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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불평등과 자녀 교육투자
- 근린사회 효과(Neighborhood Effect)를 중심으로

김형용*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근린사회의 공간적 맥락이 자녀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자녀 교육투자를 촉발하는 불안감은 상대적 수준에서 증폭된다는 전
제 하에, 과열된 교육투자가 발생하는 지역적 맥락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연
구 결과는 자녀 교육투자의 계층별 근린사회별 격차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구소
득에 따른 자녀 교육투자가 근린사회 맥락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투자 수준도 높지만, 가구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중
상층 동네 거주가 자녀 교육투자에 더욱 강한 유인을 보이며, 이는 가구소득과 함
께 상승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 교육투자의 효과는 학업성취 면에서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다한 투자가 가족관계와 자녀의 행복감에 부정적 효과
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근린사회가 등질성일수록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과 주관적 삶의 행복이 낮음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정된 교육성취를
둘러싼 경쟁은 잘 사는 곳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자녀들의 삶의 행복에는 부
정적인 결과가 유도된다는 면에서 한국사회 교육의 아이러니를 볼 수 있다.
주제어: 근린사회, 자녀 교육투자, 맥락효과, 취약근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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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한국사회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바로 교육이다. 사회구성원의 교육수준은 최상위이
나 노동생산성은 최하위이며, 아동청소년의 학습시간은 다른 일상이 전무할 정도로 하
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 불가능 시대’를 외치고 있
고,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무조건적 적극성을 보이지만 정작 자녀들은
불행과 불안 그리고 좌절에 신음하고 있다1). 이렇듯 교육의 정체성과 기능이 혼란스
러운 사회이지만, 성취수준에 따라 개인들을 분류하는 장치 또한 교육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신분 상승 욕구가 교육지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은 현 교육제도
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제공하며, 여기서 교육이란 단지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 육체
와 영혼의 조화로운 성장 또는 전인교육의 가능성은 없다고 여겨진다. 교양과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민주적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도 잊혀진지 이미 오래이다(박거
용, 2011; 손순종, 2000).
오늘날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제 31조 1항)’라는 문구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과거에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가 국가적 과제였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교육기회가 거의 균
등하게 배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대학진학률은 80%에 다다랐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육격차를 실감하고 있으며,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명
문대학 졸업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산업화 이후 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방어적 교육투자(Thurow, 1972)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결과이다. 양적 차원에서
교육수준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상위계층은 지배적 지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차별화 전
략을 취하게 되고 따라서 대학의 서열주의를 부추긴다. 어차피 직업지위를 결정하는
학력사회에서 상위 3% 정도의 학생들에게만 허용되는 소위 명문대학은 확실하게 계

