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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과 핀란드 10대 학생의 일상생활 비교연구:

사회계층이 학생의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

노라 헬레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한국과 핀란드 모두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에서 우수한 성적

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학생의 일상생활을 세부적으

로 분석한 결과 많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핀란

드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 조사를 이용하여 한국과 핀란드 10

대 학생들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였다. 첫째, 두 국가 학생들의 일상

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기본 생활시간 구조를 (1) 학습, 

(2) 개인관리, (3) 가정관리, (4) 여가활동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

다. 데이터 분석결과 한국 학생들이 핀란드 학생보다 상당히 더 많

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 학생들은 여가와 가

사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

동의 경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활동이 두 나

라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활동의 경우에는 두 국가에

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전반적

으로 핀란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한국 학생들보다 길었지만, 한

국 학생들은 핀란드 학생들보다 식사 및 위생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한국 학생들

이 핀란드 학생보다 전체적으로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나 핀란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업보다 가사노동과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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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가설이 유효함을 확인하

였다. 둘째, 한국과 핀란드 10대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평균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5시간 59분을 학습

에 투자하는데 핀란드 학생들이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은 3시간 34

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국가의 학생들의 학습시간 

구성도 매우 달랐다. 핀란드 학생들은 주로 수업을 받고 숙제를 하

지만 한국 학생들은 수업을 받고 숙제를 하는 것과 더불어 기타 학

습에도 시간을 투자하였다. 한국과 핀란드 학생 간 총 학습시간 차

이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한국 학생들이 핀란드 학생들과 비교해서 

더 긴 시간을 숙제를 위해 할애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핀란드 학

생들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기타 학습시간에도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 모두 주말

보다 주중에 많은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모두 초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이 가

장 짧았고 한국의 경우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학습시간

이 증가하였으나, 핀란드는 중 고등학교 학생 간 학습시간 차이는 

매우 적었으나 중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였다. 

학습시간 분석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가구소득과 부모

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핀란드는 가구소득의 경우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한국

의 그것보다 차이가 크지 않았다. 셋째, 선형회귀분석 모델을 이용

하여 가구별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 변수들이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 

변수가 학생들의 숙제 시간과 기타 학습시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변수들로는 학

생의 학교수준과 성별 변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영향이 개인괸

리, 가정관리 및 여가시간에서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핀란드의 경

우, 주중에는 사회계층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주말에도 가구소득 변수만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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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확인되었다. 핀란드에서도 개인관리, 

가정관리 및 여가 시간이 학생들의 숙제 시간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학습 시간, 숙제 시간, 가구소득, 부무의 교육수준, 선형

회귀분석

학번: 2015-2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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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핀란드 10대 학생들의 시간 배분실태와 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생활시간을 분석을 통하여 각국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방식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구별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두 

국가 학생들의 생활을 깊이 이해하며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학습시간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생활시간 또는 학습시간 비교 연구에서 한국과 

핀란드만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가 동 연구 

분야의 새로운 시도이자 유용한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나 핀란드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동시에 그들의 사화계층과 학습시간의 관계까지 

분석한 연구도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생활시간 연구 분야의 

연구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배경 

최근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며 

선진 교육 제도 확립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올바른 교육 제도를 통한 인재양성이 개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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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별로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 제도의 효율성과 질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고안되고 있다. 국가 교육 제도의 

효율성과 질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학생들의 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이 습득한 학업능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계 

65 개 국가 또는 경제권에서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이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성 높은 평가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PISA는 1997년에 OECD 가입국들이 

주축이 되어 각 회원국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다양한 

기술을 습득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은 자국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평가하고 나아가 간접적으로 

각국의 교육제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PISA는 총 

6회 시행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3년마다 34 개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26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먼저 

PISA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PISA의 평가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PISA 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평가(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하여 참가국의 교육 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OECD, 2017). 

PISA 는 독해, 수학, 과학을 포함한 총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영역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출된 평균 성적이 

사용된다. 각국의 전체적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평균 성적이 

많이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핀란드의 세부적인 PISA 

평가 성적 대신 전체 두 국가가 참가국 중 어떤 순위를 

기록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2000 년부터 

2015 년까지의 PISA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핀란드가 모든 

과목에서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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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해 핀란드와 한국 학생 모두 학업능력 수준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두 국가 간 차이점을 살펴보면 핀란드는 2000 년대 초반에 

특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으나 서서히 그 순위가 하락하였고 

한국은 2000 년대 중반부터 성적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경우 2000 년1), 한국의 경우는 

2014 년에 작성된 자료를 분석하는데 이는 두 국가 모두 PISA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시점이다.

<표 1> 한국과 핀란드의 2000~2015 년 PISA 결과 2)
 

 출저: OECD Pisa Publications 2001-2016. 

PISA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모두 우수하면서도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이 

두 나라 학생들의 생활시간도 과연 비슷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한국과 핀란드처럼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자리 잡고 

있으며 각자 독특한 문화와 사회구조를 가진 두 나라가 비슷한 

수준의 PISA 평가 결과를 기록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1) 본 연구에 사용된 핀란드의 자료는 유료 자료이며 가장 최근에 작성된 2009년 

자료의 경우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2000년 자료를 이용함.

2) 본 연구에 사용된 PISA 성적 결과 표는 OECD 국가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OECD 

회원국을 포함할 경우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 

P I S A 평가 
실시 년도

한국 핀란드 

독해 수학 과학 독해 수학 과학 

2000 년 6 2 1 1 4 3 

2003 년 2 2 3 1 1 1 

2006 년 1 2 7 2 1 1 

2009 년 1 1 3 2 2 1 

2012 년 2 1 4 3 6 2 

2015 년 5 2 5 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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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생활시간 

배분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각국 학생들의 

기본 생활시간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시간 배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학생들의 학업 시간 또는 생활시간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제 3 절 문헌 검토

1. 일상생활

‘일상생활’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정상적인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활동이나 경험을 의미한다 (Oxford Dictionaries, 2017). 

따라서 특정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함으로써 그 나라 국민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핀란드 10 대 학생들의 일상생활 분석 비교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다. 일상생활조사 분석을 통하여 학업능력이 

높게 평가된 두 나라 학생들의 생활방식과 학업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0 대 학생들의 일상생활 분석은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관점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Wolfson & 

Carskadon, 1998)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이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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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해야 할 역할 및 대인 관계 수행능력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WHO, 2017).

위와 같은 배경에서 10 대 학생들의 일상생활 분석을 통해 청소년 

발달에 관한 문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생활시간이 개인관리,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 등으로 구분되는데 10 대 학생들의 

일상생활연구에서는 성인과는 매우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먼저 개인관리에 투자하는 시간은 성인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분류되지만, 

학생들은 성인과 달리 직장에서 일하기보다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 성인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여가활동의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의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관리에 

관련된 시간의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학생의 

일상생활 연구에 앞서 학생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생활을 네 가지 주요활동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1) 학습, (2) 개인관리, (3) 가정관리, (4) 여가활동을 

포함한다. 

2. 개인관리, 가정관리 및 여가 활동

먼저 학생들의 일상생활 중 학습시간 외에 다른 주요 활동에 

속하는 개인관리 시간과 가정관리 및 여가 시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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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인관리로 분류한 활동은 식사 및 간식, 위생과 

수면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생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수면이다. 기본적으로 수면은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며 특히 학습과 발달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Wolfson & Carskadon, 1998). 한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취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유동성 지능은3) 

수면과도 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 (Johnston et al., 2010). 

연령에 따라 10 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면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 대 학생의 필수 수면시간은 대략 9 시간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National Sleep Foundation, 2015). 그러나 

현대인들이 매우 바쁜 일상을 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일과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면시간이 감소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Carskadon, 1999).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수면 

습관을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ㆍ사회적 요인으로는 부모, 친구, 학습이나 여가 활동 등이 

있다고 한다 (Carskadon, 2002). 학습을 중요시하는 

한국사회에서는 학생들이 그들의 수면시간을 줄여 얻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수면 부족의 원인으로 주로 학습이나 여가활동을 

지적했다고 한다 (Rhie et al., 2011).

Bonke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가정관리에 일정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가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정에서 

3) Cattell (1963)에 따르면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 있으며 유동성 지능은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것,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패턴을 알아볼 때 활용한 
것이다. 반면, 결정성 지능은 이미 능숙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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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통해 유급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사활동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Blair(1992)도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에는 유급노동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가사활동을 위한 시간이 감소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대신해서 가사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흥미롭게도 부모의 교육, 그리고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이들의 가사노동 참여량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학생들의 학업을 중요시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사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onke, 2010). 학업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사회풍토를 고려할 때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이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는 많이 하지 

않으리라 예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가사노동을 단순한 

노동으로 여기기보다는 그들 자녀에게 책임감을 기르게 하는 

활동이라고 믿는 경우에는 더 많은 가사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다. 

