고 문화 소비에서 계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장미혜,2001;조돈문,2005). 컨 ,장

미혜(2001)는 소득과 부모 본인의 교육수 이 높은 사람일수록

가요보다는 클래식 음악이나 팝송을 즐겨들으며,문화자본과 소비양식

사이의 연 성은 50 미만의 은 세 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

을 보고한 바 있다.조돈문(2005)도 고 문화 소비에서의 계 간 차이

를 확인하 는데,고 문화의 소비 수 은 간계 에서 가장 높고 쁘띠

부르주아계 에서 가장 낮으며,같은 계 내에서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이처럼 한국사회에서도 문화생활과 련한

소비 역에서 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이러한 차이는 과거

에 비해 최근에 이르러 더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경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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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2007,pp.26-27).

와 같이 계 마다 차별 으로 나타나는 문화 취향과 생활양식은

각 계 이 자녀들에게 상이한 문화 경험과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교육 으로 요하다.자녀들이 아동기에 경험하는 문화 활동

은 가족의 문화 성향과 태도에 따라 차별 으로 행해지게 된다.그리

고 자녀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문화 활동은 이후 자신들의 문화자본을

형성하고 축 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다시 말해서 아동기 기에

풍부한 문화자본을 소유한 가족 속에서 문화 사회화를 거친 자녀들과

그 지 못한 자녀들은 차별 인 문화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김정숙,1999,p.23).

문화자본은 자신의 계 지 를 드러내는 상징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그 계 지 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도 의미 있는 기

여를 한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은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학교가 사회 으로 립 인 기 이 아니라,지배계 의 문화를 반

한 곳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Bourdieu,1986).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지식은 지배계 의 자녀에게 친숙하고 이들이 습득

하기에 유리한 언어 ,문화 요소를 반 하고 있다(Bourdieu,1986).

이에 따라 어려서부터 지배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학교문화에 친

숙한 언어 ,문화 성향을 습득한 지배계 의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잘

응하고 교육결과에서도 우 를 드러내게 된다.반면에 낮은 계 의 자

녀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 ,문화 성향을 습득하지 못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고,궁극 으로 원하는 수 의 학업성취나

교육성취를 얻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교육결과의 차이는 계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된 문화자본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결국 지배집단의 학생들은 풍부한 문화자

본을 바탕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 그들 부모의 사회경제 지 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DeGraaf,1986,p.238;Aschaffenburg

& Mass,1997,p.573;변수용‧김경근,2008,pp.56-57;고동 ,2009,

p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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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은 문화자본을 소유한 사회계 의

특성과 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계 립 인 문화를 다루는

곳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 항 없이 학생들에게 수된다.이 때 가르

치는 계 편향 인 문화는 지배 계 의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학생들에

게는 강제 으로 주입되는 ‘상징 폭력’이 된다.이 때 학교시스템은 기

회와 평등을 실 하기보다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분배와 배제의 고착화를

정당화함으로써 계화된 기존 사회 질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된다( 택수,1998).즉 문화 지배가 학교교육을 통

해 사회의 불평등한 계 구조와 계 계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다(김용

범,2007,p.24).

한편 연구자들은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향을 끼치는 주요 경로로서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에 한 교사의 인식에 주목하여 왔다.이들은

문화자본이 학생에 한 교사의 인식에 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즉

교사들은 고 문화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학생들과 더 쉽게 의사소통하

고,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이들을 더 재능 있는 학생으로 인식하는

등 이들을 문화자본이 부족한 학생들에 비해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DiMaggio& Ussem,1978;Bourdieu,1979;DiMaggio,1982;

Kalmijn& Kraaykamp,1996;DeGraafetal.,2000).

그런데 학생에 한 교사의 인식이 문화자본과 학업성취를 매개한다는

은 교사가 부여한 성 이 요한 학업성취가 되는 미국에서는

하겠지만,학업성취가 국가시험성 에 의해 결정되는 국과 같은 국가

에서는 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Sullivan,2001,p.897).한편 우리나

라의 경우 표 화된 시험의 비 이 높고,교사들이 부여한 수행평가

수가 학업성취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으므로 국과 마찬가지로

학생에 한 교사의 인식이 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

보다는 앞서 언 했듯이 문화자본이 풍부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

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문화자본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요소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지 까지 문화재생산 이론에 해 살펴보았는데,이에 한 반론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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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학교가 문화자본을 매개로 계 재생산에 기여

한다는 가설에 한 반론은 DiMaggio(1982),Kalmijn& Kraaykamp(1996),

DeGraafetal.(2000),Aschaffenburg& Maas(1997)등에 의해 제기되었

다.Bourdieu의 문화재생산모델(culturalreproductionmodel)에 따르면,

사회경제 지 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자본을

획득하게 되어 이미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사회경제 지 가 낮은 가정

에서 자라난 아이들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한 문화자본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그리고 학교교육을 받는 동안 자는 후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

로 문화자본을 축 하고,이를 활용하여 교육결과에서 우 를 하게 된

다.

그런데 DiMaggio(1982)는 이른바 문화이동모델(culturalmobilitymodel)

을 제시하며, 사회에서는 고 문화에 한 근성이 과거에 비해 크

게 증 되면서 문화자본이 사회경제 지 가 낮은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사회이동을 한 수단으로 극 활용될 수 있는 반면,사회경제 지

가 높은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추가 인 이득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즉 하층 계 의 교육수 이 낮은 부모들은 자신들의 사회 결핍이나 교

육 열등감을 만회하기 해 자녀교육에 열의를 보이고,이러한 열의를

통해 습득된 문화자본은 실제 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그래서 문화

자본이 계 이동성을 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경근 ‧변수용,2007,p.28;백병부,2007,pp.42-43;백병부 ‧김경

근,2007,pp.106-107).

DiMaggio(1982)는 경험 분석을 시도한 결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

게서 문화이동모델의 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Kalmijn &

Kraaykamp(1996)는 흑인들이 고 문화에 차 통합되어간 것이 학교

교육에서 백인과 흑인의 수렴 상에 기여하고 있는 으로 볼 때,문화

자본이 소수 집단에게 지 상승 이동의 루트를 제공한다고 보았다.De

Graafetal.(2000)은 교육 수 이 높은 부모의 독서 행동은 더 이상 아

이의 교육 성취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교육 수 이 간이거

나 낮은 부모의 독서 행동은 아이의 교육 성취에 향을 미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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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마지막으로 Aschaffenburg & Maas(1997)는 사회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이 학 입학과 같은 교육 환(educationaltransition)을

결정하지만,문화 이동 모델에 해 더 강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4)사회과와 문화자본

DiMaggio(1982)에 의하면 어,역사(History),사회(SocialStudies)는

문화자본이 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 되는 과목들이다.왜냐하면 성

취기 이 모호하고 평가가 상 으로 주 이기 때문이다.이와 조

으로 수학은 학생들에게 구체 인 기능 습득을 요구하고,학생들은 문

제에 정확한 답변을 하느냐에 기 하여 평가받게 되므로 문화자본이

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 된다(DiMaggio,1982,p.194).

그런데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계를 분석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종속 변수로 체로 국어, 어,수학 등 주요 과목의 평균 수나

(Sullivan,2001;Dumais,2002;김정숙,1999;장미혜,2002;차정민,

2002;류향곤,2004; 김 주 ‧이병훈,2007; 백병부,2007;백병부 ‧김

경근,2007;김 아,2010;김 숙,2011), 어 수(고동 ,2009;박 진

‧김 화,2010)혹은 읽기 수(DeGraaf,1988; 민정,2005;장상수,

2008)를 사용하 으며,종속변수로 사회과 수를 사용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 연구로 DiMaggio(1982)와 Katsillis &

Rubinson(1990)의 연구가 있을 뿐,국내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DiMaggio(1982)는 학생의 문화자본이 미국 백인 고등학생의 성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그는 PROJECT

TALENT의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문화자본을 측정하 는데,미술,음

악,문학에 하여 태도,활동,정보를 각각 측정하 다.회귀분석 결과

본인의 능력과 아버지의 학력을 통제했을 때 학생의 문화자본은 어,

역사/사회 교과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수학에 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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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본의 향력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Katsillis& Rubinson(1990)은 학생의 문화자본이 가족 배경과 학업성

취를 매개하는지 밝히고자 하 다.이들은 학생의 문화자본을 지난 3년

동안 극장 람,강연 참여,박물 과 미술 방문을 포함한 고 문화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정도로 측정하 다.회귀분석 결과 가족의 사회경

제 지 가 문화자본에 향을 미쳤으나,문화자본은 언어,수학,과학,

역사 교과 학업성취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처럼 사회과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삼은 외국의 두 연구조차 정반

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그리고 단순히 종속변수로 사회과 수를

사용했을 뿐 문화자본과 사회과 교육과정의 계에 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표 Ⅱ-4>의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지리

와 일반사회로 구성된 사회과Ⅰ(사회)교육과정과 한국사와 세계사로 구

성된 사회과Ⅱ(역사)교육과정은 문화자본과 긴 한 연 성을 갖는 것으

로 악된다(교육과학기술부,2009,pp.3-37).사회과 교육과정은 모두

폭넓은 문화 인 경험과 배경 지식을 요구하므로 다양한 문화 활동과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사회과 학습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지리,일반사회,역사 내용은 모두 풍부한

어휘력과 배경 지식,사고력을 요구하므로 폭넓은 독서 경험은 사회과

학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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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사 역 지리 역 일반사회 역

7

학

년

╶

◦내가 사는 세계

◦다양한 기후 지역과 

주민 생활

◦다양한 지형과 주민 

생활

◦지역마다 다른 문화

◦인구 변화와 인구 문

제

◦도시 발달과 도시 문

제

◦개인과 사회생

활

◦문화의 이해와 

창조

◦우리의 생활과 

법

◦인권 보호와 헌

법

8

학

년

<한국사 역>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삼국의 성립과 발

◦통일 신라와 발해

◦고려의 성립과 발

◦고려 사회의 변천

◦조선의 성립과 발

<세계사 역>

◦통일 제국의 형성과 세계 

종교의 등장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교류의 확 와 통 사회

의 발

╶ ╶

9

학

년

<한국사 역>

◦조선 사회의 변동

◦근  국가 수립 운동

◦ 한민국의 발

<세계사 역>

◦산업화와 국민 국가의 형

성

◦아시아･아프리카 민족 

운동과 근  국가 수립 운

동

◦  세계의 개

◦자원의 개발과 이용

◦산업 활동과 지역 변

화

◦지역에 따라 다른 환경 

문제

◦세계 속의 우리나라

◦통일 한국의 미래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시장 경제의 이해

◦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할

<표 Ⅱ-4>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09,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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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업성취

1)학업성취의 의미와 기능

김경근(1996)에 의하면 학업성취는 의의 의미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터득한 지식,기능,태도 등의 학습결과를 포 해서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학업성취에는 당연히 인지 역의 학습결과뿐만 아

니라 정의 역의 학습결과도 포함된다(김경근,1996,p.83).김신일

(2007) 한 학업성취를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지식,지 능력,태

도,가치 등 학습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러므로 학

업성취에는 지 역의 학습결과만이 아니라 비지 역의 학습결과도

포함된다(김신일,2007,pp.335-336).

