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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콜맨(Coleman)의 사회자본을 근거로 대학생의 사회자본(부모-자녀관계, 인적 네트워크, SNS

활용)이 진로포부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하위변인 부모의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은 진로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다중회귀 모형으로 확인한 결과 사회자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인적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활용 및정보의도움정도는직업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사회계층이동에 대학생의 사회자본의소유및 획득 과정이중요한 성취지향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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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Occupational Aspira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parent-child relationship, human network, and SNS use)

on the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 in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Coleman’s Social Capital Concept. To

achieve this,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was conduc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Other variables, except for parent’s occupational of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vocational aspiration. Also. as a result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parent-child relationship, human network obtained from social activities, Social Networking Service use

and usefulness of information – social capital factors -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occupational aspiration. Such findings suggest that the process of possessing and acquiring social capital

among university students served as an important achievement-oriented value in terms of social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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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회에서직업지위수준의향상은대학교육의경

험보다는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가 직업지위를 예측하

는데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1]. 이러한현실은좋은학

벌이 계층이동에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서열주의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

진학률과 사교육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교

육부자료에의하면 2016년 대학진학률이 69.8%로 나타

났다고한다. 그러나대학진학률이 2010년 이래처음으

로 60%대로 떨어진 반면에, 고등학교 사교육비 지출은

더늘어났다[2]. 이는 2007년 사교육비조사를시작한이

래 최고가액으로 위계가 더 높은 대학으로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간의 위계서열이

직업지위서열을결정하는데영향력이크다는것을뒷받

침한다. 이에대해방하남ㆍ김기헌[3]은 Thurow(1972)가

제시한 ‘방어적 투자 ’개념을 근거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지키기위해교육에더많이투자하여자신의지

배적 지위를 방어하려한다는 것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

다.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은 직업지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요인으로인식되면서직업지위획득에어떠한

요인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서 직업지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보면, 무엇보다도 직업포부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

공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4,5,6]. 이

와 관련한연구에서는직업포부수준이높을수록상대적

으로높은수준의직업에도달한다는일련의연구[6,7]에

서 확인할수있으며이들의연구를통해직업포부가자

녀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직업포부 수준이 직업지위 성취에 중요한 영

향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되면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8,9], 양육방식[7,10], 사회, 문화자

본[4,5]등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제시하였

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직업포부도 학업성취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자녀의계층이동을고착화시키는요인임을시사하

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는별도로가정배경에서기인하는불평등한격차를감소

시키는데실질적역할을할수있다는연구도있다. 대표

적으로 콜맨[11]은 사회자본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 갖는 귀속적 특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변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배경의

제약에서어느정도벗어날수있다고보았다. 그는비록

부모의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이 풍부할지라도 가족 내의

사회자본 즉, 부모-자녀의 관계가 부족하면 교육성장으

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사

회자본은 구조적인 요인보다 관계적인 요인으로서 부모

와의관계나사회적관계를통해형성될수있으며부모

의사회경제적배경과무관하게대학생의직업지위수준

결정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대안으로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대학생을대상으로한기존연구에서는사회자

본을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분석한 연구

[4,12]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나 대학

생스스로공적ㆍ사적인사회활동속에서형성하게되는

가족 외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콜맨[11]이 분류한 사회자본 즉,

가족내사회자본과가족외사회자본으로구분하여이러

한사회자본의하위변인들이직업포부에어떠한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보면가족내사회자본인부모-자녀관계

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있다[7,13,14]. 또한 가족외사회자본으로는인

적네트워크를 선정하여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가있다[4]. 이들의연구에서는인적네트워크가직업

포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나타났으며, 사회자본을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크기와 강도로 사회

관계를측정하여개인이소유한정보의차이를비교하였

다. 그러나 이들은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귀속적 원인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얻게 되는 직업정보인

지 개인의 활동에 의해 얻게 되는 직업정보인지를 구분

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볼 때[15]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영향 외에도 개인이 스스로 공적ㆍ

사적 활동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인적 네트워크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인터넷의 보편화로 대학생

들은 SNS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이로 인해 유용한 정보

와 필요한 지식 등을 얻게 되면서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활동을 통한 사회관계

형성과 직업포부와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런연유로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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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형성된사회적관계도사회자본의변인으로포함시

켰다.

