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포부 형성에서 시간지향성(time perspective)의 영향:
문화자본과 의미 있는 타자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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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대학교육 보편화로 인한 대졸 취업문제 및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 현상으로 학생들
이 오히려 진학의 욕구를 억누르고 취업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편익을 높이는 미덕
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입국의 신념 아래 교육연한을 높이기 위해 진
력하던 과거 우리사회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학생들이 희망
하는 교육수준을 측정하는 개념인 교육포부에 대한 수많은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제약

․

이 교육포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전하람 김경근,

先就業)을 독려하는 사회 분위기는 경제

2006; Guthrie, Butler, & Ward, 2009). 선취업(

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당면한 제약을 인식하고 교육포부를 억제하는

․

․

後進學)의 매료와 다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경년 임정만 오석영, 2012). 후진학(

르게 해외 선행연구는 취업한 성인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고 학위를 마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Berker, Horn, & Dennis, 2003)1). 이러한 점은 취약계
층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정책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한 사회학자 Banfield(1974)는 정부정책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이러한 계층이
지니고 있는 현재지향적 시간관(present-oriented time-perspective)을 들었다. 빈곤계층
은 현재지향적인 태도로 인해 찰나적 인생을 살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는 소원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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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대학에 진학한 성인학습자의 60%가 6년이 지나도 학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장과 학
업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으며 때를 놓친 교육기회를 만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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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김천기, 2003). 또한 자녀도 부모
의 시간지향성을 전수받아 부모와 같은 처지에 빠진다는 것이 그가 주장한 핵심 내용
이다(오욱환, 2003).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전제는 아동기에 형성된 사회화의 산물
인 시간지향성이 고착화되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갖고 그는 내일
을 위해 현재의 쾌락을 유보할 줄 모르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실패한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실험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심리학자들은
20세 전후까지 시간지향성이 가변적이고 변화가능성이 있으며 훈련가능하다고 제시하

고 있다(Ferrari, Nota & Soresi, 2012; Marko & Savickas, 1998). 시간지향성의 훈련가
능성을 제기한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교육을 통해 사회이동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음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불평등 연구에서 시간지향성 훈련이 사회 불평
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연구(Banfield, 1974;

․

Wilson, 1996)는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혹은 거주지역의 특성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시간지향성이 다르다고 제시
하고 있다. 교육포부 형성은 사회심리학적인 주제이나 교육사회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
만큼 시간지향성 역시 사회계층에 따라 배분양태가 다르다면 교육사회학의 연구과제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간지향성과 교육포부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국외연구도 두 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Ferrari, Nota & Soresi, 2012; Marko & Savickas, 1998). 선행연구에서 교육포부는 자

신의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점에서 시간지향성과 관련이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Zimbardo & Boyd, 2008). 그러나 현재지향적인 태도로 인해 교
육포부가 낮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교육포부가 낮아 현재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시간지향성이 교육포부에 미
치는 효과에는 관찰 가능한 요소뿐만 아니라 관찰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즉, 시간지향성이 가지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도 제기된다. 역의 인
과관계와 내생성 문제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실험적인 연구 설계를 하는 것
이나 실행적인 면에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Angrist
and Krueger(2001)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활용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간지향성이 교육포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의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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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시간지향성이 교육포부 수준에 미치는 인과관계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있
다.
도구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지향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나 교육포부
수준과는 무관한 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과 의미 있
는 타자(significant others)의 존재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시간지향성이 교육포부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자본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미

․

치는 이유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자본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수 학습 활동에
상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DeGraaf, De
Graaf & Kraaykamp, 2000; Sullivan,2001; Yamamoto & Brinton, 2011).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학생 개개인은 현재보
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선
행연구에서는 교육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상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타자는 학생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변모시킴으로써 교육포부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상정
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타자의 역할은 그들이 내린 평가를 수용하는 것에
있기보다는 자아성찰면에서 학생들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Nurmi, 1991).

Ⅱ. 문헌연구
1. 교육포부 형성에 대한 이론
교육포부 형성에 대한 초기이론은 사회심리학적인 접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
서 포부수준은 합리적인 계산을 바탕에 두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신념, 주변 환경, 의미
있는 타자를 관찰하거나 혹은 그들과 상호작용에서 오는 믿음 혹은 성향의 정도로 여
겨지고 있다(Reed, 2012). 사회심리학적 접근의 구체적인 예는 사회학습(social

