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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교육만의 문제인가?:
복지국가의 위험 분담과 사교육 선택의 대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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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지만 사교육 연구의 대부분이 미시적 차원에서 학교와
교육제도 내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차이를 사회제도적 관점에서 다
룬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신직업주의(new vocationalism)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력과 사회적 지위 달성 간의 연계 강화는 경쟁전략(enrichment strategy)으로서 사교육 필
요성을 높여 사교육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공적 부조나 서비스 지원제도가 미비한 사
회일수록 노동소득을 높이기 위한 학력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교육 활용이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12년에 OECD에서
수집한 PISA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의 GDP 중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로 측정한 복지국가와
종속변수인 사교육 시간 간의 관계를 인과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두 변수 간의 개념적 선
후관계 설정 및 혼잡변수에 의한 추정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도구변수 방법을 적용하였으
며, 복지국가에 대한 도구변수로는 각 국가의 정당 분절성을 Rae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분석결과, Rae Index는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사회보장비
지출의 1% 증가는 개인의 사교육 시간을 2.134% 감소시키고 국가의 평균 사교육 시간을
0.82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이 교육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복지수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마주치는 위험을 국가와 개인이 분담하
는 정도에 따라 그 활용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제도와 사교육
제도의 상보적 관계를 논의하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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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사교육은 이제 지구촌 현상(global phenomenon)이 되고 있다. 사교육의 확대는 한국을
비롯하여 대입과 고교선발 경쟁이 극심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제도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Bray, 1999; Baker & LeTendre, 2005; Byun & Chung, 2014).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국가마
다 사교육의 활용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Bray, 2013).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
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사교육 활용도가 매우 낮은 반면, 한국, 홍콩,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사교육 억제가 국가의 정책적 관심사가 될 만큼 사교육 활용이 과도하다. 사교
육이 공교육의 부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국가 간 차이는 각국의 공교육
의 질과 관계가 깊을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교육을 질적으로 전
환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험이 보여주듯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대책들은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낮추지 못하였다. 오히려 사교육 억제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례로 영어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하기 위
한 원어민 배정 정책은 영어회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영어능력이 교육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 배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학교에서 부족한 원어민 수업시간을 보충하
기 위해 사교육을 찾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 정부의 사교육 흡수 정책이 역으로 사교
육 필요성에 대한 신호기능을 한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이 공교육 못지않게 제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사교육 활용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사교육을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 Baker et al.(2001)은 사교육 활용을 보완전략(remedial strategy)과 경쟁전략(enrichment
strategy)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남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집단적 성격의 것이다. 사교육이 전자의 문제
라면 개인차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여 사교육의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라면 집단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학교교육의
결과가 사회적 지위배분과 관련되어 있는 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도
사교육을 받을 유인은 존재한다. 보완전략으로서의 사교육은 공교육의 변화를 통해 학생
개인의 미진한 부분이 채워진다면 그 유인이 사라질 것이다. 굳이 비용이 드는 사교육에
의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적 차원의 경쟁전략은 학교교육의 수월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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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교육의 사회적 지위배분 기능이 강화될수록 증폭될 것이다.
고등교육이 대중화된 사회에서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사교육이 집단적 차원의 경쟁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Byun &
Chung, 2014). 진학률이 포화 상태가 되어 계층 간 양적 격차가 소멸되면, 상위 계층은 질
적인 차별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Lucas, 2001). 특히 좋은 직업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식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교육에 대한 경쟁적인 획득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경쟁전략으로서의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외적인 문제가 사교육에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사교육 활용에 차이
가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사교육을 활용하게 하는 사회의 특성
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교육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수준에서 사교육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주목하거나 사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어서 국가수준의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강태중, 2009; 고형일․이두휴, 2013; 김경식, 2003; 김수혜․김경근,
2010; 김성식․송혜정, 2009). 개인들이 사교육을 경쟁전략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국가의 사
회복지 수준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가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선발기제로
기능할 때 선발기제의 효능은 선발되지 않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선발되지 못할 때 포기해야 하는 직업지위, 삶의 질 등 인생에서 중요한 여
러 가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사회복지를 통해 선발에서 제외될 때 잃게 되는 효용이
보완될 수 있다면 교육의 선발기능에 의한 사교육 유발 효과는 약화될 것이다. 즉, 자식이
미래에 처할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상해 준다면 부모가 현재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사교육의 활용이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궤적에서 맞닥뜨리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복지지원 같은 사회유대적인 요인에 의존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형일․이두휴, 2013; Leisering, 2002). 이러한 생애 과정적 관점에서 사교육의 문제에 접근
한다면 경쟁전략으로서의 사교육 활용과 같은 개인의 행위는 국가 내에 제도적으로 내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Leisering, 2002; Mayer & Schoepflin, 1989; Meyer, 1986․1988․
2004). 여기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와 같은 거시적인 제도적 특성이 개인의
사교육 선택이라는 미시적 수준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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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및 가설
복지국가란 통상적인 사회적 위험의 전 범위에 걸쳐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국가를