(Goldscheider & Waite, 1991). 핀란드는 한국보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으며 핀란드 부모들은 가사활동을 자녀들의 책임감을 

기르는 방법으로 여기는 경우가 흔하므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가사활동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가’는 ‘노동’과 반대 개념으로 파악되는데 

Peterson(1981)은 여가를 유급 및 무급 노동과 가정 및 개인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여가는 청소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여가생활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Eccles et al., 2003). 한 관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여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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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여가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정성국, 1999). 

또한, 한국의 고등학생들도 여가활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금전적 이유나 시간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여가를 

방해받고 있으며 그들의 여가활동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병진, 1998). 반면 핀란드 학생들의 여가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초ㆍ중학생의 경우 매우 

만족을 답한 학생은 7%, 만족 23%, 보통 53% 그리고 불만은 7%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매우 만족을 답한 학생이 5%, 

만족 27%, 보통 32%, 불만 19%, 매우 불만은 18%로 나타났으며 

핀란드 학생들이 그들의 여가시간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학생들의 여가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증가시킬 방안으로는 더 많은 취미 생활이나 

스포츠 및 여가 시간 증가 등이 제시되었다. (Myllyniemi, 2009, 

124). 

3. 학습시간

이제 10 대 학생들의 일상생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습시간을 분석할 것이다. 두 국가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파악하기에 앞서 각국의 전반적인 교육제도를 먼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핀란드의 학교제도 면에 있어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과 핀란드는 모두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 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MOE, 2017; OPH, 2017). 

이러한 이유에서 거의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6~7 세에 시작하여 

15~16 세에 마친다. 또한, 두 국가에서 모두 의무교육 기간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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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대다수가 3 년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고등학교(일반/전문/직업 고등학교 포함)에 진학한다. 2007 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99.6%로 나타났으며 (MOE, 2017), 핀란드에서는 2009 년을 

기준으로 95.0%가량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또는 직업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Tilastokeskus, 2017a). 그러나 9 년의 의무교육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제도나 고등학교 진학률 면에서는 

한국과 핀란드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임에도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두 국가 모두 비슷한 학교제도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매우 

다르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두 나라 

학생의 일주일간 총 학습시간을 비교해보면 한국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학교에서 37.1 시간 그리고 학교 밖에서 12.8 시간을 

사용하였지만, 핀란드 학생들은 학교에서 24.7 시간 그리고 학교 

밖에서 5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학생들보다 상당히 

적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PISA, 

2003, 431).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일상생활 방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국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한국 학생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수능시험은 기본적으로 1 년에 단 1 회 시행되며 모든 과목을 

하루에 모두 끝마쳐야 하므로 이는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대학교 입학과정에는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면접과 논술, 봉사활동, 다양한 참여활동 

사항이 반영되기도 한다 (서정원, 2017). 그리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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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는 대학 입학을 위해 수능시험 이외에도 준비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대입 제도에 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잘못된 대입 제도가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또한 이를 성공한 인생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Sorensen, 1994).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일정 수준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해석은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동기 및 행동 분석에 있어 

사회적ㆍ학교적ㆍ가정적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한국 

학생들의 효도에 대한 책임감이나 노력에 대한 믿음 등이 그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김의철 & 박영신, 

2008, 71).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한국 학생들은 학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학생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학업 (5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인간관계 (9.7%), 가정생활 (14.3%), 건강 

(4.8%), 진로 (1.7%) 등이 나타났다 (박영신 et al., 2002, 112). 

또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과도한 입시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교육환경이다. 

한국의 대입과정은 대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 단발성으로 

치러지는 대입시험(수능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한국의 

단발성 평가제도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교 진학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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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시험지옥’으로 일컬어 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매우 힘든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로 인해서 학생들은 

대입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사교육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인터넷 수강 등을 비롯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보충 

교육을 의미한다. 2007 년, 한국의 초ㆍ중ㆍ고 학생 중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총 77.0%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었다 

(통계청, 2008).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교육 활용률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일반교과 활용률은 77.4%, 71.0%, 46.6%로 나타났으나 

대입시험에 불필요한 과목으로 여겨지는 예체능 및 취미 관련 과목 

참여율은 61.4%, 15.1%, 10.3%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 

2008). 따라서 한국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대입시험에 필요한 

과목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핀란드의 대학교 진학 과정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르지만, 핀란드에서도 역시 시험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고등학교 과정 중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시행된다. 그러나 핀란드의 대학교입학허가 시험이 한국의 

수능시험과 다른 점은 시험이 학기마다 치러지며 학생들은 최대한 

3 번에 걸쳐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리고 

시험은 과목별로 각각 6 시간씩 치러진다. 

(Ylioppilastutkintolautakunta, 2017). 또한, 핀란드는 

대학교마다 대학교 입학을 위한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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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조사에 따르면 핀란드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80%는 대학입학시험을 통해 입학을 하며 나머지 20%가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iten, 2017). 

그리고 핀란드 학생들은 동시에 여러 대학교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핀란드 학생들은 대학교 입학을 위해 

여러가지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으로 대학교 입학 준비가 특별히 복잡하지 않다. 그리하여 

핀란드 학생들은 대학입학허가 시험을 여러 번에 걸쳐 치를 수 

있어 대학교 입학을 위한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여러 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대학교 입학 과정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한국과 달리 핀란드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핀란드에서 학습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구성하는 주체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며 핀란드 학생들은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구하고 구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후쿠다, 

2006, 124). 더불어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을 강요하지 않는다 (후쿠다, 

2006). 그리하여 핀란드 학생들은 학습의 목적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배우는 활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실제로 핀란드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에 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는 핀란드가 

학생들에게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대한 부담이 적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핀란드에서도 학생 간 경쟁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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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핀란드 학생들의 가치관을 살펴볼 때도 

확인된다.

핀란드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 학생들은 

친구, 여가, 정직성 등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했지만 현대적 

의류, 높은 사회적 지위, 외모 등에 가장 낮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부와 성공에 따른 사회적 

지위가 핀란드 학생들에게 가장 덜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Krips et al., 2013, 240). 결론적으로 핀란드 

학생들에게는 높은 사회적 지위보다는 친구나 여가가 중요하며 

높은 사회적 지위나 부가 무조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2~18 세 사이 

핀란드 청소년들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결과, 미래에 관한 

두려움의 원인으로 건강 (41%), 일 (40%), 사망 (39%), 외로움 

(20%), 학교 및 교육 (15%), 배우자 및 가정 (14%), 가족의 복지 

(6%) 등이 나타났다 (Lindfors et al., 2012). 핀란드 학생들이 

인간관계나 건강을 포함한 항목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이러한 항목들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학교 및 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을 살펴보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고민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사회계층

Caldras & Bankston(1997)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회계층을 

판단하는 요소는 부모의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이다. 사회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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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만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에 대한 모든 면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상당히 적절한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Hertert & Teague, 2003).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사회계층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는 여러 번 

수행된 바 있다. 한 연구 결과, 부모의 사회문화적 자원변수와 

가정배경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주 et al., 2005). 그리고 Shin(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부모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며 반대로 부모의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경근(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부의 직업 위계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별 소득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었지만 (장영매 & 김정미, 2002) 

제한적인 영향이나 (김현주 & 이병훈, 2004)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상이한 연구 결과도 있었다 (권승, 2008). 가구소득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큰 범위를 다룬 김광혁(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미친 영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고소득층이나 중간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박창남과 

도종수(2005)의 연구는 부모의 소득과 사교육 비용을 통하여 

사회계층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동 연구에서는 소득과 사교육 비용의 영향은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혜지와 주은선(2017)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원과 과외시간을 비롯한 사교육 시간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모두 증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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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많았다. 한 연구 결과에서는 모든 가정배경에 관한 

변수 중에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바 

있다 (박창남 & 도종수, 2005). 김경근(2005)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의 학력도 지속적으로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원지영, 2009). 

다른 한편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교육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종천과 

오병돈(2012)에 따르면 사회계층이 높은 학생들과 학부모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이는 학습 참여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교육적 관여 사이의 관계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교육적 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변수용 & 김경근, 2008). 

그리고 사회계층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선(2011)은 학생들의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도시와 농촌 학생 간 학업성취도 격차가 

서서히 벌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차원의 연구에서 

김경근(2005)도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학업 성취도 격차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에도 사회계층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에 

관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대학교 입학과정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16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여럿 있었으나, 그중에 사회계층에 관한 

변수들이 가장 주목할만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의 교육수준이 높으며 부모의 직업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대학진학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 & 

김기헌, 2002).

핀란드에서도 사회계층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한 연구에서는 핀란드에서 대학교 입학에 있어 

1950 년대부터 사회계층 격차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Nevala, 

1991). 핀란드 대학교 입학허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의 

가정배경을 분석한 결과, 부의 소득과 학력이 높은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핀란드에서도 사회계층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Vanttaja, 2000). 하지만 핀란드에서 사회계층의 차이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한국과의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Sulkunen 

et al., 2010). 특히, 핀란드는 교육 분야에서 ‘평등 교육’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추구해오고 있으며 (Kansanen & Meri, 

2007), 교육 격차로 인한 학생들의 성취도 차이가 그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계속해서 평등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Rinne, 2014).