1) 교사들 스스로 ‘대한민국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사실상 여관이다’, ‘학교는 갈수록 무의미한 공간으
로 전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모든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한
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이계삼, 2011). 또한 UNICEF가 발표한 18세 이하 청소년 행복지수를
보면, 한국의 교육수준은 세계 1위를 기록한 반면 주관적 행복은 꼴찌를 기록하였다. 학교생활을
좋아하는 이들은 29.5%에 불과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절반에 달한
다(박종일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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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구분하는 기준이고, 또한 교육보다는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대학 ‘회
사’들의 과다한 공급도 차별화와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
교육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순간 투자는 더욱
강화된다.2)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경제위기 이후 가중된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
의 확대는 학력사회의 위력을 다시금 경험하게 한 계기였다. 교육격차가 지위격차와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학습한 이들은 더욱 경쟁적이고 과소비적으로 자녀 교육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부모는 맞벌이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하고 그 학
원에 다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많이 일해야 한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희생되었고(최정숙, 2011; 함인희, 2012), 기러기 가족이나 홈스
테이 가족과 같이 가족의 전통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현상까지 속출하였으며(조은,
2008), 공교육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희생되며(채효정, 2011), 학생들은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을 상실하였다3)(황여정․김경근, 2013). 풍요의 역설, 성장의 역
설이 넘쳐난다.
교육불평등 연구들은 주로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와 교육성취의 격차를 다루어 왔다.
이른바 지위획득 이론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강한 영
향을 준다고 보았다(Blau and Duncan, 1967; Brooks-Gunn and Duncan, 1997).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배경 요인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꾸준
히 증가해 왔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은정, 2007; 김위정․염유식, 2009; 남기곤, 2007; 장
상수, 2000; 방하남․김기헌, 2001; 장상수 손병선, 2005).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교육투
자4), 자녀의 직업열망, 그리고 경쟁적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차이가 교육성
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불평등의 계층적 특성은 지역사회 맥락과 교차한다. 불안감은 상대적 수
준에서 증감되기 마련이며 그 상대적 공간이 바로 지역사회이다. 교육환경과 사회․제
2) 한국사회에서 교육투자와 사회양극화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삶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처우의
차별이 없으며 지위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렇게 자녀 교육투자에 목을 매겠는가?
3) 국제교육협의회(IEA)의 조사결과(2009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점수가 세
계 꼴찌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입시에 중요한 학업능력에는 투자할망정, 더불어 사는 능력
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국일보 3월 27일자).
4) 자녀교육투자 연구의 대다수를 사교육비를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 총교육비의 51%가 사교
육비이며 이중 68.5%가 민간부담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격차는 부모의 경제력 격차와 동일한 양상
을 보인다(류정순․손경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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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조건을 둘러싼 공간적 맥락은 저마다 다르며, 특정 지역에서 아동발달, 학업성취,
그리고 지위경쟁이 더욱 과열된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비슷한 교육수요를 지닌 사
람들이 우수학군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그들 간의 경쟁이 더욱 심해진다(김경근, 2000).
대도시에서의 교육열이 농어촌의 교육열과 다르듯이, 경쟁은 하나의 열린 공간에서가
아니라 비교대상이 존재하는 지역적 경계 안에서 내면화된다. 따라서 교육투자는 공간
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사회 교육투자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 교육투자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맥락효과를 이웃과의 비교가
가능한 동네, 즉 근린사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서구에서 근린사회는 공간적
관점에서 교육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자주 다루어져 왔다(Connell and
Halpern-Felsher, 1997; Duncan and Alber, 1997; Jencks and Mayer, 1990; Sampson,
Morenoff, and Gannon-Rowley, 2002)5). 특히 아동발달 분야는 근린사회 효과가 작동
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연구되어 왔으며, 선행연구들은 근린사회의 1) 물리적 환경과
인구구성 2) 경제적 기회구조 3) 제도적 역량 4) 사회적 교환과 상징적 과정 측면에서
근린사회 효과가 아동의 학교생활, 학업성취, 친구관계,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도 교육성취도 격차와 관련하여 공간적 불평등을
다루어왔으나 주로 광역시도나 시군구별 비교에 한정되어 왔고, 사회지리학적 접근을
제외하면 거주지 근린사회의 맥락을 개인과 개인가구의 다양한 결과들과 연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 교육투자의 지역별 합산을 통한 실태분석 대신에,
소규모 공간단위로서 서울시 집계구/행정동 수준의 자료를 서울시복지패널 개별가구
조사항목과 병합하여 다층모형을 구성함으로써 개별 가구의 자녀교육투자에 미치는
근린사회(취약성과 상대적 격차)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1)
개별가구의 자녀 교육투자 수준은 계층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근린사회 영향력이
확인되는가, 그렇다면 2) 근린사회의 취약성과 상대적 격차가 자녀 교육투자 수준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3) 그리고 자녀 교육투자의 결과는 근린사회별로 다르게 나타
나는가이다.
5) 근린사회효과(neighborhood effect) 연구들은 특정 거주지역의 생태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성이
주민들의 의식 및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으며, 범죄학, 보건학, 사회학, 지역개발
학 등에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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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린사회와 자녀 교육투자
1. 근린사회 효과
근린사회 효과(neighborhood effect)란 개인이 거주하는 생태적 공간단위인 근린이
구성원들의 행위와 사고를 형성하는 경향을 말한다(Sampson, Morenoff, and
Gannon-Rowley, 2002). 언뜻 보면 이동성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며 공간에 대한 소속감
이 약화된 현대 사회에서 근린사회는 중요한 맥락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사
회현상 대부분은 특유한 공간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는 계급적 성
격, 성별 경험, 교육 수준, 직업지위 중 그 무엇도 선거에 있어서만큼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확실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보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다수의 지위가 개인의 성향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6)
이러한 지역별 동질화 경향은 합의적 환경효과(consensual environmental effect)가
도출되는 여러 가지가 다른 경로가 있음을 암시한다. 공간적 경계 내에서의 일상적 상
호작용으로 말미암아 거주민들이 동일한 의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혹은 소
수자들이 다수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수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미 가치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조건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동일
한 지역에 집중되는 인구구성 효과일 수도 있으며, 권력관계 측면에서 지배집단이 이
미 자신들에게 유리한 담론의 프레임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Miller, 1977).
그 밖에도 개인이 위치한 생태학적 환경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Bronfenbrenner,
1979), 근린사회 조직과 문화의 사회․제도적 과정에 의해서(Sampson, Morenoff and
Gannon-Rowley, 2002), 빈곤과 같은 지역별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른 영향(Jencks &
Mayer, 1990) 등의 이유들로 사회구성원들은 특정 공간적 맥락 하에 의식과 태도를
형성한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동질화 현상은 그 지역사회의 개인적 연결망에 의해 형