그러나 학업성취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개인이 부여받게 되는 일종의

학업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학력이나 성 등과 같이 비교 좁은 의미

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흔히 등수,시험 수,내신 성 ,수능 성

등은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표시들이다.따라서 학업성취라고 하면 시험

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지 학습 능력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업성취에 한 논의는 학교교육의 다양한 측면, 를

들면 사회성 함양,심미 태도와 비 능력 향상,건강한 몸과 정신

등을 도외시한 채 오직 인지 능력에 한정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많다(손 종,2005,pp.337-338).

이처럼 지 역 비지 역의 학습결과를 포 하는 의의 개념

으로 정의될 수 있는 학업성취가 한국 사회에서는 성 이라는 제한된 개

념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한국 사회에서 학업성취가 성 이라는 제한된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한국 사회는 개인의

사회 지 가 학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른바 학력주의 사회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게 때문이다.학력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높은 사회

지 를 획득하기 한 학력 경쟁에 참여하게 된다.학력 경쟁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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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결과를 얻기 하여 사람들은 정의 역의 학습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인지 역의 학습결과에만 집착하게 된 것이다(김

정숙,1999,pp.6-7).

학업성취는 개인의 객 인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단하는 자료이지

만 동시에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성 은 학교 생활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한다. 를 들어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즐거

운 반면에 그 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주변화되기

쉽다.그 결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반사회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

고,동시에 육체 ‧정신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며,자신감에 큰

타격을 입는다. 한 성 은 상 학교 교육을 계속 받을 것이냐 혹은

취업할 것이냐 등과 같이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도 한다.성 은 개인의 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 지 에의 근 여부에 향을 미친다.이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의

상 치를 의미하는 성 은 개인의 사회 지 ,경제 부 그리고

정치 권력 등의 수 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손 종,

2005,p.338).

2)학업성취의 결정요인

학업성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학업성취 결정요인

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김병성(1994)은 지능 결핍론,

문화 ‧환경 결핍론 그리고 교사 결핍론으로,이종각(1996)은 지능,사회

경제 지 ,교사-학생 상호작용,그리고 학교 풍토와 문화로 구분하고

있다.오욱환(1996)은 이를 더욱 체계화하여 결핍 모델(지 능력의 격

차,문화 환경 격차),기회 모델(교육기회의 불평등,교육 재원의 불평

등),교육과정 모델(교사-학생 상호작용,교과과정 불공정)로 구분하고

있다.오성삼 ‧구병두(1999)는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학업성취 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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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메타 분석하여 가정 변인,학교 변인,교사 변인,학생 변인,교수-

학습 변인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김신일(2007)은 학교를 심으

로 ‘학교 내 요인’(학 ,학교 규모,학 편성과 계열,학교의 교육 환경,

교사의 기 효과,학생 문화와 학교 풍토)과 ‘학교 외 요인’(지능,사회

경제 배경,학교의 외 환경)으로 구분하 다(손 종,2005,p.340).

한편 서울 학교 교육연구소(1994)는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환경 요

인(가정환경,학 학교환경,사회 문화 배경 등)‧학습자의 요

인(지능 ‧성격 ‧동기 등)‧학습자체에 련된 요인(선행학습 ‧학습

략 등)‧교수에 련된 요인(교수체제와 방법,평가체제와 방법,교재

의 체제와 방법,교사특성 등)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서울 학교 교육연

구소,1994,p.778).구병두(1996)는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 가정환경 변

인,학습환경 변인,교사 변인,지능 변인,인지양식 변인,창의성 변인,

자아개념 변인,불안 변인,학습습 변인,성취동기 변인,인성 변인을

들고 있다.그리고 손 종(2005)은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개인 요인,가정

요인,학교 요인으로 나 고 학교 요인을 학교 수 변인,학 수 변

인,학 의 구조 특성,교사 변인으로 나 었다.

나아가 김경근(1996)은 반 인 학업성취 결정요인이 아니라 사회과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구명하고자 하 다.그는 국의 학생들을 상

으로 경제인지력 조사를 실시한 뒤, 학생들의 사회과 학업성취를 결정

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 다.기 통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성 이 우수했으며,지능지수와 교과에 한

흥미 정도도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 졌다.그리고 아버지 학

력별로 뚜렷하게 학력격차가 나타났으며,그보다는 덜하지만 도시와 농

사이에도 학력격차가 엄존하고 있었다.이러한 사실로부터 학생들의

출신 계층별로 학력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반면 교사의

공이나 교직경력은 학생들의 사회과 학업성취에 거의 아무런 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1996,pp.83-103).

한편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계에 해 분석한 많은 연구들을 살펴

보면,먼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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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부모의 사회경제 지 변수로는 부모의 학

력,경제력,학력이 있는데,부모의 학력은 De Graafetal.(2000),

Sullivan(2001),김정숙(1999),장미혜(2002),차정민(2002),김경근 ․ 변

수용(2007),변수용 ․ 김경근(2008),장상수(2008),고동 (2009),김 아

(2010),김 숙(2011)등의 연구에서,부모의 경제력은 De Graafet

al.(2000),차정민(2002),변수용 ․ 김경근(2008)등의 연구에서,부모의

직업은 DeGraaf(1988),DeGraafetal.(2000),차정민(2002),김경근 ․

변수용(2007),김 아(2010),김 숙(2011)등의 연구에서 학업 성취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문화자본 한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문화자본은 체 으로 문화활동 요인과 독서활동 요인으

로 구분되는데,여러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문화활동(문화자본Ⅰ)과 독서

활동(문화자본Ⅱ)이 학업성취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먼 학생의 문화활동은 DiMaggio(1982),DiMaggio& Mohr(1985),

Aschaffenburg & Maas(1997),Dumais(2002),차정민(2002),류향곤

(2004), 민정(2005),김 주 ‧이병훈(2007),김 아(2010),최은 (2010)

등의 연구에서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음으로 학생의 독서활동은 Sullivan(2001),김정숙(1999),김경근 ‧변수

용(2007),백병부 ‧김경근(2007)등의 연구에서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학업성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특히 많은 국

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학업성취는 부모의 사회경제 지 뿐만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문화자본에 향을 받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부모의 사회경제 지 뿐만 아니라 학

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과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이 사회과 학업성취

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6-

3.선행연구 개

1)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문화자본

Bourdieu의 이론에 근거하여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계를 규명하고

자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우선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문화자본 형

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 다.이들은 지배 인 문화에

한 능숙함은 기본 으로 가정에서 형성된다는 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록 문화자본을 더 많

이 보유할 것으로 가정하 다.

연구 결과 체 으로 부모의 직업,학력,소득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문화자본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tsillis& Rubinson,

1990;Dumais,2002;김정숙,1999; 민정,2005;변수용‧김경근,2008;

장상수,2008;최은 ,2010).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문화자본 형성에 부분 인 향을 미치거나(차정민,2002;김경근

‧변수용,2007),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백병부,

2007;백병부 ‧김경근,2007).

Katsillis& Rubinson(1990)은 문화자본이 교육 재생산의 메커니즘

이 되는지 알아보기 해 그리스 공립 고등학교 최고 학년을 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족 배경 요소가 문화자본에 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 다.연구 결과 다양한 고 문화활동으로 조작된 학생들의 문화자

본에 아버지의 직업,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가족의 소득으로 구성된

가족의 사회경제 지 와 아버지의 계 이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Dumais(2002)는 국가교육종단연구(theNationalEducationLongitudinal

Study)자료를 사용하여 백인 8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문화자본과 젠

더,학업성취 간의 계에 해 연구하 다.연구 결과 여학생과 SES가

높은 학생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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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고 부모의 교육 수 ,직업,소득으로 구성된 SES가 젠더보다

문화 참여에 더 많은 향을 미쳤다.

한편 김정숙(1999)은 서울 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뒤,회귀분석을 통해 가족배경이 문화자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연구 결과 계층은 학생들의 독서량과 클래식

콘서트 참여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어머니 학력은 클래식 콘서트

참여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수가 되었다.이처럼 문화자본이 계층

어머니 학력의 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 보아 가족배경의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2005)은 PISA가 만 15세 학생들을 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

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 수 이 학생의 문화자본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았다.분석 결과 부와 모의 직업지 수를 소득 수로

환산한 사회경제 지 와 부의 학력,모의 학력은 문화자본 보유에 유

의미한 향을 미쳤다.따라서 문화자본의 차이는 곧 가정의 사회경제

수 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되는 것으로 밝 졌다.

변수용 ‧김경근(2008)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 (KEEP)

1~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연구

상으로 삼아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문화자본,자녀의 문화자본 사이

의 계를 분석하 다.연구 결과 부모의 교육수 ,경제자본,부모의 문

화자본이 자녀의 고 문화활동에 큰 향을 미쳤다.그런데 부모의 고

문화에 한 참여가 증가하면 자녀의 고 문화에 한 참여도 증가하지

만,일종 수 이상부터는 자녀의 고 문화에 한 참여가 오히려 감소

하 다.