핀란드의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교육과 직업에 

관련해서 이루어졌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교육수준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사이에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고학력 부모의 자녀들이 저학력 부모의 자녀들보다 높은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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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확률4)을 보였지만, 이에 대한 변화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1970 년에 19 배, 1985 년에 12 배, 2002 년에는 8 배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Kivinen et al., 2001; Kivinen et 

al, 2007).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흥미롭게도 

한국과 달리 핀란드에서는 부의 교육수준보다 모의 교육수준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yrskyla, 2009).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핀란드에서 대도시로 분류되는 헬싱키와 에스포 지역에서는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훨씬 더 약하게 나타났다 

(Kuusela, 2013).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에 있어 지역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매우 흥미롭게도 고학력 부모의 자녀가 저학력 

부모의 자녀들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기록한 것 외에도 

학교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발견되었다. 

Myrskyla(2009)는 가정배경이 학생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요인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의 진로는 부모와의 교류나 그들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Kuusela, 2013).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낮은 사회계층에 속해 있을수록 그들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기회비용이 크다고 믿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과정을 짧게 마치고 유급노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부모의 사회계층이 학생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Blom et al., 2012; Vanttaja, 

4) 동 확률은 집단간 비교시 사건발생 정도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는데 사용되
는 오즈비(odds ratio)의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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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핀란드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직업과 동일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장 유전성이 높은 직업은 선생님, 

예술가, 농부, 과학자로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의 유전성이 나타난 

직업은 의사와 간호사였다 (Myrskyla, 2009). 또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또래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학습에 대한 

욕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선행연구의 한계

문헌 검토를 통해 그동안 한국과 핀란드에서 모두 교육제도와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생활시간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한국과 핀란드가 모두 국제 연구에 포함된 예도 

있었으나 두 나라만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PISA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일상생활 비교하는 연구로서 두 나라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계층이 학생들의 학습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한국과 핀란드에서 모두 

수행된 사례가 없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사회계층이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동 분야의 연구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적 평등과 

성취도 차이는 평등한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하여 

두 나라 교육에 있어 평등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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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제 1 절 자료 

본 연구는 한국과 핀란드 각국 통계청에서 실시한 국민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자료는 2014 년에 

작성된 것이며 핀란드는 1999~2000 년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한국의 생활시간 자료는 한국 통계청이 2014 년에 국민 

생활시간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며 조사 대상은 10 세 이상 

국민이고 응답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무작위 선택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기간은 2014 년 7 월 18~27 일 사이, 

2014 년 9 월 19 일부터 10 월 1 일, 2014 년 11 월 28 일부터 12 월 

7 일 사이에 시행되었으며 조사 표본은 가구 및 가구원이었다. 조사 

응답자들은 이틀간 10 분 간격으로 시간일기를 작성하였으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유효응답자 수는 총 26,988 명이었다 (통계청, 

2017). 

핀란드의 생활시간 자료는 1999~2000 년 핀란드 통계청이 실시한 

국민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며 조사의 응답자는 국민 

등록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유럽 생활시간 조사(European Time 

Use Survey)에 속하는 이 조사는 10 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표본은 가구와 가구원이다. 시간일기는 작성방법은 

응답자에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 회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는 

평일과 주말에 각각 1 회씩 기록되었다5). 또한, 응답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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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항을 10 분 간격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 조사에 포함된 

일기들은 1999 년 3 월 1 일부터 2000 년 3 월 12 일까지 총 12 개월 

동안 수집되었으며 자료의 유효율은 51%이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수는 총 6,272 명이었다. (Tilastokeskus, 2007).

제 2 절 방법 

생활시간 조사는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며 그 활동이 얼마 동안 

지속하였는지에 대하여 시간일기 형태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응답자는 그 활동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하였으며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까지 상세히 상술할 수 있다 

(Gershuny, 2000). 다시 말하자면 생활시간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 일상생활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세부적인 

내용까지 반영하였다. 생활시간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 및 

경영, 유급과 무급노동의 분배, 가계 경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경제적ㆍ사회과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Joyce & Stewart, 2004). 이러한 이유에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생활시간 조사를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국가가 국민의 생활시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1999 년부터 5 년마다 그리고 핀란드는 

1979 년 이후로 10 년마다 생활시간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Tilastokeskus, 2007). 

 

생활시간을 연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양적 연구 

방법으로 분류되며 그 중 근래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5) 핀란드 자료에서 시간일기는 평일과 주말에 각각 50%가 작성되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핀란드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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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형식의 생활시간 조사이다. 일기는 응답자가 24 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모두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매우 

종합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동시에 응답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정보도 수집하므로 응답자의 생활시간 및 사회적 정보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생활시간 조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루 24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며 

‘제로섬(zero-sum)’ 성격을 가진다 (Robinson & Michelson, 

2010). 제로섬 성격이란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다른 활동은 포기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활시간 

조사에는 활동의 지속기간뿐만 아니라 시작과 종료시각도 

기록되므로 응답자의 일상생활 리듬을 파악할 수 있다. Asher & 

Anat(2002)은 생활시간 연구가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복지(well-being)에 대한 융통성 있는 연구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생활시간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과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 

수행 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바로 이해하기 쉽고 답장을 쓰기 쉬운 

일기형태로 알려져 있다 (Järvensivu, 2007). 본 연구는 10~19 세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루며 그들의 생활시간 정보와 동시에 사회적 

정보도 활용해야 하므로 일기형식으로 조사한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생활시간 자료에는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긴 학습시간이 항상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긴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학업성취도로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시간 조사를 부모의 

소득과 학습시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것이다. 



22

본 연구의 통계분석방법으로 양적 자료분석방법을 이용하며 

STATA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과 핀란드 시간생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생활시간 배분 중 특히 교육과 관련된 

시간에 대한 서술적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모의 소득이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학습시간을 

선택하였고 독립 변수로 부모의 소득 그리고 통제변수로 학교, 성, 

요일을 선택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 연구 내용에 해당하는 표본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에 앞서 분석할 활동분류를 정하고 이를 

재분류하였다. 그다음 한국과 핀란드 조사에서 나온 모든 

활동분류를 해석하고 두 조사의 행동 분류를 하나의 유사한 

행동분류로 정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한국 조사에서는 

가정관리와 가족 살피기가 따로 분류되었지만, 핀란드 조사에서는 

두 활동이 합쳐져 있다. 그리고 한국 조사는 모든 교제 및 여가 

활동을 한 행동분류 하위항목에 포함하였는데 핀란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국 조사는 이동과 기타 

활동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만, 핀란드 조사는 이 두 활동이 합쳐져 

있어 두 나라 자료를 직접 비교하기 위해 핀란드 자료를 한국 

자료와 같이 이동과 기타 활동 항목을 따로 분리하였다. 그리하여 

총 8 개의 활동분류를 만들었다.

<표 2> 한국과 핀란드의 전체 활동분류 비교 및 행동의 재분류 

한국 본연구 핀란드 

1 개인유지 1 개인유지 0 개인유지 

2 일 2 일 1 일 

3 학습 3 학습 2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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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표 2>에 나타나 있는 여러 활동분류 중에서도 

학습시간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두 국가의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핀란드는 여섯 가지 소분류가 

있지만 한국은 아홉가지 소분류가 있어 분류가 적은 핀란드 자료를 

기반으로 재분류하였다. 결국, 학습시간 분류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업, 숙제 및 기타를 포함하여 재분류하였다.

<표 3> 한국과 핀란드의 학습 활동분류 비교 및 행동의 재분류

4 가정관리 4 가정관리 및 살피기 3 가정관리 및 가족 
살피기 

5 가족 살피기 

6 참여 및 봉사활동 5 참여 및 봉사활동 4 참여 및 봉사활동 

7 교제 및 여가 활동 6 교제 및 여가 활동 5 교제 및 오락 

6 스포츠 및 야외 활동 

7 취미 생활 및 게임 

8 대중 매체 이용 

8 이동 7 이동 9 이동 및 기타 

9 기타 8 기타 

한국   본 연구 핀란드 

311 수업

312 정규수업사이의 휴식

1 수업 

Class

211 Class and lectures 

313 학교 자율학습

323 스스로 학습

2 숙제 

Homework

212 Homework 

314 학교행사

319 기타 학교활동

321 학원수강

322 방송․인터넷 수강

329 기타 학교활동 외 
학습

3 기타 학습

Other Study

200 Unspecified study 

210 Unspecified 
activities related to 

school 

219 Other specified 
activities related to 

school 

221 Free tim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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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조사의 경우, 자료는 12 개월에 걸쳐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 작성한 일기를 제출한 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학생들의 응답은 조사 전체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핀란드에서 방학 기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하였다. 이런 학생들의 

대다수는 6 월이나 7 월에 나타났으며 8 월과 12 월에도 몇 명이 

발견되었다. 또한, 질병 또는 일 이외 다른 사유로 학교에 가지 

않았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학생도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핀란드의 자료 모두 조사기간 

동안 10~19 세에 속하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휴학 

중인 10 대 응답자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10~19 세 사이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초등학교에 다니지만 10 세 미만인 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초등학생 전체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학생의 절반가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초등학생의 일상생활도 일정 

정도 이상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표본이 작성되었다.