지칭한다(Esping-Andersen,

1990).

이러한

복지국가의

발전을

Esping-Andersen(1990)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개인
이 시장에서 노동소득을 벌기 위해 상품화될 때 인간의 존엄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서 개인과 가족이 벌어들이는 소득 이외에 국가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사
회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탈상품화된 권리가 발전된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며, Esping-Andersen은 이를 영미의 자유주의국가(liberal welfare
states), 중부유럽대륙의 조합주의국가(corporatistic welfare states),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국
가(social-democratic states)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Mayer(2001)
는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개인이 일생에서 맞이할 수 있는 실업, 가족해체, 은퇴 같은
위험의 정도를 구분하였는데, 자유주의국가일수록 사회구성원이 감수해야 할 위험의 정도
가 높으며 사회민주주의국가일수록 위험의 정도는 낮아진다.
사회정책과 제도에 반영되어 있는 국가의 가치와 규범은 조직학습을 통해 사회 구성원
에게 전수되고 사회화된다. 복지제도가 미흡하여 미래의 사회적 위험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의존성이 강해지고 사회
구성원 간에 모방적 동질화(mimetic process)를 통한 일종의 집단적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DiMaggio & Powell, 1983; Hansemfeld & Rafferty, 1989). 사회와 가정의 사교육 수요
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유주의국가에서 자기의존성이 강조되고 사회가
집단적 동질화를 통해 개인 책임에 대한 제도적 규범을 수용하게 되면 경쟁적인 사교육
활용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출신 학교의 평판과 받은 교육의 질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신직업주의(new vocationalism)와 업적주의가 확장되고 있는 시대
적 흐름에서 학교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장차 직업세계에서 배제되는 것과 같으므로(Grubb
& Lazerson, 2004), 학교에서 성취를 위해 사교육을 활용할 유인은 커진다.
반면에 노령연금, 최저임금, 건강보험 등과 같이 국가에 의해 법제화되고 정당화된 복
지제도는 강제적인 동질화(coercive isomorphism) 기능을 하여 사회연대적인 문화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복지국가의
성격이 강한 사회일수록 구성원 간 상호의존적인 사회문화가 형성되고 사교육에 집단적으
로 동조하는 현상은 자유주의국가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 제도가
사교육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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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복지국가일수록 사회전반적인 사교육 활용도는 낮을 것이다.
복지국가는 개별 사회의 전반적인 사교육 문화에 영향을 주는 한편, 사회구성원들의 사
교육 선택 행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교육을 받는 것은 업적주의 사회
에서 학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력주의, 학
력과 지위 달성 간의 강한 연계, 학력을 선별하는 고위험 부담 시험(high-stake tests) 등은
업적주의 사회에서 사교육을 활용하여야 하는 유인을 증가시키고 있다(Katsillis &
Rubinson, 1990; Stevenson & Baker, 1992; Baker et al., 2001). 학력은 기회균등과 업적주의
사회 구현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사회적 선별장치로서 역할을 해왔고, 이
러한 인식이 제도적인 관점에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
고 있다.
사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한 교육 내적 목적뿐만 아니라 학교교
육 내에서 수월한 지위를 차지하여 장래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영위하기 위한 교육 외적
목적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성패는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지국
가의 개입 방식과 정도에 따라 사교육 활용 유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복지국가는 교육
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의 소득보전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가
정에서 사교육 선택을 조정할 유인을 제공한다. 즉, 복지국가는 사교육 선택에 대한 현재
및 장래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복지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학교 내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
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 복지국가는 인생을 통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위험을 분담
하기 때문에 경쟁전략으로 사교육을 활용하려는 동기는 감소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개개인의 장래 위험에 대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여 개인과 국가가 위험
을 분담하게 된다(Arts, Halman & van Oorschot, 2003).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지출이
적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주요한 생계원천이라면 부모는 남들과의 교육경쟁
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사교육에 투자할 것이다. 개인의 노동소득이 일생에서 발생하는 위
험요소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이라면 이러한 노동소득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것이다. 학력과 사회적 지
위 달성의 연계가 더욱 강해지고 학력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부조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회임금(social wages: Harding, 1982) 수준이 미비하다면 노동소득에
의한 시장임금을 높이기 위해 개인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학력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경쟁전략으로서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Baker, et al. 2001;
Baker & LeTendre, 2005). 그러나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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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 중 국가에 의해 대체된 부분에 비례하여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성격이 강할수록 사회구성원들
의 사교육 활용 정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설2) 복지국가일수록 개인의 사교육 활용도는 낮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복지국가라는 제도적 특성이 개인의 사교육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2년에 OECD에서 수집한 PISA 자료를 활용하였다. PISA는 15세 학생들을 대상으
로 읽기(reading), 수학(mathematics) 및 과학(science)에 대한 성취도와 학생과 가정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국가 간 제도의 변이가 개별 학생에게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국가 간 자료(cross-national data)이다. PISA 2012는 65개국을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 34개국에 대한 자료만을 활용하
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변수인 정치적 분절성(political fractionalization)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34개
국 295,416명의 학생이며 결측치가 있는 표본 2.3%가 제외되어 최종 분석대상은 287,438명
이다.