․

learning), 빈곤 문화(culture of poverty), 문화 생태학적(cultural-ecological) 접근, 혹

은 제약된 기회구조적(blocked-opportunity) 접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교
육포부 수준을 사회심리학적 성향으로 보기보다는 편익, 비용, 및 위험을 의식적으로
계산한 결과로 보는 경제학적인 접근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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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사회학습 이론은 Bandura(1977)의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
다. 어떤 사람의 행동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들과 유사한
행동을 하려는 동기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보고 교육포부 역시 주변사람들의 행동을
학습하고 관찰한 동기를 반영한다고 한다(Farmer, 1985). 빈곤문화 이론은 Spencer가
제시한 사회적 다위니즘(social darwinism)과 맥을 같이 한다(Steinberg, 2001). 빈곤 속
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격리된 주거지역에서 생활한 부모가 채득한 생산적이
지 못한 태도를 자녀에게 전하는데 이러한 태도에는 낮은 교육포부, 무력감, 수동성 등
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낮은 교육포부 수준이 세대 간 빈곤의 주요한 전이 기제라고

․

한다. 문화 생태학적 견해(Ogbu & Simons, 1998)에서는 지배문화 속에서 자신이 취

․

급되고 있다는 느낌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한다. 빈곤문화 이론과는 달리 문화 생태학
적 견해에서는 교육포부 수준이 주류사회 내에서 혹은 밖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신뢰 혹은 의구심을 반영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회구조 접근에서는 교육포부 수준이 차별 혹은 제도적인

․

불평등 속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긍 부정적인 태도에 의해서 형성되어 진다
고 한다(Kerckhoff, 1976).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제도적, 구조적인 제약 혹은 불평등
이 교육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기회구조 제약에 초점을 두는 접근에서 포부수준
(aspirations)과 기대수준(expectations)의 구별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접근과 뚜렷한 차

이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다른 접근 방법은 교육포부가 개개인이 품고 있는 성공에 대
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기회구조 접근에서 교육포부의 차이는 사회계층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접근에서는 교육포부의 차이를 유발하는 구조적 장애물을 찾는데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회구조 접근은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는
경제적인 접근과 유사하나 개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제약도 포함하고 있
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접근에서 단순히 의식적인 교육투자 결정을 형성하는 것 이상
을 포함하고 있다.

․

경제적인 접근에서는 감지한 교육의 편익, 교육수준을 이수하는 데 소요되는 직

간접적인 비용 및 목표로 정한 교육을 받지 못할 위험에 의해서 교육포부가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우선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비의무교육은 교육과 그 밖의 다른 대안
의 경제적 편익을 비교하여 형성된다고 한다(Becker, 1993). 개개인은 대안과 비교할
때 돌아오는 편익을 고려하여 포부수준을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육포부 수준은
자신의 능력, 감지된 교육비용 및 차후에 편익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가장 큰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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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가져다주는 수준을 말한다(Beattie, 2002). 다음으로 경제학의 합리적 기대이론
에 근거를 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이론에 의하면 교육포부 수준은 개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교육포부 수준 결정에 있어서
오직 경제적 편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비경제적 이익도 고려하며 또한 개인뿐
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주는 제약에 대해서도 고려한다(Coleman, 1990; Goldthorpe,
1998). 경제적인 관점에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같을 수 없고 일종의 할인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교육포부 형성에서 시간지향성과 관련성을 암시한다.

2. 시간지향성과 교육포부의 관계
시간지향성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현재의 경험을 저장 및 부호화하며, 미래의
기대와 목표를 형성하는 형태를 나타낸다(Horstmanshof & Zimitat, 2007). 시간지향성
이론에 따르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 범주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Zimbardo, Keough, & Boyd, 1997). 더 구체적으로, Zimbardo and Boyd(1999)는 인간

의 시간지향성을 과거부정(past negative), 현재쾌락(present hedonistic), 미래지향
(future), 과거긍정(past positive), 그리고 현재숙명(present fatalistic)으로 구분하는 시

간지향성 척도(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
따르면, 과거부정 시간지향성은 과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며, 현재쾌락 시간
지향성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미래지향 시간지향성은 미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태도를 반영하며, 과거긍정
시간지향성은 과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반영한다. 현재숙명 시간지향성은 운명적이
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태도를 반영한다.
선행연구는 교육포부와 시간지향성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Frymier & Shulman,
1995; Zimbardo & Boyd, 2008). 학생들의 시간지향성이 현재지향적일수록 낮은 교육

포부를 갖고 있고, 미래지향적일수록 더 높은 교육포부를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예
를 들어, Zimbardo와 Boyd(1999)에 따르면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
은 학교에서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이는데, 이는 지적능력의 부족함보다 시간지향성의
불균형으로 설명된다. 만일 학생들이 현재 지향적이라면, 현재에 한정된 시야로 인해
현재의 노력이 미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는 낮은 교육포부로
이어진다(Zimbardo & Boyd, 2008). Carstensen(2006)은 미래가 무한하다는 생각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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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면 인간의 동기와 우선순위가 현재의 정서적 만족에 집중됨을 제시하였다. 미래는
한정적이며 현재의 정서적 만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같은 미래지
향적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된다. 반면, 미래지향적 시간지향성을 갖고 있는 학
생들은 높은 교육 목표를 중요한 투자로 생각하여 대학교육의 이수로 이어진다
(Frymier & Shulman, 1995).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좋은 채용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계속하고자 한다(Peterson & delMas,
2001). 실제로 미래지향적 시간지향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한 동기수준

