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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부부부모모모···친친친척척척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이이이 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서서서울울울지지지역역역 일일일반반반계계계 고고고등등등학학학교교교 111학학학년년년 학학학생생생을을을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사
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이
부모·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하여 알
아보는 것이다.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부모·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직접효과가 있고,동시에 신뢰,연결
망,호혜성으로 구성되는 부모·친척과의 사회자본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6개 학교의 1학년생 519명이다.양적

인 분석은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행하였다.한편 이들 가운데
두 학교에 소속한 8명의 학생 및 이들과는 별도로 일반계 고등학교 5개 학교의 1
학년생 각각 1명을 심층 면접하여 총 13명을 질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연구
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학생용 설문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작한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제 가운데 2005년 상반기 기출문제
수학교과 20문항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에서 부모·자녀간 사회자본인 신뢰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아

버지 학력)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효과가 있었다.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
경(가족의 생활수준)은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인 신뢰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나타냈다.이는 아버지의 높은 학력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다시 말해 부모·자녀 사이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자녀에 대한 신뢰는 자
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또한 부모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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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배경(가족의 생활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모·자녀 간의 신뢰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
이는데 직·간접적으로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친척의 집 소유여부,친척 직업인 판매직·서비스

직)이 학업성취에 직접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고,동시에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친척의 집 소유여부,친척 직업인 전문직·자유직)이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인 신
뢰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친척이 집을 자가로 소유할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고,친척이 판매직·서비스직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지 않다.나아가서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친척의
집 소유여부,친척 직업인 전문직·자유직)은 친척·학생과의 신뢰를 통하여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물론 친척·학생간 사회자
본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친척이 학생에게 충분한 가족애(愛)를 가지고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학생의 높은 학업성취를 돕는 직·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또한
부모·자녀의 관계,그리고 친척·학생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로 설정
한 신뢰,연결망,호혜성 가운데 신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결국 학
생의 학업성취를 북돋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자본 변수는 학생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며 믿어주는 “신뢰”라고 평가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부모·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부모·자녀,친척·학생의 사회자본,
학업성취,부모·자녀의 관계,친척·학생의 관계,사회자본,신뢰,연결망,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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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에 중요한 열쇠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업성취,
즉 학교에서의 성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우리 사회에서
학업성취는 교육적,사회적 선발에서 중요한 판단의 준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이러한 관점에서 학업성취는 상급 학교로의 진학 여부를 가려주고,궁극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예견해 주는 일차적인 지표로서 기능하고 있다(김경근,
1996).따라서 학업성취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학업성취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취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
만 출신 집단의 지위나 환경,그리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귀속적 요인
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업성취의 결정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여러 요인 중,크게 보아

두 가지 범주에는 첫째,학교 내적 요인인 학교시설,교사의 기대,능력별 반편성
이 학업성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둘째,학교 외적 요인인 학생
의 지능,자아개념,학습태도,성취동기,인지양식,인성,불안수준,가족의 배경이
성적 결정에 절대적이라는 연구가 있다.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 사회학적으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가족의 배경이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혈연 공동체로서 가족에 몸담게 된다.가족집단은 인

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발달을 시작하는 최초의 생활 환경이다.따라
서,가족은 인간의 제 1차적인 집단으로서,혼인과 혈연관계에 의한 부부와 그 자
녀 등 근친관계로 구성된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이다.혈연에 의해 형성된 가족 구
성원들은 매우 강한 애정으로 얽혀있다.또한 이들은 동일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므로 가족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가지게 된다.
가족은 사회생활의 기본단위인 동시에 문화를 계승하는 모체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사회의 일원으로 처음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생을 통하여 가
족집단 내에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기능․태도를 배우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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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지배적 가치관과 규범을 포함하는 문화를 습득하게 된다(석태종,1999).한
편,자녀들은 가족 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를 체계화시키며,
가족 구성원을 모델로 하여 행동을 모방하며 사회적 행동을 형성한다.즉,한 개인
은 가족 속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아버지,어머니,형제 자매 등 가족원들과
접촉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그 사회
에서 통용되는 문화에 적응되도록 훈련받는다.
이렇듯 가족은 자녀의 양육이라는 형태로 한 인간이 올바로 성장하도록 전 영

역에서 총체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다시 말해서,가족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교육의 장이며 그 안에서의 부모는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
주는 최초의 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장원동,2001).
이러한 가족의 배경은 경제자본(EconomicCapital),인적자본(HumanCapital),

그리고 사회자본(SocialCapital)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자본은 대체적으로 가족의 소득이나 부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그것은 성취
를 도울 수 있는 물리적 자본을 공급한다.예를 들면,집안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학습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게 하며,가족
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인적자본은 대체적으로 부모
의 교육정도를 통해서 측정되며,자녀들에게 인지적 환경을 넓힐 수 있는 잠재성
을 공급해준다.그러나 가족 내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은 이러한 것들과는 다르다.
사회자본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발생되어 주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시간의 투입 형태로 나타난다(Coleman,1988).
가족 배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그 동안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이었다.다른 조건이 동일하
다면,부모가 자녀에게 보다 많은 물질적 자원을 투입할수록,그리고 부모의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자녀의 학업성취는 높아진다는 것이 이러한 논의에서 도출된 일
반적 결론이었다(김병성 외,1981;박정숙 1981;김왕근,1988;신동주,1988;배종
웅,1993;이정환,1998;장상수 2000;최시영,2001;방하남․김기헌,2002,2003;
정영애․김정미,2004;Bloom 1964;Colemanetal.,1966;Jencks,etal.,1972;
White,1982;Lockheadetal.,1989;Muller,1994).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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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은,부모의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과는 독립적으로 가족 내의 사회자본이 자
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오계훈 외,1999;
김경근,2000;안우환,2003;Colemanetal.,1988;AstoneandMcLanahan,1991;
Muller,1993;McLanahan & Sandefur,1994;HoandWillms,1996;Maurice,
2000:김경근 2000에서 부분 재인용).
그런데,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독립변수로서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자본을 통하여 학
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분석은 소홀히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사회자본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간과
되었다.
가족의 사회자본이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가족의 사회·경제

적 여건에 따라 가족의 학생에 대한 태도와 기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
라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회자본에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경험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가족과 학생간의 관계에서의 차
이를 가져오게 된다면,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가족 사회자본을 논함에 있어 가족 사회자본을 단

지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에만 한정하여 학업성취를 설명하려 하였으며,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사회자본의 학업성취에 대한 연관성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
에서 한계를 보인다.가족이란 부모·자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척과의 관계 역
시 포함하는 개념인데,지금까지의 연구물들은 부모·자녀 관계 변인만을 강조하여
친척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를 특징으로 한다.유교 문화에서의 가족이란

부모·자녀의 수직적 관계가 중요시되는데,이것이 친척까지 한 집안에 관계된다.
어느 집안의 누구의 자식이 어느 대학에 다녔고 직업은 무엇이고 직장에서 어떠
한 위치에 있는가는 부모의 자랑일 뿐만이 아니라,그 집안 전체의 평가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유교 문화에서는 가족 사회자본을 단지 부모
자식간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는 위 두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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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즉,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
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만을 설명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을 보완
하여,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또한 사회자본을 통하
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여기에는 단
순히 부모·자녀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학업성취만의 변수만이 아닌,친
척을 포함하여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도 동시에 살펴보아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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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111...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의의의 의의의미미미

학업성취는 교육적 성과를 말하는 것이며 교육적 성과란 다름 아닌 교육목적
의 달성도이며,학습을 통해 길러진 능력이라 할 수 있다.한국 사회에서 학업성취
란 일반적으로 '시험 성적'이라는 제한된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이렇게 학업성취
에 대한 개념이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의 결과라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또 이와는 달리 넓은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김신일(1994)에 의하면,학업성취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습한 지식,지적 능

력,태도,가치관 등 학업결과의 총칭이라고 한다.즉,학업성취는 흔히 성적을 의
미하는 지적 영역의 학습결과 뿐만 아니라,비지적 영역의 학습결과도 포함된다는
것이다.이규창(1971)역시�학업성취의 범위는 학문적 교과인 국어,사회,자연
등의 교과에서 얻은 성적만이 아니라,교육목표에 입각하여 달성한 학습 활동의
결과 학생이 획득한 능력,즉 지식,이해,기능,가치관,적응성 등의 기본적인 사
항들을 몸에 정착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블룸(Bloom,1956)의 논의에서도 학교 교육의 결과인 학업성취를 학생 개인의

지적,정의적 측면의 목표 달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지적 영역은 지식
이나 기술의 변화를 나타내는 영역을 말하고,정의적 영역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흥미,감상,태도,가치관,적응,신념체계 등에 관련된 영역을 뜻한다.학업성취도



- 6 -

를 평가하려면 이러한 인간행동의 여러 영역을 걸쳐 측정하여야 하나 정의적인
영역의 태도,가치관 등의 측정은 학력 측정에 비하여 어렵다.따라서 학업성취는
흔히 지적 영역의 학습 수준을 의미하는 성적으로 통용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얻을 수 있는 학업성취의 결과는 그 학습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 수준에 도달하느냐에 있다.학업성취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학업성취가 갖는 개인적․사회적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이다.학업성취는 개
인의 최종적인 교육성취 및 미래의 사회적 성취를 예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또 교육적․사회적 선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경근,1996).
이러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제 1장에서 전술하였듯이 학교 내적

요인과 학교 외적 요인으로 다양하게 구분 되어 있지만 다음은 그 중에 교육학
적․심리학적 요인이 아닌 사회학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가족배경”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22...111...222...가가가족족족배배배경경경

가족배경 변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결정적인 변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콜만(Coleman,1966)은 미국의 초․중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의

가족 변인,학교 환경 변인,교사 특성 변인,학생 집단 변인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학생의 가족배경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라고 밝혔다.여기에 콜만(Coleman,1966)의 연구를 재분석한 젠크스(Jenkes,
1972)는 인지능력의 불평등을 설명해 주는 정도를 가족배경 요인(60%),유전 요인
(35%-50%),그리고 학교의 질(4%)의 순이라고 지적했고,역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가족배경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사실 가족환경의 중요성이 사회전체에 알려지게 된 것은,학업성적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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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전에 75%정도가 이루어지는데,그 대부분이 가족환경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
지 25%정도가 학교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그것은 전체적인 성적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콜만(Coleman,1964)의 보고 때문이었다(이해명,
1998에서 재인용).결국 학업성적의 결정은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가족환경 변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절대적 변인이라는 것은 인간

형성이 무엇보다 가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특히 가족의 구조와 부모의 태도,
가치관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한다.
유영상(1966)의 학업성적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연구에서는 가족환경을 지

위변인과 작용변인으로 나누어 지위변인은 부의 직업,교육정도,월수입 등으로 그
리고 작용변인은 성취압력,언어모형,학습지도,가족의 활동과 습관 등으로 보고
학업성적과의 상관이 .46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또 허형(1974)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환경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
데,물리적 환경변인(문화시설,부의 학력,부의 직업),심리적 환경변인(친애적,자
율적),그리고 과정 환경변인(아동에 대한 관심도,학업지도)등 가정환경 하위변인
들이 학업성취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박경숙(1981)은 가족환경 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연구에서 학업성적은

부모의 교육정도와는 .25,물리적 환경과는 .30,심리적 환경과는 .17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는데,이는 허형 등(197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또
한 이 연구에 의하면 학교 학습환경 변인은 학업성적을 16.7%,가족환경 변인
23.7%를 설명하고 있어,가족환경이 학교 학습환경에 비해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데 우세한 변인임을 입증했다(구병두,1996에서 재인용).
한편,데이브(Dave,1963)와 울프(Wolf,1986)는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 학업성

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첫째,가족의 학습 습관 둘째,가족의 학습지
도 셋째,가족의 토론이나 탐구 넷째,가족의 기대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피커
(Peaker,1967)도 부모의 태도 변인과 자녀의 성적은 상관도가 가장 높으며,부모
의 태도 변인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대화나 설득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쉐네이더(Schneider,1993)도 가족환경 변인 중에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해명에서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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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1998).즉,부모의 자녀와의 토론이나 대화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이 성
적과 관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뚜렷한 태도를 갖고 있고 아동의 학업이나 장

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가족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가족의 자녀보다 학
업성적이 높다.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독서하는 시간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
이 많은 가족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가족의 자녀보다 학업성적이 높다.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나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그리고 독서나 대화 등의 기회를 자
주 갖는 것이 자녀들의 학업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Wiseman,1964;
Peaker,1967;JohnD.Keeves,1967;MarjorieE.Ainsworthetal.,1972:이해명
2001에서 재인용).
또한,엔트위즐과 알렉산더(Entwisle& Alexander,1996)는 가족 환경이 초기

학령기 아동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경제적 지원 및 부모의 기대 변수의
효과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경제적 자원과 부모의 기대교육 수준은
서로 독립되어 있으며,경제적 변수의 효과가 기대 변수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의해 엔트위즐과 알렉산더(Entwisle&
Alexander)는 가족환경에 따른 아동의 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기대 변인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켰다.이들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부모의 교육 기대는,아동이 공부
를 하도록 격려하는 요소가 되는 동시에 부모로 하여금 아동 교육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고 한다.

제제제 222절절절 한한한국국국 사사사회회회의의의 교교교육육육열열열

222...222...111...한한한국국국인인인의의의 교교교육육육열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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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본질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교육은
인간을 재탄생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가치 지향적 활동이다.즉�교육은 가치있
는 것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입각하여 익히도록 하는 가치 지향
적 활동�이다(송병순 외,1999).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높다.
높은 한국인의 교육열은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한국의 국제적 지
위향상에 크게 기여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교육열�은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성과 지원을 설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온 개념이다.일반적으로 교육열은 부모들이 보여주는 교육적 참여 이면
에 자리한 동기 내지는 에너지를 일컫는 말이다(이종각,2000).
교육열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사회구성원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인

데,교육열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구현에 그 뜻이 있느냐,아니면 교육의 수단적 가
치 획득에 그 뜻이 있느냐에 따라 이상주의적 교육열과 현실주의적 교육열로 구
분한다.이상주의적 교육열은 교육의 본질인�인간가치 실현�,�자아실현�을 성
취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성장동기에 바탕을 둔 교육열이다.이에 반
하여 현실주의적 교육열은,교육을 통해 �돈�,�명예�,�권력�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교육의 수단적 가치에 직접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핍동기에서 비롯
되는 교육열이다.이상주의적 교육열을 합리적․미래지향적․공동의 선을 추구하
는 긍정적인 삶의 존재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의 공익적 가치구현에 역점을
두는 목표 지향적 교육열이라 한다면,현실주의적 교육열은 현실 지향적․자기중
심적인 부정적 삶의 존재 방식에서 비롯되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육적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수단 지향적 교육열이라 할 수 있다(송병순 외,1999).
교육열의 개념을 정교하게 규정하는 노력은 다음의 몇 가지로 더 요약될 수

있다.교육열을 개념화하면서 양적 측정에 관심을 갖고 개념화를 시도한 연구로
교육열을 오욱환(1986)은 취학하고자 하는 욕구로,김영화(1992)는 교육기대 수준
으로,경제기획원(1988:396)에서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수준으로 정의하였다.교육
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김영화,이인효,박현정(1993)은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에서 교육열을 교육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실제로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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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행위가 교육열은 아니고 그러한 행
위들은 교육열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외현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둘째,경험적 연구인 김희복(1990:298)은 참여 관찰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교육열은 한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 행위를 포함하는 교육
에 대한 열의로 정의하였다.그는 교육열은 교육에 대한 기대,욕구에 국한된 개념
이라기보다 그것을 형성시키는 현실에 대한 지각 또는 가치관,표출되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한국인의 교육열은 세 가지 수준의 요소,즉,
교육에 관련된 행위,그 행위를 주도하는 문화적 지식 그리고 사회경제적 현실로
서의 사회구조적 맥락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제들을 제시하였다.1)개인 또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학교 교육에 대
한 특정한 욕구 또는 기대와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실천적 행위는 교육열의 표층
을 구성한다.2)교육에 대한 특정한 욕구,기대 및 행위의 심층에는 교육에 대한
모종의 지각,관념,상황정의 등의 문화적 지식이 존재한다.3)한국인의 교육에
관련된 행위와 문화적 지식은 한국의 경제 구조,정치 체제,교육 체제,역사적 경
험,문화적 전통 등의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셋째,통찰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에서는 교육열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였다.이돈

희(1985:12-18)는 교육열을 한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강한 교육적 열기로 정의
하였다.김용숙(1985)은 교육열 입신출세에 필요한 최고의 학력이나 일류의 학벌
을 자녀에게 갖게 하려는 사적인 욕망이라고 정의하였다.
넷째,한국 교육경쟁의 상황규정에 주된 관심을 둔 박남기(1994:185-206)의 연

구에서는 교육열을 교육에 관한 어떤 행위나 현상들로부터 유추된 개념으로서 보
다 교육에 관한 �현상�이나 �행위자체�로 보고�교육을 위한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권수정,2004에서 재인용).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그리고 이는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동시에,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외국인의 눈에도 높은 교육열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계속 지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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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한국의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차재호,1981).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한국 사회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조건과 궤를

같이 한다.산업화 시기 국가와 경제 부문의 인적자원의 충원은 귀속적 지위를 초
월한 능력 위주의 인재등용 제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이는 유교적 전통에 잠재
되어 있던 교육열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신분이나 계층을 뛰어 넘어 타
고난 지위와 상관없이 높은 교육적 성과를 보이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교육을 지위 상승과 계층 이동의 주요 수단이자 통로로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높은 사회적 이동성 (socialmobility)을 가지도록 만들었
다(류석춘 외,2006).
이렇듯 한국에서 사회이동의 주된 길은 사실 교육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그러나 한국에서의 독특한 유교적 문화 배
경 때문에,교육에 대한 경제학적인 접근만으로 한국인만의 독특한 교육열을 이해
하기 어렵다.한국사회에서 교육열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요인 외에 유교적 문화의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큰 작용을 하였다.

222...222...222...한한한국국국에에에서서서의의의 교교교육육육열열열 형형형성성성의의의 배배배경경경:::유유유교교교적적적 문문문화화화와와와
가가가족족족주주주의의의

한국사회의 독특한 현상인 높은 교육열은 궁극적으로 삶의 고양을 실현하려는
강력한 욕구의 표현이다.교육열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을 유교윤리에 입각해 논의
를 전개한 류석춘․최우영․왕혜숙(2005)의 견해에 따르면,학문을 근거로 한 소
위�입신양명�의 지향은 선대를 기준으로 한 재현의 압력이라고 한다.1)
유교에서 존재의 생물학적 한계는 자식의 기억과 대리 재현을 통해 보완된다

1)이 부분의 논의는 류석춘·최우영·왕혜숙,2005“유교윤리와 한국 자본주의 정신:효(孝)
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39(6),pp52-86논문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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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자식은 나를 기억하고 재현함으로써 유한한 존재인 나를 영원으로 확
장시켜 주는 나의 분신이고 나는 자식을 통해 기억되고 재현됨으로서 영원한 존
재로 승화된다는 것이다.그것은 내가 부모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과 꼭 마찬가
지이다.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이 수많은 기억과 연쇄 속 어딘가에 위치하고 그
럼으로써 존재의 영원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유교는 바로
이것이 자연적 원리이자 당위적 의무하고 규정한다.
한국인의 교육열을 설명함에 있어 바로 위와 같은 재현의 압력이 적용되는데,

첫째는 선대를 기준으로 한�발전적(developmental)재현�의 압력이다.즉,부모
를 이은 나의 삶이 선대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과연 선대를
내대로 제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기
준은 일단 선대보다 나아진 삶,선대보다 발전된 삶이다.선대보다 나아지거나 최
소한 선대의 수준을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제대로 된 재현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사람들은 최소한 발전적 재현을 통해서 그나마 의무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퇴보하는 삶은 대신 삶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재현의 실패이자
의무의 방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그것은 곧 유교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효�

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계승적(sucessive)재현�의 압력이다.위에서 얘기한 발전적 재현

의 논리는 결코 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기억과 재현은 누대에 걸쳐 지속되
어야 하는 당위적 실천이며,그래야만 비로소 선대의 존재성이 확인될 수 있다.개
인은 면면히 이어져 온 가통의 일부분으로서 선대를 기억하고 재현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억과 재현이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있다.모든
개인은 그러한 이어짐의 매개고리이다.여기서 후손,곧 자식의 의미가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자식은 단순히 나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
게까지 이어져 온 선대 모두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자식은 나에게 두 가지로 다가온다.하나는 나의 재현의�수단�이라는

의미이고,다른 하나는 나를 이은 새로운 재현의�주체�라는 의미이다.전자의 견
지에서 보면,내가 자식을 입신양명시키는 자체가 나에게 맡겨진 재현 의무의 훌
륭한 실천 방법이 된다.비록 내가 매개되고 있지만,자식의 입신양명 역시 선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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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 재현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반면 후자의 견지에서 보면,자식은 현
재 내가 맡고 있는 재현의 의무를 나를 대신해서 이어갈 새로운 주체이다.자식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선대를 더욱 발전적으로 재현해야 할 당위적 의무의 담당자
이다.자식은 내게 이 두 가지 의미 모두를 부여한다고 한다.
재현의 효과를 말해주는 마지막 계기는 ‘집합적(collective)재현’의 압력이다.

정확히 말해 선대를 재현하는 주체는 집합적 존재한다.선대의 후손은 나만이 아
니라 선대의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곧 나의 형제자매 모두이기 때문이다.그간 한
국사회가 유난히 많은 자식을 선호한 것은 그것이 그만큼 기억과 재현의 가능성
을 높여주었기 때문이다.집합적 재현이란 선대의 재현의 의무가 후손으로 이어지
는 종적 차원 뿐 아니라 형제자매로 연결되는 횡적 차원에 동시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물론 일단은 개별 형제자매가 각기 부모를 발전적으로,또 계승적으로
재현해야 하지만,그것은 전제적으로 볼 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집합성을 가진다.
재현의 집합성에는 중요한 함의가 들어 있다.그 함의는 곧 재현에 대한 책임

의 공유이다.선대를 재현하는 것은 내 삶의 발전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
리(형제자매)삶의 발전으로 증명되어야 하며,모두가 이에 책임을 나눠가진다.이
로부터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첫째는 재현의 책임이 공유된 것으로 해서 형제
자매 상호간에 발전을 촉구하는 암묵적 압력이 작용한다는 점이다.있을 수 있는
개인적 재현 실패가 집합적 재현에 누가 된다는 점에서 이 압력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책임이 공유됨으로 인해 형제자매 상호간에 부조가 활

성화된다는 점이다.사실 형제자매간의 재현의 수준은 각자에게 가해지는 발전적
재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자신의 삶을 통해
선대를 성공적으로 재현하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그렇지 못한 형제도 있을 수 있
다.이 차이에는 물론 능력의 요소도 작용하지만,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이 때 특정 형제의 경제력 결핍은 집합적 재현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위기와 불안을 야기시킨다.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형제 역시 마찬가지다.그래
서 그것은 곧 다른 형제의 책임감을 불러일으킨다.성공적 재현을 담보하려는 집
합적 책임감을 유발하는 것이다.형제간의 상호부조는 바로 이 책임감의 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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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그것은 재현의 의무로부터 비롯된 바 결과적으로 가족 차원의 보
험 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제대로 된 선대의 재현이란 기억을 공유하는 형제자매 모두가 공히 발전적 삶

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선대의 후손 모두는 이러한 견지에서
집합적 재현에 헌신적으로 몰입하기 마련이다.이 과정은 개인이 다른 형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혹은 반대로 다른 형제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매
진하는 과정이다.결국은,류석춘․최우영․왕혜숙은 한국사회에서 지난 반세기 동
안의 뜨거운 열기의 교육열은 위와 같은 유교윤리에 입각해 가족주의적 재현이라
는 동기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족주의는 흔히�가족집단의 발전과 안위를 개인의 그것보다 중요하게 여기

는 사고나 행위의 경향�(Burgess& Locke,1945),혹은�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
의 유지,지속,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사회의 조직형태 및 행태방식�

(KulpJr,1925)으로 정의된다(최재석,1985:23).이 정의에서 개인에 우선하는 가
족의 우월한 위상 그리고 여타 집단에 우선하는 가족의 절대적 중요성이 잘 드러
나 있다.그런 점에서 일단 가족주의가 가족을 지상의 가치로 하는 하나의 인식
및 행위2)라는 점은 분명하다(류석춘 외,2005).
사람은 누구나 가족 안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가족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

성하면서 살아간다.그러므로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집단이며,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여러 지식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세상에 수 많
은 관계 가운데에 가족 그리고 친척은 일차적인 위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최
재석(1982)은 버제스와 로크의 가족 정의를 언급하면서 가족을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친족이란 기본 가족들 사이에 혈연
과 혼인으로 맺어진 소사회의 관계망이다.