2. 연구변수
가. 종속변수 : 개별학생의 사교육 시간 및 국가의 평균 사교육 시간
본 연구는 PISA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교육 측정 자료를 활용하였다. 개별학생의 사
교육시간은 학원과 같이 제도화된 형태로 학교 밖에서 영리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수업을
활용하는 시간으로 측정되었다. 개별 학생단위에서 측정된 사교육 시간은 좌측 편포를 띠
고 있어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국가의 평균 사교육 시간은 개별학생의 사교육을 시간을
합한 평균치로 측정하여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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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 복지국가
본 연구에서 복지국가는 국가의 GDP 중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로 측정하였다. 복지국가
는 이전소득이나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은 좁은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병, 장애,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시장이나 가정보다는 국가가 분담하는 사회보장제
도가 충실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Esping-Andersen, 1990). OECD(n.d.)의 사회보
장비 지출 범주도 9개 영역[노령(old age), 유족(survivors), 근로무능력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 보건(health), 가족(family),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r market programs),
실업(unemployment), 주택(housing), 기타 사회복지 영역(other social policy areas)]으로 광의
의 복지국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의 평균적인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다. 도구변수 : Rae Index
복지국가의 효과 추정에서 혼잡변수(confounder)에 의한 인과관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복지국가와 종속변수인 사교육 시간의 개념적 선후관계
설정 및 혼잡변수에 의한 추정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하여 Angrist(2006)가 제안한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방법을 적용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도구변수로 각 국가의 정치적 분
절성(political fractionalization)을 고려하였다. 국가의 정치적 분절성은 입법부 구성의 정당
분절성(party fractionalization)으로 조작화하고 측정은 Halla et al.(2013)이 사용한 Rae
Index(1968)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mingeon et al.(2013)이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한국, 멕시코, 터키, 칠레에 대한 지표는 저자들이 해당 정부의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
하여 계산하였다. 구체적인 도구변수 활용 맥락과 도구변수 구비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
한 논의는 분석방법에 제시되어 있다.

라.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1인당 GDP와 고등교육 등록률 같은 국가 특성과 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개인 특성 등을 통제하였다. 1인당 GDP는 한 국가의 교육투자의 질을 매개로
한 사교육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ker et al., 2001). 제도주의 시각에서 보면 교육은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제도이며 교육제도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보완
전략의 사교육 활용 역시 보편화된다(Baker & LeTendre, 2005). 본 연구는 OECD(2010)가
제시한 고등교육 등록률을 사용하여 학력사회(schooled society)가 사교육 활용에 미치는 영
향을 통제하였다(Byun & Chung, 2014). 그리고 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에 따라 사

36

교육사회학연구 제25권 제1호

교육 활용정도가 다르고(Southgate, 2009), PISA가 나이(15세)를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였
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학년(grade)에 따라 사교육 활용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
별과 학년을 통제하였다. 또한 부모 배경과 사교육 활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Bray,
2013)를 참조하여 부모의 배경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PISA에서 부모의 지위를 지수화한
ESCS(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지표를 사용하였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항목