이와같은연구의필요성에의거하여, 이 연구는대학

생의사회자본(부모-자녀관계, 인적네트워크, SNS활용)

이 진로포부수준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는

데에목적이있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콜

맨의 사회자본 분류를 근거로 부모-자녀관계를 가족 내

사회자본으로, 대학생이사회활동을통해획득한인적네

트워크와 사회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를 통해 획득한사회적관계를가족외사회자본으로구

분하여 선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자본
사회자본은사회과학각분야에서유용하게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정의하기가 모호하다[16].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진 초창

기 학자는 부르디외이다. 부르디외[17]는 전통적으로 물

질자본의 개념을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확장하여 설

명하였다. 그는 사회자본을 지속성이 있고 다소간에 제

도화된 상호 교류 또는 인지 관계의 네트워크를 소유함

으로써 얻게 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화라고

정의하였다[13]. 이는 사회자본에대해개인이갖고있는

사회적관계를통해얻을수있는혜택과자원을획득하

기 위해 구축한다고 본 것이다.

학업성취의직접적인영향변인으로사회자본을주장

한 콜맨[11]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형성되거나 혹은 공동체 내 관계 속에서 행위자의 행위

를 통해 형성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경제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달리 사회관계나 제도 속에 참여하여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식이나정보, 규범, 규칙등을공유를통해획득하고가

치를증가시키기도한다[18]. 특히그는사회자본을가족

내 사회자본과 가족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가족 내

사회자본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강조하였다. 부모의 사

회경제적지위가학업성취와정서적발달에유의미한영

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나 지원이

결여되면부모의인적자본과경제자본이큰의미를갖지

못한다는것이다[17]. 국내 연구에서도부모와자녀사이

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 진로성숙, 사회성

과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13,18,19]. 신희경ㆍ김우영[20]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

화가많을수록진로결정을위한정보찾기에긍정적인영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대체로

네트워크와 상호호혜성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1]. 부르디외[17]에 따르면, 특정 행위자

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크기는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수있는연결망의규모와그연결망에포함된각

개인들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는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

는것을핵심으로보고그관계속에서의상호작용을전

제로하고있다. 따라서사회적연결망즉사회적네트워

크는 사회자본의 필수적인 요소이다[41]. 그러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만으로는 사회자본이 생성되지 않는다.

집단에대한소속감과관계의밀도가높은네트워크에서

보다 잘 형성되며 네트워크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무와 기대, 신뢰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21]. 이렇게형성된사회적네트워크는정보를획득

하는데도움이된다. 높은위계의직업에속한사람을알

고있을경우관련직업에대한중요한정보를얻는데도

움이되고있음을위스콘신모형과린과듀민[22]의 연구

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자본으로는 인적네트워크 뿐 만 아니라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있다. 이는새로운형

태의사회적연결망으로온라인네트워크의시대가도래

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세

대의 스마트폰 사용 확산과 빈번한 인터넷 사용은 시간

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간편한사회적관계의형성은물론, 새로운직업정보

나 취업시장 정보의 제공이 또 다른 사회자본을 증대시

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연구결과가있지만이영수ㆍ이재신[23]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용자 간에 교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

면으로는 인터넷은 정보격차가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만

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가의 개인화를 부추기고 있

는점을들어과도한인터넷사용이사회자본생성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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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수있다고보았다. 그러나사회관계망서비스(SNS)

는커뮤니케이션의양과질이높아지면서사회적네트워

크를형성한다는연구결과가제시되고있다[24,25,42]. 그

러므로대학생이대내외활동을통해자발적으로형성하

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업 관련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있는의미있는인맥형성과사회관계망서비스를활

용하는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개

인이형성한관계에주목하여콜맨의사회자본에기반하

고있다. 가족내사회자본은부모-자녀의관계를변인으

로 하고, 가족외 사회자본은 인적 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직업포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2 직업포부
직업포부는자신의 흥미, 능력, 성취동기등을 반영한

희망직업으로[25], 이는개인적특성, 사회경제적요인들

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 특히, 대학생의 직업포부는

막연한직업포부를가졌던중ㆍ고등학교시기와달리현

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

업포부를계획한다. 이는직업지위획득을위해입시경쟁

을 겪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대학교와

전공을선택하는과정을거친시기때문으로볼수있다.