이 높았으며, 이들은 미래의 목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다(de Volder & Lens, 1982).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는 시간지향성과 교육포부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것으로
원인과 결과를 밝힌 것은 아니다. 즉 미래지향성과 교육포부와 역의 인과관계 (reverse
casuality) 및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시간지향성 형성의 결정요인2)
시간지향성은 아동기에 시작되는 사회화의 산물이며 주변 환경에서 의미 있는 타자
즉, 가족, 지역, 교사, 및 동료 등에 영향을 받고 약 11세부터 형성되어 20세 전후에 안
정적으로 된다(Nurmi, 1991; Trommsdorff, 1994). 선행연구는 아동 개개인이 처한 사
회적 제약은 시간지향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주거지역의 경제적 수준, 가정의 경제
적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가족 구조가 시간지향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
시하고 있다.
빈곤지역은 특정한 공간에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다른 지역과 분화된 사회경제적 환
경을 형성하며 빈곤지역에서 생활 경험은 발달과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Crowder
& South, 2003; 곽현근, 2007). 빈곤지역 청소년들은 빈곤계층이 공유하는 고유의 생활

양식을 습득하여 현재지향적인 시간관을 가진다(Lewis, 1959; Schneiderman, 1964;
Wilson, 1996). 빈곤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학습 동기를 부

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모델을 지역 내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Bordy et al., 1987). 미래에 대한 계획과 학습동기를 강화하기 어려운 빈곤지역의 환

경은 아동들의 미래지향성 발달을 제약한다고 볼 수 있다(Marko & Savickas, 1998).

2)

이 부분은

拙稿(김경년 외, 2013)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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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SES)이 시간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
구는 Leshan(1952)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는 사회계층과 미래계획 능력과의 관계를 검
토했는데, 낮은 사회계층에 속할수록 미래를 불확실한 것으로 보았으며, 미래계획 능력

á

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V zquez and Rapetti(2006)가 아르헨티나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반복되었다. 즉,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성취기대의 감소로 이어졌다. 더 직접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시간지향성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Guthrie, Butler, and
Ward(2009)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연구결과 사회경제적 배경과 시간지향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의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일수록 더 미래지향적인 시간지향성을 갖고 있었으며, 피험자의 교육수준과 별개로 부
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재지향성을 가졌다. 한편, 피험자의 나이 및 결혼 여부는
미래지향성과 관련이 없었다. 이는 시간지향성이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형
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성인기의 경험이 시간지향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교육수준 역시 학생들의 미래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Kerpelman and
Mosher(2004)는 미국 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더 강한 미래지향성을

․

․ 고등학교 학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귀연 이성기(2006)는 부산지역의 중

대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재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부모 가정에 비해 한부모 가정일수록 그 자녀들의 현재지향성 정도가 높게 나타
났다(전귀연 & 이성기, 2006). Mischel(1961)은 가족구조가 즉각적인 만족감의 지연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했으며 아버지가 부재한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은 자신이 현재의
만족을 미룸으로써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없거나 매우 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현재 행동을 통해 미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약
하다면, 미래지향성을 발달시키기 어렵다(Zimbardo & Boyd, 2008).

Ⅲ. 연구방법론
1. 자료 및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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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모집단은 2012년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의 3학년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에 대한 분석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진로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활용하여 수집되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자료는 ‘학교 알리미’를
통해 수집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생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표본
은 3단계 층화집단 표출을 통해 추출되었다. 1단계에서는 서울시 11개 지역 교육청을
층(strata)으로 하고 학교를 집락(cluster)으로 하여 서울소재 총 379개 중학교의 약
10%인 33개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3개 학교를 추출하였다. 지역교육청

별 학교 추출은 서울시 중학교의 설립 유형 비율에 비례하여 공립 2개 학교와 사립 1
개 학교로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추출된 33개 학교에서 무작위로 학교마다 2개 학
급을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추출된 66개 학급의 학생 전원을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 추출된 표본은 모두 1,980명이나 이 중 질문지에 응답한 학생은 1,945명이었

다(회수율 98%).

2. 변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교육 포부
본

연구에서

대학교육의

보편화를

반영하여

교육포부

수준을

조사하는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대학수준을 상세하게 분화하였다. 고교졸업생의 84%(2011년)가
2-3년제를 포함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시점에서 대학만으로 포부수준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수준을 2년제 대학, 4년 대학과 대학원으로 세분하고 대학원
교육도 석사와 박사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생들이

①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수준으로 학교급을 5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
2-3년제 대학,

③ 4-6년제 대학교, ④ 대학원 석사, ⑤ 대학원 박사).