장상수(2008)는 경제 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에 수집한 국제학업

성취도(PISA)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을 연구 상으로 삼아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고 의 심미 문화 활동에 참여한 정도로 조

작화한 자녀의 문화자본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회

귀분석 결과 부모의 교육수 ,직업지 ,가족의 부와 같은 부모의 사회

경제 지 와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녀의 문화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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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 (2010)은 학생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원분산분

석을 실시하여 가정의 소득 수 부모의 학력 수 에 따라 부모의 문

화자본과 학생의 문화자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 다.분석 결과

가정의 소득 수 과 부모의 학력 수 에 따라 부모의 문화자본과 학생의

문화자본 보유 양상에 차이가 존재하 다.소득 수 이 높고 부모의 학

력 수 이 높은 학생일수록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통해 문화자본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반 로 학력 수 이 낮고 소득 수 이 낮은 부모를 가

진 학생들의 문화자본은 상 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문화

자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차정민(2002)과 김

경근 ‧변수용(2007)은 사회경제 지 가 문화자본 보유에 부분 인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차정민(2002)은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 3

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가정의 사회경제 지

가 문화자본 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

았다.연구 결과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 활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반면,학생의 문화 취향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근 ‧변수용(2007)은 한국교육종단조사(KELS)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문화자본이 자녀의 문화자본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연구 결과

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 ,직업지 ,가계소득,부모

의 문화자본과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 특성이 학생의 문화활동 형태가

아니라 독서향유 형태의 문화자본에 큰 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백병부(2007)와 백병부 ‧김경근(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

득,직업,학력에 따라 학생의 문화자본 보유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백병부(2007)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 1차년도 자

료를 사용하여 가구 소득,직업,학력 수 에 따라 문화자본 보유 양상에



-39-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가정의 문

화자본은 가구 소득 보호자 직업과 학력에 따라 상층 이상 계층의

것과 하층의 것으로 이분화되어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문

화자본은 상층 이상의 것과 소득 계층으로 이분화되어 있음을 시사

한다.한편 문학 독서 정도와 교양 독서로 살펴본 학생의 문화자본은 가

구 소득 보호자의 직업과 학력을 기 으로 했을 때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백병부 ‧김경근(2007)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 (KEEP)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 소득,보호자의 직업 학력에 따라 문

화자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해 일반계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을

상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다.연구 결과 가정의 문화자본

사회자본 보유 양상은 가계소득,학력,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학생의 문화자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문화자본과 학업성취

Bourdieu의 문화자본 논의가 갖는 최 의 약 은 문화자본과 재생산

과의 계를 경험 자료를 통해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물론 그

가 높은/낮은,순수한/불순한,고상한/ 속한,미 인/실용 인 등과 같이

이분법 구조 속에서 차별 으로 존재하는 문화자본의 실태를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들(Bourdieu,1979)과 교육을 통한 계 재생산의 결과를 보

여주는 통계 근거(Bourdieu& Passeron,1970)를 제시하고 있지만,이

자료들은 입증(test)을 한 것이 아니라 시(illustration)로서 제시된

것이었다(DeGraaf,1986,p.238).

1980년 이후 Bourdieu의 문화자본 개념을 구체 인 지표를 통해 측

정하고 이를 학업성취나 교육 성취와 연결시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

들이 나타났다.한편 국내에서는 문화자본과 Bourdieu의 이론이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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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 으며,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계를

경험 으로 분석한 연구는 2000년 이후에 본격 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화자본이 주목받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변

동의 양상과 무 하지 않다.우선 한국사회가 경제 인 측면에서 안정화

단계에 어들면서 서구사회처럼 생활양식이나 소비패턴에서 계층 간 차

이가 차 뚜렷해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장미혜,2001;조돈문,2005).

이러한 상은 계층 간 거주지 분화와 맞물려,이 에는 불 수 없었던

거주지 간 문화의 진 차별화로 이어지고 있다.다음으로 교육의 장

면에서는 입시 형요소의 다양화에 의해 논술,면 ,구술시험 등에서 문

화 소양이나 자기표 능력이 매우 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이

에 따라 개인의 언어 ,문화 능력으로 변되는 문화자본이 교육결과

에 미치는 향력이 차 증 될 것으로 측되고 있는 것이 지 의

실이다(김경근 ‧변수용,2007;Byun,2007)(변수용 ‧김경근,2008,p.54).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계를 분석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문화자본

의 소유자를 기 으로 학생의 문화자본을 심으로 한 연구,부모의 문

화자본을 심으로 한 연구,학생의 문화자본과 부모의 문화자본을 동시

에 고려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그리고 각 연구들은 문화자본이 학생

들의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유의미한 향을 미

치지 않거나,제한된 향을 미치거나,혹은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먼 학생의 문화자본을 심으로 한 연구는 국외 연구로

DiMaggio(1982),DiMaggio& Mohr(1985),Katsillis& Rubinson(1990),

Dumais(2002)등의 연구가 있으며,국내 연구로 민정(2005),김 주 ‧

이병훈(2007),김정숙(1999)등의 연구가 있다.이들 연구들은 학생의 문

화자본이 체 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

치지만(DiMaggio,1982;DiMaggio& Mohr,1985;Dumais,2002; 민정,

2005;김 주 ‧이병훈,2007),제한된 향을 미치거나(김정숙,1999),유

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Katsillis &

Rubinson,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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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aggio(1982)는 1960년에 실시된 PROJECT TALENT의 설문 자료

를 활용하여 미국의 백인 고등학생 11학년을 상으로 문화자본이 고등

학생의 성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 다.그는 문화자본

을 미술,음악,문학 역에 하여 태도,활동,지식 측면에서 측정하

는데,회귀분석 결과 문화자본은 가족 배경과 능력을 통제했을 때 어,

역사/사회,수학 성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Maggio & Mohr(1985)는 1960년과 1971년에 실시된 PROJECT

TALENT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DiMaggio(1982)가 개발한 문화자본 측

정 도구를 사용하여 고등학교에서 형성된 문화 자원에 한 흥미와 경

험이 11년 후 미국의 백인 남성과 여성들의 교육 성취나 결혼에 유의

미한 정 인 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 다.연구 결과 문화자본은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 성취, 학 진학, 학 졸업, 학원 교육,결혼

선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mais(2002)는 학업 성취 모델에 문화자본과 아비투스를 넣어서 문

화자본과 아비투스가 교육 성공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국가교육종단연구(NELS:theNationalEducationLongitudinalStudy)

의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 백인 8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문

화자본은 아비투스를 통제하던 통제하지 않던 여학생들의 성 에 유의미

한 정 향을 미쳤다.그러나 남학생들에게는 그 효과가 약했다.

한편 민정(2005)은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구체 경로를

악하고자 PISA가 만 15세 학생들을 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인 분석을 실시하 다.구조방정식 모형에 한 분석 결과 학생의

문화자본은 가정의 사회경제 수 에 의해 형성되며,특히 학습자의 교

과에 한 심리 태도 학습 련 활동에 향을 미쳐 읽기 수에

직간 인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주 ‧이병훈(2007)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1차 패 데이터를 활

용하여 가족의 사회경제 변수,특히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독립 으

로 는 가족배경을 맥락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에 해 분

석하 다.통계 인 분석 결과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변수는 학업성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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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여학생보다는 남

학생들이 다양한 자본에 의해 정 인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

졌다.

이와 달리 김정숙(1999)은 학생의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제한된 향

을 미치며,Katsillis& Rubinson(1990)은 학생의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정숙(1999)은 서울 시

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과

거의 문화 활동을 통해 획득한 문화자본이 그들의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분석하 다.회귀분석 결과 문화자본 변수 독서

량은 수능모의고사 수로 측정한 학업성취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유 지 박물 람,클래식 콘서트 참여는 학업성취에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았다.

Katsillis& Rubinson(1990)은 그리스 고등학교 최고 학년 학생들의

자료를 사용하여 학생의 문화자본이 가족 배경이 학문 성취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지 밝히고자 하 다.이들은 회귀분석 결과 아버

지의 계 지 와 가족의 사회경제 지 가 학생의 문화자본을 결정

하지만,문화자본이 언어,수학,과학,역사 학업 성취에 직 인 향이

나 간 인 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부모의 문화자본을 심으로 한 연구는 국외 연구로

Kalmijn & Kraaykamp(1996),De Graaf(1986),De Graaf(1988),De

Graafetal.(2000)등의 연구가 있으며,국내 연구로 장미혜(2002),김용

범(2007),박 진 ‧김 화(2010),김 숙(2011)등의 연구가 있다.이들

연구들은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

기도 하지만(Kalmijn& Kraaykamp,1996;장미혜,2002),부모의 독서

행동만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등 제한된 향을 미친다거

나(DeGraaf,1988;DeGraafetal.,2000),문화자본 요소나 학생의 특

성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이 다르거나(김용범,2007;김 숙,

2011),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거나(DeGraaf,1986),부정 인 효

과를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 진 ‧김 화,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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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mijn& Kraaykamp(1996)는 1982년과 1985년 미국의 흑인과 비히

스패닉계 백인들에 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에서의 인종 불평

등과 문화자본의 계에 하여 검토하 다.연구 결과 1990년생에서

1960년생까지의 출생 집단에 걸쳐서 부모의 문화자본은 유의미하게 증가

하 는데,흑인의 경우 더 빠르게 증가하 다. 한 백인과 흑인 모두 문

화자본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때 높은 수 의 학교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결과 으로 문화자본은 학교교육에서 흑인과 백인의 수렴

상의 일부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 졌다.

장미혜(2002)는 부르디외의 이론에 기 하여 부모의 사회 계 과 자

녀의 교육 성취 사이의 계를 재시켜주는 문화자본의 역할에 해

분석하 다.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부모의 문화자본은

계 이나 성,거주지,교육연수와 같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학생들의 수학능력시험 성 에 유의미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그

에서도 인지 능력 형태의 문화자본이 고 술에 한 취향으로서의

문화자본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더 큰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한편 DeGraaf(1988)는 독일의 등학교 4학년을 상으로 부모의 흥

미와 독서 행동으로 조작화한 부모의 문화자본이 수학,독일어 성 과

등 학교 진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는데,회귀분석 결과

가족의 독서 환경은 독일어 성 에 향을 미쳤지만 부모의 흥미는 향

을 미치지 못하 다.그리고 부모의 문화자본은 수학 성 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하 다.한편 김나지움(Gymnasium)진학에 한 결정은

부모의 독서 행동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DeGraafetal.(2000)은 1992년-1993년 네덜란드의 가족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녀의 교육 성취에 향을 미치는지 밝

히고자 하 다.이들은 부모의 문화자본을 부모의 술 참여와 독서 행

동으로 구분하 는데,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술 참여가 아니

라 부모의 독서 행동이 아이들의 교육 성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책을 자주 읽는 부모들은 학교에서 보상받는 언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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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자녀들에게 수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김용범(2007)과 김 숙(2011)은 문화자본 요소나 학생의 특

성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김용범

(2007)은 부모의 문화자본이 등학생들의 어 학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해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부모의 체화된 문

화자본과 객 화된 문화자본에 따라 어에 한 자신감,흥미, 어습득

시기, 요성에 한 인식,과외 경험이 다르게 나타났다.그리고 제도화

된 문화자본인 부모의 학력에 따라 어에 한 자신감에 차이가 나타났

는데,나머지 항목들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 숙(2011)은 부모의 인 자본,사회자본,문화자본이 빈곤 학생과

비빈곤 학생의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자 하 다. 북 익

산지역 교복투 사업이 시행 인 등학생과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문화자본은 비빈곤 학생의

학업성취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빈곤 학생의 학업성취에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eGraaf(1986)와 박 진 ‧김 화(2010)는 부모의 문화자본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DeGraaf(1986)는 네덜란드의 1977년 삶의 질 조

사(QualityofLifeSurvey)자료를 활용하여 1950년 이 에 등학교에

입학한 사람들과 1950년 이후 등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의 두 인구 집단

을 비교하 다.연구 결과 1950년 이 이나 이후의 부모들 모두 공식

문화 풍토,즉 문화자본과 자녀의 교육 성취 간에 강한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밝 졌다.