변수

종속변수

사교육 시간

측정 지표
학교 밖 영리회사에 의한 수업참여 시간의 자연로그 값

독립변수

복지국가

도구변수

정치적 분절성

통제변수

일인당 GDP

(국가)

고등교육 등록

고등교육 등록률

성별

남성=0, 여성=1

학년

학년(grade)

SES

PISA의 ESCS(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index

통제변수
(개인)

국가의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의 자연로그 값
입법부의 정당 구성 비율로 측정한 Rae Index
일인당 GDP의 로그값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회귀분석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2SLS)을 활용하였다.
복지국가와 사교육 시간의 관계에는 다양한 요인에서 오는 내생성 혹은 선택편의 가능성
이 있다. 우선 측정되지 않은 생략된 요인(omitted variable)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교육 시간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1인당 GNP, 고등교육 등록률 등 사
교육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의 특성과 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가정환경 등 개인
특성을 통제하지만 여전히 측정되지 않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략된 변인
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회보장비 지출로 측정되는 복지국가의 정도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면 분석결과는 편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학생 개인과 각 국가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복
지국가와 사교육 시간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복지국가의 특성이 사교육 시
간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 추정되거나 혹은 인과관계에 있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선택편의를 제어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치적 분절성이 적절한 도구변수라면 ‘다른 변수들을 통
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연관되어야 하나 종속변수인 사
교육 시간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두 변수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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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논의를 제시하며 실증적인 증거는
연구결과에서 제시한다.1)

가. 도구변수 : Rae index
정치적 분절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ae(1968)는 입법부 구성의 정당 분절성 정도를 지표
로 제시하고 있다. Rae Index는 아래 식으로 산출되며 여기서 Sj는 한 국가의 입법부를 구
성하고 있는 n개의 정당 중에서 j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 비중을 나타낸다. 예컨대 1
개 정당만 존재한다면 Rae Index는 0이고 두 개 정당이 50%씩 차지하고 있다면 Rae Index
는 0.5이고 10개 정당이 10%씩 차지한다면 Rae Index는 0.9이다. 여기서 한 개 정당이 독
점한다면 정치적 분절성이 낮고 소수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면 정치적 분절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Rae Index는 매우 안정적으로 확인되었
다. 2000년의 지수를 통해 2010년 지수의 설명력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

1 − ∑ s j2
j =1

정당의 분절성이 복지국가의 도구변수로서 적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변수간의 상
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선행연구는 정치경제학적인 맥락에서 정치적 분절성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출과의 관계를 제기하고 있다(Halla et al., 2013). 이러한 논리는 국가
의 재정 지출이 갖고 있는 공공재 성격에 주목한 것이다. Velasco(2000)는 국가의 정치 시
스템이 분절성이 강하다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이 복지재정 비용에 대해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즉, 각 정당의 지지층이 다양하고 여러 정당이 존재한다
면 각 정당은 지지층을 위한 복지 지출을 경쟁적으로 확장할 유인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 확대의 비용이 개별 정당에 내재화되지 않아서 복지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Persson과 Tabellini(2004)는 정치적 분절성의 정도와 정부지출 및 재정적자의 규모가 긍정
1)