고등학교,

②

나. 독립변수: 현재지향성
본 연구에서 시간지향성(time-perspective)은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 중 어디를 지향
하고 있는 지에 대한 태도(Nurmi, 1991)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 현재지향성
은 부(-)의 미래지향성을 의미하는 시간지향성의 단일차원성의 입장에서 측정하였다
(Strathman et al., 1994). 본 연구에서 현재지향성은 Zimbardo and Boyd(1999)가 현재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항목 중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5 항목으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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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5 항목은 리커트 형태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

～

하여 측정하였다. 요인 부하량은 0.57 0.77이었으며 Cronbach α는 .80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춘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현재지향성 측정 항목과 요인 부하량
항목
1.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먼저 한다.
(I am not able to resist temptations when I know that there is work to be
done.)
2. 내가 오늘 하는 것이 10년 후에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It doesn't make sense to worry about the future, since there is nothing
that I can do about it anyway.)
3. 미래는 알 수 없으므로 미래를 위한 계획은 시간 낭비이다.
(You can’'t really plan for the future because things change so much.)
4.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Life today is too complicated; I would prefer the simpler life of the past.)
5. 지금 당장 즐겁다면 그것으로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I find myself getting swept up in the excitement of the moment.)

요인 부하량
.57
.65
.77
.66
.67

다. 도구변수: 독서취향, 의미 있는 타자,
도구변수로 독서취향과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였다. 이 두 변수가 적
절하고 유효한 도구변수에 대한 논증은 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한다. 이 두 도구변수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취향은 주말 여가시간에 독서 항목을 선택한 경우를 말한다. 다른 선택항
목으로 TV 시청, 컴퓨터 게임, 노래방, 운동, 휴식과 같은 행위가 범주로 제시되어 조
사되었다. 독서취향은 취미생활로 학생들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나타내는 독서
에 대비하여 나머지 범주(TV 시청, 컴퓨터(게임포함), 영화 관람, 운동, 노래방/오락실
/만화방, 쇼핑)를 기준변수로 측정하였다.

둘째, 학교에 의미 있는 교사(significant others)의 존재 여부이다. 의미 있는 교사의
존재 여부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라.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에서 시간지향성과 교육포부 수준에 관련이 있다고 제
시한 성별(Fuller, 2009; Zimbardo, Boyd, & Keogh, 1999), 건강상태(Adams & Nettle,
2009), 형제자매 유무(Hansen & McIntire, 1989), 부모 교육수준(Guthrie, Butler, &
Ward, 2009), 가족구조(전귀연 & 이성기, 2006; Marjoribanks, 2005),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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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joribanks, 2005) 및 학교의 사회경제적 환경(Wilson, 1996) 등을 통제하였다. 통제

변수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성별의 기준변수는 남학생이다.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
강상태에 대해 5점 척도[1점(매우 허약하다); 5점(매우 건강하다)]로 측정하였다. 형제자

․

매는 이분변수로 독남 독녀인 경우를 기준변수로 측정되었다. 부모 교육수준은 학교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
등학교 졸업, ④ 2-3년제 대학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⑥ 대학원(석사), ⑦ 대학원
급에 따라 7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박사)].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학력으로 대체하였다. 부모학력의 분포가 고졸

과 대졸의 빈도가 32% 및 57%를 차지함에 따라 고졸이하와 2-3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
로 양분하였다. 기준변수는 2-3년제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가족구조는 양부모 가정, 한
부모 및 조부모 가정으로 분류하였다. 가족구조의 기분변수는 양부모 가정이다. 학업성
취도는 응답자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석차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학업성취 정
도를 5점 척도로 측정 [하위권(1)-중위권(3)-상위권(5)]한 것의 평균으로 구하였다. 각
과목의 요인 부하량은 0.88, 0.83, 0.82 이었다. 학교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저소득층 학
생이 밀집된(concentrated) 학교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학교는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
학교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기준변수는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로 지
정되지 않은 학교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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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종속변수

독립변수

도구변수

통제변수

변수
교육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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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

측정 지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수준으로 학교급을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 (①
고등학교, ② 2～3년제 대학, ③ 4～6년제 대학교, ④ 대학원 석사, ⑤

대학원 박사)
다음의 다섯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먼저 한
다. 내가 오늘 하는 것이 10년 후에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현재지향성
미래는 알 수 없으므로 미래를 위한 계획은 시간 낭비이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지금 당장 즐겁다면 그것으로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독서 및 박물관 미술관 관람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지 여부(해당항목
독서취향
을 선택한 경우=0, 그렇지 않은 경우=1)
의미 있는 타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있다=0, 없다=1)

①
②
③
④
⑤

․

성별

남학생=0, 여학생=1

형제자매

형제자매 유무(없음=0, 있음=1)

건강상태
1점(매우 허약하다); 5점(매우 건강하다)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된 (concentrated)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사회경제적 환경 것을 말한다.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로 지정 여부로 측정하였다.
부모 교육수준은 7가지 항목으로 [ 대학원(박사), 대학원(석사), 4년제
부모
대학 졸업, 2 3년제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
교육수준
교 졸업 이하] 조사하였으나 고졸이하와 이상으로 재분류(기준변수=고졸이상).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 및 기타(고아) 가정으로 구분하였다. 기
가족구조
준변수는 양부모 가정이다.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학업성취 정도를 5점 척도로
학업성취도
측정(아주 못함(1)-아주 잘함(5)한 것을 학업성취도에 대한 잠재변수로 설정
하였다.