<표 4> 한국과 핀란드 생활시간 조사 표본 [빈도(%)]

한국 핀란드

응답자 6,574 (100) 1,306 (100)

남성 3,426 (52) 607 (46)

여성 3,148 (48) 699 (54)

초등학생 1,754 (27) 425(33)

중학생 2,350 (36) 420 (32)

고등학생 2,730 (37) 461 (35)

비농가 6,394 (97) 1039 (80)

농가 180 (3) 26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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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학습시간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학업성취도 결과를 직접 이용할 수 없어 이를 학습시간으로 

대체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 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Kuehny & Landeras, 2013; 

Mucciardi, 2013).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 결과를 대체할 적절한 변수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학습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되므로 이 두 요인은 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독립변수

사회계층은 일반적으로 (1)소득, (2)교육수준, (3)직업을 포함한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된다. 그리하여 학생이 속한 사회계층을 

평가하기 위해서 부모의 소득, 교육수준 및 직업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사회계층 변수 중에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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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사회계층을 반영하는 변수 중 가장 측정하기 쉽고 용이한 변수는 

부모의 소득이라고 간주하는데 이는 부모의 소득이 다른 변수와 

달리 숫자로 반영되어 오독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핀란드 

자료에서는 가족의 연간소득을, 한국의 경우에는 월수입 자료를 

기초로 연간소득을 추산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은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핀란드는 정확히 상 25%, 중 50%, 하 25%로 

구분이 가능하였지만, 한국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상 20% 중 60% 하 

20%로만 구분하였다.6) 

부모의 교육수준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였다. 한국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을 총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핀란드는 

고등학교와 전문대 이상으로만 설정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따로 살펴볼 것이다. 

3. 통제변수

학교

본 연구에 사용된 10 대 학생 생활시간 분석에는 10~19 세 사이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초ㆍ중ㆍ고 

6) 한국 자료에서는 가구소득 변수가 8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위와 같이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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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일상생활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누고 

또한 이를 행동별로 분석할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고등학교 

그룹은 일반 또는 직업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였고 한국 또한 

일반ㆍ전문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였다.

성별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생활시간 배분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로 시간 배분 사항을 비교할 것이다. 한국과 핀란드 

모두 남성과 여성을 각각 비교할 것이다. 문헌 검토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생활시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간 생활시간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문헌 검토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지역간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에서 보이는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르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기회도 다르므로 학생들의 학습시간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와 농촌을 통제변수로 

선택하였다.

개인유지시간

학생들의 일상생활 중 거의 절반 정도를 자치하고 있는 것은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이다. 문헌 검토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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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습이나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을 줄이는 현상이 있었다. 그리하여 개인유지시간과 

학습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가시간

일반적으로 여가란 일이나 학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시간 외에 하는 활동 중에서 

개인유지시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여가활동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때때로 학습을 대신하는 활동으로 

여가활동을 하기도 한다.

가정관리 및 살피기

가정관리 및 살피기는 학생들의 생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핀란드와 한국 학생들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가정관리 및 살피기는 여가시간과 같이 학습을 

대신하는 활동으로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요일

일상생활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요일에 따라 주중 그리고 

주말 또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생활시간 배분을 비교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주중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 주말에는 핀란드와 한국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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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등교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생활시간에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 4 절 가설 

문헌 검토에 따르면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일상생활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중심이 되며 학습시간에 많은 투자를 한다. 공부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학습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시간 투자로 인해 수면을 줄이는 경향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 핀란드 학생들은 특별히 학습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며 가사노동과 여가 활동을 비롯한 활동으로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국가에서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두 국가에서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한국 학생들이 핀란드 학생보다 전체적으로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그리하여 핀란드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비교하여 가사노동과 여가활동에 학업 활동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가설 2: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한국과 핀란드 두 

국가에서 모두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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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과 핀란드 10 대 학생들이 하루 24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조사한 생활시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특정 변수가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두 나라 학생들의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고 국가별 특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일상생활 중 중요한 

활동으로 분류되는 개인관리, 가정관리 및 여가 활동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가 간 차이점에 주목할 것이다. 둘째, 

국가별로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학습시간의 경우 수업, 숙제, 기타 학습을 포함한 세 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선형회귀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 변수가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숙제 시간과 기타 학습을 살펴보며 핀란드의 경우에는 

숙제 시간만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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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생활시간 분석

1. 기본 생활시간7)

<표 5>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기본 생활시간 구조 I (단위: %)

<표 6>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기본 생활시간 구조 II (단위: 분)

7) 본 연구의 모든 활동 분류에는 평균치만 이용되었다.

 활동 한국 핀란드

개인유지 686 671

     수면 509 563

     식사 105 68

     위생 73 41

일 5 3

학습 360 204

     수업 169 178

     숙제 107 33

     기타 83 3

가정관리 및 살피기 20 50

참여 및 봉사활동 1 8

교제 및 여가활동 270 399

     교제 활동 5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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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기본 생활시간 구조를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된다. 먼저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 모두 

개인유지에 비슷한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하루의 48%에 

달한다. 그렇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학생들은 핀란드 

학생들보다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식사와 위생을 위해 소비하지만 

핀란드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보다 68 분이나 더 긴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위해 소비한 시간은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 모두 하루에 11 분 즉 1%에 불과했다. 그러나 학습, 

가정관리 및 살피기 그리고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에서는 한국과 

핀란드 학생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학습시간을 비교해보면 한국 학생들이 핀란드 학생들보다 거의 

두배 정도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학생들의 총 학습시간은 162 분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한국 

학생들이 학습시간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 중 오직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 밖에 한국 학생들은 수업시간 외에도 

숙제에 105 분을 사용하였으며 기타 학습시간에 82 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대로 핀란드 학생들은 무려 하루 중 

29%에 해당하는 시간을 교제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하였다.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총 사용시간은 핀란드의 경우 421 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92 분을 사용한 한국 학생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더불어 핀란드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2 배 정도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활동 107 187

     문화 및 관광 활동 4 7

     스포츠 및 레저 활동 18 50

     취미 활동 80 75

     쉼 6 14

이동 81 77

기타 16 17

계 144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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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긴 시간 동안 가정관리 및 살피기 관련 활동을 하였다. 참여 및 

봉사활동, 이동과 기타 활동의 경우에는 두 나라 학생들 모두 

투자한 시간도 짧았고 이에 대한 시간 배분실태도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 학생들의 생활시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학생들이 

핀란드 학생들보다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나 핀란드 

학생들은 학업보다 가사노동과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선택한 활동에 관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개인유지, 가정관리 및 여가 활동 시간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7>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학교별 개인유지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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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이 개인관리에 소비한 총 시간을 고려할 때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국 학생들이 다소 더 긴 시간을 

개인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개인관리 

시간 항목 비교에서 한국과 핀란드 사이에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국 학생들이 핀란드 학생들보다 개인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짧은 시간을 

수면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 학생들은 한국의 또래 

학생들과 비교해서 학교 수준별로 각각 초등학생이 41분, 중학생은 

57분 그리고 고등학생은 91분가량 긴 시간을 수면을 위해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에서 모두 학생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한국 학생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고 급격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 

학생들은 핀란드 학생들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시간을 

식사 및 개인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한국 

학생들은 식사 시간은 음식물 섭취 목적 외에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 

학생들이 핀란드 학생들보다 더 긴 시간을 식사 시간을 위해 

사용했다고 본다. 그리고 앞서 문헌 검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개인유지의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이 핀란드의 또래보다 외모에 더 

많은 흥미가 있으므로 옷 입는 것과 꾸미기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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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성별 가정관리 (분)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가정관리 시간을 살펴보면 두 국가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 간 가사노동 시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13분이었고 핀란드에서는 총 19분으로 핀란드에서 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두 국가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사노동 

시간에는 쇼핑, 청소 및 정리, 음식 준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핀란드 남성들은 특히 주거 및 차 관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여성은 섬유 및 신발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그 차이는 쇼핑과 

청소 및 정리 항목에서 두드러졌다. 