정당분절성이 사회보장비지출의 도구변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적절성(relevance)과 유효성
(validity)을 갖추어야 한다. 도구변수의 적절성은 본문에 제시하였고, 유효성은 Jöreskog의 구조
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정당분절성, 사회보
장비지출, 사교육시간에 대한 경로모형을 구성한 후에 그 효과를 분해한 결과를 보면, 정당분절
성이 사교육시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무의미한 반면에 정당분절성이 사회보장비지출을 매개로
사교육시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경로는 유의수준 0.1% 와 0.7% 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정당분절성이 사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보장비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정당분절성이 도구변수로 유효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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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국가 내에서 안정적인 Rae Index와 전년도를 기준
으로 점증적(incremental)으로 편성되는 복지재정 지출을 고려한다면 두 변수의 관계는 측
정연도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두 변수는 국가 내에서 제도로 작용할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의 분절성이 복지국가에 대한 유효한 도구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인
사교육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복지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양향을 미쳐
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변수는 하나여서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
기 때문에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의 분절성과 개인 및 국가차원의 사교육 활용 시간에 직
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논증되어야 한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Baker et al.(2001)이
제시한 사교육 활용 동기, 즉 보완전략과 경쟁전략이 정당의 분절성과 사교육 시간 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경쟁전략과 관련해서 한 국가에서 국회의
의석이 여러 정당에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 개별 학생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평균
적인 사교육 활용 시간이 많다는 것과 정당의 분절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의 분절성이 국가의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의 평균적인 사교육 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광범위한
사회보장을 통해 개인이 겪을지도 모를 미래 위험을 분담한다면 교육을 통해 더 좋은 사
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사교육 경쟁은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
된다면 정당의 분절성은 도구변수로서 유효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 도구변수를 사용한 분석틀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변수로 관찰 불가능한 혼잡변수를 통제한 후에 복지
국가가 사교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국가가 사교
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관찰되지 않은 특징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다. 도구변수는 이러
한 혼잡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관찰 불가능한 특징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정당 분절성
을 이용하여 복지국가의 변이를 외생적인 변이로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으로 복지국가의
모든 변이가 사교육 시간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도구변수인 Rae Index에 의하여 영
향을 받는 부분만 사교육 시간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도구변수에 의
한 추정은 평균적인 처치효과(ATE, Average Treatment Effect)가 아니라 국지적인 처치효과
(LATE, Local Treatment Average Effect)이다. 즉 도구변수에 의한 효과는 정당의 분절성에
의하여 복지국가의 정도가 제한받을 수 있는 순응범위(compilers)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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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ublic social
expenditure

Rae Index

Shadow
education

참조: U는 관찰 불가능한 요소(Unobservable factor)로서 혼잡변수임

[그림 1] 도구변수를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틀

다. 추정 모형
2SLS(2Stage-Least-Square) 추정은 Stata 명령어 ivregre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단
위는 학생과 국가로 구분하였다. 학생(i)을 분석단위로 사교육 시간을 분석한 경우(Y ij)에
학생표본은 34개의 국가(j)라는 집락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집락으로 조정된 표준오차를 사
용하였다. 도구변수(Zj)는 앞에서 제시한대로 정당 분절성으로 연속변수이다. 추정은 첫 번
*

째 단계에서 도구변수와 배경변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사회보장비 지출의 추정값(E j)이 두
번째 단계에서 다른 배경변수와 함께 도구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λ)을 추정하기 위
하여 사용된다(Angrist, 2006).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경우에는 개별학생의 사교육 시간(Y ij)
대신에 개별국가의 평균 사교육 시간(Y j)이 사용되었으며 국가특성 변수만이 모형에 포함
되었다. 구체적인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OLS : Y ij = βijX(학생특성)ij + βjX(국가특성)j + λE(사회보장비 지출)j + εij
IV :
*

1단계 : E (사회보장비 지출)j = βijX(학생특성)ij + βjX(국가특성)j + δjZ(Rae Index)j+ ηj
*

2단계 : Y ij = βijX(학생특성)ij + βjX(국가특성)j + λE (사회보장비 지출)j + υij

Ⅳ. 분석 결과
1. 기초 통계
기초통계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국가별 자료는 <부표 1>에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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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우선 종속변수로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학원형 사교육에 –log(0.867)시간
(SD=.693)을 사용하고 있다. 독립변수로서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에
정부재정의 log(3.061)%를 투입하고 있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일인당 GDP는
log(10.587)$이며 고등교육 등록률은 65.186% 이었다. 표본은 남녀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으
며 표준화된 SES는 -0.061(SD=1.052)이고 학생들은 9.880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도구변
수로 사용한 Rae Index는 72.009를 나타내고 있다.

2. 국가단위에서 복지국가가 사교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
개별국가를 분석단위로 설정한 경우에 사회보장비 지출이 국가 간 사교육 시간의 차이
에 미치는 결과가 [그림 2]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그림 2]을 보면 국가 간 사
회보장비 지출과 사교육 시간은 뚜렷한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도 이와 같이 사회보장비 1% 지출 증가는 국가의 평균 회사형 사교육 시간
을 0.828%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가설1). <표 2>의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추
정한 결과를 보면 도구변수의 적절성, 유효성, 강도는 충족하고 있으나 Hausman test는 유
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단위 측정에서 두 변수 간에 내생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
하며 OLS를 통한 사회보장비 지출의 효과 추정이 적절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림 2] 국가 간 사회보장비 지출과 사교육 시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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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사회보장비 지출과 평균 사교육 시간의 관계 추정(분석단위 : 국가)
M
(SE)
-.867
(.693)
3.061
(.252)
10.587
(.393)
65.186
(18.163)