위스콘신 지위획득 모형에서는 ‘의미 있는(중요한)

타인’을 알고 있는 여부에 따라 교육과 직업에 대한 포

부가 달라진다고 한다[27]. Swell, Haller & Portes[27]

의 연구에서 제시한 위스콘신 모형은 직업포부가 첫 직

업을 얻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직업포부는 학생 자신에게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있어 직업지위 수준의 향상에도 영향

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직업포부가직업지위획득에영향을주고

있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다. 김진영ㆍ유백산[9]은 부모

의 학력, 직업지위, 소득수준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지위에 따라 직업포부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효과를 분석하여 아버지의 고학력과 어머니의 고학력이

결합되거나, 아버지의 고학력과 자녀의 높은 성적이 결

합되면, 직업포부에대해증폭효과가나타남을제시하였

다. 또한, 직업포부가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4,7]. Ashby and Schoon[27]은

직업포부수준에따라향후사회경제적직업지위와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선행연구에의하면, 직업포부수준은사회경제

적 배경이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이들의연구결과와는상이한연구도있다.

이종범ㆍ최동선ㆍ오창환[29]은 부모의 직업과 어머니의

학력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배경을어떤요인으로구성하는지에따라달

라질수있음을제시하였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이연

구에서는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자본 요

인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외에도 부모-자녀의 관

계, 사회적네트워크에해당하는인적네트워크와사회관

계망 서비스 활용 등을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3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경제적지위는사회계층을구분하는결정적인요

인이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에

서 한 개인이 계층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하며, 사

회적지위와경제적지위의종합이다[30]. 사회적지위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정도를 의미하며 주로 그 사람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지

표로해서측정된다. 이에비해경제적지위는해당사람

의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수입을 지표

로 측정한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는 일치하는 경

향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지위와경제적지위를균형적으로고려할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

경의 결정적인 요인이며, 그것이 부모의 사회계층을 규

정하기도한다. 사회계층은직업지위, 재산, 교육수준, 소

득 등의 객관적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동일계층의 사람들은 비슷한 가치관, 지식

수준, 도덕적신념을갖고있다. 기존의연구들은부모의

사회경제적배경이자녀의사회경제적지위와밀접한연

관이있음을보고하고있다[3, 8, 31]. 이러한연구들은주

로 사회계층 이동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

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직

업포부수준이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위스콘신모형이있으며, 김진영ㆍ유백산[9]의 연구도부

모의사회경제적지위가자녀의직업포부수준과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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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장기

영[32]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직업지위를

결정하는데유의미한영향을주고있다는결과를제시하

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녀에게 지원되는 교육기회 및 자원의 수준이 차

등하게적용되기때문에사회계층의이동에도영향을주

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이런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하위 변인을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로 선정하였다.

부모의직업지위는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를나타낸

다. 이는 최근 사회경제적 지위를 직업지위로 측정하는

연구[31]에서 직업의 임금이 직업지위를 결정하는 요인

으로보고하고있다. 이와같은연구결과는한국사회의

주관적 직업 위세와 임금을 기준으로 구분한 직업 지위

간의 관계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유홍준ㆍ김월화[33]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

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직업지위를 통해 구분하고

분류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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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응

답이 불충분한 설문지와 응답 문항이 동일한 형태를 보

인 설문지를 제외한 총 271명의 응답만을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학력과직업지위로설정하였다. 응답한자료의

선별은 우선 부의 학력을 채택하였으며, 부의 학력이 응

답하지않았을겨우모의직업을채택하였다. 한 부모가

정도 고려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을 선별하였다. 학

력수준은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교육연한으로바꾸어점수를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부

모학력 중 전문대의 경우는 14년을 부여하였다. 부모의

직업은작성된직업중직업위계가높은한사람의직업

을선택하였다. 직업위계표는홍두승의직업위계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여 계급을 범주화 한 김유진

[34]의 직업위계표를사용하였다. 이연구는계층분류를

1점에서 5점으로 부여하였다<Table 1>.