2)박명선 등(1991)은 한국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 및 규범원리의 하나는 전통적인 유
교윤리에 기반한 가족주의이라고 하면서 이 가족주의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는데,조선 후기의 신분제붕괴,일제 식민지배,한국전쟁,급속한 자본주
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문벌,공식적 사회집단 등이 기존의 권위를 담당할 수
없게 되자 개인들은 물질적·정서적 생존을 위해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지상주의를
추구하였다고 말한다(김호기,20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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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혈연중심의 가족 및 친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 자이다.친족에는 배우자,혈족 및 인척이 해당되고,친족
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가르킨다(김미숙 외,
2002)
한편,유교 문화에서는 자신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외적인 존재로서 가족을 전

제하지 않는다.때문에 친척관계도 나를 중심으로 끝없이 퍼져 나가는 연결망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사회관계로 생각한다.이처럼 개인과 가족,사회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한집안�사람의 범위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개인과 집단 사이의 경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을 그 가족 혹은 그 지역 혹은 그 집단의 성공
으로 인식하게 된다(류석춘 외,2002b).여기서 우리는 가족주의 문화에서 개인과
친척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어떤 한 가족 성원의 출세는 다른 친척 성원 모두
의 지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즉,자신의 성공
이 곧 가족과 친척 성원 전체의 성공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순목(1978)은 유교사상 아래,한국인들은 교육을 고난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여겨왔다고 주장하면서,무지로 맘미암은 고난은 개인과 그가 속한 가족이라는 공
동체가 현실 생활 속에서 함께 겪어야 하는데,교육은 “당사자 개인의 사회계층적
상승을 통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까지도 심리적 좌절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는 현실적인 이익까지를 도모”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그는 학생의 공부를 위한
피나는 노력은 자신 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며,이렇게 교육받는 당사자
는 사실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나 의지만의 이유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라
고 한다.그 근본에는,당사자 자신보다 그가 속해 있는 혈연 집단에서 그것을 더
욱 원한다는 것이다.한 개인의 교육적 성취에서의 입신양명은 결국 집안 모두에
게 긍정적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집안에 대한 사회의 인정,여기에 가족의 대리만
족은 결국 家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유교적 삶에서 개인의 성취란 곧 家의 실
현을 의미한다.
유교 문화에서 성취의 핵심적 내용은 교육을 통한 입신양명이다.당연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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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점은 자신보다 조상,즉 가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집안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완전한 개인의 성취는 불가능하게 된다.이러한 것의 실증적인 예
로서 조선시대에는,실제 개인이 이룩한 성취가 가족이나 가문에 의해서 공유되는
것을 법적으로 공식화하고 있었다.즉,아들이 입신행도를 하면 부모와 조부모,증
조에게도 중직의 명예가 주어졌고 그 자식과 손자에게는 음직의 특혜가 주어졌다.
그리고 대가제도라는 것을 통해 승급의 기회를 가족이나 인척에게 양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반대로,중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가족과 가문에 미쳐 부조와
처자가 연좌되어 처벌을 받았으며,친족 처족 외족까지 형벌에 처해졌다(최봉영,
1994).
즉,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는 자아의 성격은 자가이고,자아의 실현은 자가실

현이라는 것으로 요약되어진다.자아의 성격이 자가와 자가실현의 개념을 바탕하
게 되면,사람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는 家의 완성을 위한 교육을 통한 입
신양명인 것이다.앞서 전술하였듯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은 이와 같은 유교를
특징하고 있으며,그러한 문화적 배경은 가족의 사회자본을 부모·자식간의 문제로
만 국한할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즉 자녀교육의 입장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 물론 중요하지만,친척과 맺고 있는 관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의 영향을 논할 때에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부모의 역

할에만 주목하여 왔다.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
에 근거하여 볼 때,학생의 교육성취에 친척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대한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친척은 학생이 교육성취를 이룸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성격이나 인격형성 또는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그리고,사람이 온전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개
누군가를 모방하는 방법이 처음일 수가 있는데,이러한 의미에서 할아버지,할머
니,삼촌,고모,이모 등 친척은 요즘 같이 자녀가 한 둘인 핵가족화한 가정의 자
녀들에게 사회에서의 생활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기도 하다.또,부
모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엄격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
는데 이에 비하여,친척은 부모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는 개인의 어려운 문제를 이
해받고 또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따라서 우리는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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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그와의 사회자본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교육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제제 333절절절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그그그리리리고고고 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

222...333...111...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의의의미미미

사회학,정치학,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회,정치,경제 문제의�해결사
�로서 사회자본의 유용성이 주목받으면서 사회자본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각광을
받는 이론이 되었다.사회자본은 세계은행과 각국 정부에서도 그 정책적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는데,이는 민주주의의 발전,경제적 성장,교육,복지,지역사회 발
전 등과 같은 사회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간
주되었기 때문이다(김천기,2004).
이러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은 집단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개인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학
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그러나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회자본이라
는 개념은 사회학자들에게 사실은 별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아노미와 자기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강조했던 뒤르케임(Durkheim)혹은 원자
화된 즉자적 계급과 효율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대자적 계급을 구분했던 마르크
스(Marx)로 잠시 올라가 보면 집단에 소속되거나 참여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사회학에서 매우 익숙한 논의로 항상 존재해
왔었다.이러한 사회자본은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된다.
당대에 들어 사회자본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은 피에르 브르디외에 의

해 이루어졌다.부르디외는 사회자본을�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면식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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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
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Bourdieu,1986;248;1980).집단에 참
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그에 따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
회자본(사회성)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부르디외의 분석은 도구
적이다.부르디외는�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은 그런 이익을 발생시키
는 연대의 근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Bourdieu,1986;249).부르디외는
모든 형태의 자원이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축적
된 인간의 노동이라고 정의되는 경제자본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류석춘 외,2003에서 재인용).
콜만(1990)에 따르면,사회자본의 개념은 그 기능에 의하여 규정된다.이것은

단일한 실체라기 보다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실
체를 의미한다.첫째,사회자본은 공통적으로 모든 사회구조에 존재한다.둘째,그
사회 구조 내에 행위자의 특정 행위를 촉진한다.다른 자본처럼 사회자본은 특정
목적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이다. 즉, 특정 행위를 촉진하는 연결망
(relationaltie)이다.이 정의로서 우리는 사회자본이 단순히 사람사이의 관계가 아
닌,사회구조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곧,사회자본은
사회구조적인 자원으로서 사회를 결속하는 구조에 내재해 있는 신뢰 또는 의무감
이라고 볼 수 있다.이를 바탕으로 한 연결망은 구성원간 사회적 관계의 유대망
(network)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러한 개념의 기본 전제는�인간의 행동�이 이
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구속도 하기 때문이다.사회적 연결은 정서적 지지,정보 및
물적 자원의 교환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사
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하는 규범,기대,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통하여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Lee& Croninger,1996;4:이정선,2002에서 재인용).
한편,퍼트남은 1993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 �TheProsperousCommunity:

SocialCapitalandPublicLife�에서 “사회자본이란 조정화된 행동을 유도함으로
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뢰,규범,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즉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간의 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퍼트남은 사회적 행동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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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대시키는 조건으로 구성원간의 신뢰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신뢰적 관
계를 통해 사회조직이 형성되며 그러한 사회조직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행동과학적 입장에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김남선,2001에서 재
인용).또한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공공재라는 점에 주안을 두고 있는데,정치발전
과 시민사회의 형성 그리고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강조한다.
다음 표는 위에 언급한 학자들 이외의 여러 다른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자본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표의 내용을 살펴보면,이러한 사회자본은 사회연
결망 안에서 각 행위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자본을 발생하게 하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회자본의 핵심을 신뢰와 연결망의 개념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학계에서도 그동안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
는 신뢰와 연결망에 중점을 두는 것이 큰 흐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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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연구자별 사회자본 개념 정의

연구자 사회자본 개념
Jacob(1961);
Loury(1977)

․공동체 사회 조직 내에 있는 개인들의 발전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결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계적 자원이다.

Granovetter
(1985)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행동자들에 의해서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 내에 축적된 자원이다.

Ussem &
Karabel(1986)

․계층결합에 의한 사람들의 교류 또는 네트워크 결속에 의하여
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Baker(1990)
․개인들의 직업적 능력과 기업의 사업능력을 촉진시키는 생산
적 자원이다.

Burt(1992)
․사회적 구조의 관계에 의한 인간관계의 질적인 측면으로서 인
적 자원의 성공을 위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Callahan(1996)
․사람들,집단들,공동체간의 신뢰 또는 상호 의무에 의해서 사
람들의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시켜주는 재산이다.

Fukuyama
(1996)

․공동체 연대와 결속을 유지하는 고신뢰 사회의 핵심가치이다.

Beliveau,Oreily,
Wade(1996)

․개인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적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이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이다.

Nahapiet&
Ghoshal(1998)

․개인 또는 사회적 단위가 소유한 관계의 네트워크로부터 이끌
어 내어 이용 가능한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힘이다.

Tasi&Ghoshal
(1998)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 개인들의 행동을 촉진하는 가치시스템
과 신뢰관계,사회적 결속과 같은 사회적 배경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

Sandefer&
Laumann(1988)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일정이
다.

Leana&Buren
(1990)

․조직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게
하는 하나의 속성이다.

(출처:인적개발연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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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재혁(1998)은 신뢰의 합리적 해석에 기초하여 강한 연결망의 구성이
대인간 신뢰관계의 축적과 밀접한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즉,특정 성격의 연결
망의 구성은 소속 행위자들의 신뢰수수를 통한 적극적 선택행위를 통해 만들어지
고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면에서 신뢰의 함의가 논의되며,강한 연결
망을 주축으로 하는 연줄사회의 구성을 하나의 사회적 균형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을 주장하였다.
또한,박찬웅(1999)은 신뢰가 사회자본의 대표적 예라고 하면서 신뢰가 사회자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이 연구에서 그는 사회학적 범주이고 사회자본으로서 신뢰를 연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조직 내 신뢰가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즉 연결망에 주목하였다.
김용학과 이재열은 사회자본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연결망으로 규정하는데,김

용학(1996)은 사회자본을 사람들 사이의 연결망에 물화된 제 3의 생산요소라고 말
한다.사람들 사이의 안정된 연결망이 생산요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
의 신뢰를 발생시켜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열 등(2003)도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던 2000년을 배경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떤 사회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하는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자본,즉 기업과의 연결망의 크기를 고려하면서 보
다 많은 기업들과의 연결망을 통해서 사회자본을 쌓은 기업들이 보다 높은 주가
를 보이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자본의 개념을 연결망에 집중시켰다.
반면,류석춘(2002a)은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폐쇄적

인 연결망 및 �포괄적 호혜성�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류석춘의 사회자본 개념을 받아들인 최종렬(2004)은 그 간의 사회
자본에 대한 논의는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연결망이나 신뢰에 대한
논의만 집중되어 사회자본에서의 기본 요소인�호혜성�을 간과해온 경향이 있다
고 주장한다.호혜성이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이를 되갚아야 한다는
일반적 규범이며,호혜성의 핵심은 관계에서 느끼는 ‘도덕적 의무감’이다.사회자본
을 논의할 때 호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기저에는,호혜성이 없는 대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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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따라서 신뢰의 개념은 호혜
성의 규범과 함께 통합되어져야 한다(류석춘,2002a;최종렬,2004).
가족은 1차 집단으로서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서로의

관계가 도구적이 아닌,완성적 동기3)에 근거하고 있다.완성적 동기의 사회자본은
가족처럼 강한 연대를 바탕으로 폐쇄적 집단의 공동체 규범이 내면화되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서 형성된다.한 공동체 안에서 타자에게 자신이 행했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직접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서적 만족이나 인정으로 보
상되는 사회자본인 것이다.부모와 자식관계,친척과의 사이가 완성적 관계의 대표
적인 예이다.4)
본 논문은 류석춘,최종렬이 사회자본을 재개념화 한 것을 수용하여,기존의 논

의에서 주로 다루어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신뢰와 연결망에,호혜성의 개념
을 더한 관점에서 가족의 사회자본을 살펴보고자 한다.필자가 류석춘,최종렬의
호혜성에서의 사회자본 개념을 수용하는 이유는,그들이 설명하는 호혜성의 핵심
이 바로 ‘도덕적 의무감’에 기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을 되갚아야 할 의무
를 가진다는 개념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있다.가족 관계에서 유교 가족주의의 기
본적인 인륜은 부모가 자신에게 행했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도
리로서 책임감으로 행하는 ‘효’이다.이것은 윤리 도덕에 기초한 ‘도덕적 의무감’에
서의 호혜성으로 유교 가족주의에서 근본 덕목이며,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자본에

3)사회자본 제공자의 동기를 포르테스(Portes,1998)는 ‘완성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로 구
분하고 있다.포르테스가 정의하는 ‘완성적 동기’의 사회자본은 관습이나 규범이 전제된
같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형성되며 정서적,정의적,온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도구적 동기’의 사회자본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전제하고 상호성의 교환에 근거해
이득을 위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는 계산적이고 물질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여기에,
한 집단이 완성적 동기에서의 관계인지 도구적 동기에서의 관계인지는 신뢰와 호혜성이
이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4)논의되는 바에 따라 가족 관계를 도구적 관계로 보기도 한다.문숙재 등(2001)은 도
구적 관계의 가족주의로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을 언급하면서,도구적 가족주의에서
부모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수단이며 자녀는 부모의 계층 상
승의 수단이라고 설명한다.따라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자녀를 출세시키는 것이 자녀
뿐 아니라 곧 부모 자신이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족은 서로
에게 도구적 관계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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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호혜성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다음은 가족 사회자본에 활용된 사회자본 구
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이다.

222...333...222...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111)))신신신뢰뢰뢰

신뢰는 가족 사회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5)신뢰는,사회질서를 위해 선택
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신뢰란 일상생활의 “자연적 태도”에서 나오는
기대를 하나의 “도덕”으로 보고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이다.이는 어
떤 사건이나 사태가 평소와 같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이처럼 사회 질서에서
도덕적 압력의 필요성에 관한 견해는 오늘날의 사회 과학에서도 지속적으로 살아
남아 있다.인간은 신뢰를 필요로 하는데 신뢰란,도덕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관점
이 그것이다(Barber1983;Luhmann,1979;Misztal,1996).미스탈(Misztal,1996)
의 주장에 의하면 신뢰는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는 사회적 안정(관습과 같
은),둘째는 사회적 결속(우정),셋째는 협력을 증진시킨다.다시 말해서,신뢰의
동기는 결국 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것이다(이온죽,2004에서 재인용).
신뢰를 구성하는 속성 또한 다양한데,일반적으로 정리하면 신뢰의 구성적 속

성으로는 능력,개방성,상대배려,행동의 일관성이다.마이어는 능력,진실성,온정
을 그 요인으로 들면서 조직성원들에 대해 능력의 소유임이 증명되고,정직하며

5)뉴튼(Newton,1997)과 콜만(Coleman,1988)은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형태이자 원천
은 가족이라고 말한다.가족은 인간 누구나가 일상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정
서적인 소속과 헌신을 기울이는 집단이며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한 유대에 기반하기 때
문에 상호신뢰가 높게 나타난다(정병은,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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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언행일치에 따른 예측가능성이 존재하며,관심과 도움,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Mayer,Davis,andSchoorman,1995;
김호정,1999;박통희,1999; 김현옥,2001:김왕배 외,2002).
신뢰는 대게 타자가 자신의 기대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심리상태

를 말한다.여기에 주커(Zucker,1986)는 사회학적 견지에서 신뢰란 교환에 참여하
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기대’라고 정의한다.바버(Barber,1983)역시 신뢰
는 “타인(타 행위자)이 행위를 할 때,나의 관심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
한다.말하자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첫
째,타인과 과거에 나누었던 직접․간접의 어떤 교환에 기초한다는 것 둘째,타인
의 행위가 나의 이해 관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반영한다는 것 셋째,나의 인지
적 과정 즉,기대를 포함하는 것이다.
기대는 “신뢰”라고 할 수 있다.여기서 공통으로 알려진 공동의 기대는 신뢰의

한 요소일 뿐이다.주커(Zucker,1986:58)는 슈츠를 따라 이를 “배경적 기대”라고
불렀다.배경적 기대는 집합체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상징과 해석 틀을 뜻한다.이
것이 없으면,행위는 무의미 할 뿐만 아니라 해석이 불가능하다.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도 못할 일이다.신뢰의 또 다른 요소는
맥락 또는 상황을 정의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주커(Zucker,1986:58)는
이를 구성적 기대라고 불렀다.구성적 기대는 배경적 기대에 비해 구체적인 부분,
교환,상호작용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다(최종렬,2004에서 재인
용).배경적 기대가 주로 일반화된 높은 신뢰를 보이는 가족집단에 나타난다면,구
성적 기대는 낮은 신뢰에 기반한 균형잡힌 교환관계가 형성되는 전체적인 사회집
단에 나타난다.

(((222)))연연연결결결망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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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의 두 번째 차원은 사람들 사이의�유대(ties)�에 기반한 연결망이다.
사회연결망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유형의 관계를 통해 상호 결합되어 있는 다수의
사회적 단위 즉,개인,위치,조직(Pappi,1987:13)등으로 정의된다(김안나,2003에
서 재인용).사회연결망은 행위자들 그리고 그들을 묶어주는 관계들의 집합이다.
한 개인이 태어남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의 기초가 곧 가족이므로 사회연
결망은 한 개인이 속해있는 가족,친척 관계를 시작으로 형성되어 진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1973,1974)는 사회연결망을 약한 연결(weaktie)과 강

한 연결(strongtie)의 개념으로 개인이 속한 연결망의 특성과 그 연결망 내의 개
인의 위치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는데,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은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의 강도(relationalstrength)를
기준으로 구분된다.약한 연결의 예로는 친구의 친구와 같이 제3자를 통해서 간접
적으로 알게 되는 관계를 들 수 있고,강한 연결의 예로는 가족 즉,부모와 자식관
계를 들 수 있다(박찬웅,1999에서 재인용).
공동체적 규범에 토대를 둔 “완성적 동기”에 근거한 정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 가족6)이라는 폐쇄성이 높은 연결망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성
원들이 서로 밀도 높게 연결되어 있어 그 응집력(cohesion)이 강하다.따라서 그
성격상 확장되기가 매우 어렵다.연결망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매우 비슷
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성원의 동질성이 높다(최종렬,2004).즉,가입기준이 귀
속적이며 자격이 제한적이다.일반적으로 연결망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상호작용의 빈도,친근성,관계의 지속성 등이 쓰이고 있다.

6)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동기에 대해서도 포르테
스(Portes,1998)가 말한 도구적 동기와 완성적 동기로 설명될 수 있다.도구적 동기에
의한 사회자본의 형성이란 미래에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상대방을 지원하는
것이다.그러나 완성적 동기에서의 사회자본이란 관습상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의무감으
로서,또는 내면화된 규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
할 완수라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고,자녀는 성인이 되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효 규범에서의 도덕적 의무감에 의하여 부모를 지원하는 것
이다(정병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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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호호호혜혜혜성성성

호혜성의 규범(normsofreciprocity)이란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을 준 사람에게
그만큼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일컫는다.이러한 호혜성은 도
덕적 의무감에 기반하고 있다.호혜성의 규범에서는,교환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
로부터 얻은 것을 되갚아야 할 “의무”와 자신이 베푼 것을 되돌려 받아야 할 “권
리”모두를 가지고 있다(최종렬,2004).
최종렬(2004)은 사회의 분화가 극도로 진행되어 복잡계라 불릴 정도로 얽히고

설킨 사회적 연결망이 구축된다 해도,도덕적 의무감을 핵심으로 하는 호혜성의
규범은 인간세계에서 그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신뢰와 연결망이 인지
적인 것이라면,호혜성의 규범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적
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그는 신뢰를 논의할 때에 반드시 호혜성을 함께 생각
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호혜성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결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신뢰라는 개념은 사실 호혜성의 개념이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라고 한다.
한준(2007)은 사회자본의 축적에 필요한 것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훗날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리라는”호혜성에 대한 믿음이
라고 하면서,호혜성이 존재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호의와 선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이러한 호혜성이 타인에게까지 확장되어 선의와 협동의 선순환이 생겨나
고 그럼으로써 일반화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호혜성에 대해 체계적인 고찰을 한 셀린스(Sahlins,1972:185-230)는 타인과의

교환에 있어 호혜성의 정도에 따라서 첫째,받은 것에 대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되도록 빨리 더 많이 되돌려 주려는 일반화된 호혜성 둘째,서로의 이해관
계나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등가적으로 동일하게 하려는 균형잡힌 호혜성 셋째,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 상호적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 호혜성으로,
호혜성을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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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개인적 귀속감과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풍부한 호혜성을 갖춘 일반화
된 호혜성의 특징을 지닌 집단이다.그 수는 한정되어 구성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성원들의 동질성은 높다.특성상 호혜적인 대면적인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기반하기에 소규모이다.그리고 정서적 웰빙과 도구적 상부상조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공동체이다.
가족 사회자본의 호혜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첫째,서로 자주

상호작용 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할 가능성이 높다.둘째,서로에 대
해서 균등한 애정관계를 유지한다.셋째,장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상호작용이 있
다.가족관계는 당장의 대가가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지향하는 것7)은
서로가 혈연관계이기 때문이다(최종렬,2004).

222...333...333...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과과과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의 효과는 서로 독립되어 있으며 각각의 변인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는 논문은 많다.그러나 사회경제적 배
경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명백히 검토한 눈문은 많지 않다.가
족 사회자본을 콜만(1988)이 논의한 부모·자녀 관계,자녀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가 사용하는 노력,시간,관심,자녀 학습에의 개입이라는 견지에서 본다
면,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가족 사회자본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논
문은 다음과 같다.
플라우덴(Plowden,1967)은 영국의 초등학교 학생을 표집한 연구에서 부모의

7)부모가 자녀를 지원할 때에도 자녀로부터 보상이 신속하고 분명하게,또한 자동적으로
되돌아오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오히려 자녀로부터의 보상은 미래
의 불특정한 시기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보상방식은 지원이 발생한 맥락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보상의 순간이 확실하지 않고 언제 받을 수 있다는 일정이 존재
하지도 않는다(정병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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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정환경,학교특성 변인 등 104개의 변인을 투입한 결과,사회계층이 높을
수록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포부수준과 관심도가 높다고 하였다(김병성,1985에
서 재인용).또 에스톤과 맥라나한(Astone& McLanahan,1991)은 가족의 사회경
제적 지위와 아동의 성취간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부모의 교육적 열망,아동
의 학교 생활에 대한 감독,자녀와의 대화 등 부모의 행동(ParentalPractices)변인
에 주목하였는데 이 연구결과,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모 행동은 결국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주동범(1998)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학생배경과

학업성취라는 연구에서,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정도는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인이고,이러한 개입이나 관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이정환(1998)도 가족구조가 아이의 지
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는 가족구성을 다
르게 하며 자녀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특히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
록 교육환경에 대해 보다 익숙한 경험을 가짐으로 인해 자녀의 공부에 더 적극적
으로 관심이 있고 기대도 높이 한다는 것이다.소비양식에 미치는 문화자본과 경
제자본의 상대적 효과라는 논문에서 장미혜(2001)는 자녀교육에 대한 학업성취 지
향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정 내 소득이라고 밝힌 바 있다.즉,소득이 증
가할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학업성취의 지향적 태도는 높다는 것이다.또 이세용
(2002)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대화빈도 역시 높다고 한다.
본 논문은 부모와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의 연관성이 부모·자녀,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에 의해 매개된다는 관점을 취한다.즉,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 사회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가족 사회자본이 높을수
록 학업성취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
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
를 매개하는 가족 사회자본의 변인들을 실증적으로 밝혀봄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
를 확장하고자 한다.



- 29 -

222...333...444...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들들들

(((111)))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과과과 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학업성취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기존의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들에서 주류를 이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학생의 학업성취와의 깊은 상관성은 오래 전부터 믿어
져왔고 특히 콜만(Coleman,1996)과 젠크스(Jencks,1971)및 모스텔러(Mosteller)와
모이니한(Moynihan,1972),하우서,세웰,그리고 알윈(Hauser,Sewell,& Alwin,
1971)등의 연구결과를 통해 많은 실증적 자료가 제시되었다(김병성,1996에서 재
인용).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크고,학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고 높으면 학생의 성적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는 부모의 교육,아버지의 직업,어머니의 취업 여부,소득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 가족의 재정적 자본은 자녀의 교육활동과 학습기회에 필요
한 경제적 비용의 기초가 된다.부모의 재정적 자원은 아이들과의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달되는데(Coleman,1988),이른바 학부모들의 교육지원 활동
에는 학교 이외의 과외와 같은 교육에 지출하는 경비와 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해 학생에게 전해지는 비용이 정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부모들은 학생의 교육지원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심미
옥,2003).
사회경제적 자원은 제한적인데,분배 시스템이 불공정해서 ‘좋은’교육과 ‘높은’

지위에 대한 경쟁 즉,지대추구(rentseeking)현상이 심한 사회에서는 하층 계층
의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와 노력,상층 계층의 ‘신분유지’를 위한 방어적 투자가
맞물려 특히 자녀의 교육과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는 현상을 낳게 된다.



- 30 -

이러한 투쟁의 장(contestedterrain)에서 가족의 경제적 부는 절대적 결정력을 갖
게 된다(방하남,김기헌 2002).
부모가 자녀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행할수록,그리고 부모의 지적 수준

이 높을수록,자녀의 학업성취는 높아진다(김병성 외,1981;박정숙 1981;김왕근,
1988;신동주,1988;배종웅,1993;이정환,1998;장상수 2000;최시영,2001;방하
남․김기헌,2002,2003;정영애․김정미,2004;Bloom 1964;Colemanetal.,1966;
Jencks,etal.,1972;White,1982;Lockheadetal.,1989;Muller,1994).
여기에 사회경제적 지위를 흔히는 가정의 문화시설과 경제적 수준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교육적인 견지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 구조적 변인 연구에서,경제수준이나 가옥구조 그리고 가족 수와 성적

과의 상관관계는 낮지만 아버지의 교육정도나 직업과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ampbell,1952;Floudetal.,1956;Fraser,1959;Bloom,1964:이
해명 2001에서 재인용).
방하남․김기헌(2002)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위치가 자녀의 고

등교육기회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구소득과 같은 경제자본보다는,부모
의 학력과 직업과 같은 가족의 문화자본을 나타내는 영향력이 일반적으로 더 크
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정우현(1984)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진학 희망비율도 높고,아버지의 직

업이 단순노동으로부터 전문직으로 갈수록 대학 진학 희망도 같은 비율로 높아진
다고 하였다.그리고 대학에 진학해도 학위를 얻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두는 학
생들이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이렇듯 교육성취에 대하여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학력,직업,경제력에서의 사회경제
적 배경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기대한다.