④～

⑤

①

②
⑥

③
⑦

3. 분석방법론
본 연구는 회귀분석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2SLS)을 통해 분석
하였다. 현재지향성과 교육포부의 관계에는 다양한 요인에서 오는 선택편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 교육포부는 측정되지 않은 생략된 요인(omitted variable)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비록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생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만 여전히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측정되지 않은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나 동기와 같이 현재
지향성과 교육포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면 현재지향성이 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 추정되거나 혹은 현재지향성과 교육포부는 인과관계에 있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현재지향성과 교육포부 사이에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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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지향적인 학생이 낮은 교육포부를 갖는다고 예정하지만
그 반대로 교육포부가 낮기 때문에 현재지향적인 성향을 지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위에서 제시한

①생략된 변인이 존재하는 경우, ②역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

우에 현재지향성은 내생적(endogenous)일 수 있다. 현재지향성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면 회귀분석의 결과는 편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현재지향성”에 대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선택
편의를 제어하는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변수는 ‘독서취향’
및 ‘의미 있는 교사’이다. 적절하고 유효한 도구변수는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강하게 연
관되어야 하나 종속변수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보다 상세한
것은 방법론 부분을 참조). 아래에서는 두 변수가 어떻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논의를 하며 실증적인 증거는 연구결과에서 제시한다.
가. 독서 취향
책을 읽음으로써 갖는 즐거움은 현재의 것일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은 자
신의 미래를 보는 것일 수 있다. 책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각종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 빈부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독서를 통해 보내는 취향은 그 사람의 진정한 문화적 취향
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Wang, Davis, & Bian, 2006). 문화자본과 사회계급의 연관
성을 피력한 Bourdieu는 문화자본을 고급문화로 한정하기 전까지는 독서 취향을 대표
적인 문화자본의 하나로 들었다(김영화, 2012). 지금까지 독서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
분은 부모의 독서 취향과 같은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같이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문화자본의

․

직접적인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 문화 형식이 지배계급
의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교사와 의사소통 및 관심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하고 있
다. 그러나 문화적 취향에 의하여 인지구조 혹은 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연구되지 않았다.
독서 습관을 가진 중학생의 문화적 취향은 미래지향적 사고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
된다. 일반적으로 주말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TV시청, 컴퓨터 게임, 노래방, 운
동, 휴식과 같은 행위는 독서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현재지향적인 행동이다.
책의 종류가 공상소설이든, 연애소설이든 혹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전기이든 이러한
책을 읽음으로써 책의 주인공과 같이 동일시하기를 희망하며 미래에 대한 동경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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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 낸다. 독서 취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장래에 대한 상상력, 타인
의 경험에 대한 경외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자세 및 호기심을 키울 수 있다. 책은 학
생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부딪칠 다양한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주변 세상에 대한 선
행학습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고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즉 학생

들은 책을 통하여 미래의 자신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서 취향은 미래지향성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도구변수의 적절성을 충
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독서 취향이 유효한 도구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포부
수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며 시간지향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주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독서 취향은 교육포부의 중요한 예측변수인 학업성취도와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DeGraaf, De Graaf, & Kraaykamp, 2000).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성취도를 통제한다면 독서취향이 교육포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독서 취향이 시간지향성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독서 취향이 적절한(relevant) 도구변수임을 나타내며 교육포부에 대한 관련
성은 학업성취도를 통제한 후에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유효한(valid) 도구변수
임을 의미한다.
나. 의미 있는 교사
의미 있는 교사의 존재는 학생들이 보다 장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존재는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진로를 준
비하도록 하는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Gibson, 2003).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계
획을 매개로 의미 있는 타자가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사회학 분야에
서 종전의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연구는 교육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지위획득의 위스콘신 모형(Sewell & Hauser, 1975)에서 부모의 직업지위가 의미
있는 타자를 매개로 교육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의
미 있는 타자에 의한 학생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포부수준 설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의미 있는 타자가 대상 학생의 태도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태도 형성과 관련되는 인지구조(cognitive structure)에 영향
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포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Nurmi, 1991). 의미 있는 타자
는 특정한 규범, 기대 및 자신이나 특정 사물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의미 있는 타
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 역할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다(Haller & Woelfel, 1972).
의미 있는 타자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타자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교사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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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미래의 자신을 준비하도록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전달자이며
조력자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도 있
지만 대부분이 미래를 준비하게끔 하는 것이다. 의미 있는 교사는 학생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규정해준다고 볼 수 있다(Nurmi, 1991). 즉 의미
있는 교사는 학생들의 시간지향성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
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타자가 포부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라
기보다는 시간지향성이라는 인지구조를 매개로하는 간접적인 것일 수 있다. 의미 있는