3.2.2 직업포부
직업포부 척도는 O’Brien(1992)이 개발하고 황정훈

[35]이 수정 사용한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0문항

으로 제작되었으며 직업포부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9이다. 각문항을합한점수가높을수록포부수준

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7이다.

3.2.3 사회자본
이 연구에서는 가족 내 사회자본과 가족 외 사회자본

으로 분류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

본 인 부모-자녀의 관계를 측정한 도구는 현지영[14]이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자료에서사용한 5개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현지영

[14]의 문항들은신뢰도(Cronbach's α)는 .887이다. 이 연

Class category Job category

Upper
class

Upper class capitalist, conglomerate owner, high-ranking governmental official

Upper-middle class
high-ranking specialized jobs (doctor, engineer, lawyer,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accountant, professor,
general, etc)

Middle
class

New intermediate
class

low-ranking specialized jobs, teacher, entertainer, religious workers, subalternate governmental official, general
company clerical force(large company, banker)

Old intermediate class
independent merchant and self-employed service provider, restaurant and accommodation provider, general
company employee, self-supporting technician, transportation apparatus driver, etc

Lower
class

Working class
service industry worker (attendants at restaurants and accommodations, beautician)
manufacturing supervision(employee), travelling salesman, shop assistant, skilled workman, etc

Urban underclass peddler, visiting housekeeper, sweeper, simple worker, apprentice, etc

<Table 1> occupations hierarch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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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신뢰도는(Cronbach's α)는 .89이다.

가족 외 사회자본은 공적ㆍ사적 활동을 통해 형성하

고 유지되는 인적네트워크와 취업활동과 관련된 사회관

계망 서비스(SNS) 활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인적

네트워크를묻는문항에서는부모의배경으로얻게되는

사회자본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고위직을가진친인

척을 배제하였다. 대학생 시기에 대내ㆍ외 활동을 통해

알게된사람들중직업으로구분하여심경섭ㆍ설동훈[4]

이 사용한 Treiman의 SIOPS로점수를부여하였다. 응답

방법은설문지에직업을 5개이내로작성하게하여점수

를주었다. 심경섭ㆍ설동훈[4]이 사용한방식으로응답한

직업중비슷한지위에있는사람들은하나의값만부여

하고다양한지위에있는사람들을알고있을경우폭넓

은 네트워크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점수를 합산

하였다.

SNS 활용정도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의 10차년도

자료를이용하여제작한문항으로구성하였다. 구체적으

로관심직업과관련된사회관계망서비스(카페, 블러그,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등)에서가입후활동여부, SNS

및 취업정보사이트를통해얻은정보의도움정도로구

성하였다. SNS 활용 여부는 ‘그렇다’ 와 ‘아니다’로 구성

하였으며,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SNS 정보의 도움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3 분석방법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2.0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변인들의기술적통계를통해평균과편차를

확인하였다. 둘째, 상관관계분석을통해각변인들의관

계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직업포부를종속변수로하고부모의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자녀의관계, 인적네트워크, 사회관계망서

비스사용, 사회관계망서비스통해얻은정보의도움정

도의등을독립변인으로하여각각설정하고위계적다

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은 4단계 모형으로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배경에해당하는부또는모의학력, 부또는

모의 직업 변인이 대학생의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수

준을 확인하였다. 2단계 모형에서는 1단계 모형에 투입

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인과 더불어 가족 내 사회

자본인부모와자녀의관계변인을투입하였다. 3단계모

형에서는 1,2 단계 모형에서 투입한 변인 외에 추가적으

로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인적 네트워크 변인을 투입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단계 모형에서는 사회관계

망 서비스의 활용과 정보 변인을 투입하여 직업포부에

변화정도를확인하였다. 분석과정은성별, 학년, 전공계

열의 구분 없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

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요인별 기술통계
각 요인별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