- 31 -

(((222)))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과과과 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

학교 성적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은 사회자본과 성적에 대한 콜만(Coleman,
1988)의 연구에서 본격화되었다(염유식 외,2005).콜만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얘기함으로써 사회자본이 사회학계뿐만이
아닌 교육학적으로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콜만에 따르면,사회자본은 청
소년이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그것을 얻게 될 때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가르킨다.
콜만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사람들간의 관계,가치와

신뢰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원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인적자본의 개발은 사회자
본 없이는 불가능하다.단순히 개인의 지적능력만으로 인적자본의 개발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청소년의 성장에 유용한 규범과 사회적 네트워크,성인과 청소
년의 관계가 사회자본이다(김천기,2004).이러한 사회자본의 크기는 청소년과 성
인간 관계의 강도에 따라 즉,청소년과 유대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간의 관계,부모
와 청소년과의 관계,친척과 청소년과의 관계의 강도와 그러한 관계들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콜만은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말하였다.또한 사회자본이 결핍되면,청소년들은 성
인 및 그들의 가치,그리고 성인사회 조직과 동떨어져서 성장하게 된다.그 결과
무목적적이고 규범이 결핍되기 때문에 쉽게 탈선되기도 한다(Wehlage,1993).
콜만(Coleman,1988)은 특히 가족 사회자본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족이 사용하는 노력,시간,관심,자녀 학습에의 개입 등의
총체라고 하였다.따라서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강력한 신뢰의 형성이 사회자본을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사회자본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각 가정에는 차
이가 있는데,자녀 교육에 깊숙이 개입하고 보다 관심을 가지는 부모는 그렇지 못
한 부모에 비하여 가정 내에서 사회자본을 보다 잘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이들
은 부모·자녀간 공동의 활동에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거나 자녀의 숙제를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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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학업 관련 활동을 모니터 해주기 등을 통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여
그들의 인적자본 형성에 투자한다.가정 내 사회자본의 차이는 부모의 교육적 관
심에 있어서의 차이,부모의 교육적 기대에 있어서의 차이,자녀 부모간 상호작용
및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개입방식에 있어서 차이,가정의 결핍구조에 있어서
차이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이정선,2001에서 재인용).
여기에 델가도 가리탄(Delgado-Garitan,1992)의 연구는 학업성적에 미치는 친

척의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가족 안에서의 대가족에의 참여정도는 자녀의
학교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가족 구성원이 갖는
교육적 가치,학업성취와 연관된 친척간의 규범 및 유대관계는 학생들의 학업성적
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사회자본이 학업 성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사회자본을 풍부히 보유

하고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이 지닌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이 학생에게 제대로 전
달되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가족이 지닌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이 가족 내
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으면 가족의 충분한 경제자본 또는
인적자본은 학생의 학업성취와 아무런 상관 관계도 놓여 있지 않을 수 있다
(Coleman,1988,1990).근래에는,콜만(1988)이 사회자본에 해당하는 변인이 경제
자본과 인적자본 변인과는 독립적으로 학생의 교육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를 수행한 이후,그의 가설을 수용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오계훈
외,1999;김경근,2000;안우환,2003;Coleman et al.,1988;Astone and
McLanahan,1991;Muller,1993;McLanahan& Sandefur,1994;HoandWillms,
1996;Maurice,2000).
한편,사회자본의 논의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회자본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다.사회자본을 구체화하거나 계량화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여기
에 콜만은 독립변수로서 가정 내 사회자본의 구체적 측정 변인으로 양부모의 존
재,자녀의 수,양부모의 직업유무,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그리고 자녀와의 대
화빈도를 알아보아 그것으로 가족 내 사회자본을 지표화 하였다.또,브라츠와 퍼
트남(Braatz& Putnam,1996)은 가정 내 사회자본의 측정으로,부모의 학술 활동
에 대한 개입(개인지도,학급의 교사 보조자,자녀의 숙제 모니터 및 도와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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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활동)과 부모가 자녀의 비 학습활동 개입(가정-학교간 의사소통,학교운영위
참여,자문회의 참여,부모-교사회의 참석,학교 경영위원회 관여)으로 세분하고
있다(이정선,2002에서 재인용).
블리우(Beaulieu,2001)는 미국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독립변수로서의 영향

변수로 가족 사회자본의 구조인 가족 구조,자녀의 수,소득,아버지의 교육수준
그리고 가족 사회자본의 과정인 방과 후 부모의 존재,부모의 자녀 숙제 점검,부
모의 자녀 텔레비전 시청 제한,부모와 학교 문제에 관한 논의,자녀의 대학 진학
희망 등을 분석하였다.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가족 사회자본이 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표는 총괄적으로 그 동안 연구자들이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회

자본 변인이다.<표 2-2>에서 보듯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한 사회자본 형성은
일반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개념화한 것으로 보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정상가족
여부,부모 외 성인가족의 여부,형제자매 수,자녀의 학습 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
원 빈도,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도,지역사회의 사회 관계 망,동료 및 성인과 친척
과의 관계,조직의 구조 및 협동체제 등이라 할 수 있다(김경식 외,2003).
콜만(Coleman,1988)은 가정 내에서 사회자본이 부족한 가정을 결핍가정이라고

하였다.그러한 가정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부모가 부재한 가정은 구조적 결핍
가정으로,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가정은 기능적 결핍가정으로 구분하
였다.구조적 결손의 지표로는 “편모 또는 편부의 가정,직장을 가진 엄마”이며 기
능적 결손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자녀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며,가족 단위의 활동에 소극적인 것이다.기능적 결손의 지표는 자녀가 부모와 대
화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자녀의 대학진학에 기대를 갖고
있느냐로 나타낸다(김천기,2004에서 재인용).본 논문에서는 부모·자녀,친척·학생
관계 위주의 기능적 결핍가정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기능적 결손이 적은 학생들
의 학업성취가 높을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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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국내외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회자본 관련 변인

연구자

사회
자본 변인

김경근

(2000)

이정선

(2001)
Coleman
(1988)

Muller
(1994)

Furstenber
& Hughes

(1995)

Pong
(1997,
1998)

sun
(1998)

Brenda

(2000)
Thomas
(2001)

Maurice
(2000)

Zick

etal

(2001)

지역사회 및
사회적 관계망

○ ○

모의 취업 ○ ○

부모-학생간의
상호작용 및
기대

○ ○ ○ ○ ○ ○

가정의 자극적

교육환경
○ ○ ○ ○ ○ ○

부모,동료,성인,
친척관계 및
문화

○ ○ ○ ○ ○ ○ ○

친구에 대한
부모의 인지

○ ○ ○ ○ ○

교실의 상호작용 ○ ○ ○

정상가족,
편친가족 구조

○ ○ ○ ○ ○

부모의 학교활동 ○ ○ ○ ○

지역사회의
학습자원

○ ○ ○

민족성과 부모의
스타일

○ ○

조직구조,협동 ○ ○ ○

(출처:김경식·안우환,2003,p.8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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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구에서의 연구가설을 국
내에 도입하는 시작단계의 연구이다.이 방면의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는 하지만 아직은 본격적이지 않은 단계로,본 연구는 서구의 가설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유교문화와 가족주의 개념을 접목하여 경험적으로 시도하였다.서구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변수 선정은 앞서 전술하였듯이 류석춘,최종렬의 사회자본 개념을 수용하여
그것을 가족에 응용해,가족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신뢰’,‘연결망’,‘호혜성’이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제제제 444절절절 계계계량량량적적적 분분분석석석의의의 틀틀틀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계량적 분석8)의 틀은 다음과 같다.분석의 종속변수는
학업성취이다.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는 가족의 학력,직업,경제력을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배경이다.그리고 여기에,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 사이를
관계 맺는 매개변수는 가족의 사회자본으로 설정한다.가족의 사회자본은 가족과
의 신뢰,연결망,호혜성 이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또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자본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
로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
적 배경과 사회자본을 부모와 친척으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본다.<그림 2-1>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분석틀이다.

8)본 연구는 <그림 2-1>의 분석틀과 같은 계량적 분석에 더하여,부모·자녀 친척·학생간
의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적분석을 병행한다.여기에,양적분석
시 포함되는 부모·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에 미치
는 영향은,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궁극적 주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적분석에는 포
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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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계량적 연구의 분석틀

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간간간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부모․자녀간의 신뢰
부모․자녀간의 연결망
부모․자녀간의 호혜성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부모의 경제력

친친친척척척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친척의 학력
친척의 직업
친척의 경제력

친친친척척척․․․학학학생생생간간간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친척․학생간의 신뢰
친척․학생간의 연결망
친척․학생간의 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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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틀9)에 의하여 검증하려는 가설(연구문제)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효과가 있
고,동시에 신뢰,연결망,호혜성으로 구분되는 부모와의 사회자본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직접효과가 있
고,동시에 신뢰,연결망,호혜성으로 구분되는 친척과의 사회자본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9)본 연구에서 부모와 친척으로 나뉘는 두 독립변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그러나 본
연구는 두 독립변수의 상관에 대하여는 분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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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개개개념념념조조조작작작:::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측측측정정정

제제제 111절절절 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성취의 측정도구는,교육청에서 주관하여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에서 제작한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2005년 상반기
기출문제 수학교과 20문항이다.학업성취도를 성적만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성적이 교육성과의 대표적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본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를 성적으로 제한하여 살펴본다.여기에 학업성취의 측정을 위하여 수학 교과
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우리나라의 입시에 기반한 학업성취도에서 수학 과목은
중요 과목이라는 판단 때문이고 둘째,학업성취를 측정하기 위해 수학과를 이용한
선행연구가 주가 된다는 사실(Thompsons etal.,1988,Mulkey etal.,1992;
Entwisle& Alexander,1995,1996)이며 셋째,우선�가장 기초가 되는 학력�과
목으로서의 수학이 사회자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미를 부여
하였기 때문이다.

제제제 222절절절 가가가족족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로서의 가족들 즉 편부모 가족,동거가족,양부모 가족
(step-families),노인가족,비혈연 가족,동성가족,공동체 가족까지 여러 가지 의
미의 가족 개념이 공존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족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생
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핵가족10)형태의 보편적인 의미인 부모 자녀관계와,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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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친척으로 가족의 범위를 한정지은 개념이다.
여기에 연구자가 설정한 혈연관계의 친척이란,설문에 답한 응답자 자신을 중

심으로 친할아버지,친할머니,아버지의 남자형제(첫째 삼촌∼넷째 삼촌),아버지의
여자형제(첫째 고모∼넷째 고모),그리고 외할아버지,외할머니,어머니의 남자형제
(첫째 외삼촌∼넷째 외삼촌),어머니의 여자형제(첫째 이모∼넷째 이모)까지를 포
함한 성인 친척을 지칭한다.그러나,여기에 실제 분석에 사용한 친척은 자료처리
의 편의상 이 중 응답자와 가장 친한 친척 한 명에 관한 것이다.

제제제 333절절절 가가가족족족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

333...333...111...가가가족족족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측측측정정정

사회계층은 비슷한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각 계층은 그 나름대로 계층문화 혹은 부분문화(subculture)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다시 말해서,동일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예의,언어,습관,도덕적 신념,지식수준,가치관 등에서 비슷한 특성을 나타
낸다.
사회계층의 구분을 플라톤(Platon)과 같이 보호계급,보조계급,노동자 계급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누거나,맑스(Marx)와 같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두 개의
계급으로 분류하건,각 계급은 그 나름의 비슷하거나 공통된 행동양식,지식,가치
관,규범,태도 등을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그러면 과연 어떤 요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사회계층에 속하게 하며

10)핵가족 :부부로 구성된 가족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편부 또는 편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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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부분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가?사회계층을 결정해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사회계층의 지표는 대개 재산과 수입,직업,
교육수준 그리고 주관적 평가 등이 근거가 된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볼 때,그 표준을 첫째로는 가정배

경 또는 가문,둘째는 재산의 정도와 종류,셋째는 개인의 자질과 성,연령,미모,
지성,넷째는 교육의 정도와 직업의 종류,다섯째는 그 사람의 권위와 위력을 들기
도 한다.한편 베버(Weber)는 재산(property),권력(power),그리고 권위(prestige)
의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였다.베버는 재산의 차이는 계급을 정하고,권위가 신
분의 차이를,그리고 권력이 당파를 정한다고 하였다.
이 분야에 대표적인 학자의 한 사람인 와너(Warner)는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정참여법(EP:evaluatedparticipation)과 지위특성지표(ISC:
indexofstatuscharacteristics)를 제시하였는데,그의 평정참여도의 기준은 지역
사회에 대한 주민의 친숙도,사회집단이나 교회 등의 활동범위의 참여 정도를 중
심으로 서열을 정하였다.또 지위특성지표로 직업,가옥의 형태,거주지역,수입,
소득원,교육수준 이 여섯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장원동,2001에서 재인용).
사회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al economic

status)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교육 수준,직업,경제력을 사용하여 분류하
는데,필자는 여기에 가정의 경제력으로서 가정의 경제수준 측정을 주관적 조사방
법으로 취하였다.학생으로서 부모의 수입이 어떠한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그리고 친척의 경제력에 대해
서도 친척 수입에 대해 대부분 학생들이 잘 모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친척의
자가 집 소유여부를 물음으로서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친척의 경제력을 살펴보았
다.

333...333...222...부부부모모모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측측측정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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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부모의 학력,직업,경제력의 세 요소
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학력은 0=초등학교 졸업 이하,1=중학교 졸업,2=고등학
교 졸업,3=대학교 졸업,4=대학원 이상의 5단계로 나누었으며 아버지의 학력으로
분석하였다.그리고 직업도 아버지의 직업을 통하여 구성하였는데,총 9계의 직업
체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이를 다시 리코딩하여 5단계로 나누었다.즉,생산직
/기술직을 1단계로,판매직/서비스직은 2단계로,일반사무직/관리직은 3단계,전문
직/자유직은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농림/어업/축산업,학
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인 경우에는 5단계로 분류하였다.그런 다음 이를 코
딩변경을 이용해 다시 더미화하여 0=5단계,1=1․2․3․4단계로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으로서 정한 이유는 한국형의

학업성취 관련 변인을 탐색한 연구(오성삼․구병두,1999)에 의하면,아버지의 직
업이나 교육정도와 관련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이 학업성취 또
한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제력은 가정의 생활수준으로 판단하였는데,생활수준에 따라 0=하류

층의 하층,1=하류층의 상층,2=중류층의 하층,3=중류층의 상층,4=상류층의 하층,
5=상류층의 상층으로 측정하였다.다음은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질문을 표로 정리
한 것이다.

<표 3-1>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측정

항목 구분 구체적 질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Q40.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11)

(아버지)

직업 Q41.부모님의 직업을 기입해 주세요.12)(아버지)

경제력
Q43.학생 가정의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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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친친친척척척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측측측정정정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부모와 같이 친척의 학력,직업,경제력의 세 요소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여기에 친척의 학력과 직업 분석은 부모와 동일하게 질문함
으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고,경제력에 관하여는 친척집의 소유형태에
따라 자기 집인 경우 1,그 외의 경우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이상에서 제시
한 변인의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3-2>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측정

항목 구분 구체적 질문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31.1.친척의 교육수준에 선을 연결하세요.14)

직업 32.1.친척의 직업번호를 기입해 주세요.15)

경제력 34.1친척집의 소유형태에 선을 연결하세요.16)

제제제 444절절절 가가가족족족(((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친친친척척척···학학학생생생)))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111777)))

11)보기:① 초등학교 졸업,② 중학교 졸업,③ 고등학교 졸업,④ 대학교 졸업,⑤ 대학원
졸업

12)보기:① 전문직/자유직,② 일반사무직/관리직,③ 판매직/서비스직,④ 생산직/기술직,
⑤ 농림/어업/축산업,⑥ 학생,⑦ 가정주부,⑧ 무직/은퇴,⑨ 기타

13)보기:① 상류층의 상층,② 상류층의 하층,③ 중류층의 상층,④ 중류층의 하층,⑤ 하
류층의 상층,⑥ 하류층의 하층

14)보기:① 초등졸업이하,② 중학졸업이하,③ 고등졸업이하,④ 대학졸업이하,⑤ 대학원
이상,⑥ 모름

15)보기:① 전문직/자유직,② 일반사무직/관리직,③ 판매직/서비스직,④ 생산직/기술직,
⑤ 농림/어업/축산업,⑥ 학생,⑦ 가정주부,⑧ 무직/은퇴,⑨ 기타

16)보기:① 영구임대,② 전세나 월세,③ 자가,④ 잘모름
17)가족 사회자본의 측정은 유석춘,최종렬의 사회자본 이론을 토대로 하여 사회자본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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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의 문항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내포하고 제
작하였다.부모와 친척과 긍정적이고 신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
습에 더 적극적이며 학업성취가 높을 것으로 가정한다.18)부모,친척과의 신뢰적
이고 긍정적인 관계에 힘입어 부모와 친척이 학생에게 인격적으로 기대하는 바를
학생이 앎으로써,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 동기가 되어,학
생은 그들의 그러한 가치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업하는 데에
그것을 내면화시켜 결국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연결망 문항도 일생생활에서의 부모·자녀,친

척·학생간의 친밀한 강한 유대가,역시 학생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만들어 학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행동에 연관되어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생각에서 제작
하였다.
가족 호혜성의 경우는,특별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와 더불어 유교문화 안에서 家를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데에 착안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학생이 부모와 친척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에 공부를 충실히 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그리고 유
교적 가족주의 개념 안에서 부모와 친척이 학생에 대한 대리적 성취감이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었다.

가지 요소 ‘신뢰’,‘연결망’,‘호혜성’으로 구성하였다.각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런 편이다 (5점까지)’의 Likert방식 5점 척도로 응답토록 하였
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18)부모는 자녀와 인간적인 관계와 유대를 맺고,자녀를 한 인간으로서 절대가치로움과 잠
재가능성을 인정하며,자유로운 집안 분위기를 조성할 때에 자녀가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게 된다.또한 가족 관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때,그 가족의 응집력이 강하게 되
고 자녀는 높은 성취를 올리게 된다(장원동,1998).나아가,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
지 않다면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청소년의 비행중 부모 자녀간의 관계
와 관련된 대부분의 원인은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 빈도,가족의 통합도,부모가 자녀
에게 가하는 처벌과 규율 방법등에 연관되어 있는데(김덕중,1982),부모와 상호작용하
지 않아 부모 자녀간의 관계가 나쁠수록,자녀에 대한 수용이 낮아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적일수록,자녀가 정해진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애착이 적을
수록 비행 행동도 많이 나타난다(김준호,1986:구자숙 외,19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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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있어 필자의 가정은,부모와 친척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
을 위해 고생하며 희생하는 것에 대해 자녀가 존경하고 감사하며 이러한 은혜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학업에 대한 동기가 증가하며,심리적
으로 증가된 학업에 대한 동기는 학생의 공부하는 행동에 영향을 끼쳐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되며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자신에 대한 통제력 또한 높아 자신이 이루는 학
업성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19)
다음은,이러한 의도를 내포하고 제작한 부모·자녀,친척 학생간의 사회자본에

대한 질문 내용이다.부모·자녀간의 신뢰는 부모가 자녀의 판단이나 의사를 존중
해 주는 것과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믿음 등에 관한 것이었고,연결망은 부
모와 자녀의 직접적인 만남 이를테면 함께 즐기며 활동하는 취미,저녁식사,가족
여행 그리고 대화나 숙제점검에 관한 것이었으며,호혜성은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서 부모·자녀간의 호혜적인 마음에 관한 것이었다.
친척 사회자본은 부모 사회자본과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나,부모와의 관계

보다 조금 덜 밀착되어 있는 친척과의 관계에서,그리고 요즘은 핵가족 형태로 거
의 친척과 동거하지 않는 상태에서,친척이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는
등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질문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인 문항들과 함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안귀덕·황정규·김의철·박영신(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부모는 청소년의 심리적,행
동적 특징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나 내적 통제
신념,가치체계와 같은 ‘심리적 측정치’들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 확인되었다(구자숙 외,19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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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신뢰

측정(설문지 문항):
5점 척도

부모 친척

판단이나 의사존중
부모님께서는 일상생활에
서 나의 판단이나 의사를
존중해 주신다.

친척은 나의 판단이나 의
사를 존중해 주신다.

어려운 일 처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어려
운 일을 당해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친척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처리할 수 있다
고 생각하신다.

약속 및 책임감
부모님께서는 내가 약속
을 잘 지키며 책임감 있다
고 생각하신다.

친척은 내가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 있다고 생
각하신다.

강한 기대감
친척은 내가 무언가를 해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
하게 갖고 계신다.

부모·자녀,친척·학생의 신뢰 관계는 배경적 기대를 하는 사적인 신뢰로서의
성격을 함의하고 있으며,본 연구에서 부모·자녀간의 신뢰 문항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사존중과 일상생활에서의 믿음 등으로,친척·학생간의 신뢰 문항으로는 친
척의 학생에 대한 의사존중,일상생활에서의 믿음,그리고 학생에 대한 기대감 등
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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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연결망

측정(설문지 문항):
5점 척도

부모 친척

취미공유
부모님과 함께 즐기며 활
동하는 취미가 있다.

친척과 함께 즐기며 활동
하는 취미가 있다.

저녁식사
부모님과 일주일에 최소
한 1회 이상 저녁식사를
함께 한다.

친척과 나의 생일에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한다.

가족여행․모임
부모님과 함께 1년에 한
번 이상은 가족여행을 한
다.

친척과 구정과 추석을 제
외하고 일년에 한번 이상
은 친척 모임을 한다.

학습․진로 대화
부모님과 나의 학습이나
진로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눈다.

친척과 나의 학습이나 진
로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
눈다.

숙제검사
부모님께서 내가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
하신다.

강한 연결로 묶여진 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연결망은 근본적으로 일상생활
에서의 물리적인 만남의 접촉빈도를 측정 방법으로 하였고,가족이라는 강한 연결
안에서 얼마나 더 강한 연결망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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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호혜성

측정(설문지 문항):
5점 척도

부모 친척

감사와 존경
부모님께서는 나를 사랑
하시고 나는 부모님께 감
사하며 존경하는 마음이다.

성공 동일시

부모님께서는 내가 성공
하는 것이 곧 부모님 자신
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신다.

친척은 내가 성공하는 것
이 곧 우리 집안이 성공하
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감사에 보은

부모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는 정서적․물질적 지원
은 언젠가 내가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척에게 지금 받는 정서
적 사랑 또는 물질적 지원
은 언젠가 내가 돌려드려
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충실은 효
부모님께서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
한 효도라고 생각하신다.

친척은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효행이라고 생각하신
다.

보상이나 격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
성적이 오르면 그에 따르
는 보상이나 격려를 해 주
신다.

친척은 학업성적이 올랐
을 때 격려나 보상을 해
주신 적이 있다.

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호혜성 측정은 한 편은 주는 입장이고 또 한 편은
아직 경제력이 없는 학생으로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서로�마음을 주고받는 호
혜적인 관계�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호혜성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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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표표표본본본의의의 구구구성성성과과과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6개교의 1학년생 519명이 양적분
석 대상이고,이 중 2개교의 8명과,여타 일반계 고등학교 5개교의 1학년생 5명을
더한,총 13명이 질적분석 대상이다.
연구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 이유는 가족 사회자본이라는 것이 부모·자녀,친

척·학생간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끈끈이 쌓여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시기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시기보다 대입 입시에 더욱 가까운,고등학
교의 시기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사회자본에 대해
초․중등학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는데,고등학교에 대한 연구물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물질적․감정적으로 저학년에서 가족에 의존

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가족의 영향력은 실제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에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Entwisle& Alexander,1995).그리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가족
의 영향력이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밀린(Milne,
1986)의 연구가 있다.대체로,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나 기대,숙제
에 대한 지도,그리고 부모와의 대화 등이 저학년 동안의 학생의 학업성적과 밀접
한 상관 관계가 있어,가족 사회자본의 변인들은 실제 고학년 단계에서는 상관도
가 높지 않으나 저학년 단계에서 상관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
다(MarjorieE.Ainsworthetal.,1967).그러나 이러한 연구이론의 결과가 과연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일반계 고등학생을 택한 이유는,부모와 친척의 정서적 교육지원 활동

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부모와 친척보다는 더 열성적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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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을 똑같이 목표로 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일반계 고등학생들보다는 특목고 학생들의 성장․학습 과정이 좀 더 다르기 때문
에 두 집단의 일률적인 비교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또한 조사
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정한 이유는,대학진학이 눈앞에 다가온 고등학교 2
학년생이나 3학년생보다는 비교적 마음적으로 입시 부담이 덜 되는 학년이 1학년
생이라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양적분석을 위한 표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서울지역 총 200

여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각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비슷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고,각 지역사회의 경제적 배경 차
이를 고려하여 중․상 계층,중․중 계층,중․하 계층의 학생이 많다고 판단되는
계층별로,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접근 가능한 인문계 학교를 2개교씩 총 6개교
를 선정하였다.그리고 각 학교 당 다시 3학급을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기로 하
였으나,실제 이 과정에서 각 학교의 사정과 학교 교사들의 협조 여부의 적극성에
따라,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각 학교에서 부득이하게 한 학
급을 표집한 학교도 있고 최대 여섯 학급을 표집한 학교도 있다.학급 표집은 협
조해 주는 교사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졌고,선택된 반의 학생 모두를 설문조사 하
였다.표집된 학생들은 40분에 걸쳐 수학문제를 검사받게 하였고,검사 후 약 20분
간은 설문지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포하였으며 589부를 회수하였다.이 중,응답에 성의가

없어 불성실하거나 학업성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의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분석에서 제외된 설문지는 회수된 589부 중 70부이고,실제 분석에 사용
된 설문지 수는 총 519부이다.연구대상 학교의 특성 및 총 설문지 배포와 수집된
설문지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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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연구대상 학교의 특성20)및 설문지 수집 분포

대상 학교 지역 구분 지역
남녀
구분

1학년
학생 수

배포한
설문지

회수된
설문지

유효한
설문지

S고 중․상계층 서초구 서초3동 공학 403 195 195 160
Y고 중․상계층 강서구 등촌2동 남 422 100 96 89
H부고 중․중계층 성동구 사근동 공학 412 115 114 108
K고 중․중계층 동작구 동작동 남 390 65 62 48
W고 중․하계층 구로구 수궁동 남 482 35 33 32
Y여고 중․하계층 은평구 구산동 여 536 90 89 82
합 계 - - - - 600 589 519

그리고 질적분석에 대하여는,면접사례 분석에 포함된 케이스는 총 13명이다.