36

<표9>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요일별 여가 시간 (분)

여가활동의 경우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 모두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학생들 모두 미디어를 이용한 활동, 취미활동, 교제활동, 스프초, 

쉼, 문화 및 관람 활동 순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여가에 

활용한 총 시간 비교에서 두 국가 간 중요한 차이점은 핀란드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상당히 더 긴 시간을 여가활동에 

투자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 학생들이 여가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평일에 204 분, 토요일에 367 분, 일요일에 386 분으로 각각 

나타났으나 핀란드 학생들은 평일에 339 분, 토요일에 520 분, 

일요일에 486 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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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시간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인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습시간 항목은 수업, 숙제 및 

기타를 포함한  총 세 가지 중분류로 구성된다.

<표 10>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활동별 학습시간 (분)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활동별 학습시간을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

점이 발견된다. 한국 학생들의 총 학습시간은 핀란드 학생들의 그

것보다 무려 145분이나 길게 나타났다. 그리고 두 국가의 수업시간

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숙제와 기타 학습 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

였다. 한국 학생들이 숙제에 사용한 시간은 핀란드 학생들이 사용

한 시간에 거의 3배에 달하였다. 그리고 핀란드 학생들이 기타 학

습에 활용한 시간은 3분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83분에 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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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성별 학습시간 (분)

한국과 핀란드에서 모두 성별 간 학습시간 차이를 보였으며 이 

차이는 서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수업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숙제와 기타 학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였다. 특히, 숙제에 소비하는 시간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차이는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 한국과 핀란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18 분과 6 분 더 긴 시간을 숙제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기타 학습의 경우에는 성별 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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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요일별 학습시간 (분) 

다음으로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학습시간 사용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다소 다른 추세를 보인다. 핀란드 학생들이 숙제를 주로 

평일과 일요일에 하는 데 반해, 한국 학생들은 평일보다는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학생들이 평일과 토요일에 기타 학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핀란드 

학생들의 경우 평일에는 3 분, 주말에 1 분 남짓으로 기타 학습을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국 학생들에게는 기타 학습을 위한 시간이 총 

학습시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위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학생들은 평일은 104 분, 토요일은 63 분, 

일요일에는 총 37 분을 기타 학습을 위해 소비하였다. 수업시간은 

한국과 핀란드 학생 모두 비슷하였지만 숙제와 기타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 때문에 총 학습시간에서 두 나라 학생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요일별 총 학습 평균시간을 보면 한국 학생들은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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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분, 토요일 185 분, 일요일 157 분을 각각 사용하였다. 반면, 

핀란드 학생들은 평일 291 분, 토요일 16 분, 일요일 35 분을 각각 

학습을 위해 활용하였다.

<표 13>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학교별 학습시간 (분)

또한,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학교 수준별 학습시간 비교에서도 

상당한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짧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였고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순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의 수준도 올라간다는 점을 

반영한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학습의 범위 및 난도가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도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이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에게 학습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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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학습시간 사용을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다소 다른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서서히 

늘어난다. 반면, 핀란드에서는 한국과 달리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핀란드에서는 

일반고등학교와 직업고등학교의 학습시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시간으로 평균 

182 분을 기록한 데 비해 직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129 분을 

학습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핀란드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총 학습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핀란드 고등학생들의 총 학습시간 

평균치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을 제외한 다른 활동에서는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한국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ㆍ전문고등학교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따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두 학교 간 평균 학습시간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4> 한국과 핀란드 학생의 가구소득별 숙제 시간 (분)

학생의

학교수준
가구소득 
수준

한국 핀란드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초

상 80 71 35 13

중 70 62 30 9

하 67 46 27 3

중

상 100 146 31 15

중 88 120 33 29

하 83 99 31 18



42

다음으로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이 숙제에 사용하는 시간을 먼저 

학교수준별 가구소득 수준별로 나누고 주중과 주말별로 각각 

나눠서 조사한 결과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생이 숙제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특히,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가구소득에 따른 숙제 시간의 증가세가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말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가정의 학생이 낮은 가정의 학생보다 47 분이나 

더 긴 시간을 숙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역시 

소득이 가장 높은 가정의 학생이 낮은 가정의 학생보다 41 분이나 

더 긴 시간을 숙제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주말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평일에는 다소 미미하게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숙제에 

사용한 시간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같이 평일과 주중별 결과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핀란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의 또래들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평일과 주말 모두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학생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숙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등학교의 경우, 그 차이가 소득수준별로 주중에는 19 분이였으나 

주말에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가장 소득이 높은 그룹과 중간그룹 사이에서는 14 분에 불과했지만 

가장 낮은 그룹과의 차이는 37 분에 달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핀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고

상 162 189 52 57

중 141 161 39 44

하 129 148 3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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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자녀들의 숙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한국 학생의 부모의 교육수준별 숙제 시간 (분)

<표 15>에 나타난 한국 학생의 부모의 교육수준별 숙제 시간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이 숙제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부모의 

교육수준도 가구소득별 학생들의 숙제 시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6> 핀란드 학생의 부모의 교육수준별 숙제 시간 (분)

학생의

학교수준
교육수준

부 모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초

중학교 이하 50 33 53 49

고등학교 62 47 58 47

전문대 이상 76 69 83 72

중

중학교 이하 70 74 81 77

고등학교 75 105 81 104

전문대 이상 102 139 99 143

고

중학교 이하 98 142 125 110

고등학교 126 140 126 161

전문대 이상 163 190 168 181

학생의

학교수준
교육수준

부 모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초
고등학교 29 9 30 4

전문대 이상 35 10 37 13

중
고등학교 38 16 26 29

전문대 이상 30 22 35 20

고
고등학교 39 42 40 49

전문대 이상 52 53 4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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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학생의 부모의 교육수준별 숙제 시간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숙제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도 길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가장 큰 

경우에도 13 분에 불과하므로 한국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의 

자녀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보다 숙제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표17> 한국 학생의 가구소득별 기타 학습 시간 (분)

기타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과 핀란드의 학생들 간 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핀란드 학생들의 경우 매우 적은 시간만을 기타 학습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기타 

학습시간은 한국의 사례만 분석할 것이다.

위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수준이 학생들의 기타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숙제에 활용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타 

학생의 수교수준 가구소득 주중 주말

초

상 126 40

중 109 18

하 100 7

중

상 149 77

중 131 49

하 106 42

고

상 90 98

중 83 78

하 7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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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간 분류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기타 학습에 투자하는 점도 확인되었다. 

<표 18> 한국 학생의 부모 교육수준별 기타 학습시간 (분)

다음으로 위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기타 학습시간의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기타 학습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기타 학습시간 차이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생의 
학교수준 교육수준

부 모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초

중학교 이하 78 24 79 19

고등학교 106 8 111 10

전문대 이상 114 27 112 28

중

중학교 이하 82 23 105 44

고등학교 120 43 124 45

전문대 이상 141 65 137 63

고

중학교 이하 48 22 57 35

고등학교 82 61 79 66

전문대 이상 87 96 91 100



46

제 2 절 선형회귀 분석

1. 다중공선성 검증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한국과 핀란드 자료에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종속변수와 독립변

수 및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든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일

반적으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다

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표19>에서 보이는 한국 자료의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다중공선

성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

들은 부의 교육과 모의 교육 (0.567), 부의 교육과 가구소득 

(0.341), 모의 교육과 가구소득(0.312) 순으로 나타났다.

<표20>에서 보이는 핀란드 자료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다중공선

성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들

은 모의 교육과 가구소득(0.367), 가구소득과 지역(0.307), 모의 

교육과 부의 교육(0.30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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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제

<표21> 한국: 숙제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력 분석 결과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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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N=3090 N=3090 N=3090 N=3090 N=3090 N=3090

독립변수

가구소득 (하 기준)

상 25.924
***

12.347
* 4.517 -2.939

중 6.509 -.109 -1.022 -5.797

부의 교육 (중학교 기준)

고등학교 14.840 17.370 19.235 7.422

전문대 이상 36.661
***

31.002
**

37.105
*** 18.010

모의 교육 (중학교 이하 기준)

고등학교 3.542 -9.768 -13.773 -10.407

전문대 이상 25.493
*** 2.750 3.586 .985

통제변수

학교  (초등학교 기준)

중학교 21.198
***

-8.449
*

고등학교 77.094
***

21.405
***

지역 (농촌 기준) 5.135 1.910

성별 (여성 기준) -12.993 -3.565

개인관리 시간 -.357
***

가정관리 -.147
**

여가 시간 -.257
***

R2 0.008 0.0148 0.0128 0.021 0.131 0.329

Constant 94.060 76.923 89.5 80.082 47.424 36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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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한국: 숙제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력 분석 결과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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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모델 7 모델 8 모델 9 모델 10 모델 11 모델 12

N=1968 N=1968 N=1968 N=1968 N=1968 N=1968

독립변수

가구소득 (하 기준)

상 41.775
***

28.084
* 16.334 3.508

중 17.956
* 9.593 4.415 2.390

부의 교육 (중학교 기준)

고등학교 3.893 -3.747 -8.766 -10.848

전문대 이상 42.446
** 18.186 16.613 -7.269

모의 교육 (중학교 이하 
기준)