―

―

교사의 존재는 학생들의 미래지향적 시간관 부(-)의 현재지향성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학생들이 시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향성이 교육에 대한 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의미 있는 교사가 직접적으로 교육포부 수준에 여향을 미치기 보다는 학생들
의 시간지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육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간지향성이 교육포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은 Stata 명령
어 ivregress의 2SLS(2Stage-Least-Square)를 통해서 수행하였다(Angrist, 2005; Angrist
& Krueger, 2001). 도구변수(Zi)는 앞에서 제시한대로 ‘독서취향(Z1),’ 및 ‘의미 있는 교

사(Z2)’로서 모두 이분변수(binary variable)이다. 2SLS의 첫 번째 단계로서 학생들이 현
재 지향적이 될 프로빗(probit) 모형 값(T*i)을 도구변수와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하
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배경변수와 함께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된 현재지향성
*

(T i)이 교육포부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때 현재지향성의 효과(α)

는 방정식 (6)에서 보듯이 두 번째 단계에서 도구변수가 교육포부에 미친 영향(φ)을 첫
번째 단계에서 도구변수가 현재지향성에 미친 영향(δ)으로 나누어준 값을 나타낸다
(Angrist, 2005). 본 연구에서 표준오차 추정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유사성에서 오는

표준오차의 과소추정을 막기 위하여 집락(cluster)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OLS: Yi = Xiβ + Ti α + εi.--------------------------------------------------------------------- (1)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

1단계: T i = Xiγi + Ziδi +ηi.--------------------------------------------------------------- --------(2)
2단계: Yi = Xiβ + α[Xiγ + Ziδi + ηi.] + εi ----------------------------------------------- (3)
= Xi(β+αγ) + Ziδα + αηi. + εi ----------------------------------------------------------- (4)
= Xi(β+αγ) + Ziφ + αηi + εi ------------------------------------------------------------- (5)
σ
σ

Y = σY × σZ = φ× 1 ----------------------------------------------------------- (6)
T σZ σT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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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구변수를 사용한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개념적으로 설정하면 <그
림 1>과 같다. 도구변수 모형은 도구변수가 독립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완전히 매개
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즉, 도구변수의 적절성 기준으로 제시되는 종속변수에는 직
접적인 영향이 없고 오로지 독립변수를 통해 매개되는 것은 구조방정식의 완전매개
모형의 개념과 동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생략된 변수 혹은
관찰되지 않은 혼잡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모형화하는 것이다. 현재지향
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고 현재지향성에 대한 도구변수가 적절하고 유효하다면 이는
독립변수의 오차항(η)과 종속변수의 오차항(ε)에 상관이 있다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Kenny, 2011)3).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매개모형에서 두 변수의 상

관관계를 측정하지 않고 0으로 고정시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Antonakis et al., 2010).
이러한 상관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현재지향성이 교육포부에 미치는 효과는 편의
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독서 취향
의미 있는
타자 존재

ε

η

시간지향성

교육포부

<그림 1> 도구변수를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틀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기초적인 분석
<표 3>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
3)

오차항에 상관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추정된 Beta에 편의는 없으나 현재의 구조방정식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표준오차를 추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는 Stata 프로그램을 통해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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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 =1,945). [그림 2]에 제시된 표본 학생들의 교육포부 분포를 보면 연구대상의 학생
들은 4년제 대학 졸업을 평균으로 정규분포를 띠고 있다(M =2.89). 부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학생이 39%이고 모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학생이 51%에 달하였다. 한
부모 가족 배경인 학생이 14%, 조부모 가정인 학생이 3%에 달하였다. 30% 학생이 교
육복지사업 대상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성적분포도 평균적으로 중
간정도로 답변하였다. 시간지향성을 평가한 5개 지표를 보면 평균적으로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M
=.55). 80%학생이 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건강상태는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취미생활로 독서와 박물관 방문이외의 것을 답변한 응답자는
85%에 달하였다.