박 진 ‧김 화(2010)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가정의 문화자본 사회자

본이 학생의 어 학업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잠재성장모형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 다.연구 결과 상과 달리 문화자본은 어학습태

도와 성취열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어학업성취 기

치에 부 힌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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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생의 문화자본과 부모의 문화자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국외 연구로 Aschaffenburg& Maas(1997),Sullivan(2001)등의 연구가

있으며,국내 연구로 류향곤(2004),백병부(2007),차정민(2002),고동

(2009),김 아(2010),최은 (2010),김경근 ‧변수용(2007),백병부 ‧김

경근(2007),변수용 ‧김경근(2008),장상수(2008)등의 연구가 있다.이

들 연구들은 부모와 학생의 문화자본 모두 교육 경험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친다는 내용의 연구도 있지만(Aschaffenburg& Maas,1997;류향

곤,2004;백병부,2007),제한 인 향을 미치거나(Sullivan,2001;차정

민,2002;백병부 ‧김경근,2007;고동 ,2009;김 아,2010;최은 ,

2010),혹은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근 ‧변수용,

2007;변수용 ‧김경근,2008;장상수,2008).

Aschaffenburg& Maas(1997)는 공공 술 참여 조사(theSurveyof

PublicParticipationintheArts)의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 경험과 교

육 경험 간의 계에 해 분석하 다.연구 결과 문화자본은 학업성

취에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부모의 문화자본,학생의 문

화자본 12세 이 의 문화 참여,12세부터 17세까지의 문화 참여,

18세부터 24세까지의 문화 참여는 모두 교육 경험에 지속 인 향

을 미쳤다.그리고 학교에서의 문화 참여는 학교 밖의 문화 참여에

비해 교육 성공에 미치는 향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향곤(2004)은 등학교를 심으로 문화자본과 학업성취,문화자본

과 교육열,교육열과 학업성취와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류향곤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 등학교 6학년 학생들

과 그들의 어머니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연구 결과 문화

자본과 학업성취는 비교 높은 정 상 이 있었다.부모의 문화자본과

학업성취는 r=.610,학생의 문화자본과 학업성취는 r=.685로 나타나 학생

의 학업성취는 문화자본과 비교 높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백병부(2007)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 (KEEP:Korean

Education& EmploymentPanel)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가정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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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문화자본,사회자본 학생의 문화자본이 내신 성 과 수능 성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그는 부모의 문화자본을

고 문화활동으로,학생의 문화자본을 독서 련활동으로 조작화하 는데,

연구 결과 부모의 문화자본과 학생의 문화자본이 모두 수능 성 과 내신

성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ullivan(2001),차정민(2002),백병부 ‧김경근(2007),고동 (2009),

김 아(2010),최은 (2010)등은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제한 인 향

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Sullivan(2001)은 국의 1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부모의 문화자본과 학생의 문화자본을 모두 조사하여 통계 분

석을 실시한 결과,문화자본은 가정 내에서 수되며,부모의 문화자본과

학생의 문화자본 독서와 TV 시청은 GCSE(GeneralCertificateof

SecondaryEducation)시험 성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단 학생의 문화자본 음악과 공식 문화에 한 참여는 성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차정민(2002)은 문화자본이 가정의 사회경제 지 와 독립 으로 학

업성취에 향력을 행사하는지 실증하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문화자

본을 토 로 사회재생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 다.차정

민은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통계 인 분석을 실시하 는데,연구 결과 부모와 학생의 문화자본은 부

모의 문화 취향을 제외하고 사회경제 배경과 독립 으로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병부 ‧김경근(2007)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 (KEEP)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경제자본,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 계를 분석하고자 하 다.일반계 고등학생 3학년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 문화활동으로 정의한 부모의 문화자본

은 학업성취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독서활동으로 정의한

학생의 문화자본은 수능 성 과 내신 성 에 유의미한 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 (2009)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 (KEEP: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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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EmploymentPanel)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가정의 문화

자본과 학생의 문화자본이 어 성취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

자 하 다.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의 문화자본 에서는 독서량과 외국어에 한

흥미가,가정의 문화자본 에서는 학생의 성 과 학교생활에 심을 갖

고 있는지와 련된 학업정보만이 어성취도에 유의한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학생의 문화생활과 과외경험은 별다른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아(2010)는 문화자본이 사회경제 배경과 독립 으로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해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김 아는 문화자본을 문화활동 경험,

학생 문화취향,학생 문화욕구,부모 문화취향,공동 문화경험 등 5개

역으로 나 어 살펴보았는데,연구 결과 문화활동 경험은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쳤으나,학생 문화취향,학생 문화욕구,부모 문화취향,

공동 문화경험 등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최은 (2010)은 문화자본이 학교 수행평가 성 과 교사의 학생 인식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부모의 문화자본은 학생의 수행

평가 성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생의 문화자본

의 경우 문화활동은 수행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독서향유는 유의미한 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밝 졌다.그

리고 부모와 학생의 문화자본 모두 교사의 학생 인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김경근 ‧변수용(2007),변수용 ‧김경근(2008),장상수(2008)

등은 오히려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근 ‧변수용(2007)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KELS)

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교 1학년 학생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 는데,분석 결과 부모의 문화자본은 학업성취에 독립 인 향력을

행사하지만 학생의 문화자본의 경우 독서향유는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데 반해,문화활동 참여는 학업성취에 오히려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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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래하는 것으로 밝 졌다.문화활동 참여는 필연 으로 공부에 투

입할 수 있는 시간을 축소시킴으로써 학업성취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수용 ‧김경근(2008)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 (KEEP)

1~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 문화활동으로 정의된 문화자본이 일반

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교육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통계

인 분석 결과 부모의 문화자본은 내신과 수능 성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한편 고 문화활동으로 정의된 학생의 문화자본은 학

업성취에 체로 정 인 향을 주지만,일정 수 이상에서는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입시 주

교육이 세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교육 실과 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상수(2008)는 경제 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에 수집한 국제학업

성취도(PISA)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자본이 가족의 사회경제 지 와

자녀 성 의 연 성을 매개하는지 밝히고자 하 다.고등학교 1학년 학

생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한 결과 문화 소유물,가정의 교육자원,

문화 소통 등으로 조작화한 부모의 문화자본은 자녀의 성 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고 의 심미 문화와 소비로 조작화한 자녀의 문

화자본은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계를 분석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먼 문화자본은 측정

하기 쉽지 않으며 문화자본을 무엇으로 지표화해서 측정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차정민,2002,pp.1-3).

그리고 각 사회마다 학업성취에 해 문화 활동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

된다는 도 고려해 볼 수 있다(김정숙,1999,p.57).교육과정이 술이

나 철학을 강조하는 랑스,독일,이탈리아 등에서는 고 문화에 한

참여가 더 나은 학업성취로 보상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언어교육을

강조하는 네덜란드에서는 고 문화의 체득보다는 독서 습 이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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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교육 성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장미혜,2002;백병부,2007;

변수용 ‧김경근,2008;장상수,2008).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

주의 교육 실 때문에 문화활동보다는 독서활동이 학업성취에 더 도움

이 될 가능성이 있다(김정숙,1999;고동 ,2009;김경근 ‧변수용,2007;

백병부 ‧김경근,2007;변수용 ‧김경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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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설계

1.연구 가설

[가설1]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자본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1]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Bourdieu(1979)의 문화재생산 이론에 의하면 문화 취향과 생활양식

은 계 마다 차별 으로 나타난다.그리고 계 마다 차별 으로 나타나

는 문화 취향과 생활양식은 각 계 이 자녀들에게 상이한 문화 경험

과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교육 으로 요하다(김정숙,1999,

p.23).사회경제 지 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문

화자본을 획득하게 되어 이미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사회경제 지 가

낮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한 문화자본을 보유하

게 되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는 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론에 근거하

여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문화자본 보유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가설을 세우고,이를 경험 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가설2]학생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51-

[가설2-2]학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재생산 이론에 의하면 문화자본은 자신의 계 지 를 드러내는

상징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그 계 지 를 유지하고 재생

산하는 데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은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이는 학교가 사회 으로 립 인 기 이 아

니라,지배계 의 문화를 반 한 곳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Bourdieu,

1986).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지식은 지배계 의

자녀에게 친숙하고 이들이 습득하기에 유리한 언어 ,문화 요소를 반

하고 있다(Bourdieu,1986).

이에 따라 어려서부터 지배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학교문화에 친

숙한 언어 ,문화 성향을 습득한 지배계 의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잘

응하고 교육결과에서도 우 를 드러내게 된다.반면에 낮은 계 의 자

녀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 ,문화 성향을 어렸을 에 습득하지

못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고,궁극 으로 원하는 수 의

학업성취나 교육성취를 얻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교육결과의 차이는 계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된 문화자본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결국 지배

집단의 학생들은 풍부한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

그들 부모의 사회경제 지 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De

Graaf,1986,p.238;Aschaffenburg& Mass,1997,p.573;변수용 ‧김

경근,2008,pp.56-57;고동 ,2009,pp.11-14).이러한 Bourdieu의 문화

재생산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문화자본은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특히 문화자본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이 되는데 구체 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을 살펴보면 지리와 일반사회로 구성된 사회과Ⅰ(사회)교육과정과 한국

사와 세계사로 구성된 사회과Ⅱ(역사)교육과정은 문화자본과 긴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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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 것으로 악된다(교육과학기술부,2009,pp.3-37).사회과

교육과정은 모두 폭넓은 문화 인 경험과 배경 지식을 요구하므로 다양

한 문화 활동과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

해 사회과 학습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지리,일반사회,역사

내용은 모두 풍부한 어휘력과 배경 지식,사고력을 요구하므로 폭넓은

독서 경험은 사회과 학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문

화자본을 풍부하게 보유한 학생들이 사회과 학업성취가 높을 것이라 추

정해 볼 수 있다.