고등학교 26.949 19.197 27.269 21.988

전문대 이상 43.808
** 21.191 39.241

* 25.312

통제변수

학교 (초등학교 기준)

중학교 61.047
*** 9.861

고등학교 110.465
*** 11.134

지역 (농촌 기준) 19.349 3.072

성별 (여성 기준) -26.652
***

-12.111
*

개인관리 시간 -.502
***

가정관리 -.528
***

여가 시간 -.474
***

R2 0.008 0.010 0.006 0.015 0.109 0.454

Constant 99.147 89.895 85.545 79.532 12.642 6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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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료의 경우 숙제에 관한 사회계층의 영향력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위 <표21>에 나타난 주중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모델 1-3에서 선택된 세 가지 사회계층 변수를 따로 살펴보았으며 

가구소득 상위권과 부모의 교육이 전문대 이상인 경우 모두가 통계

적으로 (0.001) 유효함이 증명되었다.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

생들은 낮은 가정의 또래집단보다 숙제를 위해 26분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의 부모가 전문대 이상의 교

육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인 부모를 가진 

학생들에 비해 숙제를 위해 각각 37분이나 25분 더 긴 시간을 사용

하였다. 모델 4에서는 선택된 사회계층 변수를 한 모델에서 살펴보

았는데 먼저 부의 교육이 전문대 이상일 경우(0.01)와 가구소득이 

상위권일 경우가(0.05)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의 가

구소득이 상위권에 속할 경우 하위권에 속하는 경우보다 숙제를 14

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

일 경우 중학교 이하의 학력인 부모의 자녀에 비해 31분 더 긴시간

을 숙제에 사용하였다. 

그다음 모델 5에서는 학생에 관한 변수를 포함하여 산출한 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영향이 통계적으로 (0.001) 유효함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는 교육

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부모의 자녀에 비하여 숙제를 위해 37분 더 

긴 시간을 활용하였다. 모델 5와 모델 6에서 학생의 학교수준 변수

도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이나 성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6에서 포함한 생활시간 변수인 개인관

리, 가정관리 및 여가 시간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주중의 경우, 사회계층 변수 중 

특히 부의 교육과 가구소득이 학생들의 숙제시간에 영향을 미쳤으

며 학생의 학교수준과 생활시간 변수도 숙제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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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숙제에 관한 사회계층의 영향력 분석 결과 중 주말에 나타

난 결과는 <표2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세 가지 사회계층 변수를 

따로 고려한 모델 7-9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효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계층 변수를 모두 합친 모델 10에서는 

가구소득 변수만 (0.05) 통계적으로 유효함이 증명되었다. 가구소

득이 상위권에 속하고 부모의 교육수준 또한 전문대 이상일 경우 

학생들이 숙제를 위해 40분가량 더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생에 관한 변수를 포함한 모델 11에서는 어머니의 교육(0.05)과 

학생의 성별 그리고 학생의 교육수준이 (0.001) 통계적으로 모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의 교육이 전문대 이상일 경우 

모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집단에 비하여 39분 더 긴 시간을 

숙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학생의 학교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은 61분, 고등학생은 110

분 더 많은 시간을 숙제를 위해 투자하였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숙

제를 위해 사용한 시간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 또래집단에 비해 27

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2에서는 생활시간 변수를 더해서 성별(0.05)과 세 가지 생

활시간 변수들이(0.001) 통계적으로 유효함이 증명되었다. 먼저 여

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숙제에 12분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세 가지 생활시간 변수들도 모두 비슷한 추세를 보

였다. 학생의 숙제시간이 1분 길어지면 생활시간 활동이 0.5분 정

도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2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말

에는 높은 가구소득과 모의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일 경우에 학생

의 숙제 시간에 영향을 미쳤으며 학생의 성별과 생활시간 변수 또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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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핀란드: 숙제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력 분석 결과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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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N=457 N=365 N=391 N=322 N=322 N=322

독립변수

가구소득 (하 기준)

상 9.917 -9.850 -8.508 -8.561

중 3.162 -15.411 -12.854 -11.364

부의 교육(고등학교 기준)

전문대 이상 3.802 5.941 8.308 8.575

모의 교육 (고등학교 기준)

전문대 이상 6.640 3.668 4.464 3.268

통제변수

학교 (초등학교 기준)

중학교 -4.856 -7.498

고등학교 9.468 6.471

지역 (농촌 기준) -11.641 -5.759

성별 (여성 기준) -3.891 -3.566

개인관리 시간 -.0290

가정관리 -.136**

여가 시간 -.142**
*

Constant 29.694 34.111 30.653 41.233 48.407 117.720

R2 0.004 0.001 0.004 0.017 0.035 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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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핀란드: 숙제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력 분석 결과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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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모델 7 모델 8 모델 9 모델 10 모델 11 모델 12

N=460 N=460 N=366 N=326 N=326 N=326

독립변수

가구소득 (하 기준)

상 14.969
* 9.897 5.684 3.892

중 11.718
* 8.294 8.670 9.036

부의 교육 (고등학교 기준)

전문대 이상 5.325 3.250 4.794 4.879

모의 교육 (고등학교 기준)

전문대 이상 -.447 -.278 .762 .958

통제변수

학교 (초등학교 기준)

중학교 10.38 9.360

고등학교 40.768
***

33.700
***

지역 (농촌 기준) 1.593 .562

성별 (여성 기준) -6.694 -7.710

개인관리 시간 -.063
***

가정관리 -.203
***

여가 시간 -.122
***

Constant 11.490 18.909 23.095 14.389 2.589 128.164

R2 0.012 0.003 0.000 0.006 0.1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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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학생들의 숙제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력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위 <표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중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중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모델 1-6에서는 가

구소득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학생들의 숙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변수는 모델 6

에서 포함한 생활시간 변수 중 하나인 가정관리(0.01)와 여가시간 

(0.001)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학습시간이 1분 길어지면 가정관리

시간이 0.1분 짧아지며 학습시간이 1분 길어지면 여가시간이 0.1분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변수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중에는 생활시간 변수들이 

학생들이 숙제에 투자하는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주중에는 어떠한 사회계층 변수도 핀란드 학생의 숙제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관리 시간과 여가

에 관한 시간만 학생들의 숙제 시간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

론적으로 주중의 경우, 핀란드에서는 사회계층이 학생들의 숙제시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이 증명되

었다.

주말의 경우에도 위 <표24>에서 나타나듯이 학생들의 숙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7에는 가

구소득만 포함하였는데 가구소득 변수가 동 모델에서만 통계적으로 

(0.05) 유효함이 판명되었다. 그리하여 모델 7에서만 가구소득이 

학생의 숙제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모델 7을 제외한 모델 8-12에서는 가구소득 변수가 통

계학적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부모의 교육수

준과 같은 독립변수와 학생에 관한 변수나 생활시간 변수 같은 통

제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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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교육수준의 경우 모델 8-1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그리하여 모델 8-12에서 사회계층이 학생들의 

숙제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유효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델 

11-12에서 학생들의 학교수준 중에는 고등학교가 통계적으로 

(0.001)유효하며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보다 40분이나 34분 더 긴 

시간을 숙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리고 개인관리, 가정관리, 여가 

시간의 경우에는 모두가 통계적으로(0.001) 유효함이 증명되었으나 

주중의 경우와 같이 그에 따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모델 

1-12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핀란드 학생들의 숙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정적인 변수가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가능성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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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학습

<표25> 한국: 기타 학습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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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N=3090 N=3090 N=3090 N=3090 N=3090 N=3090

독립변수

가구소득 (하 기준)

상 26.045
***

16.484
***

20.994
*** 17.478

중 14.411
***

8.926
*

10.430
** 7.626

부의 교육 (중학교 이하 기준)

고등학교 32.573
***

29.624
***

29.160
*** 20.916

전문대 이상 45.624
***

37.425
***

35.536
***

22.751
*

모의 교육 (중학교 이하 기준)

고등학교 19.644
** -.725 2.203 5.958

전문대 이상 31.224
*** 3.634 3.381 3.286

통제변수

학교 (초등학교 기준)

중학교 20.231
*** 7.219

고등학교 -26.185
***

-49.686
***

지역 (농촌 기준) 7.893 5.587

성별 (여성 기준) -7.488
** -1.081

개인관리 시간 -.104
***

가정관리 -.196
**

여가 시간 -.186
***

R2 0.010 0.0160 0.009 0.020 0.078 0.167

Constant 93.394 69.021 83.250 64.706 62.013 1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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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한국: 기타 학습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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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모델 7 모델 8 모델 9 모델 10 모델 11 모델 12

1968 1968 1968 1968 1968 1968

독립변수

가구소득 (하 기준)

상 42.797
***

32.937
***

27.003
***

21.132
***

중 18.272
***

12.618
* 8.937 8.085

부의 교육 (중학교 이하 기준)