주당 학원형 사교육 시간 (log)
사회보장비 지출(log)
일인당 GDP(log)
고등교육 등록률(%)

OLS

2SLS
1단계

2단계

-.828*
(.386)
-.738＋
(.370)
.006
(.006)

.280
(.131)
.004＋
(.002)

-1.431*
(.636)
*
-.473
(.426)
-.007
(.006)

8.913**
(3.348)

.017**
(.004)
-1.592
(1.332)

7.836
(3.599)

*

도구변수
72.009
(9.174)

Rae Index
상수
Model
Hausman test
F-test
Partial-R2
2
Adjust-R
n
주.

**

.353
34

p＜.001, *p＜.05.

＋

p＜.07,

*

1.494
16.232**
.352
.442

＋＋

p＜.10.

3. 개인단위에서 복지국가가 사교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
우선

국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개개

학생의

사교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OLS(ordinary least squar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보면 두
변수 간에 부(-)의 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분석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혼잡변수(confounder)에 의한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ship)
이거나 관찰되지 않은 변수에 의해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수 있어 본 연구는 이러한 내
생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도구변수를 사용하였다. 도구변수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비 지출의 내생성, 도구변수의 적절성 및 유효성(외생성), 및 도구변수의 적절한
강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표 3＞ 하단에 제시된 Model 부분에 사회보장비 지출의
내생성에 대한 통계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Hausman test를 통해 사회보장비 지출과 종속변
수인 사교육 시간의 오차 항에 상관[Cov(λi,εi)≠0]관계가 있는 지를 검정하였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p＜.001)는 사회보장비 지출이 내생적으로 결정됨을 나타낸다. ②다음으
로 도구변수의 적절성(relevance)으로 Rae Index가 사회보장비 지출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
는 지를 조사하였다. ＜표 3＞에서 2SLS 1단계에 의하면 도구변수는 유의미하게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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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출을 증가(δi=.015, p＜.001)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도구변수의 유효성으로 도구
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도구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식별(identified)된 경우로서 도구변수인 Rae Index가 사교육 시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존재 여부를 검정할 수 없다(Cameron and Trivedi, 2010). ④한편
도구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강도를 F-test를 통해 검정하였다. 통제변수를 모형에 포
함한 후에도 도구변수의 강도가 강해서 도구변수가 독립변수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귀무
가설(δ=0)을 확실하게 기각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적으로 F값이 10이상 경우를 강한 도구
변수의 기준값으로 정하고 있다(Cameron and Trivedi, 2010). 본 연구에서는 10.623에 해당하
2

여 강한 도구변수임을 의미하며 또한, 도구변수의 설명력(Partial R )은 사회보장비 지출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사회보장비 지출과 학생들의 사교육 시간의 관계 추정(분석단위 : 개인)
M
(SE)
-.867
(.693)
3.061
(.252)
10.587
(.393)
65.186
(18.163)
.500
(.500)
-0.061
(1.052)
9.880
(4.036)

주당 학원형 사교육시간(log)
사회보장비 지출(log)
일인당 GDP(log)
고등교육 등록률(%)
성별
가족 SES
학년

2SLS

OLS

-.719
(.562)
-.546＋
(.273)
.000
(.008)
.006
(.004)
-.114*
(.035)
-.003
(.003)

1단계

2단계

.145
(.113)
.001
(.002)
-.001
(.003)
＋
-.011
(.008)
.001
(.001)

-2.134*
(1.005)
-.318
(.310)
.001
(.009)
.004
(.005)
*
-.095
(.039)
-.001
(.002)

도구변수
*

7.145
(3.358)

상수
Model
Hausman test
F-test
Partial-R2
Adjust-R2
n
주.

**

**

72.009
(9.174)

Rae Index

*

p＜.001, p＜.05.

.015
(.004)
.302
(1.341)
*

.217
287,438
＋

p＜.07,

＋＋

p＜.10.

4.223
10.623**
.316
.341

＋

8.964
(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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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Rae Index가 적절한 도구변수임을 바탕으로 Rae Index가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사교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표 3＞의 2SLS에 제시되어 있
듯이 -2.134이다. 여기서 계수(coefficient)의 해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모두 log을 취하
였기 때문에 계수는 탄력성(elasticity)을 나타낸다. 즉 사회보장비 지출의 1% 증가는 학원
형 사교육 시간을 2.134%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가설2).