6) 투표성향의 근린사회 효과는 주로 정치지리학(Johnston, 1979)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와 관련
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동일하게 투표한다’(Miller, 1977)라는 가설이 폭넓게 지지되
고 있는데, 한국사회의 투표성향은 공간적 맥락이 특히 영향력을 발휘한다. 계층적 성격보다는 영
호남의 지역색이 두드러지며, 서울의 경우도 강남의 빈곤층은 강남의 대다수인 부자들과 같은 투
표성향을 보인다. 근린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에 따라, 중산층 지역에서 주민들은 보다 보수적이 되
고, 노동계층 지역에서 더 진보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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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생활세계를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며 여가시간을 보
내고 집단적인 이해를 추구하면서 암묵적인 합의를 만들어 낸다.
최근 근린사회 효과 연구들은 거주지역의 생태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성,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 및 행위를 형성하는 사회자본 및 집합적 효능감과 같은 사회적 과정을
포괄하며 연구의 적용 분야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Sampson, Morenoff and
Gannon-Rowley, 2002).7) 그 중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특성
과 관계없이 조직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상위수준의 독립된 효과를 의미하며 구성효과
(compositional effect)란 하위분석단위인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합산수준에서 반
영되는 것을 뜻하는데(김형용, 2010), 대다수의 근린사회 효과는 주로 구성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이었다. 선행연구들은 거의 일관되게 거주안정성이 높고, 자가주택비율이
높으며, 중산층 비율이 높고,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일수록 건강, 안
전, 삶의 질, 경제적 기회, 가족유지, 아동발달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Jencks & Mayer, 1990; Duncan, Brooks-Gunn and Aber, 1997; Gephart, 1997; Ellen
& Turner, 1997; Atkinson et al, 2001). 상대적으로 근린사회의 맥락효과와 사회적 과
정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편이다. 네트워크나 신뢰 그리고 집합효능감 등 근린사회
스스로 형성하는 내생변수가 가족이나 개인의 다양한 결과들로 어떻게 매개되는지에
관련한 메커니즘을 다루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보다 엄밀한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
이다(Sampson, 2001, Sampson, Morenoff and Gannon-Rowley, 2002).

2. 자녀 교육투자의 맥락효과
가족배경은 자녀 교육투자의 주요한 설명요인이다. 부모들은 자녀 학업에 요구되는
교육비용과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는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교육 선택을 하며(Breen and Goldthorpe, 1997), 이러한 선택의 효용을 최대치까지 끌
어낼 수 있는 능력은 부모의 경제력이다. 또한 교육비 투자는 학생보다는 부모에 의해
서 주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기대가 높을수록, 학벌주의 인식이 강할
수록, 학벌경쟁의 불확실성에서 불안해소를 기대할수록 과감하게 투자하게 된다(김위

7) 근린사회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한 논문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 매년 100편이 넘는 SCI 근린사회
효과 학술지 논문이 발표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ampson, Morenoff and Gannon-Rowle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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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염유식, 2009). 그러나 최근 선행연구들은 가족배경과 같은 근린사회의 인구구성효
과를 통제하고서 발생하는 아동 발달의 맥락효과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아이들은 동네
또래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어울리며 사회적 기대치에 따라 행동하며, 어른들은 집합적
인 지도와 감시의 망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통제력을 행사한다. 이는 아동학대, 영아
사망률, 저체중출산 등과 연결되며 또한 학력, 중도탈락, 학업성취, 이후 경제적 성과
등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Brooks-Gunn, Duncan and