인으로는 부모 직업은 평균 3.41로 나타났으며, 부모 학

력은 14.74로 비교적 높았다. 가정 내 사회자본인 부모-

자녀의 관계는 평균 3.97이며, 가족 외 사회자본인 인적

네트워크는 평균 6.6으로 인맥형성과 직업정보를 얻기

위한 SNS 사용여부평균 .28이며, SNS 정보의도움정도

는 평균 2.66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Factors descriptive statistics

4.2 상관관계 분석
직업포부와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3>과같다.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인부모의학

력(r=.113, p<.05), 가족내사회자본인부모-자녀의관계

(r=.184, p<.01), 가족 외 사회자본인 인적 네트워크

(r=.375, p<.001), 인맥형성 및 직업정보 목적으로 한

SNS사용여부(r=.202, p<.001), SNS 사용을통해얻은정

보의도움정도(r=.150, p<.01)은 정적인상관관계를보였

다. 그러나부모의직업점수와는유의미하지않았다. 이

상의 결과는 사회자본 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인적네트

워크, 사회관계망을통한사회적네트워크는진로포부에

M SD N
Occupational
Aspiration

3.34 0.62 271

Parent’s
Vocational

3.41 0.74 271

Parent’s
Educational level

14.74 2.21 271

Parent-child
Relationship

3.97 0.68 271

Human Network 6.60 3.65 271
SNS use 0.28 0.25 271

SNS Information 2.66 1.19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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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함의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 중 학력은 자녀의 직업포부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인다.

4.3 직업포부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 분석 
직업포부를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학력, 직업, 부

모와 자녀관계의 사회자본과 가족 외 사회자본 인 인적

네트워크, 사회관계망서비스사용을독립변인으로하여

위계적 회귀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내용은 <Table 4>

과같다. 모형 1, 2, 3, 4 는 직업포부를각각 1.3%, 4.4%,

17.1%, 20.3%를 설명하고 있다.

모형 1은설명력은총분산의 1.3%를설명하고있으며

F 값은 1.829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4.4%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10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설명력은 모형 1에 비하여

3.1% 상승하였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β=.176, p<.01)

가 직업포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부모

와 자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업포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콜맨의 연구와 일치하며 국내 선행연구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3]. 따라서 부모가 대학생 자녀

에 신뢰와 안정감 등을 심어주었을 때 직업포부에 긍정

적인영향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모형 3의설명력은

총분산의 17.1%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3.765으로

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모형 3의설명력은

모형 2에 비하여 12.7% 상승하였다. 하위요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β=.139, p<.05) 외에도 본인이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얻게 된 인적네트워크(β=.360, p<.001)가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설명력은 총분산의 20.3%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1.2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모형 4의 설명력은 모형

3에 비하여 3.2% 상승하였다. 모형 4에서 추가 된 변인

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SNS 사용

(β=.127, p<.05)과 SNS 정보의도움(β=.131, p<.05)이다.

이는 사회관계 망 서비스의 사용이 직업포부에 긍정적

인요인으로작용함을알수있다. 따라서인터넷발달과

스마트 폰 보급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SNS 활용

이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신동준ㆍ류지영

[3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대학생의 다양한 정

보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도 직업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어떤 변수가 직업포부에 상대적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 4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형 4에서 나타난 직업

포부에가장큰영향을준변수는다양한사회적활동과

모임을 통해 얻게 된 인적네트워크이다. 표준화 계수는

.335로 다른 변수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서도 직업포부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적모임이나 사적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직업인과

의 관계형성은 그라노베터[40]의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

적관계를형성하고유지를통해직업에대한정보를얻

는 것은 취업준비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학력과 직업은

직업포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

모의사회경제적지위가직업포부에영향을미친다는선

행연구[4,9,32]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종범ㆍ최동선ㆍ오창환[29]은 부모의 직업지

Occupational
Aspiration

Parent’s
Vocational

Parent’s
Educational level

Parent-child
Relationship

Human Network
SNS
use

SNS Information

Occupational
Aspiration

1

Parent’s
Vocational

0.080 1

Parent’s
Educational level

0.113* 0.498 1

Parent-child
Relationship

0.184**
0.079 0.074 1

Human Network 0.375*** -0.027 0.040 0.101* 1
SNS use 0.202*** 0.015 0.016 0.025 -0.140 1

SNS Information 0.150** -0.038 -0.008 0.085 0.034 0.638 1
*p< .05, **p<.01, ***p<.001

<Table 3> Factors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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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어머니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김진영ㆍ유백산[9]은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

를 구성하는 요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

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직

업과교육수준을구성하고, 부와모를구분하지않고, 가

구 소득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업포부 수준의 영

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직업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인적 네트워크, 인맥형성 및 직업정보를 목적으로

활동한 SNS 활용이다.