[그림 2] 교육포부 분포

먼저 주요변수와 상관관계를 보면, 현재지향성은 교육포부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
가 존재하였다. 고교이하의 부모교육 수준과 한부모 가족은 현재지향성과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교육복지지원 대상학교의 학생들은 현재지향성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문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교육포부와 상관관계를 보면, 낮은 부모
교육 수준과 한부모 가족은 교육포부 수준과 부(-)의 관계가 있었으며 교육복지학교 지
정은 교육포부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포부 형성에서 시간지향성의 영향 / 김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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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1. 교육포부
2. 시간지향성

M SD 1
2.8
.99
9
2.3
.64 -.24**
7

2

3

4

3. 독서취향

.85 .36 -.15** .10**

4. 의미있는 타자

.45 .49 -.11** .13** .07**

5. 여학생

.55 .50 -.07 -.04** .01 -.00

6. 건강상태
7. 성 적

5

6

7

8

.14 .35 -.11** .11** .05** -.01 -.03 -.03 -.15**

9. 가족구조(조부모)

.03 .19 .00* .04** -.02 -.04* -.02* -.06** -.03 -.07**

10. 형제자매

.80 .40 -.03 -.03 .02

12. 부모학력
13. 부모지지
14. 교육복지 학교

10

11

12

13

3.7
.93 .01 -.13** .01* -.08** -.03
4
3.1
1.08 .42** -.37** -.13** -.07** .03 .09**
6

8. 가족구조(한부모)

11. 자아관

9

.00

.03 .07** .05* -.17** -.29**

3.4
.73 .20** -.25** .08** -.19** -.01 .27** .29** -.07** -.04* .00
7
4.3
1.21 .31** -.15** .11** -.05* .01 .06** .33** -.08** -.07** .02 .16**
4
3.6
.82 -.00 -.01** .08** .03 -.02 .01 -.00* -.00 .02 .03 .00 -.01
4
.30 .46 -.02 .06** -.01 .01 -.00 .05** -.03 -.03 .05 -.01 .01* -.06* -.02

주.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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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변수의 적정성 및 유효성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2SLS)을 통한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독서취향과 의미 있는

교사의 존재 여부를 현재지향성의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교육포부에 대한 프라빗을 구
하였다. 두 도구변수 모두 유의미하게 현재지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타 통제변수를 보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학교성적인 좋을수록 현재지향적인
시간관을 가질 확률이 낮았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교육복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은 현재지향성과 정(+)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성별, 형제자매 유무, 부모학력, 지역
환경 등은 시간지향성과 무관하였다. <표 4> 하단에는 도구변수를 사용하고 2SLS를

․

추정하기 위한 현재지향성의 내생성과 도구변수의 적정성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한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 Hausman test를 통해 독립변수인 현재지향성과 종속변
수인 교육포부의 오차 항에 상관[Cov(Pi, εi)=0]관계가 있는 지를 검정하였다. 유의미한
검사 결과는 현재지향성이 내생적(endogenous)임을 나타낸다. 둘째 도구변수인 독서
취향 및 의미 있는 교사의 존재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종속변수인 교육포부와 직
접적인 상관되어 있는 지 분석하였다. 무의미한 결과는 도구변수가 유효함을 나타낸다
[Cov(Zi, εi)=0].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도구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잉식별
(overidentified)된 경우로서 도구변수의 타당성을 검정할 수 있다. Sargen test 결과 상

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p=0.63) 도구변수의 유효성은
검정되었다(Cameron & Trivedi, 2010). <표 4>에 제시된 도구변수와 종속변수의 유의
미한 상관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현재지향성을 통한 간접적인 관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구변수와 독립변수의 강도를 F-test를 통해 검정하였다. 도구
변수의 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추정량에 편의가 있을 수 있으며 표준오차가 커짐에 따
라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현재지향성과 관련되는 변수를 모형에 포함한 후에도 도구
변수의 강도가 강해서 도구변수의 독립변수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귀무가설(δi=0)을
확실하게 기각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적으로 F값이 10이상 경우(t값이3.3)를 강한 도
구변수의 기준값으로 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5.18에 해당하므로 두 개의 도구
변수 중 최소한 하나의 변수는 강한 도구변수임을 의미한다(Cameron & Trivedi,
2010). 한편, 도구변수와 통제변수가 교육포부에 대한 설명력은 16%이며 도구변수가

현재지향성에 대한 설명력인 Partial R2값은 2%이었다. 비록 도구변수가 현재지향성에
대한 설명력의 2%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구변수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는 도구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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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4> 기술통계 및 OLS와 도구변수를 활용한 현재지향성이 교육포부에 미치는 효과 추정

현재지향성
여학생
건강상태

형제자매 유무
성적

M
(SE)
2.38
(.64)
.54
(.50)
3.75
(.93)

.80
(.40)
3.16
(1.07)

가족구조(한부모)

.14
(.35)

가족구조(조부모)

.03
(.17)
4.34
(1.21)
.15
(.15)
.30
(.45)

부모학력
부모지지
교육복지 학교
절편

OLS
**

-.15
(.03)

-.15**
(.04)
*
-.04
(.02)
**
-.15
(.05)
.29**
(.02)
**
-.17
(.05)
.11
(.21)
.16**
(.02)
-.08
(.18)
.00
(.02)
2.21**
(.25)

1단계
-.05
(.03)
**
-.07
(.02)
.02
(.04)

-.19**
(.01)

*

.10
(.04)
.15
(.15)
-.01
(.01)

-.01
(.01)
.07＋
(.04)
**
2.97
(.15)

도구변수
문화자본
의미 있는 타자
Model
Hausman test

**

.85
(.36)
.45
(.49)

.12
(.02)

**

Sargan test
F-test
2
Partial-R
2
Adjust-R

n

주. ** p<.001, *p<.05. ＋p<.07, ＋＋p<.10.