Ⅴ.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복지국가 제도가 사회와 개인의 사교육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12년에 OECD에서 수집한 PISA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의 GDP 중 사회보장비 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율로 측정한 복지국가와 종속변수인 사교육 시간의 관계를 인
과적 차원에서 조사하였으며, 개념적 선후관계 설정 및 혼잡변수에 의한 추정 오류를 교
정하기 위한 도구변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복지국가에 대한 도구변수로는 각 국가의 정치
적 분절성을 Rae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1]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국가일수록 사회전
반적인 사교육 활용도는 낮게 나타났다. 국가별 사교육 활용의 차이는 국가의 복지정책에
배태되고 운용되는 메커니즘에 따라 사회문화가 형성되며 사교육 활용의 다양성도 각국의
복지정책에 동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제도의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Kang, 2006; Hall & Gingerich, 2004) 관점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는
사교육제도의 구성논리가 복지제도의 구성논리에 동화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
다. 학령기 이후의 삶이 개인의 책임에 맡겨진 사회라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준비, 즉 경
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사교육 활용 문화는 그러한 사회 내에서 강화될 수 있다. 개인의 복
지 증진을 위한 국가 개입이 최소화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기 의존적 규범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한편 사교육의 사회 내 확산은
DiMaggio와 Powell(1983)이 주장한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동질화(isomorphism)를 통해 사
회구성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복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예
컨대 세 가지 동질화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에서는 성인기의 불확실성을 국가와 개인이 부
담하여 책임을 나누기 때문에 경쟁전략으로 인해 사교육에 집단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사교육 활용을 통해 각 구성원이 삶의 복지를 보상으로
하는 게임을 하고 있으며 사교육 활용이 높은 사회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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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의미한다(Kim, 2007). 이는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협력하지 않고 구성원 간
경쟁하는 문화로 인해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행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설1]에 대한 의의는 기존연구(Baker et al.,
2001; Bray, 2013)들이 가정하는 학력과 노동시장의 강한 연계와 사교육 경쟁의 관계가 성
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연구에서는 학력과 노동시장
연계에 의한 사교육 수요는 높은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가져다주는 노동임금만을 가정하고
있으며 사회임금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력과 노동임금이 상관이 높아
소득불평등이 커지더라도 국가의 복지제도에 의한 임금 보정이 있다면 사교육 수요는 비
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 즉 국가에 의해 시장실패에 대한 수정이 일어날 수 있다면
사회구성원이 경쟁적으로 학력을 쫓아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비효율성을 예방하고 사
교육 경쟁을 통한 불행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가설2] 또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일수록 개인의 사교육 활
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국가가 개인에 대한 소득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정의 사교육 선택에 대한 현재 및 장래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복지국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지위
및 수익을 기대하고 선택한 사교육에 대한 효용이 국가에 의해 대체되는 일종의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개인이 장래에 마주칠 위험
에 대비해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장래를 위한 개인보험인 사교육 활용의
동기가 감소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사교육의 원인을 교육제도 내부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국가 혹은 사회제도적 관점에서 보았다. 이는 경제체제의 사회적 관계가 교육
체제의 사회적 관계에 대응한다는 Bowles와 Gintis(2011)의 주장처럼 경제체제와 상보적 관
계에 있는 복지체제와 교육체제 사이에도 대응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교육
을 복지체제와의 대응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교육 억제가 중요한 과제인 아시아 국가
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대응원리는 공교육의 변화를 통해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으로서 복지
제도가 정착되어야만 개인의 사교육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복지국가와 사교육의 관계가 인과관계라는 것이다. 단순
OLS를 통한 분석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외
생적으로 복지국가 여부를 한정시킨 경우에는 해당 계수가 OLS 보다 3배 정도 강한 것으
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실마리는 OLS 분석과 IV 분석에서 1인당 GDP 효과
의 변화가 가장 크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복지국가와 사교육의 관계에 1인당 GDP
가 혼잡변수(confounder)로서 작용하여 양자의 관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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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그리고 정당 분절성 정도를 나타내는 도구변수는 1인당 GDP의 영향을 난선화
(randomization)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국가는 인
과적으로 유의미하게 사교육 활용을 낮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복지국가의 도구변수로 사용한 정당의 분절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
다. Halla et al.(2013)은 공공재의 관점에서 정치적 분절성과 복지국가의 재정 지출의 관계
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분절성으로 측정한 Rae Index와 복지국가의 측정
지표인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두 지표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Kang, 2006). 즉,
과거의 상태가 현재의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자기 강화의 요소에 의하여
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한다(Pierson, 2000). 한편, Halla et al.(2013)은 두 변수 간의 정적인
관계가 정당의 다양화로 복지비용이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복지국
가가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포함한다. 그러나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관점에서 본다면, 지배적 정당 없이 국가의 정치체제가 여러 정당으로 구
성되어 정당 간 협력이 지배적인 정치제체라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도 다수의 구성원
이 협력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복지적인 요소가 강화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등록율과 사교육 시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나 한국, 그
리스, 스페인과 같이 고등교육이 대중화된 국가에서 사교육 이용이 예외적으로 높은 이유
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OECD(2010)의 사회보장비 지출 9개
영역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지출 범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연구에서 어떤
하위범주가 사교육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구
체적인 사교육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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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국가별 기술통계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Rae
Index