20)본 연구에서는 도경선과 윤인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거주지 분류를 이용하였다.
도경선(1994)은 서울시의 사회겅제적 배경에 따른 분화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과 종사상
의 지위,소득을 지표로 하여 각 집단을 상위,신중간,구중간,하위로 나누어 거주지 분
포와 분리 현상을 밝히고 있다.각 집단별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상위층:여의도,강남,서초구,송파구의 문정,잠실7동,오금,한강변의 이촌,광장,서빙
고,흑석2동
신중간층:개포3,대치,반포동,상․중계지역,목동,강동지역
구중간층:용산의 한강로,영등포,동대문과 성동,성북의 제기,도선,길음동
하위층:대림2동,독산,가리봉,시흥,면목2,고척,성수2가 1동,신길동
또 다른,서울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거주지 분화를 살펴보는 연구에서,윤인진
(1998)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집단을 상류층,중상류층,중하류층,하류층으로 구분하고
있다.윤인진에 따르면,상류층과 중상류층간,그리고 중하류층과 하류층간 공간적 위치
가 가깝다.각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거주지는 다음과 같다.
상류층:서초구,강남구 일대
중상류층:서초구,강남구 일대,노원구 상계 1-10동,강서구 발산,등촌1,양천구 목동
1,2,5,6,신정 1,6,7
중하류층:은평구 수색동,동대문구 장안1,3,4동,중랑구 면목1,2,4동
하류층:강서구 과해,방화2동,강동구 하일동,강남구 세곡동,마포구 상암동,영등포구
도림1,신길2,3,4,7동,구로구 가리봉동2,3,신도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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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설문조사에 답하였던 S고등학교 4명,Y고등학교 4명의 총 8명에,서
울시에 소재한 A고등학교,B여자고등학교,C고등학교,D고등학교,E고등학교에서
각 1명씩 추출해 총 5명을 더하여,총합 13명을 면접조사하였다.여기에 5명의 학
생들을 추가 면접한 경유는,설문조사에 응답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조사하기에
사실 자료수집이 어려웠던 관계로,주변에 연구자와 면식이 있거나 면식이 없지만
주의의 인맥으로 소개를 받은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추가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대상자에 대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4-2>심층면접 대상자

구분 학교 성별 설문조사 응답여부
Case1 Y고등학교 남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례

Case2 Y고등학교 남
Case3 Y고등학교 남
Case4 Y고등학교 남
Case5 S고등학교 남
Case6 S고등학교 남
Case7 S고등학교 남
Case8 S고등학교 남
Case9 A 고등학교 남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
Case10 B여자고등학교 여
Case11 C고등학교 남
Case12 D고등학교 남
Case13 E고등학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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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부모·자녀,친척·학생간
의 사회자본 관련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학생용 설문지와 학업성취도 문제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설문지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의 개념에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들

을 바탕으로 제작하여 박사급 연구원 2명과 석사급 대학원생 5명에게서 내용 타
당도21)를 검증받아 작성한 후,서울 K고등학교 1학년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고,조사결과 나온 문제점을 최종적으로 모니터 받아 수정하여 확정
하였다.그리고,학업성취도 문제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문제를 제작한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의 자체 평가에 따라 적당함을 인정하였다.
설문지와 학업성취도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0,40분으로써 통합 1시간

으로 하였고,학업성취도의 평가는 맞았으면 5점,틀렸으면 0점 처리하였으며 원
점수는 100점 만점이다.설문지와 학업성취도 검사지는 <부록 2>,<부록 3>에 제
시되어 있다.

제제제 333절절절 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양적분석을 위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
을 거쳤다.여기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은 첫째,응답자의 가족배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사회자본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1)검사의 문항들이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으며,얼마
나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이다(이종승,2002).



- 53 -

둘째,사회자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sAlpha)를
사용하였으며,요인분석을 사용하여 타당성 및 변수의 단일 차원성을 확인하였다.
셋째,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하위 요소인 학력,직업,경제력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연결망,호혜성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상관을 단순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넷째,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섯째,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부모·자녀 친척·학생이 맺고 있는 관계가 학업성취에 실질적으로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그에 대한 설명은 설문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인 질적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인터뷰 내용은 대체로 부모·자녀,친척·학생간
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업성취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학업성취에 갖는 의
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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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가가가족족족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제제제 111절절절 가가가족족족(((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친친친척척척···학학학생생생)))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신신신뢰뢰뢰성성성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에서는 다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할 각 변수들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검
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신뢰성이란 연구대상에 대해 반복 측정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느냐를 판단하는 개념이다.측정 항
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측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이런 경우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항목은 내적 일관성이 낮아지므
로 이 항목을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임
종원 외,2003).또한 측정도구 및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주로 내적 일
관성 검증법의 하나인 Cronbach'sAlpha를 사용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다.그리고 일반적으로,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보통 신뢰도가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전체 항목을 하나
의 척도로 간주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전체 항목에 대한 신뢰도와 각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자본은 신뢰=.6677,연결망=.6482,호혜성=.5771으로 나타
났고,친척·학생 관계의 사회자본은 신뢰=.7935,연결망=.6870,호혜성=.6711으
로 나타났다.따라서 본 조사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다만 여기에,
부모·자녀 사회자본에 호혜성의 신뢰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서 약간 낮지만 신뢰도
가 0.6에 가깝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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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신뢰성 검증결과

구분 연구개념 Cronbach'sα

사회자본
(부모-자녀)

신뢰(1～3) .6677
연결망(6～10) .6482
호혜성(11～15) .5771

사회자본
(친척-학생)

신뢰(18.1～21.1) .7935
연결망(22.1～25.1) .6870
호혜성(26.1～29.1) .6711

제제제 222절절절 가가가족족족(((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친친친척척척···학학학생생생)))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가족 사회자본 변수들에 대한 개념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요인분석은 여러 개의 변수로 측정된
자료를 변수들 간의 공분산관계 및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축소․요약을 하는데 사용되며,타당성 검증의 일부로서 많은 항목들이 어떠한 개
념이나 현상을 측정하였을 때 과연 변수들이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측정하였는가
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이은현 외,2002).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주성
분 분석과 요인회전으로 베리맥스(varimax)를 주로 사용한다.본 연구에서도 주성
분 분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요인 적채치를 높이기 위해서 베리맥
스 회전(varimaxrotate)을 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은 신뢰,연결망,호혜성으로 나누어진다.한편,요인의

추출은 고유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총 분산 중에 요인을 설명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고유값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부모·자녀간
신뢰 문항은 전체 5항목이 설명력이 다른 두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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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라고 가정하였던 신뢰 측정 문항에서 두 요인으로 나뉜 이유를 세부적으로
생각해보면,1-3문항 (문항 1:부모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나의 판단이나 의사를
존중해 주신다.문항 2:부모님께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처리할 수 있
다고 생각하신다.문항 3:부모님께서는 내가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 있다고 생
각하신다)은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일반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고 4-5문항
(문항 4:부모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문항 5:부모님께서는 내가 무언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계신다)은 특별히 자녀의 능력에 관한 믿음의 개념이라는 판단이 된
다.이러한 결과에 있어 본 연구는,고유값을 기준으로 설명분산이 높은 자녀에 대
한 일상생활에서의 신뢰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사회자본의 신뢰 측정으로 사용하
였다.
부모·자녀 사회자본의 연결망,호혜성은 타당성 검증 결과 5문항이 모두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신뢰에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신뢰 문항들을 선택한
결과를 포함하여 연결망,호혜성 변수들의 고유값은 모두 1이상이며 요인적재치는
0.4이상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사회자본에 각 변수는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또한,각 요인을 분석에 사용할 때의 설명력은 신뢰 43.1%,연결망
41.9%,호혜성 37.3%으로 나타났다.22)

22)표(5-2)∼표(5-7)의 구체적 문항들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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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부모·자녀간 사회자본인 신뢰의 요인분석

문항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신뢰
자녀의

능력에 관한 신뢰
판단이나 의사존중 .790
어려운 일 처리 .753
약속 및 책임감 .757

학습능력에 대한 믿음 .838
강한 기대감 .846

아이겐 값(eigenvalue) 2.156 1.115
설명분산(% ofvariance) 43.123 22.308

누적분산(cum % ofvariance) 43.123 65.430

<표 5-3>부모·자녀간 사회자본인 연결망의 요인분석

문항 연결망

취미공유 .690
저녁식사 .546

가족여행․모임 .694
학습․진로 대화 .734
숙제검사 .550

아이겐 값(eigenvalue) 2.097
설명분산(% ofvariance) 41.937

누적분산(cum % ofvariance) 4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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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부모·자녀간 사회자본인 호혜성의 요인분석

문항 호혜성

감사와 존경 .540
성공 동일시 .657
감사에 보은 .561
학업충실은 효 .664
보상이나 격려 .662

아이겐 값(eigenvalue) 1.865
설명분산(% ofvariance) 37.304

누적분산(cum % ofvariance) 37.304

가장 친한 친척과 학생간의 사회자본은 신뢰,연결망,호혜성으로 나뉘어지는
데,가장 친한 친척과 학생의 사회자본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신뢰,연결망,호
혜성에서 모두 4문항이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여기에 각 변수들의 고유값
역시 1이상이며 요인적재치도 0.4이상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친척·학
생 관계의 사회자본으로 설정된 변수인 신뢰,연결망,호혜성은 타당성이 있었으
며,각 변수의 요인을 분석에 사용할 때의 설명력은 신뢰 62%,연결망 51.6%,호
혜성 50.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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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친척·학생간 사회자본인 신뢰의 요인분석

문항 신뢰

판단이나 의사존중 .772
어려운 일 처리 .803
약속 및 책임감 .806
강한 기대감 .769

아이겐 값(eigenvalue) 2.483
설명분산(% ofvariance) 62.073

누적분산(cum % ofvariance) 62.073

<표 5-6>친척·학생간 사회자본인 연결망의 요인분석

문항 연결망

취미공유 .728
저녁식사 .756

가족여행․모임 .701
학습․진로 대화 .688

아이겐 값(eigenvalue) 2.065
설명분산(% ofvariance) 51.632

누적분산(cum % ofvariance) 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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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친척·학생간 사회자본인 호혜성의 요인분석

문항 호혜성

성공 동일시 .783
감사에 보은 .676
학업충실은 효 .704
보상이나 격려 .679

아이겐 값(eigenvalue) 2.027
설명분산(% ofvariance) 50.681

누적분산(cum % ofvariance) 5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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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표표표본본본의의의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제제제 111절절절 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도도도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

학업성취도는 <표 6-1>과 같이 수학점수가 평균 80.89로서 높다.또한 표준편
차는 19.11이고 분포의 왜도(skewness)는 크다.

<표 6-1> 학업성취도

No. 수학점수 평균 표준편차 N
1 수학문제 20문항(사지선다형) 80.89 19.11 519

제제제 222절절절 가가가족족족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

666...222...111...부부부모모모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응답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빈도 및 비율은 다음 <표 6-2>과 같
다.아버지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5.0%로 가장 많았고,고등학교 졸업이 33.1%,
대학원 이상 18.6%,중학교 졸업 3.2% 순으로 나타났다.아버지 직업별로는 일반
사무직/관리직이 35.8%,전문직/자유직이 21.2%,생산직/기술직 18.0%,판매직/서
비스직 15.3%,그 외가 합으로 9.8%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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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은 주관적 방법으로,전술한 바와 같이 본인에게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측정 방법은 계층을 대개 상의 상,상의 하,중의 상,중의 하,하의 상,하
의 하 등 6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본인이 자신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대
답하면 그 대답대로 그 사람의 계층을 분류하는 것이다.이러한 방법은 분류하기
가 매우 쉽다는 점과 어떤 사람의 계층의식을 알아보는 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이 분류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누구나 자신을 극단에 위치하는 상의 상
또는 하의 하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상의 상 또는 하의 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대개 자신
을 중의 상,그리고 중의 하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강하다.즉 상의 상이나 하의 하
에는 거의 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도 상의 상에 2.9%,하의 하에
2.0%만이 표기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기획원이 1988년에 주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국민들의 계층

의식을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국민의 60.6%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대답했다
(장원동,2001)고 한다.실제 본 연구에서도 본인 가정의 생활수준에 대해 학생들
의 주관적 응답을 알아본 결과,상류층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0.7%(상의 상:2.9%,
상의 하:7.8%),중류층 82.4%(중의 상:46.6%,중의 하:35.8%),하류층 6.9%(하의
상:4.9%,하의 하:2.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80%가 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을 중류층이라고 대답했다는 점이다.그러나 사실 설문에 응답할 때,경제적
상층은 중류층의 상층,하층은 중류층의 하층에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객관적인 측정으로 정확하기 분류할 수 없는 주관적 측정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
고,본 측정법으로 응답자의 생활수준을 2단계로 생활수준이 좋은지 아닌지를 판
별해 낼 수 있다.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생활수준에 중류층의 상층에 46.6%
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중류층의 하층에 35.8%로 답하였다.따라서 전
자를 생활수준이 나은 계층으로,후자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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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빈도분석

구분 빈도(N=519) 백분율(%)

아버지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1 0.2
중학교 졸업 16 3.2
고등학교 졸업 167 33.1
대학교 졸업 227 45.0
대학원 이상 94 18.6
결측 14 -

아버지 직업23)

전문직/자유직 103 21.1
일반사무직/관리직 175 35.8
판매직/서비스직 75 15.3
생산직/기술직 88 18.0

학생 1 0.2
가정주부 2 0.4
무직/은퇴 3 0.6
기타 42 8.6
결측 30 -

생활수준

상류층의 상층 14 2.9
상류층의 하층 38 7.8
중류층의 상층 228 46.6
중류층의 하층 175 35.8
하류층의 상층 24 4.9
하류층의 하층 10 2.0

결측 30 -

23)아버지의 직업은 아버지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유형을 나타내며 회귀분석 시,생산직
/기술직을 1단계로,판매직/서비스직은 2단계로,일반사무직/관리직은 3단계,전문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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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22...222...친친친척척척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응답자와 가장 친한 친척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
이다.
우선,가장 친한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응답자와 친한 친척

세 명에 대한 다중응답 빈도분석의 결과를 <표 6-3>에 제시하였다.응답자와 가
장 친한 친척은 외할머니가 14.9%,첫째 이모가 11.2%,친할머니가 10.0% 순으로
빈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응답자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빈도 빛 비율은 <표 6-4>와 같다.친

척의 학력은 모름이 29.3%로 가장 높았고,대학졸업 이하 28%,고등학교졸업 이
하 22.6%,대학원 이상 11.4% 순으로 나타났다.친척 직업은 가정주부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이 무직/은퇴 22.9%,판매직/서비스직 13.9%,일반사무직/관리
직 11.6% 순으로 나타났다.친척의 집 소유 형태는 자가가 50.0%로 가장 많았고,
잘 모름 33.3%,전세나 월세 13.4%,영구임대 3.3% 순으로 나타났다.

유직은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
부,무직/은퇴,기타인 경우에는 5단계로 분류하였다.그런 다음 코딩변경을 이용해 1～
4단계의 비교집단으로서 5단계=0,그리고 1～4단계=1로 바꾸어 직업을 더미(Dummy
Variable)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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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친척배경 특성 빈도분석

구분 빈도(N=1521) 백분율(%)

가장 친한 친척순위
(다중응답변수)

외할머니 226 14.9
첫째 이모 170 11.2
친할머니 152 10.0
둘째 이모 129 8.5
첫째 외삼촌 115 7.6
둘째 외삼촌 93 6.1
셋째 이모 76 5.0
첫째 삼촌 76 5.0
친할아버지 71 4.7
외할아버지 70 4.6
첫째 고모 65 4.3
둘째 삼촌 60 3.9
넷째 이모 47 3.1
둘째 고모 41 2.7
셋째 외삼촌 34 2.2
셋째 삼촌 33 2.2
셋째 고모 18 1.2
넷째 삼촌 18 1.2
넷째 외삼촌 16 1.1
넷째 고모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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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빈도분석

구분 빈도(N=519) 백분율(%)

친척 학력

초등졸업 이하 18 3.7
중학졸업 이하 25 5.1
고등졸업 이하 111 22.6
대학졸업이하 138 28.0
대학원 이상 56 11.4
모름 144 29.3
결측 27 -

친척 직업24)

전문직/자유직 46 9.7
일반사무직/관리직 55 11.6
판매직/서비스직 66 13.9
생산직/기술직 37 7.8
농림/어업/축산업 24 5.1

학생 2 0.4
가정주부 119 25.1
무직/은퇴 109 22.9
기타 17 3.6
결측 44 -

친척의 집 소유형태

영구임대 16 3.3
전세나 월세 66 13.4
자가 246 50.0
잘모름 164 33.3
결측 27 -

24)친척의 직업은 친척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유형을 나타내며 회귀분석 시,생산직/기
술직을 1단계,판매직/서비스직은 2단계,일반사무직/관리직은 3단계,전문직/자유직은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인 경우에는 5
단계로 분류하였다.그런 다음 코딩변경을 이용해 1～4단계의 비교집단으로서 5단계=0,
그리고 1～4단계=1로 바꾸어 직업을 더미(DummyVariable)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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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가가가족족족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666...333...111...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간간간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 항목을 바탕으로,
기술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주커(Zucker,1986)의 의견에 따르면,신뢰란 교환에 참여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기대’이다.집합체 성원에게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일정한 상징과 해석 틀을 지닌 ‘배경적 기대’를 하는 가족집단에서의 신뢰는 ‘사적
인 신뢰’의 성격을 지닌다.혈연관계인 부모·자녀간의 신뢰는 사적인 신뢰로서 서
로에게 높은 신뢰를 갖는다.따라서 본 연구의 부모·자녀간 신뢰 측정은 서로 높
은 신뢰를 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였다.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가정이고,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정

서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자녀와의 ‘관계’이다.한 인
간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는 데에 부모의 온정적이거나 지지적인 태도는 긍정
적인 전인적 발달을 돕고,이러한 것이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견된다.그런데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강화시
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것은 부모·자녀간의 ‘신뢰’라고 할 수 있다.박(Park)과
김(Kim,1999)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부모가 자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 무관심하며 거부적일 때 자녀는 부모와의 갈등이 높아지고,학업성
적이 낮아지고,일탈행동에 관여하는 정도도 많아진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간의 신뢰 정도를 <표 6-5>에서 살펴보면 전체 항목을

평균한 값이 3.69이고,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뢰는 높
다.세부적으로 보면,부모는 자녀가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
각한다는 것에 3.44,부모는 자녀가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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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판단이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에 대해 3.96의
특히 높은 신뢰를 보였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어떠한 이유로 신뢰하는 것일까.한국의 부모가 자녀

를 신뢰하는 이유를 분석한 이(Lee),박(Park)과 김(Kim,2002)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성실함’,‘정직함’,‘혈연관계’,‘부모에게
순종함’,그리고 ‘공부를 충실히 잘함’이라고 한다.눈에 띄는 것은 공부를 충실히
잘하면 부모가 자녀를 신뢰한다는 것이다.부모의 신뢰가 높으면 자녀의 학업성취
가 높다는 필자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사실이다.이로서,부모의 자
녀에 대한 높은 신뢰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고 역으로,자녀의 학업성취가 높
으면 부모는 자녀를 인간적으로 신뢰한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따라서 자녀는 공
부를 충실히 잘하는 것이 자신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부모가 자
신에 대한 신뢰를 높게 갖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표 6-5>부모·자녀간의 신뢰 기술분석

No. 신뢰 평균
표준
편차

N

문항1
부모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나의 판단이나 의사를
존중해 주신다.

3.96 .86 517

문항2
부모님께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3.69 1.93 517

문항3
부모님께서는 내가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 있다
고 생각하신다.

3.44 .91 517

합계 부모·자녀간의 신뢰 전체 문항1∼3 3.69 1.82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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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부모·자녀간의 문항별 신뢰 평균

개인이 태어나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의 기초는 가족이다.가족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개인은 가족 안에서 공동체적 규범을 배운다.
공동체적 규범을 토대로 둔 완성적 동기에 근거한,정서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가
족은 폐쇄성이 높고,응집력이 강한,강한 연결에 속한다.
이러한 강한 연결에서 친밀정도와 상호작용에서 얼마나 더 강한 연결망을 보

이는가를 알아본 연결망 문항을 전체 평균한 값은 3.29이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치 정도이다.친밀정도와 상호작용에서 구체적으로 가족의 응집력을 측
정하는 문항인 부모와 함께 즐기며 활동하는 취미는 평균보다 낮은 2.63을 보였
다.또 부모와 함께 일년에 한번 이상 가족 여행을 하는 것은 3.51,특히 부모와
일주일에 최소한 1회 이상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는 4.35의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현대 핵가족은 본질적으로 분자화되기 쉽다.때문에 가족유대를 위하여 식
사,취미,여행 등 가족 단위의 것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부모가 자녀교육에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지

에 대해 알아본 결과,부모와 나의 학습이나 진로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눈다는
문항에는 3.60부모가,내가 학교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한다는 문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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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다 낮은 수치인 2.38을 보였다.이 결과는 아마도 부모가 고학년인 자녀의
공부는 각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학습이나 진로에 대해 자주 대화를 하는 것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둠으로,부모는 자녀의 학습이나 진로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또한 자녀도 부모와 자주 대화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부모와 상의할 수 있고 서로의 갈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부모·자녀간
에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가족유대를 쌓아 가는 좋은 방법이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웃이나 친척 등과의 유대관계가 점차 약화되면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더욱 필요하다.가족과의 유대는 삭막한 사회에서 유일하게 정서적인
애정을 나누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가족간의 유대 안에
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때문에 가족유대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6-6>부모·자녀간의 연결망 기술분석

No. 연결망 평균
표준
편차

N

문항6 부모님과 함께 즐기며 활동하는 취미가 있다. 2.63 1.15 517

문항7
부모님과 일주일에 최소한 1회 이상 저녁식사를
함께 한다.

4.35 1.00 515

문항8
부모님과 함께 일년에 한번 이상은 가족여행을 한
다.

3.51 1.32 517

문항9
부모님과 나의 학습이나 진로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눈다.

3.60 1.06 517

문항10
부모님께서는 내가 학교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 직
접 점검하신다.

2.38 1.11 516

합계 부모·자녀간의 연결망 전체 문항6∼10 3.29 1.12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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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부모·자녀간의 문항별 연결망 평균

도덕적 의무감에 기반하여 교환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것을 갚
아야 할 의무와 자신이 베푼 것을 되돌려 받아야 할 권리 모두를 가지고 있는 호
혜성의 규범은,가족에게서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특징으로 나타난다.일반화된 호
혜성이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그 보다 더 많
이 되돌려 주려고 하는 호혜성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일반화된 호혜성에서 부모·
자녀간의 마음에 관한 것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부모·자녀 호혜성 정도를 살펴보면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혜성 항목

을 전체 평균한 값은 3.83으로 나타났고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높은 편이다.
특히,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존경하는 마음25)을 가
지고 있다는 문항에서 4.15,부모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는 정서적․물질적 지원은
언젠가 내가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항에서 3.92의 높은 호

25)부모에게 효를 행한다는 것의 첫째 조건은 부모에 대한 정신적 차원의 존경이다.부모
와 어른에 대한 존경은 도덕적인 의무로서 효의 전통적인 가르침에서나 현대적인 가르
침에서나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효경”에서도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효의 가장 근본
임을 규정해 놓았고,율곡도 부모를 정신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장원동,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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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을 보였다.이를 유교적 전통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자녀의 부모에 대
한 ‘효’의 의식에 대입해보면 부모가 나를 위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존경하는
마음은 ‘나’의 생명의 원천인 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家
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효’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家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
는 것과 관련되어진다.가의 실현은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포함된다.
유교의 본질적인 성격 가운데에 하나는 ‘효’의 중시이다.유교는 인간관계를 규

제하는 오대 원칙으로 임금에 대하여 충성하고,어른과 연소자 사이에서 순서가
있어야 하며,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하고,남·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
며,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이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효’이다.
유교적 입신행도에서 보면 개인의 성공이 결코 개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

로 끝나지는 않는다.성공의 초점은 자신보다 부모와 조상,즉 가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공자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진리를 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그로 인해서 양친에게 영애를 준다면 그로서 효의 궁극 목표를 이루는 것
이 된다”라고 하여 개인의 입신양명과 명예는 곧 부모의 명예이자 공경이며,부모
에 대한 ‘효’라고 하였다(김영화,2000).
유교 가족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은 부모 자신의 성공도

중요한 가치판단 기준이지만,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
이다.가족주의에서는 자녀가 성공했을 경우,그 결과가 자녀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속한다.유교를 바탕으로 한 가족주의의 특성은 가족 중
의 한 사람이 잘되면 가족 전체가 잘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일단 부모의 헌신적인 교육투자로 자녀가 성공하면,그 공로가 부모에게 돌려

져 부모는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명예와 부를 동시에 획득한다.따라서 자
녀의 인생은 곧 내 인생이다.예를 들어보면,신문에 모 직장에서 그 직장에 근무
하는 직원의 자녀가 수석으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자 그 직원에게 일차적으로
거액의 장려금을 준 사례가 보도되었다.또 교육부,전국부녀연합회,공청단 등과
같은 기관 단체에서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들을 선정하여 전국을 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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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강연을 하기도 한다(이종각,2005에서 재인용).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노력이
나 헌신적인 투자 결과로 평가되고 자녀가 성공하게 되면 부모들은 이로부터 대
리만족,사회인정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여기에 호프헤인즈와 칼더
(Hofheinz& Calder,1982)는 유교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부모들의 자녀교육과
성취에 대한 강한 애착은 결국 가족이나 집안에 대한 심리적인 애착이라고 말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측정된 본 연구의 질문에 부모님께서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것

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라고 생각하신다의 문항에는 3.88,부모님께서는 내가 성공
하는 것이 곧 부모님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에는 3.64,부모님께서
는 나의 학업성적이 오르면 그에 따른 보상이나 격려를 해주신다는 문항에는 3.59
의 평균치 이상의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자녀들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아가서 높은 학업성취를 하

는 것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는 개인적인 욕구와 성취감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내면에는 간접적
으로 ‘효’를 행한다는 호혜적 개념을 포함한다.우리나라에서 학업성취에 대해 이
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사상과 가족 가치 이해가 필수적이다.한국의 부모·자녀 사
이의 유교 가족주의 문화에서의 호혜적 관계는 서양인의 부모·자녀 관계와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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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부모·자녀간의 호혜성 기술분석

No. 호혜성 평균
표준
편차

N

문항11
부모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부모님께 감사
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4.15 .93 517

문항12
부모님께서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 곧 부모님 자신
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3.64 1.14 515

문항13
부모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는 정서적․물질적 지원
은 언젠가 내가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92 1.13 517

문항14
부모님께서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
한 효도라고 생각하신다.