Aber, 1997; Sampson,

Morenoff and Gannon-Rowley, 2002).
자녀 교육투자가 부모의 기대수준 및 성적에 대한 반응성에 민감하다고 한다면, 이
는 근린사회의 맥락효과인 사회제도적 과정이나 집단문화와도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
다. Jencks and Mayer (1990)은 근린사회의 기대와 목적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세 가
지 모델로 정리하였다. 우선 집합적 사회화 모델(collective socialization model)에서는
부모들이 그들 자신과 자녀뿐만 아니라 주위의 기대수준을 형성하고 있음에 관심을
둔다. 동일 공간에서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성인들의 직업규범과 가족규범은 지역 아
동들에게 허용되는 행위의 경계와 사회화의 프레임을 제공한다. 제도적 모델
(institutional model)의 경우는 지역 내의 학교, 사설 학원, 직장 등 사회기관들과 개인
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특정한 행위규범이 형성된다고 본다. 전염모델
(Epidemic model)에서는 아동과 부모 스스로가 이웃들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행위를
모방한다는 측면에서 자녀들의 학업관련 태도가 수렴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가설
들은 주로 빈곤지역 아동들의 일탈과 교육성취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거주환경과
교육적 성과의 관계를 일반적인 사회공간적 맥락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지점은 공간적 불평등이 반드시 빈곤지역에만 영향을 주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로 인하여 빈곤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소수인종가구의 교육성취는 빈곤 지역보다는 부유한 지역에서 더욱 열악하게 나타나
며,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에 따라 부유한 지역의 중산층 자녀도 다른 지역보
다 문제행동과 좋지 않은 정신건강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Duncan, Brroks-Gunn
and Klebanov, 1994; Jencks and Mayer, 1990; Wood, 1989). 공간적 수준에서 지위획
득 과정을 강조하면서, 상대적 박탈은 그들의 성패를 주위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더 노
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경쟁에서 포기하거나 더욱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사실상 모
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학업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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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비관으로 자살하는 이유기도 하다. 지위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청소년들은 무관심
으로 이탈해 버리기도 하지만,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으로 인하여 부유한 지역의
청소년들도 좌절과 반항의 문화를 형성한다. 잘사는 이웃의 존재는 오히려 집합적 수
준에서 삶의 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근린사회의 취약성은 단순히 빈
곤이라기보다는 공간적 차원에서 상대적 격차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근린사회 효과는 근린사회의 취약성과 함께 상대적 격차가 자녀 교육투자에 얼
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공간적 분석단위는 서울시 행정동이며,8) 행정동 수준의 합산자료를 도출
하기 위하여 집계구 분석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집계구란 행정동의 약 1/30 크기
로 평균 인구수는 약 500백 규모에 지나지 않는 소지역이다. 집계구는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여 획정한 구역인 기초단위구를 결합하고 인구주택 사항에 동질
성, 동량성을 부가하여 확정한 공간단위로, 개념적으로 근린사회(동네)에 가장 적합하
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서울시는 총 16,333개의 집계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집계구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통계청의 지역별
최소공표단위가 행정 읍면동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도 집계구 정보를 제
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최근까지 집계구를 분석단위로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김형용․최진무(2012)는 국내 취약근린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통계정보지리서비스
(SGIS)의 속성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집계구별 센서스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9). 즉
8) 근린사회란 거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주로
센서스 트랙(Census Track)과 같은 소지역 통계를 활용하여 근린사회를 구획하고 있다. 센서스 트
랙은 국내 소지역 통계 중 집계구와 가장 근접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근린사회의 취약성과 함께
상대적 격차수준 즉 불평등지수를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 단계 상위 공간단위를 근린사회 분
석단위로 설정하였다. 즉 상대적 격차는 상위 공간단위를 구성하는 하위 공간단위의 등질성/이질성
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집계구 정보를 기반으로 한 행정동이 근린사회 최소 분석단위이다.
9) 통계청 공표단위보다 더 작은 소지역 통계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이유는 공간통계자료가 단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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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지리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 속성자료와 국토해양부 표
준공시지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하여 집계구별 자료에 기반한 행정동 수준의
변수들을 도출하였다10).
본 연구의 가구 및 가구원 수준 자료로는 서울시복지패널(SWPD)이다11). 대부분의
사회조사는 조사대상 가구 및 가구원의 식별이 가능한 소지역 주소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 본 연구는 통계정보지리서비스의 행정동 속성자료와 ID 매칭으로만
SWPD 자료를 사용하고 소지역별 통계결과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법상 비밀보
장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통계활용의 조건으로 조사대상자
의 행정동 주소정보를 확보하였다. 서울시복지패널의 가구 및 가구원 자료는 자녀 교
육과 관련한 지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분석대상은 전체 2,893가구
중 ‘현재 만 7세 이상 만 18세까지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가구 772가구이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취약근린지수이며, 취약근린지수의 평균과 변이계수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약근린이란 취약계층이 밀집한 열악한 동네를 뜻하
며12),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서 유추될 수 있는 사회계층, 가구구성, 그리고 주거환경
이 반영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이 세 가지는 근린사회 선정과 관련하여 주
로 사회지역연구(social area studies)에서 사용하였던 요인들로, 도시공간 구조를 이해
하는데 기본적인 틀이다. 취약근린지수는 총 9가지 지표로 구성되었다. 취약계층이 밀
상 위치와 속성자료만 연결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 지역사회의 경계는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어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집계구 자료가 사실상 최소한의
분석단위이기 때문에 등질성/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단위로서 행정동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기준 서울시 행정동의 수는 총 423개이다.
11) SWPD의 표본은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에서 집락추출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근린사회
분석단위의 자료와도 부합하다. 본 연구는 분석자료의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2차 조사인
201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12) 여기서 취약근린지수는 사회박탈(social deprivation)지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사회박탈은 자원결핍
으로 인한 미충족 욕구가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따라서 포괄적인 삶의 기회와 자원이 결여된 상
태로 측정된다. 따라서 소득과 고용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어 산출되지만, 문화, 주거, 여가, 사
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의 지표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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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동네라는 개념화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주택13) 관련 항목과 국토부
공시지가14)를 포함하여 10개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최종 9가지
지표의 요인점수로 산출되었다15). 포함된 지표들은 서울시 16,280개 집계구 단위에서
파악되는 1) 교육수준 2) 공시지가(2009~2011 평균 TM100m 기준) 3) 노년부양비 4)
이혼가구율 5) 독거가구율 6) 임대가구비율 7) 취약주택비율 8) 노후주택비율 9) 소형
주택비율이다.
취약근린지수는 집계구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취약성을 나타내는 행정동
평균으로 그리고 행정동내 불평등을 파악하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
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변이계수는 지역개발 분야에서 지니계수와 함께 주로 사용되
는 불평등 지표이며16), 상대적 격차 또는 등질성/이질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취
약근린지수 평균과 변이계수는 근린사회 맥락효과 변수로서, 소규모 지역(동네)별 차
이를 설명하는 요인이다.
[그림 1]은 상기한 방법론에 따라 김형용․최진무(2012)가 제시한 서울시 취약근린
지수의 행정동별 그리고 집계구별 분포이다. 취약근린지수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순으로 가장 낮은 반면 중구,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 종로구 순으로 높게 형
성되어 있다. 취약근린지수를 행정동 분석단위로 살펴보면, 취약근린지수가 가장 높은
행정동은 회현동, 을지로동, 남영동, 종로1․2․3․4가동의 도심 공동화지역과, 중화2
동, 등촌3동, 가리봉동 등 낙후된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 또는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이다. 중화2동의 경우는 전체 집계구 수가 47개인데 이중 32개(68%)가 취약
근린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김형용․최진무(2012)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수의
13) 사실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자료는 그리 풍부하지 않다. 집계구별 통계제공항목은 인구부문에
서 성/연령, 교육정도, 종교, 혼인상태, 가구부문에서 방/거실/식당수, 난방시설, 점유형태, 세대구
성, 그리고 주택부문에서 연건평, 주택유형, 건축년도만 포함되어있을 뿐이다.
14) 공시지가는 근린사회의 사회경제적지위를 나타내는 유사자료로 사용하였다. 토지가격은 국토해양
부의 표준공시지가 2009~2011년 평균이며, TM 100미터로 측정된 수치를 GIS를 이용하여 집계구
별 평균으로 변환하였다.
15) 취약근린지수는 9가지 지표들의 값을 표준화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3가지 요인의 요인회
귀식 점수(factor scores)이다. 자세한 취약근린지수의 산출식은 김형용․최진무(2012) 참고.
16) 변이계수는 취약근린지수의 행정동별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것인데, 변수의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가 격차를 측정하기에 좋은 도구이나 분포상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중심이동
만 하면 표준편차도 변동하는 약점이 있어, 행정동별 평균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실질
적인 변이를 측정하는 지표이다(홍준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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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에서 취약근린지수의 이질성이 높으며 지리적 상관성 없이 취약계층 거주지역
이 발견된다는 것이 주요 결과였다. 행정동 내부에서도 집계구별 취약근린지수의 격차
가 확연하게 드러나며, 많게는 수 개의 이질적인 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거주지는 인구집단을 체계적으로 층화하는 근린의 경계가 행정동
내부에도 있으며, 취약계층의 거주지는 자치구의 빈부와는 달리 소규모로 곳곳에 산재
해 있다는 것이 취약근린지수가 함의하는 바이다.
[그림 1] 서울시 취약근린지수의 분포 (2010년)