의 가설들은 <그림 Ⅲ-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Ⅲ-1>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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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상

본 연구의 표집 상은 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이다.연구 상을

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부분의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

던 과 달리 최근에 들어서 고등학교가 매우 다양화되어 3때 학생

들이 처음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데,그 선택을 하는 데 학교 성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학교 시기는 등학교

시 쌓아온 많은 양의 문화자본이 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시기이

며,이 시기에 형성된 성취도 수 은 부분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양

상을 보이기 때문이다(최은 ,2010,pp.3-4).

본 연구는 그 가운데 3학년 학생들을 표집하 다.그 이유는 재

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학기당 이수과목이 8과목 이하로 축소되고 특정

과목을 한 학기나 학년에 몰아서 배우는 ‘집 이수제’의 용을 받고 있

기 때문이다.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지리와 일반사회로 구성된 사회

과Ⅰ(사회)교육과정과 한국사와 세계사로 구성된 사회과Ⅱ(역사)로 나

뉜다.그런데 이 두 과목은 같은 교과군에 속하기 때문에 재 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이 두 과목을 동시에 배울 수가 없다.따라서 재 학

교 1,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할 경우 사회와 역사 과목 학업성취를

동시에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 가운데 사회와 역사 과

목을 동시에 배우고 있는 3학년을 연구 상으로 삼고자 한다.그런데

국 단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수도권에

치한 학교를 상으로 표집하 다.수도권 소재 학교 가운데 사회

경제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총 3개교를 선정하 으며,각 학교당 5

학 씩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2012년 5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약 2주 동안 이루어

졌다.설문조사 결과 총 519부를 회수하 으나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

하게 응답한 설문지 17부는 폐기하 다.그 결과 체 519명 약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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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사례수(명) 백분율(%) 계(%)

성별
남자 245 48.8 502

(100)여자 257 51.2

부모의 학력

등학교졸업 6 1.2

502

(100)

학교졸업 10 2.0

고등학교졸업 177 35.3

문 졸업 12 2.4

학교졸업 252 50.2

학원졸업 45 9.0

부모의 직업

무직 3 0.6

502

(100)

비숙련직 9 1.8

숙련직 63 12.5

자 업 144 28.7

사무직/

문기술직
223 44.4

문직 58 11.6

기타 2 0.4

부모의

경제력

상상 2 0.4

502

(100)

상하 19 3.8

상 157 31.3

하 180 35.9

하상 124 24.7

하하 20 4.0

인 502명이 최종 분석 상이 되었다.조사 상자의 특성은 <표 Ⅲ-1>

과 같다.

<표 Ⅲ-1>조사 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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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자 남학생은 245명(48.8%),여학생은 257명(51.2%)으로

여학생이 조 더 많다.부모의 학력은 학교 졸업이 252명(50.2%)으로

가장 많았고,고등학교 졸업 177명(35.3%), 학원 졸업 45명(9.0%),

문 졸업 12명(2.4%), 학교 졸업 10명(2.0%), 등학교 졸업 6명

(1.2%)순으로 나타났다.부모의 직업은 사무직/ 문기술직이 223명

(44.4%)으로 가장 많았고,자 업 144명(28.7%),숙련직 63명(12.5%),

문직 58명(11.6%),비숙련직 9명(1.8%),무직 3명(0.6%)순이었다.부모

의 경제력은 하가 180명(35.9%)로 가장 많았고, 상 157명(31.3%),하

상 124(24.7%),하하 20명(4.0%),상하 19명(3.8%),상상 2명(0.4%)순으

로 나타났다.

3.연구 변인

1)사회과 학업성취

사회과 학업성취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 으로 표 화된

시험의 수를 활용하는 것이다.그런데 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으

로 시행하는 국가수 학업성취도평가는 보통이상,기 학력,기 미달의

3단계로 평가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회과 성 을 세분화하

여 악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차선책으로

2012년 1학기 간고사 사회과Ⅰ(사회)와 사회과Ⅱ(역사) 수를 각각

자기보고식으로 10개의 수 구간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사회과 학업

성취를 측정하 다.(<표 Ⅲ-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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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자본

본 연구는 DeGraaf(1986),DeGraafetal.(2000)등이 제시한 문화활

동(문화자본Ⅰ)과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을 문화자본의 기본 인 측정 지

표로 선정하 다.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첫째,Bourdieu(1986)는 문

화자본의 세 가지 형태 에서 문화활동이나 독서활동 등을 통해 축 되

는 체화된 문화자본을 가장 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는 학

나 자격증과 같은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체화된 문화자본을 소유한 결

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며,문화 상품 형태의

객 화된 문화자본을 향유하기 해서는 체화된 문화자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Dumais,2002,p.46).

둘째,사회과Ⅰ(사회)와 사회과Ⅱ(역사)로 구성된 학교 사회과 교육

과정은 문화활동 독서활동과 긴 한 련이 있기 때문이다.지리와

일반사회 내용으로 구성된 학교 사회과Ⅰ(사회)와 한국사와 세계사 내

용으로 구성된 학교 사회과Ⅱ(역사)교육과정은 모두 다양한 문화 인

경험과 배경 지식을 요구하므로 폭넓은 문화 경험은 사회과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과Ⅰ(사회)와 사회과

Ⅱ(역사)교육과정은 어휘력과 분석력,사고력 등을 요구하므로 폭넓은

독서 경험은 사회과 학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eGraaf(1986),DeGraafetal.(2000)등은 문화활동과 독서

활동으로 부모의 문화자본을 측정하 는데,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화

자본이 아니라 학생의 문화자본을 측정하고자 하므로,이들이 고안한 지

표를 본 연구에 직 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문화자본의 두

가지 요인을 학생의 문화자본 측정 지표로 도입한 국내 연구로 김정숙

(1999),김경근 ‧변수용(2007),고동 (2009),최은 (2010)의 연구가 있

으므로,이 연구들이 사용한 측정 지표를 재구성하여 본 연구의 측정 도

구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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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화활동

문화활동(문화자본Ⅰ)은 등학교 시기와 학교 시기로 나 어 1)클

래식 음악회,오페라,발 공연에 간다 2)연극,뮤지컬을 람한다 3)

화를 람한다 4)미술 이나 박물 에 간다 5)문화유 등을 보러

국내여행을 간다 6) 이나 어학 연수를 해 해외여행을 간다를 5

척도(1=거의 간 이 없다,2=몇 년에 1회,3=1년에 1-2회,4=1학기에

1-2회,5=1달에 1회 이상)로 측정하 다.그리고 각 항목별로 등학교

시기와 학교 시기의 평균 수를 산출하 다.(<표 Ⅲ-2>참조)

(2)독서활동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은 등학교 시기와 학교 시기로 나 어 1)문

학 작품을 읽는 빈도 2)교양 서 을 읽는 빈도 3)서 이나 도서 을

이용하는 빈도를 5 척도(1=1년에 1-2회,2=1학기에 1-2회,3=1달에 1

회,4=1달에 2-3회,5=1주일에 1-2회)로 측정하 다.그리고 각 항목별로

등학교 시기와 학교 시기의 평균 수를 산출하 다.그리고 독서에

한 태도로 1)독서에 한 선호도 2)책에 한 화 선호도 3)서

이나 도서 이용에 한 선호도를 5 척도(1= 그 지 않다,2=그

지 않다,3=보통이다,4=그 다,5=매우 그 다)로 측정하여 사용하

다.(<표 Ⅲ-2>참조)

3)부모의 사회경제 지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경제력의 3가지 변인

을 근거로 하여 측정하 다.먼 가정의 경제주체가 아버지인지 어머니

인지 묻는 문항을 도입하여,가장(家長)의 학력과 직업을 반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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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다.

가장의 학력은 6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해 1 에서 6 까지 수를

부여하 다.다음으로 가장의 직업은 홍두승(1999)의 직업분류를 참고하

여 직업을 6단계로 분류한 김은미(12006)의 직업분류에 따라 무직,비숙

련직,숙련직,자 업자, 문직의 6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해 1 에서

6 까지 수를 부여하 다.마지막으로 부모의 경제력은 학생들이 부

모의 월수입에 해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부모의 경제력에 한 학생

들의 주 평가를 6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해 1 에서 6 까지 수

를 부여하 다.(<표 Ⅲ-2>참조)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사회계층(socialclass)은 반 지표가

아니라 형성 지표로 측정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2011,pp.72-7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해 각 잠재요인은 흔히 여러 개의 측정변수들

로 측정되는데,반 지표는 측정변수가 잠재요인의 실제 값을 반 한

다는 의미를 가지며,형성 지표는 측정변수가 잠재변인의 값을 형성한

다는 의미를 갖는다.반 지표는 내 일 성이 기 되는 반면,형성

지표는 내 일 성이 기 되지 않는다.즉 반 지표들 일부를 제

거하더라도 잠재요인의 의미에 향을 주지 않지만,형성 지표들

일부를 제거하면 정보의 손실과 함께 잠재요인의 의미에 상당한 향을

주게 된다.따라서 형성 지표의 표 인 사례인 사회경제 지 는

신뢰도를 계산하여 내 일 성을 검하지 않는다.