3.88 1.03 517

문항15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성적이 오르면 그에 따르
는 보상이나 격려를 해 주신다.

3.59 1.04 517

전체 부모·자녀간의 호혜성 전체 문항11∼15 3.83 1.05 516

<그림 6-3>부모·자녀간의 문항별 호혜성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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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33...222...친친친척척척···학학학생생생간간간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은 가장 친한 친척의,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
항목을 바탕으로 기술통계 분석하였다.
친척과의 신뢰는 ‘배경적 기대’를 하는 사적인 신뢰로서,서로 이해하고 존중하

며 믿음과 애정을 바탕에 두고 있는 신뢰이다.
친척·학생의 신뢰 정도를 파악해 보면 <표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신뢰 항

목을 전체 평균한 값은 3.88로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높다.모든 문항에서
4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친척이 나의 판단이나 의사를 존
중해 준다에는 3.93,내가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3.91,
내가 무언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갖는다에는 3.90,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3.80을 나타내었다.청소년은 자신
에게 신뢰를 보이는 친척에게 자신을 개방하기 쉽고,친척의 지지로 인해 보다 안
정적이며 학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사실 성인가족인 친척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이 이

루어지지는 않는다.친척이 존재하더라도 친척과 학생의 유대 안에 강력한 신뢰가
없으면 사회자본의 창출은 어렵다.가족 내의,부모를 비롯하여 친척과의 신뢰는
가족 사회자본 창출을 위한 기본 조건인 것이다.



- 76 -

<표 6-8>친척·학생간의 신뢰 기술분석

No. 신뢰 평균
표준
편차

N

문항18.1 친척은 나의 판단이나 의사를 존중해 주신다. 3.93 .91 504

문항19.1
친척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처리할 수 있
다고 생각하신다.

3.80 .86 509

문항20.1
친척은 내가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

3.91 .77 512

문항21.1
친척은 내가 무언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하
게 갖고 계신다.

3.90 .87 507

합계 친척·학생간의 신뢰 전체 문항18.1∼21.1 3.88 .85 508

<그림 6-4>친척·학생간의 문항별 신뢰 평균

사회는 개인이 모여 구성된다.그러나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만은 아니
다.사회의 구성 요소인 개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상호작용을 교환하게
될 때,그것이 비로서 사회이다.여기에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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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그리고 친척이란 가족 사이에서 퍼져나간 일종의 사회관계망이다.사회
관계망의 기초인 친척은,혈연 등으로 얽혀진 정서적 성격을 강하게 띤 폐쇄성이
높은 강한 연결망에 속한다.
강한 연결망 안에서 친척·학생간의 유대 정도를 살펴보면 <표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전체 항목을 평균한 값은 3.08이고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정
도이다.친척과 구정과 추석을 제외하고 일년에 한 번 이상 모임을 갖는것에 3.91
의 높은 유대를 제외하면,사실 나머지 문항은 모두 평균치 이하이다.구체적으로,
나의 생일에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한다에 2.94,나의 학습이나 진로에 대해 대화
를 나눈다에 2.87,함께 즐기며 활동하는 취미가 있다에 2.63으로 친척과의 비교적
낮은 유대를 보였다.이로서,일년에 한 번 이상하는 친척 모임을 제외하고서는 일
상생활이나 공부에 관한 것 모두에서 친척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비교적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9>친척·학생간의 연결망 기술분석

No. 연결망 평균
표준
편차

N

문항22.1 친척과 함께 즐기며 활동하는 취미가 있다. 2.63 1.22 508
문항23.1 친척과 나의 생일에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한다. 2.94 1.39 509

문항24.1
친척과 구정과 추석을 제외하고 일년에 한번 이상
은 친척모임을 한다.

3.91 1.17 513

문항25.1
친척과 나의 학습이나 진로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눈다.

2.87 1.22 502

합계 친척·학생간의 연결망 전체 문항22.1∼25.1 3.08 1.25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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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친척·학생간의 문항별 연결망 평균

일반화된 호혜성을 보이는 친척과의 호혜성 정도를 파악해 보면,전체 항목을
평균한 값은 3.43이고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친척과의 호혜성은 평균치 보다
조금 높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개인의 성공은 가족 전체에 속하게 되는 유
교적 가족주의 맥락에서 측정된,친척은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효행이라고 생각
한다에는 3.64,친척은 내가 성공하는 것은 곧 우리 집안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에는 3.47,학업성적이 올랐을 때 친척이 격려나 보상을 해준 적이 있다에는
3.34를 보였다.
그리고 친척이 나에게 하는 지원과 지지를 언젠가 나도 친척에게 그렇게 하겠

다는 효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호혜성에는 3.29를 보였다.
효 사상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효가 모든 인간관계를 우선하는 절대적인 가

치라는 사상이다.부모 아래 자녀가 있고,자녀 위에 부모가 있는 이 위계는 거스
를 수 없는 질서이다.부모·자녀 관계에서 더 확대되면 가족 내의 촌수 상 서열에
의한 친척과의 상호 작용에도 적용된다.이러한 효 사상은 가족주의의 유교에 기
인하고 있다.그리고,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 중심의 사회였
다.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부부관계는 점차 부모·자식관계,형제 관계,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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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확장되는 과정 안에서 개인보다는 家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유교적 삶에서 한 집안을 의미하는 家는 개인에 우선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독

자적인 조직으로 존재한다.개인은 가 속에서 태어나고,가 속에서 생활하다가 가
속에서 죽어간다.가는 가족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전에 전
제되어 진다(최봉영,1994).학업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자아완성이나 자아실현도
유교적 가족주의 맥락에서는 호혜적 관계성에 의존한 그 안에서의 자가완성이나
자가실현이다.

<표 6-10>친척·학생간의 호혜성 기술분석

No. 호혜성 평균
표준
편차

N

문항26.1
친척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곧 우리 집안이 성공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신다.

3.47 1.10 509

문항27.1
친척에게 지금 내가 받는 정서적 사랑 또는 물질
적 지원은 언젠가 내가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
각한다.

3.29 1.16 507

문항28.1
친척은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효행이라고 생각하
신다.

3.64 1.02 501

문항29.1
친척은 나의 학업성적이 올랐을 때 격려나 보상을
해 주신 적이 있다.

3.34 1.19 492

합계 친척·학생간의 호혜성 전체 문항26.1∼29.1 3.43 1.11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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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친척·학생간의 문항별 호혜성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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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777장장장 가가가족족족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과과과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그그그리리리고고고 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 관관관계계계의의의 양양양적적적분분분석석석

제제제 111절절절 모모모형형형에에에 포포포함함함된된된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력과,가족의 사회경제적 배
경과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각 변수들간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자녀간 사회자본의 요소 중에는 연결망에 대해서 아버지의 학력(r=.211,

p<.01),가족의 생활수준(r=.177,p<.01),아버지의 직업인 일반사무직·관리직(r=
.105,p<.05)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인 신뢰에 대하여는 친척의 집 소요여부(r= .143,

p<.01),친척 직업인 전문직·자유직(r=.116,p<.05)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친척의 직업인 생산직·기술직(r=-.101,p<.05)에 대하여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인 연결망에 대해서는 친척의 학력(r=.099,p<.05),친

척의 집 소유여부(r=.095,p<.05)의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인 호혜성에 대하여는 친척의 집 소유여부(r= .146,

p<.01),친척 직업인 전문직·자유직(r=.127,p<.01),친척의 학력(r=.114,p<.05)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학업성취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학력(r=.188,p<.01),부모·자녀간의 신

뢰(r= .156,p<.01),친척의 집 소유여부(r= .102,p<.05),친척·학생간의 신뢰(r=
.096,p<.05)의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친척 직업인 판매직·서비스직(r=
-.154,p<.01)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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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 결과 각 변수들은 유의수준 1%,5%에서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이러한 결과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제제제 222절절절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의의의 영영영향향향

777...222...111...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간간간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의의의 영영영향향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1>에서 볼 수 있듯이,아버지 직업이 일반사무직·관리직(표준화계수:

-.126,p<.10)이면 부의 방향으로,가정의 생활수준(표준화계수:.078,p<.10)은 정
의 방향으로 부모·자녀간의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이로서 아버지의
직업을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과 비교해 볼
때,일반사무직·관리직이면 부모·자녀간 신뢰는 낮고,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으면
부모·자녀간 신뢰는 깊다고 볼 수 있다.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부모·자녀간의
신뢰에 미치는 비율은 전체 변량의 1.9%(R²=.019)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결망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 아버지의 학력(표준화계수:

.195,p<.01)과 가정의 생활수준(표준화계수:.136,p<.01)이 부모·자녀간의 연결망
에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즉,이것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
고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함과 상호작용의 빈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부모·자녀간의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부모·자녀간의 신뢰와 호혜성이 미치는 비율보다 높은,전체 변량
의 6.9%(R²=.069)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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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배경이 부모·자녀간의 호혜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이,
아버지의 직업이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과
비교해 생산직·기술직(표준화계수:.101,p<.10),판매직·서비스직(표준화계수:.124,
p<.10),전문직·자유직(표준화계수:.124,p<.10)일 때 확인되었다.즉,아버지의 직
업이 비교집단에 비해 생산직·기술직,판매직·서비스직,전문직·자유직이면 부모·
자녀간의 호혜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부모·자녀간 호
혜성에 미치는 비율은 전체 변량의 0.9%(R²=.009)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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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

사회자본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R2
B 표준오차 베타

신뢰

부학력 .018 .049 .021 .371

.019

생산직/기술직26) -.161 .128 -.091 -1.260
판매직/서비스직 -.073 .131 -.039 -.560
일반사무직/관리직 -.177 .115 -.126* -1.535
전문직/자유직 -.028 .129 -.017 -.221
생활수준 .060 .038 .078* 1.588

연결망

부학력 .184 .053 .195*** 3.491

.069

생산직/기술직 .084 .137 .043 .618
판매직/서비스직 .157 .140 .076 1.119
일반사무직/관리직 .156 .123 .101 1.265
전문직/자유직 -.025 .138 -.014 -.182
생활수준 .116 .041 .136*** 2.853

호혜성

부학력 -.034 .056 -.035 -.612

.009

생산직/기술직 .201 .145 .101* 1.390
판매직/서비스직 .262 .148 .124* 1.766
일반사무직/관리직 .167 .131 .106 1.280
전문직/자유직 .231 .146 .124* 1.584
생활수준 -.002 .043 -.003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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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아버지 직업(생산직/기술직,판매직/서비스직,일반사무직/관리직,전문직/자유직)의 비
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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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22...222...친친친척척척···학학학생생생간간간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친친친척척척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친척·학생간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친척의 직업이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과 비교하여 생산직·
기술직(표준화계수:-.108,p<.05)일 때 음으로,전문직·자유직(표준화계수:.094,
p<.05)일 때 양으로,친척이 집을 소유(표준화계수:.118,p<.01)하고 있을 때 역시
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친척 직업이 생산직·기술직일 때 친
척·학생간의 신뢰는 낮아지며,친척의 직업이 전문직·자유직일 때 친척·학생간의
신뢰가 깊다고 볼 수 있다.또한,친척이 집을 자가로 소유한 것은 경제자본의 소
유로 볼 수 있으므로 친척이 경제적 부가 있을 때 학생과의 신뢰가 높다고 하겠
다.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친척·학생간의 신뢰에 미치는 비율은 전체 변량의

총 4.7%(R²=.047)를 설명하였다.여기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과의 전체
신뢰에 미치는 전체 영향이 1.9%(R²=.019)인 점을 고려한다면,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과의 신뢰에 발휘하는 영향력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친척·학생간의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친척의 직업을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
타)과 비교하여 전문직·자유직(표준화계수:.081,p<.10)이고 친척이 집을 소유(표
준화계수:.071,p<.10)하고 있을 때 학생과의 연결망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이는 친척의 직업이 전문직·자유직으로 사회 상층이며 친척이
경제적으로 잘 살수록 학생과 더 자주 만나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친척·학생간의 연결망에 미치는 비율은 전체
변량의 2.2%(R²=.022)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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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친척·학생간의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친
척학력(표준화계수:.073,p<.10)이 높을수록,친척의 직업이 비교집단(농림/어업/축
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과 비교하여 전문직·자유직(표준화계수:
.106,p<.05)이면,그리고 집을 자가로 소유(표준화계수:.107,p<.05)하고 있으면,
친척·학생간의 호혜성이 유의미한 정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친척
의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이 전문직·자유직이며,경제적으로 잘 살수록 친척·학생
간의 호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친척·학생간의 호혜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전체

변량의 4.1%(R²=.041)이다.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부모·자녀간의 호혜성
에 미치는 비율 0.9%(R²=.009)과 비교하여 볼 때 높다.이로서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호혜성에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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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에 대한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

사회자본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R2
B 표준오차 베타

신뢰

친척학력 .015 .018 .042 .851

.047

생산직/기술직27) -.266 .118 -.108** -2.251
판매직/서비스직 -.071 .095 -.037 -.754
일반사무직/관리직 -.091 .101 -.045 -.905
전문직/자유직 .209 .110 .094** 1.898
친척 집 소유여부 .157 .063 .118*** 2.487

연결망

친척학력 .028 .025 .057 1.135

.022

생산직/기술직 -.014 .165 -.004 -.087
판매직/서비스직 .038 .132 .014 .290
일반사무직/관리직 -.169 .141 -.060 -1.198
전문직/자유직 .247 .154 .081* 1.601
친척 집 소유여부 .129 .088 .071* 1.464

호혜성

친척학력 .031 .022 .073* 1.463

.041

생산직/기술직 -.108 .142 -.037 -.759
판매직/서비스직 -.053 .114 -.023 -.474
일반사무직/관리직 -.151 .122 -.061 -1.240
전문직/자유직 .283 .134 .106** 2.106
친척 집 소유여부 .169 .076 .1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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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친척 직업(생산직/기술직,판매직/서비스직,일반사무직/관리직,전문직/자유직)의 비교
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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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333...111...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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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 자녀간의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대
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상관분석을 통하여 변인간 상관 정도를 확인
한 후,2단계에 걸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7-3>과 같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인 아버지의 학력,아

버지의 직업,가정 내 생활수준을 1단계로 투입하였고,2단계로 부모·자녀간 사회
자본인 신뢰,연결망,호혜성 변인들을 추가하였을 때,1단계 회귀모형에서 아버지
의 직업과 가정 내 생활수준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아버지의 학력은 (표준화계수:.183,
p<.01)로서 정적 영향력을 주고 있음이 드러났다.여기에 추가된 2단계 회귀모형
을 살펴보면,1단계 회귀모형의 아버지 학력의 영향력은 계수의 크기에 크게 영향
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새롭게 추가된
사회자본에서 부모·자녀간의 신뢰 변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발견되
었다.
그리고,회귀모형 1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의 학

력은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이 추가된 이후에도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과 서로 독립적으
로 일정 부분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1단계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²)는 .028로서 학업성

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2.8%이었으며,부모·자녀간 사회자본이 추가되었던 2단계
회귀모형으로서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총 변
량은 4.8%였다.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주는 효과는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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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며,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는 영향력이 다소 적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표 7-3>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의 상대적 영향 -
단계별 회귀분석

*p<.10,**p<.05,***p<.01
주:각 단계의 제시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t값)

28)아버지 직업(생산직/기술직,판매직/서비스직,일반사무직/관리직,전문직/자유직)의 비
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상수) 67.348 52.723
부학력 .183(3.212)*** .180(3.124)***

생산직/기술직28) .047(.648) .062(.866)
판매직/서비스직 .033(.474) .041(.598)
일반사무직/관리직 .012(.149) .033(.405)
전문직/자유직 .011(.137) .016(.204)
생활수준 -.017(.355) -.029(.583)

부모·자녀의 신뢰 .147(2.972)***

부모·자녀의 연결망 -.002(.040)
부모·자녀의 호혜성 -.021(.445)

N 459 459
R .166 .219
R² .028 .048
Adj.R² .015 .029
F값 2.136**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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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친척·학생간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을 포함
한 회귀모델 1단계와,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 변수들을 더한 회귀모델 2단계를
비교하여 보았다.회귀모델 1단계에서는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변수로서
친척의 학력,친척의 직업,친척의 집 소유여부를 포함하였고,2단계에서는 사회자
본 변수인 친척·학생간의 신뢰,연결망,호혜성을 추가하여 1단계에서의 결과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회귀모형 1단계에서는 친척의 직업 판매직·서비스직(표준화계수:-.106,p<.05)

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친척의 집 소유형
태(표준화계수:.099,p<.05)가 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즉,친척의
직업이 비교집단 (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과 비교하여
판매직·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을 때 학생의 학업성취가 낮아지고,친척이 집을
자가로 소유한 경우에는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이다.그리고 회귀모형 2단계를
보면,1단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친척의 직업 판매직·서비스직과 친척의
집 소유여부의 영향력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사회자
본의 변수에서 친척·학생간의 신뢰(표준화계수:.141,p<.01)가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따라서,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친척과의 사회자
본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일정 부분씩 각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총 변량은

3.9%이었으며 구체적으로,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2.4% 그리고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1.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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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학업성취에 대한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의 상대적 영향 -
단계별 회귀분석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상수) 80.363 66.814
친척학력 .004(.071) .006(.124)

생산직/기술직29) .022(.442) .036(.727)
판매직/서비스직 -.106(-2.152)** -.102(-2.064)**

일반사무직/관리직 -.017(-.338) -.013(-.270)
전문직/자유직 -.043(-.859) -.052(-1.028)
친척 집 소유형태 .099(2.056)** .087(1.796)**

친척·학생의 신뢰 .141(2.507)***

친척·학생의 연결망 -.014(.251)
친척·학생의 호혜성 -.033(.588)

N 445 445
R .157 .199
R² .024 .039
Adj.R² .011 .020
F값 1.833** 1.987**

*p<.10,**p<.05,***p<.01
주:각 단계의 제시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t값)

777...333...333...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부부부모모모와와와 친친친척척척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과과과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영영영향향향

29)친척 직업(생산직/기술직,판매직/서비스직,일반사무직/관리직,전문직/자유직)의 비교
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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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다루는 가외로 주요한 문제는 총체적으로 부모와 친척의 사회경
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이 변
수들과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다.이것을 규명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먼저,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회

귀모형의 1단계로 투입하였다.2단계로는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을 추가하였고,3
단계에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투입하였으며,마지막 4단계에서 친척·학생과의
사회자본을 투입하여 이들이 각각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이며 그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이같은 회귀분석의 추정결과는 <표 7-5>와 같으며,
각 모델별로 분석과정과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모형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변수로,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가정 내 생활수준을 포함하고 있고,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1단계
회귀모형의 변수들에,부모·자녀간의 신뢰,연결망,호혜성을 추가하였다.3단계 회
귀모형에서는 이들에 더하여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친척의 학력,친척의 직업,
친척의 집 소유여부 형태를 포함시켰으며,최종분석 모형으로 4단계에서는,3단계
에 포함된 변인들에 추가하여,친척과의 사회자본을 대변하는 친척·학생간의 신뢰,
연결망,호혜성의 변인들을 포함시켰다.각 단계별로 추가된 변수들이 기존의 관계
를 변화시킨다고 한다면,이는 추가된 새로운 변수들이 학업성취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단계 회귀모형에서,아버지의 직업과 생활수준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아버지의 학력(표준화
계수:.173,p<.01)은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이 발견되었다.여기에,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이 추가된 2단계 회귀모형을 보면,1단계 회귀모형에 포함
되었던 변인들의 영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인 신
뢰(표준화계수:.179,p<.01)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회귀모형 3단계에서는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들이 추가되었는 바,2단계

에서의 아버지의 학력(표준화계수:.160,p<.01)이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통제
된 이후에 영향력이 다소 감소(표준화계수:.143,p<.05)하였다는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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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아버지의 학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
여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에서 새로 추가된 변인들 중에는 친척의 직업이 판매직·서비스직(표준화

계수:-.082,p<.10)일 때 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적으로,친척의 집 소유형태(표준화
계수:.078,p<.10)는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회귀모형 4단계에서는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으로 작용하는 신뢰,연결망,호

혜성 변인들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전의 모델에 포함되었던 다른 변인들
의 영향력의 크기가 크게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었다.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등이 통제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인 신뢰(표준화계수:.085,p<.10)는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이렇게 4단계에 걸쳐 시행된 회귀모형의 총 결정계수(R²)는 9.2%로서,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가 3.3%,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
효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비중인 3.3%,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2.1%,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의 효과는 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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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와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의 영향 -
단계별 회귀분석

*p<.10,**p<.05,***p<.01 주:각 단계의 제시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t값)

30)아버지 직업(생산직/기술직,판매직/서비스직,일반사무직/관리직,전문직/자유직)의 비
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

31)친척 직업(생산직/기술직,판매직/서비스직,일반사무직/관리직,전문직/자유직)의 비교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수) 69.239 52.231 53.475 48.649

부
모

부학력 .173(2.848)*** .160(2.617)*** .143(2.296)** .143(2.285)**

생산직/기술직30) .035(.441) .050(.628) .027(.337) .024(.304)
판매직/서비스직 .039(.504) .044(.566) .045(.581) .043(.561)
일반사무직/관리직 .024(.259) .042(.464) .032(.349) .021(.232)
전문직/자유직 .063(.727) .068(.790) .075(.871) .066(.768)
생활수준 -.034(-.657) -.051(-.989) -.064(-1.245) -.065(-1.249)

부모·자녀의 신뢰 .179(3.477)*** .174(3.390)*** .153(2.853)***

부모·자녀의 연결망 .021(.397) .032(.597) .024(.407)
부모·자녀의 호혜성 -.041(-.809) -.044(-.860) -.040(-.749)

친
척

친척학력 .001(.022) .001(.025)
생산직/기술직31) .070(1.370) .077(1.489)
판매직/서비스직 -.082(-1.569)* -.081(-1.552)*

일반사무직/관리직 -.004(-.082) -.003(-.053)
전문직/자유직 -.064(-1.217) -.069(-1.298)
친척집 소유형태 .078(1.567)* .076(1.513)*

친척·학생의 신뢰 .085(1.392)*

친척·학생의 연결망 -.015(-.253)
친척·학생의 호혜성 -.018(-.292)

N 410 410 410 410
R .182 .256 .296 .304
R² .033 .066 .087 .092

Adj.R² .019 .045 .053 .050
F값 2.308*** 3.120*** 2.5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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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그리고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 중 그들과의 ‘신뢰’가
학업성취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뢰가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
취의 매개효과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가족의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은 가족 간의 깊은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의 깊은 신뢰는 학생의 높은 학업성취에 관계된다.이러한 경로모형을 도
식화한 분석결과를 <그림 7-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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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분석결과의 경로모델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

친척․학생간의 신뢰
친척․학생간의 연결망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친척학력

생산직/기술직
판매직/서비스직
일반사무직/관리직
전문직/자유직
친척 집 소유여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학력
생산직/기술직

전문직/자유직
생활수준

부모․자녀간의 신뢰
부모․자녀간의 연결망
부모․자녀간의 호혜성

학
업
성
취

일반사무직/관리직
판매직/서비스직

친척․학생간의 호혜성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

.071*
.118***

.124*

.078*

.195***

.136***

.124*

-.108**

.094**

.106**

.073*

.107**

.183***

.147***

.099**

-.106**

.141***

R2=.047
R2=.022

R2=.069
R2=.009

R2=.092***

R2=.041

R2=.019

.101*

.08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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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888장장장 양양양적적적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의의의 해해해석석석과과과 질질질적적적 분분분석석석의의의
도도도입입입

제제제 111절절절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이이이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888...111...111...부부부모모모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이이이 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간간간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에 미치는 결과들을 사회자
본의 구성 요소인 신뢰,연결망,호혜성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부모·자녀간의
연결망에서 일정하게,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으면 부모·자녀간의 연결망이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즉,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고 부모의 생활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많다고 할 수 있
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다면 자녀의 학습이나 진로에 대한 대화,학교 숙제의 점검

은 학력이 낮은 부모에 비해 더 활발히 할 것이라는 점,그리고 가정의 생활수준
이 높으면 자녀와 즐기며 활동하는 취미라든지 가족여행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아버지의 학력과 생활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부모와 상호작용 하
는 빈도가 많아 부모·자녀간에 더 강한 연결망을 갖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김진희,1989),그리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이금,1993)가족 응집성이 강하다는 종래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



- 98 -

다.또한 부모·자녀간 연결망 내용으로서,부모와 나의 학습이나 진로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눈다의 문항에서 보면 이정환(1998)의 연구결과,학력이 높은 부모일수
록 교육환경에 대해 보다 익숙한 경험으로 인해 자녀의 공부에 더 적극적으로 관
심이 있다는 것과 이세용(2002)의 연구결과,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교
육수준이 높으면 부모·자녀간의 교육적인 대화빈도도 높아진다는 주장 역시 뒷받
침한다.그리고,부모가 자녀의 학교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한다는 문항
에서는 주동범(1998)의,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직접 개입하는 정도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전반적으로 부모·자녀간의 신뢰,호혜성에서 연결망

에 비해 영향력이 적고,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보아도 결과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
난 이유를 생각해 보면,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뢰와
호혜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이 결과가 내포하는 의미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인간적으로 믿고 존중해주며 또 자녀
가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
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곧,부모·자녀간 관계인 신뢰와 호혜성은 지극히 주관적
인 정서로서,내 부모 내 자녀를 믿음과 서로 마음적으로 호혜적인 관계는 사회
계층과는 별로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주관적 정서의 관점이 아닌 부모·자녀간의 물리적 만남인 연결

망의 측정에서 보았을 때,아버지의 학력과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라서,연결망에
차이가 드러난다.예컨대,부모님과 함께 즐기며 활동하는 취미 또는 가족여행은
주관적 정서가 아닌 객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이고,이것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대체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부모는 자녀의 학습이나 진로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다.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자녀에 대한 교육열도 높고,직접 교
습이나 숙제 검사 또는 정보면에서 직·간접적인 학습지도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것
이기 때문이다.그러면 결국 이러한 것들은 학생의 학업성취와 직접 연결이 된다.
여기에,입시를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이,가족과 취미를 갖고 여행을 다닌다는

것을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학업에 도움이 안되는 일로만 보일 수 있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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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서의 부모와의 이러한 관계를 장기적으로 볼 때에,아직 학생이 고등
학교 1학년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히 학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으
로 3년이라는 시간동안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학업성적을 높여야 하는
데,일년에 한번 정도 가족과 여행을 하고,평소 취미나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학업
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족과의 순수한 어울림은 학생으로서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
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학업하는데 결국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나
아가 이것을,성인의 노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가와 노동의 적절한 배분을 통
하여 생산성이 배가 되게 하는,경제학적인 관념에서 생각해 보아도 그러하리라
사려된다.