(a) 서울시 행정동

(b) 서울시 집계구

(c) 등촌3동 집계구

(d) 수서동 집계구

자료: 김형용․최진무(2012) ‘취약근린지수의 공간적 분포’, 국토지리학회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녀 교육투자이다. 이는 가구별 자녀교육비 총액(월 자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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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 총액)과 자녀교육비 비중(월 가계소비총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분석에서는 가구별 교육투자의 교육비 비중을 분석하였다. 서
울시복지패널 자료는 가구생활비를 총 11개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자녀 교
육비는 초중고등학교 등록금, 납입금 등 공교육비와 학원, 과외비 등 사교육비 포함한
금액이다. 부가적으로 자녀 교육투자의 결과로서 자녀 학업성적, 가족관계 만족도, 그
리고 삶의 행복도를 분석하였다. 서울시복지패널자료는 자녀의 학업성적 수준을 전반
적인 학업성취 상중하로 측정하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자녀와의 대화 정도(1~4),
배우자의 자녀와의 대화 정도, 그리고 3)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1~5) 총 세 가
지 항목의 합산을 통해 변수를 도출하였다. 삶의 행복도는 전반적인 만족도(1~5) 다섯
문항과 주관적 행복도(1~10점) 총 6문항의 합산이다. 문항은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
의 삶의 나의 이상에 가깝다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
한다 4) 지금까지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5) 만약 내 삶을 다
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이며 주관적 행복도는 ‘나
는 매우 불행하다’(1점)에서 ‘나는 매우 행복하다’(10점)까지의 척도이다. 그리고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가구소득과 가구주 학력을 포함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2-수준의 행정동 정보와 1-수준인 개인 간의 다층적 모형을 분석하기 위
하여 위계적선형분석(HLM)을 사용하였다(Bryk and Raudenbush, 1992). 분석모형은
단계별로 구성되었으며, 무조건부 모형과 무선-상수 모형, 교차수준 상호작용 모델을
적용하였다. 즉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설명변수 없이 2층 구조의 변량
만을 추정하는 기초모형을 분석한 후, 가설검정을 위한 모형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Ⅲ. 근린사회와 자녀 교육투자
1. 자녀 교육투자 분석
<표 1>는 서울시 자치구별 취약근린지수의 분포와 함께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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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총액,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 그리고 심리적 부담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취약근린지수의 분포를 보면 서초
구,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순으로 취약근린지수가 낮은 것을 나타나 있고, 25개 자치
구별 취약근린지수의 변이계수는 중구와 강남구가 비교적 높으며 은평구, 서대문구,
광진구, 강북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정한 상관이나 패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부담은 이른바 잘 사는 자치구와 못 사는 자치구 사이의 차이가 확연히 드
러나 있다. 취약근린지수가 낮은(잘 사는) 4개구가 모두 교육비 100만원을 넘기며 가
장 높은 교육비 투자를 보이며, 월 가계소비액에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넘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취약근린지수가 높은 중구, 강북구는 교육비 지출이 강남 3구의 절
반 수준이며,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대에 머물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자
치구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취약근린지수의 분포와 자녀 교육비 지출은 매우 높은 상
관관계(r=-721)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계소비총액과의 상관(r=-556)보다도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부담률은 지역별 차이의 패턴이 드러나 있지 않다. 서울시복지
패널 자료를 통한 자치구별 비교는 적은 사례수로 인하여 추정치의 신뢰구간이 넓게
퍼져있어 해석의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 자치구별 분포를 살펴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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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비 수준과 부담
가구별 교육비 부담3