고등학교 17.587 17.278 13.820 13.465

전문대 이상 39.007
*** 30.899 29.250

* 19.366

모의 교육 (중학교 이하 기준)

고등학교 9.055 -9.624 -4.305 -7.586

전문대 이상 25.777
** -4.865 6.089 -1.029

통제변수

학교 (초등학교 기준)

중학교 35.181
***

12.619*
*

고등학교 58.760
***

15.435*
*

지역 (농촌 기준) 11.076
* 3.778

성별 (여성 기준) 9.119
*

17.097
***

개인관리 시간 -.194
***

가정관리 -.217
***

여가 시간 -.221
***

R2 0.022 0.017 0.010 0.030 0.097 0.265

Constant 31.600 23.158 35.364 20.036 -28.986 23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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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 학생들의 기타 학습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학생들이 기타 학습에 상당히 많은 시간

을 투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시간에서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

하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주중의 경우는 위 

<표2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모델 1-5에서 가구소득과 부의 교육

수준이 학생들의 기타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0.01-0.001) 유효함이 증명되었으며 이 변수들에 의한 영향은 상

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 5에서 초등학생과 비교해서 

중학생은 20분, 고등학생은 26분 기타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델 6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그룹만 통계적으로 (0.001) 

유효하였으며 기타 학습에 20분 더 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7분 더 긴 시간을 기타 

학습을 위해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 6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직 부의 

교육만 통계적으로 (0.05) 유효함이 증명되었다. 개인관리, 가정관

리 및 여가 시간은 모두 (0.001) 유효하였으나, 그에 따른 영향력

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6을 모두 종합해보면 주중

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사회계층 변수가 한국 학생

들의 기타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한국에서 주말의 경우에는 위 <표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구

소득 변수가 학생들의 기타 학습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가구소득 변수를 포함한 모든 모델에서 

가구소득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효함이 증명되었다. 모든 변수를 포

함한 모델 12에서는 상위 가구소득층에 속한 가구의 학생들이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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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의 또래집단보다 21분이나 더 긴 시간을 기타 학습에 투자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주말에는 학생들이 학교 수준에 

따라 더 긴 시간을 기타 학습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

다. 모델 11의 경우에는 학교 변수의 유효 수준이 0.001이었으며, 

모델 12에서는 0.01로 나타났다. 모델 11에서는 초등학생보다 중학

생은 13분, 고등학생은 15분 더 많은 시간을 기타 학습을 위해 할

애하였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비교해서 모델 11에서는 

9분, 모델 12에서는 17분 긴 시간을 기타 학습에 사용한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학생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역에 

영향은 유일하게 모델 11에서만 나타났다. 

주중의 경우와 같이 주말에도 개인관리, 가정관리 및 여가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따른 영향력은 매우 낮

았다. 결론적으로 모델 7-12에서 나타나듯이 주말의 경우에는 사회

계층 변수 중 가구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

며 학생의 학교수준과 성별 변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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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본 연구는 먼저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일상생활 배분이 다

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더 긴 시

간을 학습에 할애하는 반면 핀란드 학생들은 학습보다는 여가 활동

이나 가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

다. 개인관리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핀란드 학생들이 전체적으

로 좀 더 긴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학생들의 경우 식사와 위생항목에서 핀란드 학생들보다 거의 두 배

에 달하는 시간을 사용하였고, 핀란드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보다 

상당히 더 긴 시간을 수면에 활용하였다. 가정관리에 관한 시간에

서는 두 국가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핀란드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상당히 더 긴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였다. 한국과 핀란드 학생

들의 총 여가 활동 사용 시간에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의 순서는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취미 생활, 교제 

활동, 스포츠, 쉼, 문화 및 레저 활동 순으로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세부

적으로 살펴보았다. 두 나라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결과에서도 큰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한국 학생들의 하

루 총 학습시간은 359분으로 나타났으나 핀란드 학생들은 214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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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분류 (수업, 숙제, 기타 학습)에 따른 학습시간 활용 정도에

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는 한국 학생들은 수업과 숙

제뿐만 아니라 기타 학습을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만, 핀란드 학생들은 주로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는데 대부분 학습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학교 수준별로 살펴보면, 두 

국가의 학생들이 다소 다른 추세를 보였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시

간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습시간도 높게 나타났지만, 핀란드

의 경우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습을 위해 할애하였다.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성별

로 비교했을 때는 두 국가에서 모두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두 

국가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업을 받는 

데 사용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숙제에 활용하

였다. 그러나, 기타 학습 시간에서는 성별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이 학생들에 숙제시간이나 

기타 학습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숙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주중과 주말에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의 소득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 변수도 영향을 미쳤고 학생의 학교수준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별 간 차이는 주말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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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기타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변수의 경우 주중과 주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부모의 교육수준 변수는 제한적인 영향에 

그쳤다. 학생의 학교 수준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에 따른 

영향력은 특히 주말에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숙제와 기타 학습의 

경우 개인관리, 가정관리와 여가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에 따른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핀란드의 경우, 숙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변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주중에 이루어지는 학습에서는 

학생들의 개인관리, 가정관리, 여가에 따른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숙제에 활용하는 시간이 감소되었으나 그에 따른 영향력은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말의 경우에는 사회계층 변수 

가운데 가구소득만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유효하지 않았다. 학생에 관한 변수 중에는 학교수준 변수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학교수준 변수 내에서도 고등학교 그룹의 경우만 학생들의 

숙제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제 2 절 한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생활시간 

조사 방법 중 일기형태 조사로 작성된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일기형태 조사 방법 자체에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일기형태의 생활시간 조사로 수집된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일기에 기록할 때 

잘못된 기억을 바탕으로 기록하거나 사소한 실수나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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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르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록한 시간이 실제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죄악시하거나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행위 또는 섹스, 데이트 

등과 같은 사생활에 해당되는 활동들은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Robinson, 1985).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응답자들의 기록은 실제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연령의 아이들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사의 답장을 

기록하는 데 있어 조사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Järvensivu, 2007). 

둘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그들의 학습시간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를 완벽히 

대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 

결과도 실제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는 학습에 투자한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율성과 

학습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생활시간 

일기로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으며 생활시간 조사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주요 데이터 자료로 선택하였다.

셋째,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다소 간단한 변수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가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더 많은 변수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학습시간과 

부모의 소득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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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유의미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넷째, 한국과 핀란드의 생활시간 조사 시점이 유사하지 않다. 

앞서 이미 설명했듯이 핀란드 생활시간 통계는 2000 년에 작성한 

자료이며 한국은 2009 년에 조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통계 데이터 수집 기간의 차이로 인해 핀란드와 한국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연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 방식은 짧은 

시간동안 매우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과 핀란드의 생활시간 조사 시점 차이에 따른 연구 결과 

왜곡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본 연구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생활시간 조사에 사회적 정보 중 학생의 학업능력에 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더욱 다양한 생활시간 및 사회계층과 학업능력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처럼 기록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학생들이 그들의 학업성취도를 직접 

기록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거짓 정보 제공 등에 따른 연구 결과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공식 기관을 통해 수집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성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으로 학생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 수행 전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철저히 거치고 조사 자체를 

익명으로 진행한다면 연구의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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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의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한 결과 

PISA 국제평가프로그램에서 두 나라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일상생활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번째로 “한국 학생들이 핀란드 

학생보다 전체적으로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그리하여 핀란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한국 학생들보다 학업활동 

보다는 가사노동과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 가설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Chang(2010a; 2010b; 2010c)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압축적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Chang 이 

설명하는 압축적 근대성이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문명적 변화가 

극히 압축적인 면들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시ㆍ공간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여 매우 복합적인 성격의 문명이 구성 또는 

재구성되는 상태를 말한다. 핀란드를 비롯한 서유럽국가들의 

근대성은 18 세기 이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고 부유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지만,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매우 단기간 내 선진국에서 형성된 근대성을 

모방하며 발전해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압축적 

근대성으로 인해 한국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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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적 근대성에 따른 대표적 문제점 중 하나가 일과 삶의 

불균형이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란 직장생활과 

개인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분석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 생활시간 

조사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Fisher & Layte (2004)는 

생활시간 조사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어떤 활동에 얼만큼의 시간을 보내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생활시간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들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성인의 

직장생활을 학교생활로 대체하면 그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압축적 근대성과 함께 아직 학생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개인 생활보다 

학교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면, 핀란드 사회는 한국보다 근대화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압축적 근대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핀란드 또한 근대화 과정을 가장 먼저 경험한 서유럽국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근대화 과정이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Simola(2015)는 핀란드에서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탈공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이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아직도 이 세 가지 단계가 

핀란드 사회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 탄생한 복지국가 핀란드는 

한편으로 개인주의적 산업사회로 평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주의적 농경사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68

한국에서 교육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양반 사회로 규정되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양반과 사대부는 과거를 

통하여 증명한 유교 지식만으로 그들의 권력과 신분을 유지하였다 

(Seth, 2002).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양반 사회가 붕괴하였으나 

교육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계속되었다. 일본 정부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한국에 근대적 교육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한국인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을 얻을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인들의 학교 진학률이 높아져 이에 따른 경쟁이 

증가하였다 (강창동, 1996). 한반도가 해방되고 한국 전쟁을 겪은 

이후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투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 중 최선의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Ahn & Baek, 2013). 한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고 이로 인해 높은 교육열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Sorensen(1994)의 한국 교육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신분 상승의 도구로 간주하며 교육을 통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학생과 부모 모두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부모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한국에서는 높은 교육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은 높은 교육열 현상과 

접한 연관이 있으며 학생들에게 보충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tevenson &  Baker(1992)는 한국에서 사교육이 

발달하게 된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교육제도는 

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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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진로 또는 사회적 지위와 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며 이로 인한 대입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한국에 많은 학부모가 공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까지 활용하는 경우 학생들의 학업 

시간은 자연스레 늘어난다. 