888...111...222...친친친척척척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이이이 친친친척척척···학학학생생생간간간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인 신뢰,연결망,호혜성에
공통으로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업에서의 상층인 전문직·자
유직과 물질적 부에서의 상층인 자기 집 소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
났다.
즉,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친척·학생간 사회자본에 미치는 결과들을 신뢰,

연결망,호혜성 차원에서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친척의 학력이 높고 친척의 직
업이 전문직·자유직이며 친척이 집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으면 친척과 학생간의 사
회자본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로서 친척이 학력,직업,경제력에서 사회 상
층이면 학생과의 사회자본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이러한 결과는 친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친척·학생간 사회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가설의 배경을 지지하는 사실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친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사회경제



- 100 -

적 지위와 비교하여 볼 때에,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인 신뢰와 호혜성에서 거의
일정하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이다.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정서
교류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친척·학생과의 사회자본에서는 이와 상반되게,친
척과의 정서교류가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곧 우리는 여
기에서,친척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은 경우,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지도 또한 높
아짐을 인지할 수 있다.
친척·학생간의 연결망에서도 친척 직업이 전문직·자유직이고 집을 소유한 만큼

의 경제적 여건이 되는 친척일 경우,학생과의 친밀성 또한 두터웠다.학생과의 사
회자본인 연결망을 측정하는 척도는 얼마나 자주 서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 하는 만남에 있어서의 빈도이다.그런데,친척과 학생이 자주 만나려면 사실 심
리적·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이것을 나아가 생각해보면,친척이 심리적·시간적
여유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 친척의 경제력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이와 비슷하게,부르디외(Bourdieu,1982)는 특정한 행위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

회자본의 양은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문화적,상징적 자본
의 양에 달려있으며,사회자본이 비교적 하나의 행위자 또는 그와 연결된 일단의
행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자본이나 문화자본으로 환원되기는 힘들지만,경제
자본과 문화자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고 하였다.여기서 우리는,친
척·학생간의 연결망에서의 사회자본은 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자본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친척의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은 친척·학생간의 양질의 사회자본의 차이

를 가져오게 되고,이것은 학생의 학업성취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제제제 222절절절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과과과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이이이 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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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222...111...부부부모모모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과과과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이이이 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의 상대적인 효과를 살펴보
기 위하여 사회자본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델과 이 변수를 포함한 두 모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자본이 통제되지 않은 모델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의 아버지
의 학력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고,여기에 사회자본 변수가 통제
된 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리고 통제된 사회자본 변수
중에는 부모·자녀간의 신뢰가 학업성취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과 부모·자녀간의 신뢰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 아닌,각각 독립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
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고 부모·자녀간의 신뢰가 깊을수록 자녀의 학
업성취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는

김병성 외 (1981),박정숙 (1981),김왕근 (1988),배종웅 (1993),장상수 (2000),최
시영 (2001), Colemanetal(1966),Jencksetal(1972),White(1982),Lockhead
etal(1989)들의 연구,Campbell(1952),Floud (1956),Fraser(1959),Bloom
(1964)의 가족의 구조적 변인 연구에서 성적과의 상관관계는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관계가 높다는 연구,정우현(1984)의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희망비
율 또한 높아진다는 연구,방하남·김기헌(2002)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위치가
자녀의 고등교육기회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구 소득과 가정의 경제력
보다는,부모의 학력과 같은 가족의 문화자본을 나타내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
용하고 있다고 보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때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은,부모가 자녀에

게 직접적으로 지적 도움을 줄 수 있고,간접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정보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이러한 측면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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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아아버버버지지지께께께서서서 선선선생생생님님님으으으로로로 계계계시시시구구구요요요... 어어어머머머니니니는는는 학학학원원원 하하하시시시는는는데데데요요요...공공공부부부할할할
때때때 가가가르르르쳐쳐쳐 주주주시시시고고고 궁궁궁금금금한한한 점점점이이이라라라든든든가가가 모모모르르르는는는 것것것 물물물어어어볼볼볼 때때때 도도도움움움을을을 주주주시시시
죠죠죠.........아아아버버버지지지께께께서서서 고고고등등등학학학교교교 선선선생생생님님님이이이시시시기기기 때때때문문문에에에 제제제가가가 어어어떻떻떻게게게 해해해야야야 하하하
는는는지지지 나나나중중중에에에 대대대학학학갈갈갈 때때때 무무무엇엇엇을을을 골골골라라라야야야 하하하는는는지지지 그그그런런런 얘얘얘기기기도도도 많많많이이이 해해해주주주세세세
요요요...(S고등학교,Case5)

또한,부모·자녀간 신뢰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아지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관대함으로 신뢰를 보일 때,자녀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학업에 적극적으
로 임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부모의 신뢰가 학업성취에 효과적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다음의 인터뷰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저저저를를를 믿믿믿어어어주주주시시시니니니까까까 책책책임임임 의의의식식식이이이 생생생기기기고고고 그그그래래래요요요...그그그리리리고고고 성성성적적적이이이 떨떨떨어어어졌졌졌
을을을 때때때도도도 혼혼혼내내내고고고 그그그러러러지지지 않않않으으으시시시니니니까까까 죄죄죄책책책감감감도도도 들들들고고고.........더더더 잘잘잘 해해해야야야겠겠겠다다다는는는
생생생각각각을을을 갖갖갖게게게 만만만들들들어어어요요요...공공공부부부는는는 억억억지지지로로로 시시시킨킨킨다다다고고고 하하하는는는 건건건 아아아니니니잖잖잖아아아요요요...
자자자율율율성성성이이이 있있있으으으니니니까까까 책책책임임임 의의의식식식이이이 따따따르르르죠죠죠...(Y고등학교,Case1)

아아아무무무래래래도도도 믿믿믿어어어주주주시시시면면면 공공공부부부에에에 활활활력력력소소소가가가 좀좀좀 되되되죠죠죠...그그그냥냥냥 뭐뭐뭐 공공공부부부 할할할 때때때 부부부
모모모님님님이이이 나나나를를를 믿믿믿고고고 계계계신신신다다다 생생생각각각하하하면면면 힘힘힘내내내서서서 공공공부부부도도도 하하하고고고 그그그러러러죠죠죠...(Y고등
학교,Case2)

저저저는는는 칭칭칭찬찬찬이이이 없없없으으으면면면 제제제가가가 아아아무무무리리리 잘잘잘해해해도도도 성성성취취취감감감이이이 떨떨떨어어어져져져요요요...믿믿믿고고고 칭칭칭찬찬찬
해해해주주주면면면 더더더 잘잘잘해해해야야야겠겠겠다다다는는는 생생생각각각이이이 들들들죠죠죠...(Y고등학교,Case4)

자자자신신신감감감을을을 북북북돋돋돋아아아 주주주죠죠죠...자자자신신신감감감을을을 주주주세세세요요요...(S고등학교,Cas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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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이이이 시시시키키키는는는거거거 보보보다다다 제제제 스스스스스스로로로 하하하는는는게게게 공공공부부부에에에 더더더 많많많이이이 도도도움움움이이이 되되되
죠죠죠...확확확실실실히히히 제제제 스스스스스스로로로 하하하면면면은은은 집집집중중중력력력도도도 더더더 올올올라라라가가가는는는거거거 같같같고고고 더더더 잘잘잘되되되는는는
거거거 같같같고고고.(S고등학교,Case6)

가가가족족족이이이 저저저를를를 믿믿믿어어어주주주니니니까까까 제제제가가가 좀좀좀 더더더 책책책임임임감감감이이이 생생생기기기고고고 열열열심심심히히히 해해해야야야겠겠겠다다다
고고고 생생생각각각이이이 들들들어어어요요요...(S고등학교,Case7)

아아아무무무래래래도도도 부부부모모모님님님이이이 믿믿믿고고고 의의의심심심하하하지지지 않않않으으으니니니까까까,,,또또또 공공공부부부를를를 많많많이이이 하하하면면면 부부부모모모
님님님이이이 좋좋좋아아아하하하시시시니니니까까까 도도도움움움이이이 되되되죠죠죠...(C고등학교,Case11)

도도도움움움이이이 되되되죠죠죠...저저저는는는 학학학원원원을을을 안안안다다다니니니다다다 보보보니니니까까까요요요...혼혼혼자자자 모모모르르르는는는 게게게 있있있다다다고고고
하하하면면면은은은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 저저저에에에 대대대한한한)))그그그런런런 믿믿믿음음음 하하하나나나 때때때문문문에에에 끝끝끝까까까지지지 알알알아아아내내내
야야야겠겠겠다다다 그그그런런런게게게 있있있어어어가가가지지지고고고요요요 도도도움움움이이이 되되되요요요...(D고등학교,Case12)

부모의 신뢰에서 연유된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신뢰의
결과로서 이어진다.이러한 자기신뢰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적 동기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생활 면에서 부모가 학생을 신뢰하지 않아 불안하다거나 자신감
이 없다거나 하는 학생의 태도는 학업을 하는 데에도 역시 미숙한 수행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많다.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써 대한다면 자녀는 정서적으로 더 안
정된 상태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학업에 성실히 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성을 신장하는 부모의 비권위적인 태도는 자녀가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본다.또한,학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 자신의 결정과 의지로
하는 것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경우의 결과는 차이가 있다.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고자 할 때 학업 동기유발이 뚜렷해지고 그 수행능력도 커질 것이기 때문
이다.
다음 인터뷰 자료는 학급에서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의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

는 학업에 있어서의 신뢰에 관한 것이다.부모의 신뢰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떻
게 도움이 되는지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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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저의의의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는는는)))종종종교교교적적적인인인 것것것 때때때문문문에에에 제제제가가가 좀좀좀 더더더 솔솔솔직직직하하하고고고 약약약속속속도도도
잘잘잘 지지지킨킨킨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세세세요요요.........제제제가가가 공공공부부부하하하면면면서서서 지지지칠칠칠 때때때라라라든든든지지지 놀놀놀고고고 싶싶싶어어어
할할할 때때때나나나 쉬쉬쉬고고고 싶싶싶을을을 때때때,,,저저저를를를 충충충분분분히히히 믿믿믿으으으셔셔셔서서서 쉬쉬쉬게게게 해해해주주주시시시고고고 그그그러러러세세세요요요...
(((숙숙숙제제제의의의 경경경우우우도도도)))혼혼혼자자자서서서 잘잘잘할할할 것것것이이이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죠죠죠...저저저를를를 믿믿믿어어어주주주니니니까까까
제제제가가가 좀좀좀 더더더 책책책임임임감감감이이이 생생생기기기고고고 열열열심심심히히히 해해해야야야겠겠겠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이이이 들들들어어어요요요...(S고등
학교,Case7)-학업성취 上

보보보통통통 부부부모모모님님님들들들은은은 학학학원원원을을을 보보보내내내거거거나나나 그그그럴럴럴 때때때 정정정확확확히히히 무무무엇엇엇을을을 하하하는는는지지지 모모모르르르
고고고 보보보내내내시시시잖잖잖아아아요요요...저저저의의의 부부부모모모님님님은은은 학학학원원원가가가는는는 것것것도도도 저저저하하하고고고 상상상의의의해해해서서서 하하하시시시
고고고 억억억지지지로로로 공공공부부부를를를 시시시키키키시시시지지지는는는 않않않아아아요요요...독독독서서서실실실 가가가는는는 것것것도도도 자자자율율율적적적으으으로로로 제제제
가가가 가가가고고고 싶싶싶을을을 때때때 가가가거거거든든든요요요.........(((숙숙숙제제제 검검검사사사의의의 경경경우우우도도도)))제제제가가가 공공공부부부를를를 하하하기기기
싫싫싫어어어서서서나나나 숙숙숙제제제를를를 하하하기기기 싫싫싫어어어서서서 요요요령령령부부부리리리는는는 것것것을을을 하하하지지지 않않않고고고,,,자자자율율율적적적으으으로로로
하하하니니니까까까 오오오버버버해해해서서서 하하하지지지 않않않으으으세세세요요요...이이이런런런 것것것들들들도도도 말말말씀씀씀하하하실실실 때때때 공공공부부부 잘잘잘되되되가가가
냐냐냐 그그그냥냥냥 간간간접접접적적적으으으로로로 말말말씀씀씀하하하세세세요요요.........(((그그그렇렇렇게게게)))저저저를를를 믿믿믿어어어주주주시시시니니니까까까 책책책임임임
의의의식식식이이이 생생생기기기고고고 그그그래래래요요요...그그그리리리고고고 성성성적적적이이이 떨떨떨어어어졌졌졌을을을 때때때도도도 혼혼혼내내내고고고 그그그러러러지지지 않않않
으으으시시시니니니까까까 죄죄죄책책책감감감도도도 들들들고고고.........더더더 잘잘잘 해해해야야야겠겠겠다다다는는는 생생생각각각을을을 갖갖갖게게게 만만만들들들어어어요요요...
공공공부부부는는는 억억억지지지로로로 시시시킨킨킨다다다고고고 하하하는는는 건건건 아아아니니니잖잖잖아아아요요요...자자자율율율성성성이이이 있있있으으으니니니까까까 책책책임임임
의의의식식식이이이 따따따르르르죠죠죠...(Y고등학교,Case1)-학업성취 上

다음은 학급에서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의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비신뢰에 대
한 인터뷰를 기술한 것이다.

우우우선선선 이이이제제제 제제제가가가 고고고등등등학학학생생생이이이니니니까까까 진진진로로로를를를 정정정해해해야야야 되되되는는는데데데 제제제가가가 아아아직직직 잘잘잘 모모모
르르르거거거든든든요요요 그그그런런런걸걸걸...엄엄엄마마마가가가 그그그냥냥냥 제제제 의의의견견견을을을 물물물어어어보보보는는는거거거 보보보다다다는는는 엄엄엄마마마가가가 선선선
택택택을을을 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그그그리리리고고고 나나나서서서 너너너가가가 선선선택택택해해해라라라 그그그런런런거거거구구구요요요...공공공부부부 결결결정정정에에에
대대대해해해서서서는는는 혼혼혼자자자 잘잘잘 못못못할할할 것것것이이이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구구구요요요 좀좀좀 열열열심심심히히히 하하하라라라고고고 제제제가가가
그그그렇렇렇게게게 못못못한한한다다다고고고 맨맨맨날날날 말말말하하하세세세요요요.........(((숙숙숙제제제 검검검사사사의의의 경경경우우우는는는)))맨맨맨날날날 하하하는는는 것것것
은은은 아아아니니니구구구요요요...가가가끔끔끔씩씩씩 갑갑갑자자자기기기 해해해요요요...공공공부부부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데데데요요요...갑갑갑자자자기기기 들들들어어어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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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셔셔서서서 너너너 공공공부부부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거거거 다다다 봐봐봐봐봐봐 보보보여여여줘줘줘봐봐봐 그그그래래래요요요...시시시험험험 봤봤봤던던던 것것것도도도 어어어
느느느날날날 갑갑갑자자자기기기 그그그래래래요요요...그그그때때때는는는 끝끝끝장장장이이이에에에요요요...몇몇몇 시시시간간간동동동안안안 계계계속속속 엄엄엄마마마랑랑랑 얘얘얘
기기기해해해야야야 되되되요요요...엄엄엄마마마는는는 공공공부부부만만만 잘잘잘하하하면면면 아아아무무무것것것도도도 안안안해해해도도도 된된된다다다고고고 하하하세세세요요요 공공공
부부부만만만 잘잘잘하하하면면면.........그그그런런런데데데 공공공부부부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은은은 제제제 마마마음음음먹먹먹기기기에에에 따따따라라라서서서 된된된다다다고고고 생생생
각각각해해해요요요...엄엄엄마마마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이이이 공공공부부부하하하는는는데데데 동동동기기기를를를 준준준다다다기기기 보보보다다다는는는 그그그냥냥냥 제제제가가가 뭘뭘뭘
이이이루루루고고고 싶싶싶은은은 데데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보보보충충충 정정정도도도...별별별로로로 도도도움움움은은은 안안안되되되는는는 거거거 같같같은은은데데데요요요...
(B여자고등학교,Case10)-학업성취 下

위 인터뷰 자료들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며 자율성을 부여할 때,자녀
의 학업성취가 높음을 인지할 수 있다.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 시기로써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

가 강하다.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자꾸 통제하며 비
신뢰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반발심을 일으키기가 쉽고,그러한 부모의 행동을 자
녀는 일종의 간섭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물론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
숙되지 않은 고등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
다.그러나 어느 정도 자녀를 인정해주고 자율성을 주어 자기 공부에 대해서 책임
지게 하는 자기결정권을 주는 것이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필요하다.
한편,부모가 자녀에게 신뢰를 갖는다는 것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신뢰를 높이 갖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많다.대체로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충실히 잘할 때 자녀에 대해 만족해하며 더 인정해주고 신뢰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성과는,부모가 평소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학업에 관한 것을 서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며,
자녀 스스로 깨닫아 공부하도록 격려하여 주는 것이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효과
적이라는 것이다.성적이 떨어졌을 시에도,좌절하고 있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압박
감을 주기보다는 자녀가 다시 잘할 수 있게 힘든 시기를 잘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그럴 때에 자녀는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책임감을 느껴 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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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888...222...222...친친친척척척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과과과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이이이 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의 상대적 효과를 보기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에 관련하여,친척의 직업이 판매직·서비스직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일 경우 부적으로,
친척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정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친척의 직업면에서 생각해보면,다중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학생

과 가장 친한 친척의 빈도가 외할머니였고,직업이 가정주부(24.1%)나 무직·은퇴
(22.9%)가 대부분이었던 것을 상기하여 볼 때에,외할머니가 직장을 갖지 않는 경
우,판매직·서비스직으로서 직업을 갖는 경우보다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이것은 곧,직업을 갖지 않은 외할머니의 경우 직업을 가진 경우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학생과 자주 만나 친밀함을 높이고,정서적 지원을 할 수
기회가 많아지므로 서로의 유대가 돈독해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그리고
그러한 친척과의 돈독한 유대는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친척이 집을 자가로 소유할 때에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아진 것은,친척이 경제

자본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학생이 학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콜만(Coleman,1988)은 가족의 재정적 자본은 자녀의 교육활동과 학습기회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기초가 됨을 얘기한 바 있다.곧,가족의 재정적 자원은 아
이들과의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달되는데,이른바 가족의 교육지원 활
동에는 학교 이외의 과외와 같은 교육에 지출하는 경비와 같이 경제적 수준에 의
해 학생에게 전해지는 비용이 정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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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학생의 교육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이외에도 가족의 경제력
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김병성 외,1981;박정숙
1981;김왕근,1988;신동주,1988;배종웅,1993;이정환,1998;장상수 2000;최시
영,2001;방하남·김기헌,2002,2003;정영애·김정미,2004;Bloom 1964;Coleman
etal.,1966;Jencks,etal.,1972;White,1982;Lockheadetal.,1989;Muller,
1994)이 있다.이러한 연구들에 비추어 보아,친척의 경제력 또한 학생의 학업성취
에 위와 같은 맥락으로서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더한,친척 학생간의 사회자본 효과에 관련

하여는,친척과 학생간의 신뢰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이는 학업성취의 차이가 친척·학생과의 신뢰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실제,친척과의 신뢰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어떻게 도움이 되
는지 다음의 인터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일일단단단 부부부모모모님님님이이이 저저저를를를 믿믿믿는는는 것것것처처처럼럼럼 스스스스스스로로로 책책책임임임을을을 갖갖갖게게게 되되되죠죠죠...솔솔솔직직직히히히 공공공
부부부는는는 제제제 자자자신신신을을을 위위위해해해서서서 하하하는는는 거거거지지지만만만 그그그 분분분들들들의의의 기기기대대대에에에 벗벗벗어어어나나나면면면 안안안되되되겠겠겠
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해해해요요요...(Y고등학교,Case1)

아아아무무무래래래도도도 도도도움움움이이이 되되되죠죠죠...부부부모모모님님님이이이 공공공부부부 때때때문문문에에에 꾸꾸꾸지지지람람람을을을 주주주고고고 그그그러러러는는는데데데,,,
부부부모모모님님님이이이 짜짜짜증증증내내내는는는 거거거 보보보다다다,,,가가가면면면 항항항상상상 격격격려려려해해해주주주고고고 칭칭칭찬찬찬해해해 주주주시시시니니니까까까 답답답
답답답할할할 때때때 공공공부부부에에에 더더더 도도도움움움이이이 되되되는는는 거거거 같같같은은은데데데요요요...(Y고등학교,Case2)

아아아까까까 말말말한한한거거거 (((부부부모모모 자자자녀녀녀간간간의의의 신신신뢰뢰뢰)))같같같이이이 저저저를를를 믿믿믿어어어주주주고고고 뭐뭐뭐 잘잘잘했했했다다다 그그그런런런
말말말씀씀씀 해해해 주주주시시시면면면 제제제가가가 칭칭칭찬찬찬을을을 좋좋좋아아아해해해서서서,,,칭칭칭찬찬찬 듣듣듣으으으면면면 잘잘잘한한한다다다구구구요요요...(Y고
등학교,Case4)

믿믿믿음음음을을을 주주주니니니까까까 그그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능능능력력력을을을 보보보여여여줘줘줘야야야 하하하잖잖잖아아아요요요...더더더 노노노력력력하하하게게게 되되되고고고
더더더 공공공부부부에에에 전전전진진진하하하게게게 되되되죠죠죠...(S고등학교,Cas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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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족족족뿐뿐뿐만만만이이이 아아아니니니라라라 친친친척척척들들들이이이나나나 외외외부부부 사사사람람람들들들이이이 제제제가가가 충충충실실실히히히 잘잘잘한한한다다다고고고 칭칭칭
찬찬찬해해해 주주주면면면 기기기분분분이이이 좋좋좋으으으니니니까까까 성성성취취취감감감이이이 생생생기기기고고고 아아아무무무래래래도도도 더더더 공공공부부부하하하게게게 되되되
죠죠죠...(S고등학교,Case7)

왠왠왠지지지 모모모르르르게게게 친친친척척척(((삼삼삼촌촌촌)))이이이라라라 해해해도도도 가가가족족족은은은 가가가족족족이이이니니니까까까 거거거기기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기기기대대대
감감감이이이 있있있고고고 저저저한한한테테테는는는 부부부담담담스스스럽럽럽기기기도도도 하하하지지지만만만,,,거거거기기기에에에 부부부응응응해해해서서서 열열열심심심히히히 하하하
고고고 성성성공공공 해해해야야야겠겠겠다다다는는는 생생생각각각이이이 들들들어어어요요요...(A고등학교,Case9)

이 인터뷰 결과로부터,친척·학생과의 신뢰 또한 부모·자녀와의 신뢰와 마찬가
지로 친척이 학생에게 기대하는 바에 어긋나지 않고자 하는 심리 특성이 학업성
취의 동기에 영향을 주고,학생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친척이 학생에게 관심을 두고 기대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며 그것이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자.
다음은 이에 대한 인터뷰 자료로서,각 학교의 학급에서 성적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친척이 학생에게 갖는 각각 다른 관심과 기대에 관한 것을 기술한
것이다.