집계구 취약근린지수
자치구

집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동작구
구로구
강서구
마포구
도봉구
성북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노원구
성동구
서대문구
관악구
용산구
은평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중구
서울시 평균

수
663
861
1,054
783
629
702
924
614
611
765
739
596
694
1,001
500
527
824
382
725
608
258
676
393
536
215
16,280

M

1

CV2

n

-1.30
-0.86
-0.73
-0.34
-0.23
-0.21
-0.09
-0.07
-0.04
-0.02
-0.02
0.03
0.04
0.05
0.17
0.22
0.24
0.27
0.29
0.45
0.48
0.69
0.83
0.85
0.94
.00

.1629
.2011
.1826
.1680
.1604
.1839
.2247
.1587
.1752
.1726
.1595
.1468
.2104
.2155
.1912
.1490
.1511
.1733
.1250
.1764
.1858
.1572
.1620
.1493
.2164
.1859

29
40
48
54
30
36
34
19
13
22
39
29
28
40
34
32
41
20
35
23
22
19
34
23
23
772

가계
소비
319.50
352.85
347.79
384.85
272.30
263.11
290.94
300.37
309.15
253.68
287.87
257.86
271.79
325.13
317.15
282.03
203.73
313.50
292.43
281.04
307.41
214.47
204.38
265.00
292.65
292.89

교육비

비중

103.76
112.13
111.73
107.50
81.60
69.08
68.65
64.37
90.46
55.09
71.23
83.34
97.86
76.62
83.59
88.09
52.39
78.85
80.80
64.39
80.55
51.05
72.65
52.39
51.70
80.55

32.48
31.78
32.13
27.93
29.97
26.26
23.60
21.43
29.26
21.72
24.74
32.32
36.01
23.57
26.36
31.23
25.72
25.15
27.63
22.91
26.20
23.80
35.55
19.77
17.67
27.50

심리적
부담률
1.79
2.05
1.85
2.15
1.80
1.47
2.06
2.05
1.92
1.86
2.10
1.97
1.29
2.03
2.15
2.03
2.10
1.85
1.43
2.39
1.73
2.32
1.41
1.91
1.83
1.90

주: 1. 취약근린지수는 김형용․최진무(2012)의 자료(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2. CV(변이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취약근린지수의 음의 값을 양의 값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분포의 중심이동을 함 (집계구 취약근린지수 최소값 –4.306을
양의 값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포의 중심이동)
3. 서울시복지패널(2010) 자료이며, 초중고 자녀를 둔 772가구

<표 2>는 행정동 수준의 근린사회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행정동별 자녀 교육투
자 수준을 직접 비교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각 행정동별 표본의 수가 매우 작아
져 대표성 없는 왜곡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분석은 개별 가구의 교육투자
수준을 설명하는데 근린사회 수준의 효과를 확인하는 다층모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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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복지패널 가구 자료의 주소정보와 2-수준 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421개 행정
동 취약근린지수에 따라 자료를 구축하였으나, 일부 가구 자료의 주소정보가 부정확하
여 최종분석대상은 210개 행정동의 572개 가구이다.
모형 1은 기초모형(unconditional means model)로서 다층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종
속변수 변량에 대한 수준 간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상수는 전체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개별가구의 자녀 교육비 비중은 가계소비의 약 24.8%이며, 분산은 2-수
준이 25.56 그리고 1-수준이 151.52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분산에서 2수준인 근린사회의 분산이 설명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ICC(intraclass correlation)은
.144으로 자녀 교육비 비중의 14%가 행정동 간의 차이이며 나머지 86%가 가구별 편
차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자녀 교육비 투자를 설명하는데 행정동별 편
차가 발생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다층모형에서 ICC가 5%
를 넘으면 일정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14%는 2-수준의 설명력
이 높은 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 2는 설명변수들을 투입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2-수준 요인은 취약근린지수
의 평균과 변이계수이며, 개인요인은 가구소득과 가구주의 학력이다. 성별, 연령, 취업
여부, 가구원 수는 통제하였다. 취약근린지수의 평균과 변이계수는 행정동 수준의 변
량의 약 46%를 설명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수준 변인들의 자녀 교육투자에 대
한 설명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근린지수가 2-수준 분산의 상당부
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구소득과 가구주 학력 그리고 기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통제를 반영한 것이므로, 인구집단의 구성효과보다는 맥락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수준 변수 중에 가구소득이 가장 강력한 설명요인이며, 이를 감안하고서도
취약근린지수가 낮은(잘 사는) 곳에 거주하는 것은 자녀 교육투자에 강한 효과를 지니
고 있다.
모형 3은 자녀교육비 투자에 관한 두 수준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행정
동의 취약성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별가구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취약
한 동네에서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교육비 투자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
과는 교차수준 상호작용이 유의하며, 취약근린지수에 따른 계층별 효과는 취약근린지
수가 낮은(잘 사는)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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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시 자녀 교육투자(자녀교육비/가계소비총액)
상수
Level-2 취약근린지수
평균
변이계수
Level-1
가구소득
가구주 학력
Cross-Level
평균*가구소득
무선효과 U0
Level-1, r

Model1
24.841***

Model2
24.967***

Model3
24.824

-1.771**
-6.602

-1.751**
-5.135

4.662***
.645

4.713***
.628
-.857*

25.563***
151.522

13.816**
145.767

14.490**
145.307

주: 1. 가수수준 N=572, 행정동 수준 N=210.
2. 가구주의 성, 연령, 가구원 수, 취업여부는 통제하였음.