설문지 내용은 사회과교육 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안면타당도가 낮은

일부 문항을 수정하 다.그리고 일반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일럿 테스트를 하 다.이 게 하여 최종 수정된 설문지는 <표

Ⅲ-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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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변인 설문 문항 신뢰도

부모의

사회경제

지

부모의 학력 가장의 학력을 6 척도로 측정

•부모의 직업 가장의 직업을 6 척도로 측정

부모의 경제력
가정의 경제력에 한 주 평가

(역코딩)

문화활동

(문화자본Ⅰ)

등학교와 학

교 시기 문화활동

의 평균 수

1.클래식음악회‧오페라‧발 공연에 감

.811

2.연극‧뮤지컬 공연에 감

3. 화를 보러 감

4.미술 ‧박물 에 감

5.문화유 을 보러 국내여행을 감

6. 이나 어학 연수를 해 해외여행

을 감

독서활동

(문화자본Ⅱ)

등학교와 학

교 시기 독서활동

의 평균 수와

독서에 한 태도

1.문학 작품을 읽는 빈도

.884

2.교양 서 을 읽는 빈도

3.서 이나 도서 을 이용하는 빈도

4.독서는 가장 좋아하는 취미 하나

임

5.다른 사람과 책에 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함

6.서 이나 도서 에 가는 것을 좋아함

사회과

학업성취

사회 성 10 척도(역코딩)
.872

역사 성 10 척도(역코딩)

<표 Ⅲ-2>연구 변인의 구성 문항 신뢰도

4.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17.0(한 ) 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수들

의 기술통계량(사례수,최소값,최 값,평균,표 편차,왜도,첨도)을 확

인하 고,각 변수 간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상 계수를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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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 다음으로 AMOS20.0 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을 실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합도를 검증하기 해 χ²,

df,GFI,NFI,TLI,CFI,RMSEA 지수를 살펴보았고,각각의 측변인

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설명하는지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마지막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여러 잠재변인들 사이의 구조

계를 악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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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사례

수

최소

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부모의

사회경제

지

부모 학력 502 1 6 4.25 1.157 -.419 -.919

부모 직업 502 1 6 4.51 .968 -.566 .486

부모

경제력
502 1 6 3.93 .950 .050 -.394

문화활동

(문화자본Ⅰ)

문화활동1 502 1 5 1.92 .968 .734 -.424

문화활동2 502 1 5 2.18 .962 .469 -.486

문화활동3 502 1 5 3.83 .991 -.901 .491

문화활동4 502 1 5 2.21 .944 .373 -.645

문화활동5 502 1 5 2.32 1.058 .397 -.660

문화활동6 502 1 5 1.48 .677 1.508 2.137

독서활동

(독서활동Ⅱ)

독서활동1 502 1 5 2.89 1.289 .031 -1.166

독서활동2 502 1 5 2.35 1.178 .479 -.791

독서활동3 502 1 5 2.74 1.171 .196 -.923

독서활동4 502 1 5 2.64 1.154 .226 -.688

독서활동5 502 1 5 2.64 1.111 .129 -.831

독서활동6 502 1 5 2.91 1.193 .010 -.777

사회과

학업성취

사회 성 502 1 10 6.06 3.132 -.400 -1.236

역사 성 502 1 10 5.35 3.286 -.049 -1.443

Ⅳ.연구 결과

1.기술통계 상 계 분석

1)기술통계량 분석

아래의 <표 Ⅳ-1>은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의 사례수,최소값,최

값,평균,표 편차,왜도,첨도 등과 같은 기술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Ⅳ-1>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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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기술통계량은 자료의 상태를 개략 으로 보여 뿐만 아니

라 분석에 투입할 자료의 합성 여부를 단해 다.본 연구의 주된

분석방법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해 충족되어야 할 제조건 의

하나는 투입되는 변수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연속변수이어야 한

다는 것이다(백병부,2007,pp.56-57;백병부 ․ 김경근,2007,p.112).정상

분포 가정의 충족 여부를 단하게 해주는 주요 지표로는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들 수 있다.이론 으로 측정치들이 정확

하게 정상분포를 이룬다면 왜도와 첨도는 0값을 가져야 한다.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집한 자료가 실 으로 이러한 분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반 으로 왜도와 첨도가 값 3이하이면 정상분포로 간

주한다(정 연,2004,p.370).이 기 에 의하면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

은 정상분포로 간주할 수 있어 분석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상 계 분석

아래의 <표 Ⅳ-2>는 본 분석에 투입된 잠재변인들 간의 상 계를

나타낸 것이다.모든 변수들이 p<.01의 수 에서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이는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문화활동(문화자본Ⅰ),독

서활동(문화자본Ⅱ),사회과 학업성취가 상호 련을 맺고 있음을 시사해

다.그리고 상 계수의 값이 0.7이상이면 다 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본 연구에서 상 계수의 값은 모두 0.7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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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SES 문화활동 독서활동
사회과

학업성취

부모의 SES 1.000

문화활동 .412** 1.000

독서활동 .223** .377** 1.000

사회과

학업성취
.271** .246** .355** 1.000

<표 Ⅳ-2>상 계수

N=502 **p<.01

2.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모형의 합도 검증

아래의 <표 Ⅳ-3>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

를 단하기 한 여러 지표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GFI(Goodness-of-FitIndex),NFI(NormedFitIndex),CFI(Comparative

FitIndex)는 일반 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권장되는 수용 수

은 0.90이상이다.그리고 TLI(Tucker-LewisIndex)는 0보다 작거나 1

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으며,권장되는 수용 수 은 0.90이상이다(이학

식 ‧임지훈,2011,pp.34-36).본 연구는 GFI0.855,NFI0.830,CFI

0.854,TLI0.821로 모두 0.90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0.90에 근 하여 있으

므로 모형의 합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그리고

RMSEA(Root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는 χ²값을 자유도

와 표본의 크기로 조정한 값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체로 0.10

보다 작으면 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2011,p.34).

본 연구의 RMSEA는 0.098로 모형의 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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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df GFI NFI CFI TLI RMSEA

644.675

(p=.00)
111 .855 .830 .854 .821 .098

측정 변수
부모의

SES
문화활동 독서활동

사회과

학업성취

부모의 학력 1.000(.351)***

부모의 직업 .687(.202)**

부모의 경제력 .416(.120)*

클래식음악회‧

‧오페라‧발 공연에 감
1.000(.744)***

연극‧뮤지컬 공연에 감 1.033(.773)***

<표 Ⅳ-3>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 지수

2)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

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우선 부모

의 학력과 직업,경제력의 표 화추정치를 비교해보았을 때 부모의 사회

경제 지 는 부모의 학력(.351)-직업(.202)-경제력(.120)순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본 연구에 포함된 잠재변인인 부모의 사

회경제 지 ,문화활동,독서활동,사회과 학업성취의 측정모형을 살펴

본 결과 <표 Ⅳ-4>와 같이 표 화추정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측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

다.

<표 Ⅳ-4>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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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보러 감 .698(.507)***

미술 ‧박물 에 감 .973(.742)***

문화유 을 보러

국내여행을 감
.968(.658)***

이나 어학 연수를

해 해외여행을 감
.437(.464)***

문학 작품을 읽는 빈도 1.054(.757)***

교양 서 을 읽는 빈도 .878(.690)***

서 이나 도서 을

이용하는 빈도
.834(.659)***

독서는 가장 좋아하는

취미 하나임
1.019(.817)***

다른 사람과 책에 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함
.956(.797)***

서 이나 도서 에 가는

것을 좋아함
1.000(.775)***

사회 성 1.000(.945)***

역사 성 .908(.819)***

추정치(표 화추정치) ***p<.001,**p<.01,*<.05

3)구조모형 검증

본 논문은 여러 잠재변인들 사이의 구조 계를 악하여 가설을 검

증하기 해 AMOS20.0 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아래의 <표 Ⅳ-5>는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정리한 것이

며,아래의 <그림 Ⅳ-1>은 구조모형 추정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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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검증됨)

[가설1-2]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검증됨)

[가설2]학생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기각됨)

[가설2-2]학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검증됨)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문화활동 변수 간의 표 화추정치는

.827(t=6.188,p<.001)로서,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활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독서활동 변수 간의 표 화추정치는 .476(t=4.460,p<.001)로서,부

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독서활동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문화활동(.827)과 독서활동(.476)의 두 표 화추

정치를 비교했을 때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독서활동보다는

문화활동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활동과 사회과 학업성취 변수 간의 표 화추정치는

-.574(t=-1.224,p>.05)로 문화활동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통계 으로 유

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독서활동과 사회과

학업성취 변수 간의 표 화추정치는 .160(t=2.070,p<.05)로 나타나 학생

의 독서활동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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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에서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활동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쳤지만,가설2에서 문화활동이 사회과 학업성취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않아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학생의 문화활동(문

화자본Ⅰ)을 매개로 하여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가설1에서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학생의 독서

활동에 정 인 향을 미쳤고,가설2에서 독서활동이 사회과 학업성취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

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을 매개로 하여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사회과 학업성취 간의 계는 문화활동

(문화자본Ⅰ)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독서활동(문화자본Ⅱ)

에 의해서만 매개된다고 볼 수 있다.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

록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고,도서 이나 서 에 자주 가며,책을 읽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책에 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며,이러한 독

서활동이 활발할수록 사회과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그런데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사회과 학업성취 변수 간의 표 화추정치가

.970(t=2.143,p<.05)로 나타나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독서활

동(문화자본Ⅱ)의 매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직 으로도 사회과 학업

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부모의 사회경

제 지 가 사회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은 학생의 독서활동에 의해

완 매개(fullmediation)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매개(partialmediation)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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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정치
표 화

추정치
표 오차

임계치

(C.R)

부모의 SES→ 문화활동 .181 .827 .029 6.188***

부모의 SES→ 독서활동 .134 .476 .030 4.460***

문화활동 → 사회과 학업성취 -2.360 -.574 1.928 -1.224

독서활동 → 사회과 학업성취 .511 .160 .247 2.070*

부모의 SES→ 사회과 학업성취 .872 .970 .407 2.143*

SMC(R²)

문화활동:.684

독서활동:.227

사회과 학업성취:.451

<표 Ⅳ-5>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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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구조모형 추정 결과

표 화추정치 ***p<.001,**p<.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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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지 까지 사회과 학업성취를 심으로 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론을

경험 으로 검증하기 해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학생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향과 학생의 문화자본이 사회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에

해서 살펴보았다.이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본 연구가 한국

사회의 학교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요약 논의

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론에 의하면 문화자본은 자신의 계 지

를 드러내는 상징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그 계 지 를 유

지하고 재생산하는 데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

육이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이는 학교가 사회 으로 립 인

기 이 아니라,지배계 의 문화를 반 한 곳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Bourdieu,1986).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지식은 지

배계 의 자녀에게 친숙하고 이들이 습득하기에 유리한 언어 ,문화

요소를 반 하고 있다(Bourdieu,1986).

이에 따라 어려서부터 지배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학교문화에 친

숙한 언어 ,문화 성향을 습득한 지배계 의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잘

응하고 교육결과에서도 우 를 드러내게 된다.반면에 낮은 계 의 자

녀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 ,문화 성향을 습득하지 못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고,궁극 으로 원하는 수 의 학업성취나

교육성취를 얻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교육결과의 차이는 계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된 문화자본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결국 지배집단의 학생들은 풍부한 문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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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바탕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 그들 부모의 사회경제 지 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된다(DeGraaf,1986,p.238;Aschaffenburg& Mass,

1997,p.573;변수용‧김경근,2008,pp.56-57;고동 ,2009,pp.11-14).