제제제가가가 할할할머머머니니니 댁댁댁에에에 방방방문문문했했했을을을 때때때 걱걱걱정정정거거거리리리가가가 있있있으으으면면면 정정정말말말 걱걱걱정정정 많많많이이이 하하하시시시
고고고,,,돌돌돌아아아오오오면면면 유유유독독독 전전전화화화를를를 많많많이이이 하하하시시시고고고 해해해결결결 됬됬됬는는는지지지 물물물어어어 보보보시시시고고고 그그그러러러
시시시거거거든든든요요요.........걱걱걱정정정거거거리리리가가가 주주주로로로 성성성적적적이이이죠죠죠...그그그리리리고고고 갈갈갈 때때때마마마다다다 성성성적적적 얘얘얘기기기
꺼꺼꺼내내내시시시고고고 올올올랐랐랐다다다 하하하면면면 기기기분분분 좋좋좋아아아하하하시시시고고고...(Y고등학교,Case2)-학업성취
上

친친친할할할머머머니니니가가가 항항항상상상 공공공부부부 잘잘잘해해해야야야한한한다다다 그그그런런런 얘얘얘기기기를를를 하하하세세세요요요...그그그러러러니니니까까까 뉴뉴뉴스스스
에에에 막막막노노노동동동하하하는는는 사사사람람람 나나나오오오잖잖잖아아아요요요 그그그러러러면면면은은은 공공공부부부 열열열심심심히히히 하하하면면면 저저저렇렇렇게게게 안안안
된된된다다다고고고 저저저렇렇렇게게게 안안안되되되니니니까까까 열열열심심심히히히 해해해라라라 그그그런런런류류류의의의 덕덕덕담담담을을을 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S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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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Case5)-학업성취 上

(((삼삼삼촌촌촌이이이)))가가가문문문의의의 영영영광광광 같같같은은은 거거거 그그그런런런거거거 되되되게게게 많많많이이이 따따따지지지세세세요요요...만만만날날날 때때때마마마
다다다 사사사회회회적적적으으으로로로 현현현재재재 유유유망망망한한한 직직직업업업 분분분야야야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얘얘얘기기기해해해 주주주시시시고고고 진진진로로로에에에 대대대
한한한 정정정보보보 같같같은은은 것것것을을을 주주주시시시구구구요요요...제제제 공공공부부부나나나 진진진로로로에에에 대대대해해해 항항항상상상 격격격려려려해해해 주주주시시시
고고고 꼭꼭꼭 잘잘잘할할할 수수수 있있있을을을 거거거라라라고고고 말말말씀씀씀해해해 주주주세세세요요요...(S고등학교,Case7)-학업성
취 上

사사사촌촌촌언언언니니니들들들을을을 이이이모모모께께께서서서 혼혼혼자자자 키키키우우우셨셨셨는는는데데데 거거거기기기 큰큰큰언언언니니니도도도 학학학원원원도도도 안안안보보보내내내
고고고 별별별로로로 공공공부부부 안안안시시시켰켰켰어어어요요요 근근근데데데 대대대학학학교교교는는는 좋좋좋은은은데데데 갔갔갔거거거든든든요요요.........이이이모모모가가가 우우우
리리리집집집에에에 안안안부부부전전전화화화가가가 오오오는는는데데데요요요...그그그 때때때 내내내가가가 시시시험험험봐봐봐도도도 이이이번번번엔엔엔 점점점수수수가가가 얼얼얼마마마
나나나 나나나왔왔왔냐냐냐,,,아아아니니니면면면 뭐뭐뭐 어어어떤떤떤 대대대학학학가가가라라라 저저저한한한테테테 그그그런런런 상상상관관관 안안안하하하세세세요요요...(E고
등학교,Case13)-학업성취 下

(((학학학업업업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대대대화화화는는는)))거거거의의의 안안안하하하는는는데데데요요요...그그그냥냥냥 다다다른른른 얘얘얘기기기해해해요요요...이이이모모모가가가요요요
연연연예예예인인인을을을 많많많이이이 좋좋좋아아아하하하거거거든든든요요요...그그그래래래서서서 그그그 얘얘얘기기기도도도 하하하고고고 요요요즘즘즘에에에 또또또 이이이모모모가가가
컴컴컴퓨퓨퓨터터터를를를 배배배운운운다다다고고고 그그그래래래서서서 그그그런런런 거거거 그그그런런런 대대대화화화.........그그그리리리고고고 저저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기기기
대대대는는는 제제제가가가 키키키가가가 좀좀좀 크크크니니니까까까요요요 연연연예예예계계계 쪽쪽쪽으으으로로로 가가가보보보라라라고고고 그그그런런런 거거거 좀좀좀 있있있어어어
요요요...성성성공공공할할할 거거거 같같같다다다고고고...그그그런런런데데데 그그그런런런 거거거는는는 제제제가가가 못못못해해해서서서...하하하여여여튼튼튼 그그그쪽쪽쪽으으으
로로로 좀좀좀 기기기대대대를를를 하하하세세세요요요...(B여자고등학교,Case10)-학업성취 下

이를 통해 친척으로부터 학업에 관련된 관심과 기대를 받는 학생의 학업성취
가 높음을 알 수 있다.이는 친척이 학생에게 어떠한 관심을 기울여 주고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친척의 학
업에 관한 관심과 기대에서의 정서적 지원이 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학생은 친척이 그에게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려는 심리가 있

다.그렇기 때문에 친척으로부터 학업에 관련된 관심과 기대를 받는 학생은,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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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일반적으로 관심이나 기대를 두지 않는 친척을 둔 학생보다는,자신의 높은
학업성취를 위해 공부하는 시간이나 양을 늘림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
할 것이다.그러면 이것은 결국 학생의 높은 학업성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위의 결과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에,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뿐 아니라,친척·학생과의 신뢰적인 관계에 더하여,
친척의 학생에 대한 학업적 관심과 기대에서의 정서적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한 학
업성취를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888...222...333...부부부모모모···친친친척척척의의의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배배배경경경과과과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이이이
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와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
변인의 영향력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4단계에 걸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각 단계별로 새로운 변인들의 투입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와 관련된 기
존 변인들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부모와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변량의 총 9.2%(R²=.092)를 설명하였다.구체적으로,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3.3%,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이 3.3%,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2.1%,친척·학생
간의 사회자본의 효과는 0.5%를 나타내었다.부모보다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적은 것은 부모·자녀 관계보다 친척과 학생이 덜 밀착된 관
계라고 볼 때에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하겠다.그리고,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의 변량이 3.3%로서 같은 비중을 나타냄은,학업성취를 높이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만큼이나 사회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이러
한 연구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이 부모의 경제자본과 인적자본과는 독립적
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오계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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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김경근,2000;안우환,2003;Colemanetal.,1988;AstoneandMcLanahan,
1991;Muller,1993;McLanahan & Sandefur,1994;Ho and Willms,1996;
Maurice,2000)와 일치한다.
학업성취에 대한 4단계의 회귀분석은,이전에 실시하였던 부모와 친척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의 2단계 회귀분석과 같은 결과로서,아버지의 학력이 높
고 부모·자녀간의 신뢰가 깊으며,친척이 경제적으로 잘살고 친척·학생간의 신뢰
가 깊으면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친척이 판매직·서비스직(비
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무직/은퇴,기타)으로 직업을 가진 경우
에는 학생의 학업성취는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회귀모형 2단계에서 유의미한 효과

를 가졌던 아버지의 학력이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들이 추가되었을 때(3단
계)그 영향이 다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이는 그 차이가 통제된 친척의 사회경
제적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즉,아버지의 학력이 낮다고 하더라도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다면 학생이 성적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는 의미이다.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친척의 높은 학력에 의해 학생이 학업하
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음의 심층인터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삼삼삼촌촌촌이이이 부부부모모모님님님보보보다다다 좀좀좀 더더더 고고고학학학력력력이이이어어어서서서 좀좀좀 세세세부부부적적적인인인 이이이야야야기기기들들들을을을 많많많이이이
나나나누누누는는는데데데요요요...도도도움움움이이이 되되되는는는 편편편이이이죠죠죠...삼삼삼촌촌촌은은은 저저저에에에게게게 많많많은은은 걸걸걸 알알알려려려주주주시시시고고고
정정정보보보도도도 많많많이이이 주주주시시시니니니까까까 자자자연연연스스스럽럽럽게게게 학학학습습습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얘얘얘기기기도도도 많많많이이이 하하하죠죠죠.........222
학학학년년년 올올올라라라가가가면면면 문문문과과과 이이이과과과 계계계열열열을을을 나나나누누누게게게 되되되잖잖잖아아아요요요...제제제가가가 이이이과과과를를를 선선선택택택할할할
건건건데데데 이이이과과과를를를 선선선택택택하하하는는는 계계계기기기도도도 삼삼삼촌촌촌이이이 이이이과과과에에에 가가가면면면 좋좋좋은은은 것것것들들들을을을 많많많이이이 알알알
려려려주주주셨셨셨어어어요요요...(S고등학교,Case6)

삼삼삼촌촌촌이이이 저저저한한한테테테 충충충고고고쪽쪽쪽으으으로로로 얘얘얘기기기하하하시시시는는는게게게 많많많은은은데데데요요요...그그그러러러니니니까까까 제제제가가가요요요,,,
이이이런런런 쪽쪽쪽으으으로로로 진진진로로로를를를 나나나가가가고고고 싶싶싶다다다 생생생각각각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을을을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 (((부부부모모모님님님보보보
다다다 학학학력력력이이이 높높높은은은)))삼삼삼촌촌촌과과과 우우우선선선 얘얘얘기기기하하하시시시는는는거거거 같같같아아아요요요...컴컴컴퓨퓨퓨터터터 공공공학학학 그그그런런런
쪽쪽쪽으으으로로로.........삼삼삼촌촌촌도도도 그그그 쪽쪽쪽으으으로로로 나나나오오오셨셨셨거거거든든든요요요...그그그래래래서서서 저저저한한한테테테 이이이것것것 저저저것것것



- 112 -

도도도움움움되되되는는는 말말말씀씀씀을을을 하하하세세세요요요...(A고등학교,Case9)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볼 때,이상의 연구결과들은 한국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부모와 친척이 지닌 경제적·사회적 자원과 정서적 지지에 바탕을 둔 부모·자녀,
친척·학생과의 정서적 유대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이것은 학생의 가정배경과 친척배경을 구성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사회자본,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사회자본이 일정 부분씩 학생의 학업성취에
각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부모와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이 총 9.2%(R²=.092)는 비교적 낮은 설명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이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은 아마도 아직까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상
당 부분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교문화라는 것은 가족이나 친척의 전통적 관계를 중요시함에서

기인한다.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유교가치의 가족주의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개인이 이루는 학업성취에 친척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확
인하고자 하였다.한국사회가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도 그 안에 변함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유교문화의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유교적 가치와 관련하여 제작한 호혜성 문항들,그리고 한국

가족주의에 입각하여 가족 관계를 친척까지 연장하여 살펴본 전체적인 사회자본
문항들은,한국인의 유교 문화가 가족과의 사회자본인 연결망․호혜성에서,학생의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이것을 재고해 보면,한국의 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가 유교문화의 가족주의에 많은 영향은 받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아
마도 개인의 학업성취는 유교문화의 공동체적인 관계성과 소원한 개인 지향적인
요소가 지배적일 것이라고 사려된다.
한편,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경로 이외에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학

생이 맺는 친척과의 유대가 친가보다 외가가 더욱 강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
견하였다.이는 부계중심인 유교사회의 한국사회가 실제 생활면은 모계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다음은 이것에 대해 연구가설 이외의 문제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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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자 한다.

제제제 333절절절 응응응답답답자자자와와와 친친친척척척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응답자와 생활면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척의 비율은 다음 <표 8-1>과 같다.응
답자가 친가쪽 친척과 가까이 지내는 비율이 35.7%,외가쪽 친척과 가까이 지내는
비율이 64.3%로서 요즘 학생들이 친가보다는,대부분 외가 친척들과 더 친하게 지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8-1>응답자와 친한 친척의 친가 vs.외가 비율

친가 백분율(%) 외가 백분율(%)
친할머니 10.0 외할머니 14.9
첫째 삼촌 5.0 첫째 이모 11.2
친할아버지 4.7 둘째 이모 8.5
첫째 고모 4.3 첫째 외삼촌 7.6
둘째 삼촌 3.9 둘째 외삼촌 6.1
둘째 고모 2.7 셋째 이모 5.0
셋째 삼촌 2.2 외할아버지 4.6
셋째 고모 1.2 넷째 이모 3.1
넷째 삼촌 1.2 셋째 외삼촌 2.2
넷째 고모 0.5 넷째 외삼촌 1.1
합계 35.7 합계 64.3

외가와의 친밀한 유대32)는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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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저희희희는는는요요요 친친친가가가보보보다다다는는는 외외외가가가가가가 더더더 친친친하하하거거거든든든요요요...피피피서서서 같같같은은은데데데도도도 외외외가가가랑랑랑 같같같
이이이 가가가고고고 그그그러러러다다다 보보보니니니까까까.........저저저가가가 찾찾찾아아아가가가기기기도도도 하하하고고고 오오오기기기도도도 하하하고고고 많많많이이이 만만만
나나나요요요...(D고등학교,Case12)

가가가장장장 친친친한한한 친친친척척척은은은 외외외할할할머머머니니니세세세요요요...친친친가가가쪽쪽쪽은은은 아아아빠빠빠하하하고고고 사사사이이이가가가 나나나빠빠빠서서서요요요...
아아아빠빠빠도도도 좀좀좀 외외외가가가쪽쪽쪽은은은 편편편해해해 하하하시시시는는는거거거 같같같고고고.........외외외가가가쪽쪽쪽이이이 훨훨훨씬씬씬 가가가까까까워워워가가가지지지
고고고 자자자주주주 놀놀놀러러러가가가기기기도도도 하하하고고고 그그그래래래요요요...(A고등학교,Case9)

친친친가가가쪽쪽쪽은은은 구구구정정정이이이나나나 추추추석석석 같같같은은은 때때때만만만 같같같이이이 모모모이이이고고고,,,외외외가가가쪽쪽쪽은은은 외외외할할할머머머니니니 생생생
신신신 때때때 꼭꼭꼭 외외외할할할머머머니니니 댁댁댁이이이나나나 가가가까까까운운운 이이이모모모네네네 집집집에에에서서서 모모모이이이죠죠죠...외외외가가가집집집 식식식구구구
들들들은은은 (((친친친가가가집집집 식식식구구구들들들에에에 비비비해해해)))일일일년년년에에에 몇몇몇 차차차례례례 정정정도도도 더더더 뵙뵙뵙죠죠죠...(Y고등학
교,Case1)

친친친한한한 친친친척척척은은은 엄엄엄마마마쪽쪽쪽이이이예예예요요요...엄엄엄마마마쪽쪽쪽에에에 외외외할할할머머머니니니랑랑랑 이이이모모모 계계계시시시거거거든든든요요요...이이이
모모모네네네랑랑랑 제제제일일일 많많많이이이 친친친한한한 것것것 같같같아아아요요요...(B여자고등학교,Case10)

학생들이 외가와 더욱 가깝다는 사실은 학생의 양육과 성장 과정에 있어,어머
니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그들과 어려서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던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2005년 동아일보 9월 22일자 ‘이모만 있고 고모는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에 의하면,요즘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육아를 전적으로 장모에게 의탁한다고 한

32)2000년 7월 21일 KBS뉴스에서는 ‘외가가 삶의 체험의 장’이라는 제목으로 자녀들과 외
가와의 강한 유대를 집중 조명했는데,내용은 다음과 같다.방학동안 자녀들이 가정에
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좀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자녀들이 방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봤더니 서울에서 중학교
에 다니는 예림이와 예솔이 자매는 방학마다 시골에 있는 외갓집을 찾는다.환갑을 넘
긴 두 노인이 경작하는 논밭이 6500여평,자매는 올 때마다 농사일을 돕고 자연스럽게
자연을 공부한다.외손녀들을 경운기에 태우고 집을 나선 할아버지,해마다 들려주는
외갓집 내력이지만 올해는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싶어한다(문숙재 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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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고 아이들은 외가 할머니와 이모를 엄마만큼 따른다고 한다.육아부담은
친정 부모가 지는 ‘외가 위탁용 육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외가와의 접촉이
늘고 그들과의 유대가 돈독해지는 것이다.
다음의 <표 8-2>는 학생과의 유대가 깊은 친척이 어머니의 형제이며,어머니

의 형제 중에서도 특히 이모와의 유대가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표 8-2>응답자와 친한 조부모 vs.부모의 형제 비율

부모의 부모(%)
부모의 형제

부의 형제(%) 모의 형제(%)

외할머니 14.9
첫째 삼촌 5.0 첫첫첫째째째 이이이모모모 111111...222
첫째 고모 4.3 둘둘둘째째째 이이이모모모 888...555

친할머니 10.0
둘째 삼촌 3.9 첫째 외삼촌 7.6
둘째 고모 2.7 둘째 외삼촌 6.1

친할아버지 4.7
셋째 삼촌 2.2 셋째 이모 5.0
셋째 고모 1.2 넷째 이모 3.1

외할아버지 4.6
넷째 삼촌 1.2 셋째 외삼촌 2.2
넷째 고모 0.5 넷째 외삼촌 1.1

합계 34.2 21 44.8

이모와 친밀하다는 것은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모와의 가까운 접촉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그러한 유대가 응답자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이모와 두터운 유대의 관계로서 지속되고 있음을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우우리리리 집집집이이이 단단단독독독주주주택택택 사사사는는는데데데 이이이모모모들들들 미미미혼혼혼일일일 때때때 이이이모모모들들들 아아아래래래층층층 쓰쓰쓰고고고 우우우리리리
집집집이이이 윗윗윗층층층 이이이었었었거거거든든든요요요...어어어렸렸렸을을을 때때때는는는 이이이모모모들들들 아아아니니니면면면 누누누나나나가가가 있있있다다다고고고 해해해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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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외롭롭롭게게게 지지지내내내야야야 했했했으으으니니니까까까.........저저저 맛맛맛있있있는는는것것것도도도 잘잘잘 사사사주주주고고고 우우우리리리 이이이모모모들들들이이이 저저저
엄엄엄청청청 자자자식식식처처처럼럼럼 아아아끼끼끼고고고 그그그러러러거거거든든든요요요 나나나중중중에에에 성성성공공공하하하면면면 잘잘잘 할할할꺼꺼꺼예예예요요요...(Y고
등학교,Case4)

어어어머머머니니니가가가 셋셋셋째째째 이이이신신신데데데요요요...큰큰큰이이이모모모 집집집에에에서서서 많많많이이이 놀놀놀았았았는는는데데데요요요...그그그것것것 때때때문문문에에에
큰큰큰 이이이모모모랑랑랑 제제제일일일 가가가까까까운운운데데데요요요...이이이모모모네네네랑랑랑 많많많이이이 친친친해해해서서서 이이이모모모 집집집 가가가서서서 새새새해해해
를를를 지지지난난난 게게게 저저저가가가 생생생각각각나나나는는는 것것것만만만 해해해도도도 한한한 다다다섯섯섯 번번번 정정정도도도가가가 되되되거거거든든든요요요...친친친엄엄엄
마마마 친친친아아아빠빠빠가가가 한한한분분분 더더더 계계계시시시는는는 거거거 같같같은은은 느느느낌낌낌이이이 들들들 정정정도도도로로로 그그그래래래요요요 저저저는는는...나나나
중중중에에에 경경경제제제적적적 활활활동동동을을을 하하하게게게 된된된다다다면면면 만만만약약약에에에 돈돈돈을을을 백백백만만만원원원을을을 번번번다다다면면면 오오오십십십 만만만
원원원은은은 제제제가가가 쓰쓰쓰고고고 삼삼삼십십십 만만만원원원은은은 어어어머머머니니니한한한테테테 드드드리리리고고고 이이이십십십 만만만원원원은은은 그그그 쪽쪽쪽에에에 드드드
릴릴릴 거거거 같같같아아아요요요 물물물질질질적적적으으으로로로...(D고등학교,Case12)

요컨대,한국의 유교 가족주의가 아버지 중심에서 어머니 친족들과의 관계 교
류가 깊어지면서 외가와의 유대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가와 유대가 깊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자녀키우기에 있어 제 1의 양육자인

어머니가 가부장적인 전통 관계를 지켜야하는 며느리로서의 시댁식구보다는 마음
적으로 편한 친정식구들과 더욱 가까이 지냄으로서,어려서부터 자녀들은 외가 친
척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그들과의 정서적 유대가 더 돈독해진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외가 중심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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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999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사회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또 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이 부모·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매개한다면 사회
자본의 구성 요소인 어떠한 변인이 실질적으로 매개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계층별로 접근 가능한 인문계 6학교의

고등학교 1학년생 519명을 양적분석 대상으로,양적분석 대상 중 2개교의 8명과
여타 일반계 고등학교 5개교의 1학년생 5명을 더한 총 13명의 학생을 질적분석
대상으로 부모와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부모·자녀,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
그리고 학업성취를 학생용 설문지와 학업성취도 문제지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에서 부모·자녀간 사회자본인 신뢰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아

버지 학력)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효과가 있었다.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
경(가족의 생활수준)은 부모·자녀간의 사회자본인 신뢰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나타냈다.이는 아버지의 높은 학력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부모·자녀 사이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자녀에 대한 신뢰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고,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의 생활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에 매개하는 역
할을 한다는 점에서,부모·자녀와의 신뢰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직·간접
적으로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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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친척의 집 소유여부,친척 직업인 판매직·서비스
직)이 학업성취에 직접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고,동시에 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친척의 집 소유여부,친척 직업인 전문직·자유직)이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인 신
뢰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이러한 결과로서,친척이 집을 자가로 소유할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고,친척이 판매직·서비스직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에
는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친척의 집 소유여부,친척 직업인 전문직·자유직)이 친척 학생과의 신뢰를 통하여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물론 여기에
는 친척·학생간 사회자본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친척이 학생에게 충분한 가족 愛를 가지고 신뢰를 갖는 것이 학생의 높

은 학업성취를 돕는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또한 부모·자녀의 관계,그리고 친
척·학생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로 설정한 신뢰,연결망,호혜성 중에
신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결국 학생의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데 매
우 중요한 사회자본의 변수는 학생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며 믿어주는 “신뢰”라는
결론을 얻었다.

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및및및 향향향후후후과과과제제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 해석 및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본 연구의 양적분석 대상이었던 일반계 고등학교 6개교의 총 519명의 1

학년생은 표집 과정에서 대체로 중․상계층이 많았고,또 연구대상이 서울지역에



- 119 -

국한되어 있어 가족의 사회자본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지역차를 보여줄 수 없었으
므로 이 결과를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생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둘째,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학업성취도에 관한 문제인데,부모·자녀 그

리고 친척·학생간의 사회자본을 부모와 친척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답하게 하지
못했고,학생들의 시각에서 부모와 친척과의 사회자본을 응답하게 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또한 부모의 경제적 부를 측정하는데 있어 응답자 자신이 생각하
는 생활수준으로 주관적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객관적인 지표로 명확하게 가
족의 경제적 부를 분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업성취도 검사에 있다.학업성취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의 학교가 입시를 목표로 하는 일반계 학교였기 때문에 담임교사와 학생
들이 설문지 응답에 시간을 뺏기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이러한 상황
에서 학업성취의 측정을 모두 똑같은 환경에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
다.따라서 이렇게 측정된 학업성취는 명확히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친척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의 조사를 분석의 편의상 가장 친

한 친척 한 명만을 제한하여 봄으로써,실제 설문에서 모두 조사한 학생과 두 번
째,세 번째로 친한 친척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그
리고 “가장 친한 친척”이 학생의 입장에서 응답하여 생각한 “가장 친한 친척”이었
으므로,그 친척도 과연 학생과 가장 친한 관계인지는 모호하다.이것을 친척에게
직접 물어보았을 경우 더욱 뚜렷이 친척과의 관계와 사회자본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었다.
넷째,본 연구의 문항 제작에 관한 것이다.가족 사회자본의 변수 중에서 신뢰

를 제외하고 연결망,호혜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이들의 사
회자본 측정을 일상생활이 아닌 ‘학업에 직접 관련된’문항으로서 질문들을 제작했
어야 했고,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이라는 그 특성과 수준을 더
깊게 생각하여 문항들을 제작했어야 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으로 남는다.따라서 부모·

자녀,친척·학생간의 연결망과 호혜성에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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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에 대하여는,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작부터 하루에 10시

간 이상이 되는 학교 수업을 지속하며 아침 8시 이전에 학교에 도착,수업이 끝난
후에도 야간 자율학습이나,도서관에서의 개인 학습,과외 또는 학원수강 등으로
밤 11,12가 다 되어 겨우 집으로 돌아온다.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리다가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의 생활은 고작 다음 날 학교에 가기 위해 잠
을 자기 위한 것이,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
일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

들은,또한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어머니가 집에 상주하지 않는다면,학생들은 더
더욱 집에서 부모와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모·자녀와의 연결망을
생활면에서 알아보는 것의 문항 제작에 문제가 있은 듯하다.
학생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생활할 시간이 없어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이러한

데,친척과의 생활면에서의 연결망을 살펴본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
다.이와 같은 현실 아래에서 친척과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물리적으로 자주 만
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또 자주 만날 수도 없는데 친척과 학업이나
진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목적이 철저히 대학 입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일

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든 학생이 이 목적에 맞는 일률적으로 같은 구조화된
생활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로,부모와의 일상 생활면에서의 만남,나아가서
친척과의 취미나 여행 등은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항들이었던 것 같다.
여기에 또 하나는,만약 물리적으로 부모나 친척과 생활면에서 만날 기회가 많

다고 하더라도,이 문항들의 측정의 경우 부모·친척과 함께 하는 취미,저녁식사,
가족여행,친척과의 모임이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
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 같다.
필자의 연구가설의 배경은,일생생활에서 부모·친척과의 강한 유대가 학생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만들어 학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행동에 연관되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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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가 높아진다는 생각이었는데,학업에 관련하여 ‘일상생활의 연결망’에 관련
된 질문은 사실상 학생이 학업성취를 이루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듯싶다.입시를 위주로 하는 고등학생의 특성상,가족과의 일상생활에서의 잦
은 연결망의 빈도가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또 학업성취에 직접적으
로 매개되어 연결되는 점이 없어,결국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데에 상관
관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그러므로 부모·친척과 학생간의 유대 관계의 사
회자본 문항을 일상생활에서 보다는 학업에 관련된 것을 묻는 측정 문항의 제작
이 보다 적절하였다고 생각이 든다.
여기에,직접적으로 학업에 관련하여 질문한 연결망 문항들,부모나 친척과 학