위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 함의를 보여준다. 첫째, 가계소비 중에서 교육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모의 학력보다도 가구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
으로 부모의 학력이 경제력보다 자녀의 교육성취에 더 밀접하고 교육성취는 직업지위
에는 영향을 주지만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가설이 폭넓게 지지되어 왔다. 즉
자녀의 교육성취는 부모의 학력에 비해 소득하고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
나 본 연구결과는 교육성취와 달리 교육투자에서 만큼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 수준의 적정선이나 상한선이 있기 보다는 가계소비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에 투자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는 부모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근린사회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즉
‘할 수 있는 정도까지’라는 합의가 만들어지는 공간의 상대적 분위기를 말한다. 어느
동네에 사는가에 따라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정도가 다르며, 이는 구성원의 경제력을
통제한 후에도 부유한 곳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약근린지수의 평균과 변이계수의 설명력을 제외하고도 행정동별 변량의
많은 부분이 남아있어, 여전히 근린사회의 다른 요인들이 교육투자의 격차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수준에서 통제변수인 취업상태, 가구주 성별, 연
령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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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린사회와 자녀 교육투자의 효과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가 부모의 경제력과 동네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면, 그 투자
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자녀 교육투자가 많을수록 자녀들의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다층모형으로 살펴보았다. <표 3>은 자녀의 학
업성취 수준을 ‘상’으로 응답한 가구들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무선효과를 보면 행정동
별 차이가 미미한 수준에 확인이 되었으나, 취약근린지수의 평균과 변이계수 모두 유
의미한 설명을 보이지는 않았다. 모형 1과 2를 보면 자녀교육투자가 자녀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 3과 4를 보면 이러한 효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녀 교육비 투자와 교육비 비중이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소득과 학력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독립적인 효과는 없
어진다. 오로지 가구수준에서 소득과 가구주의 학력이 중요한 설명요인이며, 그 중에
서도 가구주 학력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종합하면,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는 근린사회
와 가구소득가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자녀 학업성취 결과는 매우 모호하다. 자녀 교
육투자가 반드시 자녀의 교육성취에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근
린사회별로 교육성취가 다르지도 않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열심히
투자해도 자녀들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표 3> 자녀교육 투자의 효과 (학업성취=상)
상수
Level-2 취약근린지수
평균
변이계수
Level-1
자녀교육투자
자녀 교육비(만원)
자녀 교육비/소비총액
가구 소득
가구주 학력
무선효과 U0

Model1
-.355***

Model2
-.362***

Model3
-.397***

Model4
-.395**

-.068
-1.107

-.148
-1.335

.100
-1.505

.108
-1.449

.004**

.000
.014*

.415*

.417*

주: 1. 자녀의 학업성적 ‘상’에 대한 HGLM 분석
2. 가수수준 N=572, 행정동 수준 N=210
3. 가구주 성, 연령, 가구원 수, 취업여부는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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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 교육투자의 효과를 학업성취 이외의 가족관계와 주관적 삶의 만족 영역
으로 확대하여 살펴보았다. 자녀 교육투자가 반드시 학업성취가 아니라, 가족 관계 및
삶의 만족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투자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표 4>는 근린사회의 특성과 교
육투자가 자녀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준다. 자녀의 경우, 부모에 의
한 교육비 투자가 가족관계와 삶의 행복도에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행복도에 과도한 교육비 투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학력 또한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삶의 행복도에 있어서 가구소득 수준만 일정부분 긍정적 설명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청소년 자녀들의 경우 가족관계와 삶에 대한 만족은 동네의
변이계수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취약근린지수의 평균은 중요한 설명변수가
되지 않았으며, 변이계수만 유의미하다는 것은 청소년의 삶에 근린사회의 상대적 격차
또는 등질성/이질성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를 제기한다. 더구나 변
이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 청소년들은 격차가 심한 동네보다
도 서로 유사한 이들이 모여 사는 등질적인 곳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와 행복도가 모두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근린사회 수준에서의 등질적인 경쟁사회가 가지는 특성
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사회적 비교가 오히려 유사한 계층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강화
된다는 것일 수도 있다. 즉 대다수 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자녀의 학업 경력 관리에 더욱 적극적이며 고등교육 지향적 전략을 추구하는
이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이게 되고 이들의 분위기는 전반적인 자녀교육 투자에 상승
효과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자녀에게 한정된 자원을 쟁취하기 위한 과도한 스트레스
를 부여한다. 다만 가족관계 만족과 삶의 행복도에 있어 근린사회 수준에서 설명되지
않은 무선효과가 크게 남아있으며 근린사회와 개인수준의 매개 과정에 포함된 변수들
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후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병행되어야 구체적인 해석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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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녀교육 투자의 효과
상수
Level-2 취약근린지수
평균
변이계수
Level-1
자녀교육투자
자녀교육비(만원)
자녀교육비/소비총액
가구 소득
가구주 학력
무선효과 U0