Bourdieu의 문화자본 개념을 구체 인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학

업성취와 연결시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외국에서는 1980년 이후,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그런데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계를 분석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종속 변수로 체로 국

어, 어,수학 등 주요 과목의 평균 수를 사용하거나, 어 수나 읽

기 수를 사용하고 있을 뿐,종속변수로 사회과 수를 사용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외국 연구로 DiMaggio(1982)와 Katsillis &

Rubinson(1990)의 연구가 있지만,국내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그리

고 사회과를 종속변수로 한 외국의 두 연구조차 정반 의 결과를 보고하

고 있으며,단순히 종속변수로 사회과 수를 사용했을 뿐 문화자본과

사회과 교육과정의 계에 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사회과 교육과정이 문

화자본과 긴 한 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특히 사회과Ⅰ(사회)와

사회과Ⅱ(역사)로 구성된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사회과의

내용이 다양한 문화 활동과 독서 경험에 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와 일반사회 내용으로 구성된 학교 사회과Ⅰ(사회)와 한국사와 세

계사 내용으로 구성된 학교 사회과Ⅱ(역사)교육과정은 모두 폭넓은

문화 인 경험과 배경 지식을 요구하므로 다양한 문화 활동은 사회과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과Ⅰ(사

회)와 사회과Ⅱ(역사)교육과정은 어휘력과 배경지식,사고력 등을 요구

하므로 폭넓은 독서 경험은 사회과 학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과 학업성취를 심으로 Bourdieu의 문화재생

산 이론을 경험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이를 해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학생의 문화자본 간의 계,학생의 문화자본과 사회과 학업성취

간의 계를 밝 ,학생이 보유한 문화자본이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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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학업성취 간의 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학생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1.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학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해 De Graaf(1986),De Graafet

al.(2000),김정숙(1999),김경근 ‧변수용(2007),고동 (2009),최은 (2010)

등 국내외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학생의 문화자본을 문화활동(문화자본

Ⅰ)과 독서활동(문화자본Ⅱ)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 다.그리고 수

도권 소재 학교 가운데 사회경제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총 3개교

를 선정한 뒤 각 학교당 5학 씩 표집하여 51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그 가운데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7부

를 제외하고 총 502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자료는 AMOS20.0 로그

램을 이용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 연구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학생의 문화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이 검증되었다.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 결과 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과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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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모의 사회경제 지 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문화활동(.827)과 독서활동(.476)의 두 표 화추정치를 비교했을 때 부모

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독서활동보다는 문화활동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론뿐만 아니라 선행연

구와도 일치한다.Bourdieu에 의하면 사회경제 지 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자본을 획득하게 되어 사회경제 지 가

낮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한 문화자본을 보유하

게 된다.이를 경험 으로 검증하고자 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도 체

으로 부모의 직업,학력,소득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문화자본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atsillis& Rubinson,1990;Dumais,

2002;김정숙,1999; 민정,2005;변수용 ‧김경근,2008;장상수,2008;

최은 ,2010).

두 번째 연구 결과 학생의 문화활동(문화자본Ⅰ)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학생의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첫 번

째 연구 결과와 종합해 볼 때 학생의 문화활동은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사회과 학업성취를 매개하지 않지만,학생의 독서활동은 부모의 사

회경제 지 와 사회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록 학생들은 문학 서 ,교양 서 을

많이 읽고,도서 이나 서 에 자주 가며,책을 읽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책에 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이러한 독서활동은 사회과

학습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회과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그런데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독서활동을 매개로

할 뿐만 아니라,직 으로도 사회과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사회과 학업성취

에 미치는 향은 독서활동에 의해 완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의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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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DiMaggio,1982;DiMaggio& Mohr,1985;

Dumais,2002; 민정,2005;김 주 ‧이병훈,2007)와는 배치된다.그러

나 학생의 문화자본 가운데 문화활동은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지 못하

거나 부정 인 향을 미치지만,독서활동은 정 인 향을 미치는 등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제한 인 향을 미친다는 다른 연구 결과

(Sullivan,2001;김정숙,1999;김경근 ‧변수용,2007;백병부 ‧김경근,

2007;변수용 ‧김경근,2008;장상수,2008;고동 ,2009)와는 일맥상통

한다.

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론에 의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은

지배계 의 자녀에게 친숙하며 이들이 습득하기에 유리한 언어 ,문화

요소를 반 하고 있다.실제로 2009개정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풍부한 독서 경험은 사회과 학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

인다.지리,일반사회,역사 과목으로 구성된 사회과는 모두 풍부한 어휘

력,배경지식,사고력을 요구하므로 독서량이 많고 독서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독서활동(문

화자본Ⅱ)이 풍부한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 그

들 부모의 사회경제 지 를 재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론에 의하면 독서활동(문화자본Ⅱ)뿐

만 아니라 지배계 의 자녀에게 풍부한 문화활동(문화자본Ⅰ)도 학업 성

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실제로 2009개정 학교 사

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폭넓은 문화 경험과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

들이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사회과 학습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한 결과 문화활

동은 사회과 학업성취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아 그 이

유에 한 고찰이 요구된다.

첫째,문화활동 참여는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사회과 교육과정과의 연 성이 갖는 정 인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김경근 ‧변수용(2007),변수용 ‧김경근(2008)등이 지 했듯이 문

화활동 참여는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오히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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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간고사에서 높은 수를 얻기 해

서는 공부에 집 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다양한 문화활동은

스스로 공부하거나 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래하여 아이들의 학업성취로 직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문화자본 측정 방법의 문제 을 그 원인으로 지 할 수 있다.

DiMaggio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Bourdieu가 다양한 의미로 설명

한 문화자본을 ‘엘리트 지 문화’로 이해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 다.

그런데 문화는 상 인 속성이 있어 어떠한 활동이 엘리트 지 문화에

해당하는지 악하여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그래서 문화

자본을 조작화하고자 여러 학자들은 문화자본의 보유 정도를 어떤 지표

를 통해 측정할 것인가에 해 조 씩 다른 견해를 보인다.본 연구도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을 측정하고자 하 지만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문화활동 참여가 사회과 학업성취에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았지만,문화활동이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긴 한 연

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문화활동은 다른 방식으로 사회과 학습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를 들어 풍부한 문화 소양을

갖춘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사회 교과에 한 흥미도가

높다든지,사회 교과에 한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활동이 사회과 학업성취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사회과에 한 정의 태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따라

서 문화활동이 사회과 흥미도나 학업 자기효능감 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는 사회과 학업성취를 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Bourdieu의 문

화재생산 이론을 경험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

서도 문화재생산 이론이 용 가능하다는 을 확인하 다.부모의 사회

경제 지 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독서활동은 보다 풍부해지며,풍부한

독서활동은 높은 사회과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 졌다.즉 한국

사회에서 문화활동(문화자본Ⅰ)이 아니라 독서활동(문화자본Ⅱ)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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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경제 지 와 사회과 학업성취 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런데 높은 학업성취는 높은 사회경제 지 로 이어져 부모의 계

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한 책이 시 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Bourdieu에 의하면 문화자본은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

해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학교에서의 공식 인 교육을 통해 획득

할 수도 있다.따라서 학교에서 동아리활동,방과후학교,토요학교를 이

용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 문화자본을 획득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상으

로 다양한 독서 로그램을 실시한다면,사회과 학습의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문화재생산의 악순환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제언

본 연구는 사회과 학업성취를 심으로 Bourdieu의 문화재생산 이론

에 한 경험 검증을 시도하 다.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

자본이 사회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사회과 학

업성취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한 교육 책을 수립하는데 시

사 을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므로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기를 바란다.

첫째,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을 빠짐없이 다루었다고 보기

어렵다.일상의 미세한 경험들을 설문조사의 제한된 문항을 통해 일일이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 문화는 상 인 속성이 있어 문화자

본의 요소는 나라별,시 별,지역별로 다르며,문화자본은 지식이나 정

보, 심,구체 인 행 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 개발한 문화자본 측정 도구가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반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서 통용되는 문화자본의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면 히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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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 하고 정확한 문화자본 측정 도구를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본 연구는 조사 상의 표성 문제인 외 타당성의 제약 문제

가 지 될 수 있다.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 학생들을 포함하지 못했으며,연구 환경의 제약으로

무선표집(random sampling)을 실시하지 못하 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

과를 국 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후속 연구에서는

국의 학생들을 상으로 무선표집을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국 단

로 일반화할 수 있기를 기 한다.

셋째,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 방법으로 처

리하는 양 방법론에 입각하여 분석을 하 다.백병부(2007)에 의하면

이러한 양 연구는 설문조사 자체가 지니는 한계나 결측치 처리상의 문

제로 인해 변인 간의 계가 왜곡되거나 편향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특

히 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었던 문화자본은 응답자의 주

단에 의해 응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질 연구 방법을 도

입하여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넷째,연구 결과 문화활동은 독서활동과 달리 사회과 학업성취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문화활동이 학교 사

회과 교육과정과 긴 한 연 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문화활동은

다른 방식으로 사회과 학습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를 들어 풍부한 문화 소양을 갖춘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

해 사회 교과에 한 흥미도가 높다든지,사회 교과에 한 학업 자기

효능감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문화활동이 사회과 흥미도나 학

업 자기효능감 등 정의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섯째,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문화자본에 한 연구를 진행

하 는데 다양한 연령 의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문화자본은 등학교, 학교,고등학교, 학교의 학교 에 따라 사

회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다.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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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연구 상으로 하여 부모의 문화자본이 아니라 학생의 문화자

본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그러나 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업에

한 의사결정을 학생이 직 하기보다는 부모가 신 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학생의 문화자본보다는 부모의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더 많은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화자본이

등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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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학생들의 문화자본이 사회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설문지는 여러분의 문화활동과 

독서활동, 그리고 여러분 신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한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

며, 절대로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약 10분 정도면 모든 문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

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임 고 은 드림

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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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다닐 때

거 의 

간적이 

없다.

몇 년

에 1회

1 년 에 

1-2회

1 학 기

에 1-2

회

1 달 에 

1회 이

상

1.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발레 공연에 얼마

나 자주 갔나요?

2. 연극, 뮤지컬 공연에 얼마나 자주 갔나요?