사회보장비
지출비율

70
79
90
67
48
85
81
80
83
76
82
68
65
78
73
86
74
67
46
77
67
86
67
78
70
74
82
80
65
79
82
56
73
54

17.6
27.7
28.4
17.9
10.1
19.7
28.9
16.7
27.7
31.2
26.2
23
22.7
17.0
20.8
15.8
26.7
20.3
8.7
22.2
7.5
22.5
20.5
21.6
20.7
24.3
17.4
22
24.5
28.1
19.2
11
22.6
18.2

사회보장비
지출비율
(Log)
2.87
3.32
3.35
2.88
2.31
2.98
3.36
2.82
3.32
3.44
3.27
3.14
3.12
2.83
3.03
2.76
3.28
3.01
2.16
3.10
2.01
3.11
3.02
3.07
3.03
3.19
2.86
3.09
3.20
3.34
2.95
2.40
3.12
2.90

1인당 GDP
(Log)

고등교육
등록률

10.71
10.69
10.6
10.63
10.02
10.19
10.65
10.07
10.55
10.5
10.63
10.14
10.00
10.53
10.68
10.3
10.41
10.47
10.34
11.39
9.82
10.67
10.40
11.09
10.01
10.14
10.14
10.22
10.38
10.67
10.89
9.80
10.53
10.85

83.2
71.0
69.3
58.9
70.5
64.6
73.6
71.7
95.5
57.1
56.5
91.4
59.5
80.9
73.5
62.4
63.9
59.9
100.8
18.2
27.7
76.4
80.8
73.1
73.5
65.9
55.1
85.1
82.6
73.9
54.3
60.7
61.2
95.3

주당
사교육시간
(Log)
-1.11
-1.47
-1.66
-1.31
-0.99
-0.97
-1.66
-0.14
-1.97
-1.43
-0.49
1.13
-1.24
-1.43
-1.31
-0.24
-0.89
-0.51
1.29
-0.89
-0.46
-1.24
-1.43
-1.83
-0.39
-0.94
-0.76
-0.54
0.29
-1.66
-1.2
0.64
-1.2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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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ansion of shadow education, is it only a problem of education?
- Welfare country's risk sharing and individual choice of shadow education Kim, Kyung-Nyun(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Kim, Anna(Ewha Womans University)

Shadow education now becomes a global phenomenon. However, the extent of shadow
education use shows a considerable difference by countries. Most previous studies on shadow
education have focused on the problems of school and education system within countries. Few
studies have approached on this issue from counties’ or society’s institutional perspective. If
people receive few social wages such as public subsidy or services, people are obliged to
maximize market wages from their work. Such circumstances may compel students to compete
for school achievement to get higher social status and increase students’ shadow education.
With this inference, this study investigates students’ enrichment use for shadow education by
contrasting against countries’ social welfare system. Using the 2012 PISA data that OECD
collects, this study applied for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to tes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of shadow education per week and welfare state measured with the ratio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to GDP. Rae index indicating party fractionalization is used for instrument
variable. The analysis shows that Rae index significantly increases the ratio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turn 1% increase in public social expenditure results in 2.134% decrease in
personal shadow education hours and 8.828% in countries's average hours of aggregate shadow
educ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shadow education is not only related to education itself but
also to social welfare system. The way countries and citizen share risks across life influences
the extent of shadow education use. Lastly, we discusse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welfare system and shadow education system.
*Key words: Shadow education, welfare state, Rae-index, enrichment strategy,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instrumental vari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