가족 관계 만족도
8.140***
8.140***
.061
3.445***

.072
3.417***

.001

삶의 행복도
3.864***
3.870***
.035
3.645*

.059
3.653*

-.002*

.182
.082
.382***

.008
.175
.078
.376***

.321*
.044
.452***

.003
.242
.028
.433***

.724

.718

.641

.664

주: 1. 청소년(15세~18세) N=227. 행정동 N=128
2. 가구주 성, 연령, 가구원 수, 취업여부는 통제함

Ⅳ. 논의 및 결론
한국 교육의 현실은 양육강식과 적대적 무한경쟁 속에 개인을 사회의 위계구조 속
에 편입시키는 장치 그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교육에 따라 사회경제적 격차가 벌어
지는 사회에서는 교육투자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혼자 버틸 수 있는 자신감과 신념이
있지 않은 한 어쩔 수 없이 비합리적 경쟁체계에 동참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학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본 연구는 경쟁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근린사회의 공간적 맥락이 자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봄으로서, 상대적 수준에서 비합리적 교육투자가 강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다.
앞선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자녀 교육투자의 계층별 지역별 격차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구소득에 따른 투자가 근린사회의 맥락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가구소득이 높고 취약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자녀 교육투자 수준이 높
지만, 가구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취약성이 낮은 동네에 거주하면 더 많이 투자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가 학력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동네 사람들과 동화되어 자녀 교육투자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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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진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근린사회 맥락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적 교육
투자의 효과가 학업성취 면에서 뚜렷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과다한 투자가 가족관계와
자녀의 행복감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린사회의 등질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과 주관적 삶의 행복이 낮음을 볼 수 있었다. 집계구 단위의
취약근린지수가 등질적일수록 가족관계와 행복감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해
석의 주의를 요한다. 오히려 상대적 격차가 높은 곳에서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경쟁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적 여건이 같다면
학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생활세계는 유사한 조건의 또래와 비교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한정된 성취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이 자녀들의 삶에 부정적
인 결과를 유도한다.
본 연구는 근린사회와 교육에 대한 서구의 논의를 한국사회의 현상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서구 선행연구들은 근린사회가 자녀 교육투자 및 성취에 주요한 배경임을 일
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구 실증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인구구성
에 초점을 두고 빈곤한 근린사회가 아동학대, 영아사망률, 저체중출산 발생률이 높으
며,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력과 대학진학률이 낮으며 학업중퇴율이 높다는 방식
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근린사회 효과가 발생하는 근린사회의 맥락을 인구구
성 효과와 구분하여 다룬 연구들은 흔치 않았다. 교육투자의 결정은 지역의 교육여건
및 노동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부모들의 의사결정은 주어진 기회로부터 결
과를 예상하면서 행동하고, 또한 선택을 할 때 관련된 정보는 주로 가족, 친구, 이웃으
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교육투자의 규범이 형성되며, 근린
사회 효과 연구들은 이러한 내생적인 과정에 보다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녀 교육투자를 분석함으로서 한국사회의 교육이 근린사회 맥락과 밀접
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었지만, 자료의 한계상 수능점수와 같은 객관적인 학업성취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행정동 단위의 근린사회는 거주민들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한 근린사회로서 부적합할 수도 있다. 거주하는 행정동에 따라 자녀교육
투자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일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조사 자료를 통
한 이차분석보다는 취약근린사회로 분류된 동네에 대한 관찰법과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이 향후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책적 함의와 관련하여, 여전히 근린사회별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요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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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적 수준에서의 재분배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한 고비용이기 때문에 아동청소
년의 교육투자를 통해서 세대간 불평등의 해소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교
육투자가 과도한 사적투자에 의존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교육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다고 해도, 교육투자를 통한 불평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전통적으
로 계층이동을 가능케 하였던 대학교육이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에, 보다 차별화된 교
육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업의 기회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교육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교육 안전망의 강화만으로 또는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교
육의 실질적인 격차해소가 무색한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사회 양극화 해소이지만, 교
육 불평등의 다른 차원들을 살펴보면 교육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무엇
보다 최근 학업성취의 중요요인으로 주목받는 것이 부모의 양육시간 투자이다. 양육참
여의 차이는 실질적이고 보다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 투자를 위해서 양육시간
을 희생하는 지금의 모습은 목적지를 모르고 달리는 집단적 비합리성으로 치부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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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unity Inequalities and Investment in Children’s
Education
- A Study of Neighborhood Effects
HyoungYong Kim*
This study investigated neighborhood effects on the investment in children’s
educ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tested a multi-level model that combines data of
neighborhood deprivation across dong(administrative district of Seoul as a small
spatial unit) and individual household survey items from SWP data. The research
questions are whether neighborhood deprivation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has
impact on the children’s education investment and how this is related to familial
life. Results showed that upper middle class neighborhood residence has stronger
incentives for invest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controlling for the family
income and education. And the more homogeneous neighborhood, the lower
children’s family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s were, while no effect of the
parent society. Such findings identified neighborhood contextual effects on children’s
education investment and overheating of the competition in more homogeneous
neighborhood has negative consequences on children’s famili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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