3. 영화는 얼마나 자주 보러 갔나요?

4.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얼마나 자주 갔나요?

5. 문화유적 등을 보러 가는 국내여행은 얼마

나 자주 했나요?

6. 관광이나 어학 연수를 위해 가는 해외여행

은 얼마나 자주 했나요?

중학교 다닐 때

거 의 

간적이 

없다.

몇 년

에 1회

1 년 에 

1-2회

1 학 기

에 1-2

회

1 달 에 

1회 이

상

7.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발레 공연에 얼마

나 자주 가나요?

8. 연극, 뮤지컬 공연에 얼마나 자주 가나요?

9. 영화는 얼마나 자주 보러 가나요?

10.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얼마나 자주 가나

요?

11. 문화유적 등을 보러 가는 국내여행은 얼

마나 자주 하나요?

12. 관광이나 어학 연수를 위해 가는 해외여

행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칸에 ✓ 표를 해주세요.

Ⅰ. 다음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문화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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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다닐 때
1 년 에 

1-2회

1 학 기

에 1-2

회

1 달 에 

1회

1 달 에 

2-3회

1 주 일

에 1-2

회

13. 문학 작품(소설, 시 등)을 읽는 빈도

14. 교양 서적(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을 읽는 빈도

15. 서점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독서는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이

다.

20.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을 좋아한다.

21.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

다. 

중학교 다닐 때
1 년 에 

1-2회

1 학 기

에 1-2

회

1 달 에 

1회

1 달 에 

2-3회

1주일에 

1-2회

16. 문학 작품(소설, 시 등)을 읽는 빈도

17. 교양 서적(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을 읽는 빈도

18. 서점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빈도 

Ⅱ-1. 다음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독서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

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Ⅱ-2. 다음은 독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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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여러분의 신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술적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22. 성별      ① 남              ② 여

23. 가능하다면 본인은 어느 수준의 학교까지 진학하고 싶습니까?

  ① 고등학교                ② 전문대                ③ 대학교 

  ④ 대학원(석사)             ⑤ 대학원(박사)

24. 중학교에 올라와서 사회/역사 공부와 관련하여 과외나 학원 수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5. 자신을 포함하여 형제자매는 모두 몇 명입니까?  (      ) 명

26.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공부를 매우 잘 하는 편이다.

  ② 공부를 잘 하는 편이다.

  ③ 공부를 보통으로 하는 편이다.

  ④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이다.

  ⑤ 공부를 매우 못하는 편이다.

 

27.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정의 경제 형편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편이다. 

  ②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③ 우리 집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돈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다.

  ④ 우리 집은 기본생활은 하지만 부모님이 돈 걱정을 가끔 하신다.

  ⑤ 우리 집은 가끔 기본생활을 하기 어려워 부모님이 돈 걱정을 많이 하신다. 

  ⑥ 우리 집은 기본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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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직(직업이 없는 경우)이나 전업 주부

② 비숙련직(일일 노동자, 행상(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일) 등)

③ 숙련직(숙련기능공, 운전기사, 목수 등)

④ 자영업(상업, 중개인, 유통업 등)

⑤ 사무직/전문기술직(회사원, 대위 이하 군인, 공무원, 엔지니어 등)

⑥ 전문직(교사, 고급공무원, 예술가, 의사, 변호사, 약사, 교수, CEO, 교장 

등)

⑦ 기타 :  (                   )

28. 다음 중 해당하는 칸에 ✓ 표를 해주세요. (둘 중 하나만).

  1) 우리 집은 주로 아버지께서 돈을 벌어 오신다. (      )

  2) 우리 집은 주로 어머니께서 돈을 벌어 오신다. (      )

29. (28번에서 1)을 체크한 학생만 답하세요) 아버지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 

30. (28번에서 2)를 체크한 학생만 답하세요) 어머니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 

※ 아래의 <보기>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고르세요.

31. (28번에서 1)을 체크한 학생만 답하세요) 아버지의 직업은 어디에 해당합니

까? (      )

32. (28번에서 2)를 체크한 학생만 답하세요) 어머니의 직업은 어디에 해당합니

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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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5

점

94~90

점

89~85

점

84~80

점

79~75

점

74~70

점

69~65

점

64~60

점

59~55

점

54점 

이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0~95

점

94~90

점

89~85

점

84~80

점

79~75

점

74~70

점

69~65

점

64~60

점

59~55

점

54점 

이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3. 2012년 1학기 중간고사 사회/역사 점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사회 과목 점수

2) 역사 과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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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Effectsof

CulturalCapitalonSocial

StudiesAchievement

Lim,Ko-eun

DepartmentofSocialStudie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MajorAdvisor:Mo,Kyung-hwan,Ph.D.

 This research based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tried to empirically verify the cultural reproduction theory of 

Bourdieu in Korean society. According to the cultural reproduction 

theory of Bourdieu, children raised in high socioeconomic status 

acquire cultural capital more abundantly than those in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based on abundant cultural capital, they 

show high academic achievement and can reproduce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ir parents. At this point, student's 

cultural capital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ly, this research focusing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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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tudies tried to reveal the effects of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on the cultural capital of students and those of the 

cultur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in 

order to empirically verify the cultural reproduction of Bourdieu. If 

the mediation of cultural capital between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are understood, it 

was expected that the cultural reproduction theory of Bourdieu can 

be verified in Korean society. According to this research purpose, 

following research issues an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Research Issue 1> How doe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influence the cultural capital of students?

 Hypothesis 1-1.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gives 

positive influence on the cultural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 of 

student.

 Hypothesis 1-2.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gives 

positive influence on the reading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I) of 

student.

<Research Issue 2> How does the cultural capital of students 

influenc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Hypothesis 2-1. The cultural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 of 

students will give positive influ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Hypothesis 2-2. The reading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I) of 

students will give positive influ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In order to verify the above hypotheses, the preceding studies 

were referred and a tool to measure the cultural capital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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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ultural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 and reading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I) was developed. In addition, a total of 3 middle 

school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selected after 

consideration for the differences of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519 students after sampling 5 

classes of each school. Among them, 17 sets from non-respondents 

or insincere respondent were excluded and a total of 502 sets were 

used for analysis. AMOS 20.0 program was used for the data to 

perfor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As a result of the first research, the first hypothesis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will positively influence the cultural 

capital of students was verified.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cultural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 

and reading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I) of students were proven 

to be all affected by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more influences the cultural activities than the reading activities of 

students. 

 As a result of the second research, the cultural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 of students don'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but the reading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I) of students give positive influ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Accordingly, when the first research 

result is summarized, it was confirmed that the cultural activities of 

students don't mediate betwee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but the reading 

activities of students mediate betwee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is 



-94-

higher, students read cultural and literary books more and go to 

libraries and bookstores more often and like to read and discuss 

books with people and these reading activities works favorably to 

the learning of social studies to lead to high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However, it was shown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gives positive influ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not only indirectly but also directly. 

Accordingly,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can be considered to be 

not full mediation by reading activities but partial mediation. 

 But, according to the cultural reproduction theory of Bourdieu, it is 

assumed that not only reading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I) but also 

abundant cultural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 for children of ruling 

classes can be helpful. In fact, when it comes to the 2009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students with wide 

cultural experience and background knowledge are considered to be 

beneficial to learn social studies than those without them. However, 

as a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by this research, 

cultural activities don't give significant influence statistically to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and it is required to examine 

its reasons. 

 First,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can reduce the time to 

input in study so that positive effect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ctivities and social studies curriculum can be countervailed. 

As pointed out by Kim and Byun(2007), Byun and Kim(2008),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can be an obstacle factor to study 

by reducing the time to input in study. In order to obtain high 

records from the mid-term exam, a regular time is required to 

concentrate on study. But various cultural activities rather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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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 to study oneself or participate in private lessons so that it 

has the possibility not to be directly connect to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Second, the problems of the cultural capital measurement method 

can be pointed out as a reason. Many researchers including 

DiMaggio tried to understand and measure the cultural capital 

explained in various meanings by Bourdieu as 'Elite Status Culture'. 

But, culture has relative attributes and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understand and measure which activities belong to Elite Status 

Culture. Therefore, in order to manipulate cultural capital, many 

scholars show a little different viewpoints on the indicator to 

measure the possession degree of cultural capital. This research also 

tried to measure the cultural capital of Korean society but couldn't 

reflect all factors accurately and there is a possibility not to draw a 

significant result.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didn't gi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in this research but 

when it is considered that cultural activities have close connection 

with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high schools, cultural activities 

are expected to influence the learning of social studies in another 

way. For example, students with abundant cultural attainment may 

have higher academic self-efficacy about social studies or higher 

interest in the subject than those without it. Namely, even though 

cultural activities may not give direct influ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it has a possibility to influence 

positive attitude toward social studies. Therefore, it is hoped that 

succeeding studies on the effects of cultural activities on interest in 

social studies or academic self-efficacy can be conducted. 

 This research tried to empirically verity the cultural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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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Bourdieu in Korean society based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the cultural reproduction theory can be applied to 

even Korean society. It was revealed that a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is higher, the reading activities of students become 

more abundant and abundant reading activities are connected to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That is to say, it was 

confirmed that not cultural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 but reading 

activities (cultural capital II) in Korean societ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ocial studies. 

 But, high academic achievement can be connected to high 

socioeconomic status and reproduce the classes of parents so that 

counterplans should be urgently prepared. According to Bourdieu, 

cultural capital can be obtained through the socialization course in 

family and through official education in school. Accordingly, when 

various reading programs for students in difficulty acquiring cultural 

capital with family reasons are performed by using club activities, 

after-school programs, Saturday school, it is expected to ease the 

gap of classes of social studies learning and weaken the vicious 

circle of cultural reproduction.

KeyWords:Cultural Capital, Cultural Reproduction, Social Studies, 

Cultural Activities, Reading Activities,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StudentNumber:2009-2340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자본
	1) 문화자본의 개념
	2) 문화자본의 측정
	3) 문화자본과 교육
	4) 사회과와 문화자본

	2. 학업성취
	1) 학업성취의 의미와 기능
	2) 학업성취의 결정요인

	3. 선행연구 개관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화자본
	2) 문화자본과 학업성취


	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2. 연구 대상
	3. 연구 변인
	4. 분석 방법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 기술통계량 분석
	2) 상관관계 분석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 모형의 적합도 검증
	2) 측정모형 검증
	3) 구조모형 검증


	Ⅴ. 결론
	1. 요약 및 논의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