그러므로 가족 내 사회자본과 가족 외 사회자본은 부

모의사회경제적배경으로인해불리하게작용되어온사

회계층 이동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자본 변인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연구는대학생의부모의사회경제적배경, 가족내

사회자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 외 사회자본인 인

적 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활용이 직업포부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구

성요인 중 부모의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하였으나, 부모의 직업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

로나타났다. 그밖의변인으로선정된부모와자녀의관

계, 사회활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

의활용은정적인관계를맺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다음으로위계적다중회귀모형으로확인한결과사회자

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인적네

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활용 및 정보의 도움 정도

는직업포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독립변인인부모의사회경제적배경인부모의직

업, 학력은 직업포부와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가족내사회자본인부모와자녀의관계는유의

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은 개인이

형성할수있는기본적인네트워크로서그자체만으로도

사회자본이 형성 될 수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하

지않거나신뢰가있지않으면사회자본이창출할수없

다는 선행연구[13, 14]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자본이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관계적인요인에의해형성되기때문에부모의사회경제

적배경과는독립적으로직업포부에긍정적인영향을미

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부모와자녀의관계에서

사회자본을원활하게창출토록하는부모의역할이중요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외사회자본은사회활동을통해얻은인적

네트워크와 직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가입한 사회관계

망 서비스 활용 등이 직업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b β b β b β

socio-economic
background

Parent’s
Vocational

0.02 0.03 .018 .021 .038 .046 .056 .067

Parent’s
Educational
level

0.02 0.09 .025 .089 .018 .066 .013 .045

social capital
in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160 .176** .127 .139* .110 .121*

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

Human
Network

.061 .360*** .057 .335***

SNS use .315 .127*
SNS Information .068 .131*
R² .013 .044 .171 .203

Adjusted R² .006 .033 .159 .185
F 1.829 4.104** 13.765*** 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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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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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콜맨[11]의 연구와일치

한다. 즉, 사회자본은 단일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개

념이며, 가정과 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신뢰와 유대감이 핵심이다. 이처럼 사회적

네트워크는가정안의관계에서형성되는사회자본과더

불어 공적ㆍ사적 모임 등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형성된

다. 무엇보다 사회자본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

와규범, 가치 등을공유할수있기에대학생의사회자본

형성을위해학교및사회적차원에서다양한노력이필

요하다고 본다. 특히 가족 외 사회자본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인맥형성 및 SNS 활용을 통한 직업정보의 취득과

같은사회적네트워크의강화는사회경제적배경이취약

한 계층의 대학생에게 사회이동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자본 변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모의 학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다중회귀 모형에

서는부모의학력, 직업모두유의미하지않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29]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김진영ㆍ유백산[9]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아버지의지위와어머니의지위가직업포부

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경제적배경의구성요소차이그리고각각의변인들

이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가 배가 되거나 상호대체 되

는효과를주된원인으로분석한바있다. 이들의연구[9]

결과를살펴보면부모의학력이자녀의직업포부에영향

을미치는것에대해부의학력이높고자녀의높은성적

과결합할때시너지효과를갖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부

의학력이낮은학생이어도성적이향상되면직업포부의

격차는 일정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결과에비추어볼때이연구에서다중회귀모형에

서 나타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구성요인의선정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따라서이

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유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가족

내 사회자본과 가족 외 사회자본 모두 직업포부 수준의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대학생의 사회계층 이동에 사회자본의 소유 및 획득 과

정이중요한성취지향가치관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자발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한 가족 외

사회자본의확충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에기여할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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