흥미롭게도 핀란드 교육의 발달 과정에서 한국과 비슷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된다. 핀란드는 13 세기 말경부터 스웨덴 왕국에 편입되어 

1809 년까지 장기간 스웨덴의 일부로 남아있다가 1809 년부터 

1917 년까지는 러시아제국 내 대공국(Grand Duchy)으로서의 

자치령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핀란드는 1917 년에 독립을 선포한 

후 내전을 겪으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건국되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해방 이후 전쟁을 겪은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 이 

시기에 핀란드에서는 대학교의 교수들이 주도하는 애국적 

정치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들이 국가 재건 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고학력의 지도자와 공무원들이 등장하였고 추후 

이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서 교육을 더욱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Niemi et al., 2012). Simola(2015)는 

핀란드에서는 건국 이후 교육이 복지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놀랍게도 당시 동구권에서 전파된 다소 

권위 주위적이며 집단적인 문화가 핀란드 교육의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후 핀란드에서도 전국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지만, 

한국과 달리 핀란드는 공교육을 계속해서 발전시켰으며 모든 

학생에게 나이, 성, 가정배경 그리고 특히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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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평등하게 교육을 제공하자는 기본원리를 확립하였다. 

(Kansanen & Meri, 2007). 이러한 핀란드의 평등교육 원칙은 

핀란드 학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한가지 예로 핀란드 학교 

중 무려 96%가 공립학교이며 (OECD, 2012) 대부분의 사람이 

학교마다 교육의 수준이나 질에 차이가 없다고 믿는다. 

Simola & Rinne(2015)는 핀란드 교육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핀란드인들이 (1) 교육은 복지의 필수적 요소라는 믿음, 

(2) 선생님은 교육 제공자로서의 선생님에 대한 믿음, (3) 다소 

자율적이며 평가받지 않는 학교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점을 

꼽는다. Simola & Rinne(2015)는 또한 핀란드의 선생님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며 

그들의 일에 전념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교원양성 제도도 핀란드가 높은 학업성취도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Niemi et al., 2012).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한국과 핀란드 두 국가에서 모두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두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유효함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 변수가 

학생들의 숙제와 기타 학습 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핀란드의 경우에는 사회계층 변수 중 가구소득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주말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효함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가구소득과 교육수준 변수가 모두 학생들의 숙제와 

기타 학습 시간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에 따른 영향이 왜 

핀란드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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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가구소득 및 학습시간과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교육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사교육 활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사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있으며 실제로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예습과 숙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지 & 주은선, 2017). 

박청남과 도종수(2005)에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연구 결과의 경우 소득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며 사교육비용을 매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사교육비는 학업성취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부모의 

높은 소득수준이 사교육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학습시간도 학업성취도와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사용 변수를 

통해 분석한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에는 

사교육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 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교육의 특성상 이는 모든 학생이 활용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불평등 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핀란드와 달리 한국에서는 학교별 학업성취도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차이는 OECD 평균을 100%로 환산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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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PISA 평가의 경우 수학 영역에서 핀란드의 학교별 

학업성취도 차이는 6.3%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45.3%에 달했다 

(OECD, 2013b). 여러 연구에서 한국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경근, 2005; 

차종천 & 오병돈, 2012; 방하남 & 김기헌, 2002).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학생들 간 학업성취도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한국 교육에서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달리 핀란드에는 사교육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숙제 외 추가적인 학습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핀란드 학생들의 경우 

수업과 숙제 시간만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핀란드에서는 사회계층 변수가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핀란드에서는 사회계층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Myrskyla(2009)는 핀란드에서 가정배경이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학교 진학과 진로에 가정배경 외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모의 

사고방식이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2000 년에 

수집되었는데 그 시기의 사회계층 격차가 현재보다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핀란드에서도 PISA 평가 결과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교육 불평등 증가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연구한 

결과들도 소개된 바 있다. 최근 핀란드에서도 특별고등학교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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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특정 학교를 선택할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다. 특별고등학교로 불리는 학교들은 

기업가와 같은 자세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고객으로 인식하며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특별고등학교 제도는 

핀란드의 평등 교육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뛰어난 소질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Järvinen, 2000). 이 제도는 

뛰어난 몇몇 학생들이 언어나 예술과 같은 특정 분야를 자신의 

특화 분야로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 간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 불평등의 증가가 핀란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된 모든 면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핀란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학생 간 경쟁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은 모두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학생들은 실제로 

매우 다른 일상생활 방식을 보여주었다. 먼저 한국과 핀란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학습시간에 관한 분석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핀란드 학생들보다 더 긴 시간을 학습을 위해 투자한 반면 

핀란드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 여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렇듯 다른 생활방식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핀란드 

모두 국제학업성취도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통해 

높은 학업성취도가 오직 특정한 생활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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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과 핀란드와 같이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개별 

분석을 수행하여 어떤 요인들이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가능하게 했는지 파악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핀란드와 달리 한국에서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사교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핀란드 학생들보다 현저히 긴 시간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기타 학습시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사교육을 위한 시간일 개연성이 높다. 이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사교육 활용이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시간 

증가가 학업성취도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교육 활용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교육 활용의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급이 가능한,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국에서 

사교육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증가시키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학생 간 불평등 교육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은 

오랫동안 불평등 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회계층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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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핀란드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사회계층 격차가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핀란드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과 대학입학에 있어 사회계층 격차에 따른 불평등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핀란드 사회에서도 자국의 

교육 제도하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그들의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고등학교 제도와 같은 방안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핀란드 내 사회계층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근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핀란드 자료가 

2000 년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러한 면을 완벽히 파악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학생들의 경우 

생활시간 변수를 제외한 사회계층이나 학생에 관한 변수 모두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해당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시간 조사 자료에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경우 좀 

더 유의미한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다른 변수 중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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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Daily Life of Adolescents 

between Korea and Finland: The Effect of Class 

Differentials in Time Spent Studying

Nora Helena Maaniem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oth Finland and Korea tend to perform exceptionally well in 

international student evaluation programs. However, it seems 

that the everyday life of students living in these two 

countries is very different. This study compared the time use 

of 10 to 19-year-old students in Korea and Finland by 

utilizing the Time Use Surveys carried out by the Statistics 

Offices of Korea in 2014 and Finland in 2000. Firstly, the 

total time use was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lifestyles of the students in the two countries. The 

composition of time use was very different, Korean students 

focused more on studies while Finnish students focused more on 

leisure. Secondly, the study examined three activiti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students' lives; personal care, 

housework and leisure. All these activities had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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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n students 

spending less time in all three activities. Thirdly,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the study time of students in Korea and 

Finland, was analysed in depth. It was found that on average 

Korean students spent as much as 5 hours 59 minutes studying 

per day, while Finnish students spent only 3 hours and 34 

minutes. In addition, the composition of study time was very 

different as Finnish students only attended classes and did 

homework whereas Korean students also studied outside of 

school on top of classes and homework, which also was one of 

the reasons for such a big difference in study time. In both 

countries, students studied the most during weekdays, but 

Koreans also did a significant amount of studying during the 

weekend. The differences between girls and boys were not 

significant. In both countri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ied the least, however, in Korea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latter 

studying much longer. On the other hand, in Finland middle and 

high schoolers studied roughly similar hours. Lastly, the 

impact of class differentials on study time was analyzed by 

using linear regression model. The impact of household income 

and father’s and mother’s education on study time were 

examined, further divided into weekday and weekend. In Korea, 

the time used in homework and other study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lass differential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the time students spent on 

homework as well as other studies. Other significant factors 

were the student’s school level and sex as well as time spent 

on personal care, housework and leisure. In Finland,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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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t on homework was examined and it was found that class 

differentials had very limited effect on the time student's 

spent doing homework, as only household incom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and this could be observed 

only during the weekend. Other significant variables were the 

time spent on personal care, housework and leisure had 

significant negative impact, but the effect of the time use 

variables was very small.

Keywords: household income, parent's education, student, 

homework,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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