**

.12
(.02)

.22
1773

14.17
.24
(p=.67)
**
15.18
.02
.16
1761

2SLS

2단계
**
-1.36
(.39)

-.20**
(.05)
**
-.13
(.04)
-.13
(.07)
.04
(.08)
-.03
(.09)
.25
(.28)
.13**
(.02)
-.01
(.03)
.10
(.07)
6.4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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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지향성이 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
OLS로 추정한 현재지향성이 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15이나 2SLS결과는 -1.36으

로 OLS 추정치보다는 9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두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2SLS
를 통해 추정한 값과 OLS를 사용하여 추정한 값이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Hausman
test 결과가 의미하듯이 OLS 추정치에는 편의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

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도구변수로 추정한 현재지향성이 교육포부를 낮추는 효과는
표본의 모든 학생에 걸친 평균적인 효과가 아닌 도구변수에 의하여 한정된 영역의 효
과(LATE;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라는 것이다(Angris & Kruger, 2001). 즉 주
말독서에 대한 취향이 없거나 혹은 의미 있는 교사가 없는 학생에 한하여 학생의 시간
지향성이 현재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녀들의 교육포부가 평균적으로 감소하
는 효과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적인 효과의 추정치인 OLS 와는 차이
가 있다. 한편 통제변수의 영향에도 변화가 있었다. 한부모가정, 성적, 형제자매 유무가
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부모학력이 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되지 않은 생략된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가 이러한 통제변수들과 교육포부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Ⅴ.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지향성이 교육포
부형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의 원인과 결과로서
위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역의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두 변수의 관계가 생
략된 허위변수에 의한 관계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구변수 방법을 적용하였다. 도구변
수로 독서취향과 의미 있는 교사의 존재를 설정하였으며 일련의 통계적인 검증 절차
를 통해 두 도구변수가 시간지향성에 대한 적절하고 유효한 도구변수임을 보였다. 이
러한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시간지향성과 교육포부 사이에 인과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였고 교육포부 형성에 있어서 시간지향성이 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시간지향성이 성인기로 진입하기 전까지 가변적
임을 제시하는 연구결과와 결합된다면 시간지향성 훈련을 통해 장래에 대한 희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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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부를 변화시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 취향과 유의미한 타자의 존재가 시간지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육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첫째, 독서취향은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대표적인 문화자본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본이 교육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제시하였다. 즉, 독서는 타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혹은 동경의 세계로 이끌어서 학생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성을 매개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독서 취향
이 교육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로가 독서를 통한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태
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교사 존
재 역시 학생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종전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친구

․

등 유의미한 존재의 종류에 따라 교육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전하람

김경근, 2006). 그러나 교사의 존재가 시간지향성을 통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
았다. 본 연구는 교사의 존재가 학생들을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주는 존재로
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학교의 기능에서 학생들의 장래를 준비시키는 사
회화 기능이 하나의 큰 축임에 비추어 볼 때 교사가 학생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기능에서 오는 결과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보듯이
절반의 학생들이 그러한 자신에게 유의미한 교사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학교
생활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시간지향성이 교육포부 수준 형성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였다. 현재지향적인 행동으로 인해 장래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행복교육과 관련하여 중
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교육이 현재에 있어서 학생들의 행복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학생들이 장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칫 현재
지향적인 행복추구가 행복교육의 목표로 인식된다면 현재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장래
를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포부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래에
대한 진로를 설계하고 여기에 기반을 두고 행복한 정서와 습관을 형성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간지향성의 훈련가능성을 제시한 일련의
심리학자들(Ferrari, Nota, & Soresi, 2012; Marko & Savickas, 1998; Nurmi, 1991)의 연
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결핍론에서 주장하듯이 유아기, 때때로 3세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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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지향성이 형성되어 고착화되기 보다는 20세 전후까지 수정 훈련을 통해 미래지향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제까지 빈곤아동에 대한 접근이 교육접근 기회의
평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부족한 학습의 보충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에 초점이 주어진

․

․

반면에 태도 형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점이다(김경년 임정만 오석영,
2012). 진로설계를 위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도

시간지향성 수정을 위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이 부딪힐 역경을 이겨내고
미래 지향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탄력적인 아동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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