습이나 진로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눈다의 문항과 학교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 부
모가 직접 점검한다는 문항은 학생의 학업성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지만,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대체로 숙제를 자율성에 맡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후자의 문
항은 고학년인 고등학생에게 묻는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또한,가족의 사회자본인 호혜성도 학생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는데,이러한 것을 유교문화의 또 다른 측면의 가족주의 개념에 착안
하여,부모나 친척이 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적정 수준에서의 심리
적 압력이나 통제,교육적 포부수준에 관한 학업성취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호혜성 문항으로 제작하였다면,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부모나 친척이 학생의 학업성적이 오르면 그에 따른 보상이라 격려를 해

준다는 문항은 학업성취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이었기는 하나,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는 데에는 사실,자신의 미래나 직업을 위한 개
인적인 이유에서,또는 유교문화의 효 사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공부를 충실히 잘
하여 오히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이유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부모나
친척이 성적 오른 것에 대해 보상이나 격려를 해준다고 하여 학생의 학업성취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은,그것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데에 동기는 되겠지
만 학업성취에 큰 의미는 없는 듯싶다.따라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역시
고등학생에게 묻는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문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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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부모·자녀,친척·학생과의 사회자본은 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지로서 학업

성취에 분명 긍정적 동기로서 연결되어진다.그런데,가족의 믿음이나 친밀한 유
대,호혜적인 마음은 정서적 지원이지만,사실 이것과 학업성취와의 직접적인 연관
성은 불명확하다.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학업성취에
영향이 어떠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가족의 높은 사회자본 때문에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아지게 된다면,역으

로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이 가족과의 사회자본이 높다라는 이론도 가능하다.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의 가족과의 사회자본
을 비교하여 이것에 차이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셋째,가족 내의 사회자본은 성인 가족과 학생 사이의 관계구조에 의하여 발생

되어 표출된다는 콜만(Coleman,1988)의 연구 이론에 따라서 친척의 범위를 성인
가족으로 제한하여 보았는데,친척을 성인 가족뿐만 아니라 학생과 같은 나이 또
래의 사촌 형제자매와 주고받는 사회자본의 효과를 보기 위해,친척의 범위를 넓
혀 다른 여러 친척들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
요하다.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부모·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형제·자매간의
사회자본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조사에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
요하다.
넷째,본 연구는 서울 시내 6개교의 일반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

시하였으므로,실업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자본에 있어서
의 차이는 알 수 없었다.앞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등학교들을 연구에 포함시
켜,학교 특성상 실제 사회자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사회자본을 비교하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사회자본의 개념이 아직까지 ‘이것이다’라고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

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고 본 연구에서도 사회자본을 완벽하게 모두 다루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연구자가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수용하여 유교문화와 가족주의 개념을 덧입혀 사회자본의 변수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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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연결망,호혜성의 변수 이외에도,한국적 상황에 맞는 사회자본의 변수가 무
엇인지 찾아내고 개발하여 그것을 명확하게 측정하려는 보다 정밀한 후속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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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모모모형형형에에에 포포포함함함된된된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상상상관관관분분분석석석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111000 111111 111222 111333 111444 111555 111666 111777 111888 111999

111 1
N=505

222 -.364**
N=481

1
N=489

333 -.219**
N=481

-.199**
N=489

1
N=489

444 .140**
N=481

-.350**
N=489

-.318**
N=489

1
N=489

555 .422**
N=481

-.242**
N=489

-.220**
N=489

-.386**
N=489

1
N=489

666 .277**
N=480

-.104*
N=467

-.195**
N=467

.130**
N=467

.116*
N=467

1
N=489

777 .053
N=504

-.067
N=488

.009
N=488

-.050
N=488

.085
N=488

.082
N=488

1
N=517

888 .211**
N=504

-.083
N=488

-.024
N=488

.105*
N=488

.033
N=488

.177**
N=488

.314**
N=517

1
N=517

999 -.033
N=504

.024
N=488

.029
N=488

.001
N=488

.007
N=488

-.007
N=488

.178**
N=517

.202**
N=517

1
N=517

111000 .086
N=482

-.058
N=468

-.032
N=468

.043
N=468

.078
N=468

.047
N=468

.005
N=491

.089*
N=491

.070
N=491

1
N=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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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P<.01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111000 111111 111222 111333 111444 111555 111666 111777 111888 111999

111111 -.123**
N=467

.209**
N=458

-.076
N=458

-.042
N=458

-.054
N=458

.030
N=453

-.081
N=474

-.111*
N=474

.036
N=474

.006
N=459

1
N=475

111222 -.184**
N=467

.018
N=458

.119*
N=458

-.036
N=458

-.054
N=458

-.055
N=453

-.009
N=474

-.009
N=474

-.039
N=474

.021
N=459

-.117*
N=475

1
N=475

111333 -.050
N=467

-.012
N=458

.014
N=458

.011
N=458

-.031
N=458

.018
N=453

.009
N=474

-.001
N=474

-.031
N=474

.154**
N=459

-.105*
N=475

-.145**
N=475

1
N=475

111444 .097*
N=467

-.135**
N=458

.002
N=458

-.016
N=458

.125**
N=458

.000
N=453

.030
N=474

.074
N=474

.139**
N=474

.229**
N=459

-.095*
N=475

-.132**
N=475

-.118**
N=475

1
N=475

111555 .100*
N=487

-.080
N=471

-.002
N=471

.092*
N=471

.006
N=471

.091
N=467

.069
N=491

.086
N=491

.047
N=491

.119**
N=474

-.099*
N=459

-.097*
N=459

-.027
N=459

.024
N=459

1
N=492

111666 .074
N=503

-.073
N=487

-.070
N=487

.065
N=487

.088
N=487

.098*
N=486

.291**
N=514

.295**
N=514

.088*
N=514

.069
N=492

-.101*
N=475

-.056
N=475

-.038
N=475

.116*
N=475

.143**
N=492

1
N=515

111777 .026
N=502

-.028
N=487

-.050
N=487

.026
N=487

.048
N=487

.063
N=486

.111*
N=513

.356**
N=513

.061
N=513

.099*
N=491

-.005
N=475

-.001
N=475

-.055
N=475

.085
N=475

.095*
N=491

.475**
N=514

1
N=514

111888 .007
N=501

-.044
N=486

.009
N=486

.049
N=486

.019
N=486

.010
N=485

.103*
N=511

.257**
N=511

.317**
N=511

.114*
N=491

-.041
N=474

-.042
N=474

-.058
N=474

.127**
N=474

.146**
N=491

.472**
N=512

.486**
N=511

1
N=512

111999 .188**
N=505

-.026
N=489

-.009
N=489

-.008
N=489

.072
N=489

.047
N=489

.156**
N=517

.072
N=517

-.010
N=517

.008
N=492

.029
N=475

-.154**
N=475

-.015
N=475

-.014
N=475

.102*
N=492

.096*
N=515

.000
N=514

.019
N=512

1
N=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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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아버지 학력
222:아버지 직업 -생산직·기술직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
333:아버지 직업 -판매직·서비스직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
444:아버지 직업 -일반사무직·관리직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
555:아버지 직업 -전문직·자유직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
666:가족의 생활수준
777:부모·자녀간의 신뢰
888:부모·자녀간의 연결망
999:부모·자녀간의 호혜성
111000:친척 학력
111111:친척 직업 -생산직·기술직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
111222:친척 직업 -판매직·서비스직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
111333:친척 직업 -일반사무직·관리직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
111444:친척 직업 - 전문직·자유직 (비교집단:농림/어업/축산업,학생,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
111555:친척의 집 소유여부
111666:친척·학생간의 신뢰
111777:친척·학생간의 연결망
111888:친척·학생간의 호혜성
111999:학업성취 (수학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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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설설설문문문지지지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과과과 교교교육육육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조조조사사사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세요.

이이이번번번에에에 저저저는는는 여여여러러러분분분의의의 가가가족족족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과과과 학학학업업업 관관관련련련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박박박사사사
학학학위위위 논논논문문문을을을 쓰쓰쓰고고고자자자 아아아래래래와와와 같같같은은은 설설설문문문지지지를를를 준준준비비비하하하였였였습습습니니니다다다...

본본본 연연연구구구는는는 조조조사사사결결결과과과를를를 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하하하여여여 순순순수수수한한한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으으으로로로만만만 사사사
용용용될될될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여여여러러러분분분께께께서서서 평평평소소소 가가가지지지고고고 있있있는는는 생생생각각각을을을 담담담백백백하하하게게게 밝밝밝
혀혀혀 주주주시시시면면면 감감감사사사하하하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여여여러러러분분분이이이 성성성실실실하하하게게게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준준준 설설설문문문결결결
과과과는는는 통통통계계계적적적으으으로로로만만만 처처처리리리되되되기기기 때때때문문문에에에 응응응답답답자자자 개개개인인인의의의 정정정보보보가가가 노노노출출출되되되
는는는 일일일은은은 절절절대대대 없없없습습습니니니다다다...

바바바쁜쁜쁜 중중중에에에도도도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는는는 것것것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리리리며며며,,,저저저의의의
연연연구구구에에에 도도도움움움을을을 주주주셔셔셔서서서 고고고맙맙맙습습습니니니다다다...

만만만약약약 질질질문문문이이이 있있있으으으면면면 여여여러러러분분분의의의 선선선생생생님님님이이이나나나 연연연구구구자자자에에에게게게 질질질문문문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222000000666년년년 444월월월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사사사회회회학학학과과과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류류류석석석춘춘춘
박박박사사사과과과정정정 최최최희희희숙숙숙

학교 : 학년 :고등학교 1학년 반 :

번호 : 전화번호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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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각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읽읽읽고고고 관관관련련련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체체체크크크(((VVV)))해해해 주주주세세세요요요...

문항
번호 문 항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런런런
편편편이이이
다다다

대대대체체체
로로로그그그
런런런편편편
이이이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대대대체체체
로로로그그그
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
지지지않않않
다다다

1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는는는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에에에서서서 나나나의의의 판판판단단단이이이나나나
의의의사사사를를를 존존존중중중해해해 주주주신신신다다다...

2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는는는 내내내가가가 어어어려려려운운운 일일일을을을 당당당해해해도도도 잘잘잘
처처처리리리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신신신다다다...

3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는는는 내내내가가가 약약약속속속을을을 잘잘잘 지지지키키키며며며 책책책임임임감감감
있있있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신신신다다다...

4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는는는 내내내가가가 열열열심심심히히히 공공공부부부하하하면면면 다다다른른른 친친친
구구구들들들보보보다다다 공공공부부부를를를 더더더 잘잘잘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
신신신다다다...

5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는는는 내내내가가가 무무무언언언가가가 해해해낼낼낼 것것것이이이라라라는는는 기기기
대대대감감감을을을 강강강하하하게게게 갖갖갖고고고 계계계신신신다다다...

6 부부부모모모님님님과과과 함함함께께께 즐즐즐기기기며며며 활활활동동동하하하는는는 취취취미미미가가가 있있있다다다...
7 부부부모모모님님님과과과 일일일주주주일일일에에에 최최최소소소한한한 111회회회 이이이상상상,,,저저저녁녁녁식식식

사사사를를를 함함함께께께 한한한다다다...
8 부부부모모모님님님과과과 함함함께께께 일일일년년년에에에 한한한번번번 이이이상상상은은은 가가가족족족여여여행행행

을을을 한한한다다다...
9 부부부모모모님님님과과과 나나나의의의 학학학습습습이이이나나나 진진진로로로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자자자주주주

대대대화화화를를를 나나나눈눈눈다다다...
10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는는는 내내내가가가 학학학교교교 숙숙숙제제제를를를 잘잘잘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

지지지 직직직접접접 점점점검검검하하하신신신다다다...
11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는는는 나나나를를를 사사사랑랑랑하하하시시시고고고,,,나나나는는는 부부부모모모님님님

께께께 감감감사사사하하하며며며 존존존경경경하하하는는는 마마마음음음을을을 갖갖갖고고고 있있있다다다...
12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는는는 내내내가가가 성성성공공공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 곧곧곧 부부부모모모님님님

자자자신신신이이이 성성성공공공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신신신다다다...

13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 지지지금금금 나나나에에에게게게 하하하는는는 정정정서서서적적적․․․물물물질질질
적적적 지지지원원원은은은 언언언젠젠젠가가가 내내내가가가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 돌돌돌려려려드드드려려려야야야
할할할 것것것이이이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한한한다다다...

14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는는는 내내내가가가 공공공부부부 잘잘잘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 부부부모모모님님님
께께께 대대대한한한 효효효도도도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신신신다다다...

15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는는는 나나나의의의 학학학업업업성성성적적적이이이 오오오르르르면면면 그그그에에에
따따따르르르는는는 보보보상상상이이이나나나 격격격려려려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신신신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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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111...반반반드드드시시시 읽읽읽어어어보보보세세세요요요...
1. :친할아버지 2. :외할아버지
3. :친할머니 4. :외할머니
5. :아버지의 남자형제 첫째 삼촌 6. :어머니의 남자형제 첫째 외삼촌
7. : 둘째 삼촌 8. : 둘째 외삼촌
9. : 셋째 삼촌 10.: 셋째 외삼촌
11.: 넷째 삼촌 12.: 넷째 외삼촌
13.:아버지의 여자형제 첫째 고모 14.:어머니의 여자형제 첫째 이모
15.: 둘째 고모 16.: 둘째 이모
17.: 셋째 고모 18.: 셋째 이모
19.: 넷째 고모 20.: 넷째 이모

예예예시시시)))위위위 표표표111를를를 보보보고고고 가가가장장장 친친친한한한 천천천척척척 번번번호호호를를를 순순순서서서대대대로로로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번번번호호호
에에에 선선선을을을 연연연결결결하하하세세세요요요...

******위위위 표표표111에에에서서서 가가가장장장 친친친한한한 친친친척척척을을을 선선선택택택하하하여여여,,,다다다음음음 빈빈빈칸칸칸에에에 기기기입입입하하하
고고고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번번번호호호에에에 선선선을을을 연연연결결결하하하세세세요요요...

111666)))가가가장장장 친친친한한한 친친친척척척 333명명명을을을 위위위 표표표111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하하하여여여 순순순서서서대대대로로로 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세세세요요요...

1) 2) 3)

17)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과과과의의의 동동동거거거여여여부부부에에에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번번번호호호에에에 선선선을을을 연연연결결결하하하세세세요요요...

                    

2) 3)1)

1.같이 산다
2. 같이 살지

않는다

2) 3)1) 2) 3)1)

1.같이 산다
2. 같이 살지

않는다

보 기

1 .같 이 산 다
2 .  같 이 살 지

않 는 다

2 )  4 3 )  51 )  3

보 기

1 .같 이 산 다
2 .  같 이 살 지

않 는 다

2 )  4 3 )  51 )  3 2 )  4 3 )  5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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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은은은 나나나의의의 판판판단단단이이이나나나 의의의사사사를를를
존존존중중중해해해 주주주신신신다다다...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 3)1)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19)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은은은 내내내가가가 어어어려려려운운운 일일일을을을 당당당해해해
도도도 잘잘잘 처처처리리리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신신신다다다...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 3)1)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0)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은은은 내내내가가가 약약약속속속을을을 잘잘잘 지지지키키키며며며
책책책임임임감감감이이이 있있있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신신신다다다...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 3)1)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1)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은은은 내내내가가가 무무무언언언가가가 해해해낼낼낼 것것것이이이
라라라는는는 기기기대대대감감감을을을 강강강하하하게게게 갖갖갖고고고 계계계신신신다다다...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 3)1)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2)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과과과 함함함께께께 즐즐즐기기기며며며 활활활동동동하하하는는는
취취취미미미가가가 있있있다다다...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 3)1)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3)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과과과 나나나의의의 생생생일일일에에에 함함함께께께 모모모여여여
저저저녁녁녁식식식사사사를를를 한한한다다다...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 3)1)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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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과과과 구구구정정정과과과 추추추석석석을을을 제제제외외외하하하고고고
일일일년년년에에에 한한한번번번 이이이상상상은은은 친친친척척척모모모임임임을을을 한한한다다다...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 3)1)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5)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과과과 나나나의의의 학학학습습습이이이나나나 진진진로로로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자자자주주주 대대대화화화를를를 나나나눈눈눈다다다...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 3)1)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6)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은은은 내내내가가가 성성성공공공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 곧곧곧
우우우리리리 집집집안안안이이이 성성성공공공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 하하하신신신다다다...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 3)1)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7)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에에에게게게 지지지금금금 내내내가가가 받받받는는는 정정정서서서
적적적 사사사랑랑랑 또또또는는는 물물물질질질적적적 지지지원원원은은은 언언언젠젠젠가가가 내내내가가가 돌돌돌려려려드드드려려려야야야 할할할 것것것이이이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한한한다다다...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 3)1)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8)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은은은 내내내가가가 공공공부부부 잘잘잘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
효효효행행행이이이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신신신다다다...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 3)1) 2) 3)1)

5.매우

그런 편이다 4.대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 않다

1.매우

그렇치 않다

29)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친친친척척척은은은 학학학업업업성성성적적적이이이 올올올랐랐랐을을을 때때때
격격격려려려나나나 보보보상상상을을을 해해해 주주주신신신 적적적이이이 있있있다다다...

                    

2) 3)1)

5.매우

그런편이다 4.대체로

그런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않다

1.매우

그렇치않다

2) 3)1) 2) 3)1)

5.매우

그런편이다 4.대체로

그런편이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치않다

1.매우

그렇치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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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해해해당당당 친친친척척척의의의 연연연령령령에에에 선선선을을을 연연연결결결
하하하세세세요요요...

                    

2) 3)1)

5.60대이상
4.50대 3.40대 2.30대

1.20대 이하

2) 3)1) 2) 3)1)

5.60대이상
4.50대 3.40대 2.30대

1.20대 이하

31)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해해해당당당 친친친척척척의의의 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중중중퇴퇴퇴,,,재재재
학학학포포포함함함)))은은은 ????

                    

32)위위위 111666번번번에에에서서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친친친척척척 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고고고,,,아아아래래래 표표표222에에에서서서 해해해당당당 친친친척척척의의의 직직직
업업업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

2 ) 3 )1 )

직 업 번 호 ) 직 업 번 호 )직 업 번 호 )

2 ) 3 )1 ) 2 ) 3 )1 )

직 업 번 호 ) 직 업 번 호 )직 업 번 호 )

***표표표222
직직직업업업
(해당되는 곳이 없으면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①①① 전전전문문문직직직///자자자유유유직직직 (예:의료인,변호사,법조인,교수,예술가,대기업주,
정치인,과학자,컴퓨터 전문가,교사,군인-소령이상 등)
②②② 일일일반반반사사사무무무직직직///관관관리리리직직직 (예:일반공무원,기업체 사무직원,경찰,과장급 공
무원,기업체 간부,사회단체 간부,군인-대위이하 등)
③③③ 판판판매매매직직직///서서서비비비스스스직직직 (예:판매직 점원,식당 종업원,이발사,요리사,운전사,
통신 판매원,외판원,보험설계사,중개인등)
④④④ 생생생산산산직직직///기기기술술술직직직 (예:생산감독,공장근로자,중장비 기사,건설기술자,기능
공,미장공,목공,전기 기술자,가전 제품 수리사 등)
⑤⑤⑤ 농농농림림림///어어어업업업///축축축산산산업업업 (예 :농업,임업,수산․양식업,축산업 종사자)
⑥⑥⑥ 학학학생생생 ⑦⑦⑦ 가가가정정정주주주부부부 ⑧⑧⑧ 무무무직직직///은은은퇴퇴퇴 ⑨⑨⑨ 기기기타타타 (((직직직접접접 적적적어어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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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위 16번에서 선택한 친척 번호를 기입하고,해당되는 친척의 경경경제제제적적적인인인 수수수준준준에에에
선선선을을을 연연연결결결하하하세세세요요요...

2 ) 3 )1 )

1 .모 름

2 .하 층 의

하 층 3 .하 층 의

상 층

4 .중 류 의

하 층

5 .중 류 의

상 층

6 .상 류 의

하 층

7 상 류 의

상 층

2 ) 3 )1 ) 2 ) 3 )1 )

1 .모 름

2 .하 층 의

하 층 3 .하 층 의

상 층

4 .중 류 의

하 층

5 .중 류 의

상 층

6 .상 류 의

하 층

7 상 류 의

상 층

34)위 16번에서 선택한 친척 번호를 기입하고,해당되는 친척 집의 소소소유유유형형형태태태에에에
선선선을을을 연연연결결결하하하세세세요요요...

2) 3)1)

3.자가2.전세나 월세
1.영구임대 4. 잘모름

2) 3)1) 2) 3)1)

3.자가2.전세나 월세
1.영구임대 4. 잘모름

35)위 16번에서 선택한 친척 번호를 기입하고,해당되는 친척 집의 구구구조조조형형형태태태에에에    

    선선선을을을 연연연결결결하하하세세세요요요...
2) 3)1)

3.단독주택2.아파트
1.기타 4. 연립주택

2) 3)1) 2) 3)1)

3.단독주택2.아파트
1.기타 4. 연립주택

36)위 16번에서 선택한 친척 번호를 기입하고,해당되는 친척집의 면면면적적적에에에 선선선을을을
연연연결결결하하하세세세요요요...

2) 3)1)

5.50평대 이상
4. 40평대 3. 30평대 2. 20평대

1.20평 이하

2) 3)1) 2) 3)1)

5.50평대 이상
4. 40평대 3. 30평대 2. 20평대

1.20평 이하

***다다다음음음은은은 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 번번번호호호에에에 체체체크크크나나나(((VVV))),,,
기기기입입입해해해 주주주세세세요요요...

QQQ333777...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남자 □2)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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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333888...아버지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만_____________세
어머니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만_____________세

QQQ333999...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시 ( )구 ( )동

QQQ444000...아버지와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아래보기에서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중퇴,재학도 포함) 아아아버버버지지지((( ))),,,어어어머머머니니니((( )))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졸업 □5)대학원 이상

QQQ444111...부모님의 직업을 아래 표표표333을을을 보보보고고고 번호를 직접 기입해 주세요.(아버지)
(어머니)

***표표표333
① 전전전문문문직직직///자자자유유유직직직
예:의료인,변호사,법조인,교수,예

술가,대기업주,정치인,과학자,컴퓨터
전문가,교사,군인-소령이상 등

② 일일일반반반사사사무무무직직직///관관관리리리직직직
예:일반공무원,기업체 사무직원,경

찰,과장급 공무원,업체 간부,사회단
체 간부,군인-대위이하 등

③ 판판판매매매직직직///서서서비비비스스스직직직
예:판매직 점원,식당 종업원,이발

사,요리사,운전사,통신 판매원,외판
원,보험설계사,중개인 등

④ 생생생산산산직직직///기기기술술술직직직
예:생산감독,공장근로자,중장비 기

사,건설 기술자,기능공,미장공,목공,
전기 기술자,가전제품 수리사 등

⑤ 농농농림림림///어어어업업업///축축축산산산업업업
예:농업,임업,수산․양식업,축산업

종사자

⑥ 학학학생생생

⑦ 가가가정정정주주주부부부 ⑧ 무무무직직직///은은은퇴퇴퇴
⑨ 기기기타타타 (직접 적어주십시오)

QQQ444222...부모님의 한 달 총수입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어머니 월급,보너스,기타 수입 등을 모두 포함하여)
□1)100만원 미만 □2)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7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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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444333...학생 가정의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상류층의 상층 □2)상류층의 하층 □3)중류층의 상층
□4)중류층의 하층 □5)하류층의 상층 □6)하류층의 하층

QQQ444444...(응답자 본인을 포함하지 않은)학생의 형제․자매는 몇 명입니까?
1)없다 2)1명 3)2명 4)3명 5)4명 이상

QQQ444555...형제․자매 중에 몇 째 입니까?
1)첫째 (외동아들이나 외동딸 포함) 2)둘째 3)셋째 4)넷째 5)다섯째 이상

QQQ444666...현재 학생의 집에서 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모두 (V)표 해 주세요.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삼촌 ⑥ 고모 ⑦ 이모 ⑧ 형제자매
⑨ 기타

성성성실실실하하하게게게 답답답변변변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좋좋좋은은은 하하하루루루되되되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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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학학학업업업성성성취취취도도도 검검검사사사지지지

제제제한한한시시시간간간:::444000분분분

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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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 A A A Study Study Study Study on on on on the the the the Effect Effect Effect Effect of of of of Parents Parents Parents Parents and and and and Relatives' Relatives' Relatives' Relatives' 

Social Social Social Social Capital Capital Capital Capital on on on on the the the the Students' Students' Students' Students' Academic Academic Academic Academic Achievements Achievements Achievements Achievements 

-Focusing -Focusing -Focusing -Focusing on on on on the the the the First-Grade First-Grade First-Grade First-Grade Students Students Students Students of of of of High High High High Schools Schools Schools Schools in in in in Seoul-Seoul-Seoul-Seoul-

                                                                                                                                                                                                                            Choi, Hee-sook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arents and relatives'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social capital influence the academic 

achievements, and whether parents and relatives' social capital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and relatives'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s' socioeconomic backgrounds (fathers' education) can have 

the important meaning in enhancing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s. This 

concluded that the trust in students based on the affe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ad the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enhancing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s, and also played the mediating role in 

making parents' socioeconomic backgrounds (the living standard within 

families) had the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s, so 

that the trus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onsiderably contributed 

directly and indirectly to enhancing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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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if relatives were rich economically because of house 

possessi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were high, whereas if 

relatives' occupations were sales occupation/ service occupati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were not high. And, relatives' socioeconomic 

backgrounds (relatives' house possession, and expert occupation/ free 

occupation) had the positive effect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trust between relatives and students. Of 

course, here, the social capital between relatives and students had the 

significant,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this study proved that relatives 

could contribute to students' high academic achievements by trusting in 

students with sufficient family affection. And,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the relation between relatives and students, 

among trust, network, and reciprocity which were set up as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the trust played the pivotal role for both 

parents and relatives, and so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variable of 

social capital, which was very important for realizing students' high 

academic achievements, was families' trust which supported and believed 

their students emotionall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parents and relatives' socioeconomic backgrounds, parents     

               and children, relatives and students' social capital, the       

               academic achievements,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relation between relatives and students, social  

               capital, trust, network,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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