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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TIMSS 2007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학교의 맥락효과를 탐색하였다. 또한, TIMSS 2007 

연구에 참여하였던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맥락효과도 분석하여 우리나라 결과와 비교하였다. 통계모형은 

다층자료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맥락효과(compositional or contextual effects)는 다층모형에서 학생특성(학

생수준)의 어떤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학교수준에서 동일한 변인이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맥락효과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에 의한 효과로, 한 학생이 어느 학교에 재학하느

냐에 따라 그 학생의 학업성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TIMSS 2007 결과에서 수학 성취도를 종속변인으

로 성별, 모국어 사용 정도, 어머니 또는 여성보호자의 최종학력,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 학교 수학 

숙제 시간, 학교에 대한 태도를 선행연구에 비추어 맥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맥락변인의 고유한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학생수준, 학교수준의 다양한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학생수준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 모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수학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장서보유량, 성별도 수학성적에 영향을 미쳤

다.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 변인의 맥락효과는 우리나라와 영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

찰할 수 있었고, 성별, 수학 숙제 시간, 학교에 대한 태도 변인의 맥락효과는 국가 간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효과가 발생하는 경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을 후속연구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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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학교효과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이는 학력 격

차가 심해지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다양화됨에 따라 학교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결

과이다. 학교효과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교의 특정한 교수․학습 과정이나, 학교 교직원

의 특성, 학교가 위치한 소재지, 학교 유형 등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이 연구들의 결과는 효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학교의 여러 특성들 

중 어떤 특성들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

하였다.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 중에는 학교효과가 학교의 교수․학습 과정, 학교 설립유형, 학교가 위치

한 소재지 등의 학교특성 보다는 재학생 특성에 기인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김민성, 2010; 김소영, 2010; 김소영 외, 2011; 박수억, 2011; 변수용 외, 2011; 성기선, 2006).

특히, 김소영 외(2011)와 박수억(2011)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개인의 특성이 모여서 형성되는 

학교의 구성학적 특성을 구성변인1)으로 지칭하고 이들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김소영 외(2011)는 

학생 개인 성취도에 대해 학교 구조변인(학교 소재지, 설립 유형, 급식지원자 비율, 학교 유형)보

다 학교 구성변인(학원 및 과외시간, 숙제 및 공부시간, 학업관련 자기개념,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이해 정도의 학교평균 점수)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박수억(2011)은 학교 

구성변인 중 상위권 학생 집중 정도가 학생 개인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변수용 외(2011)의 사립학교의 효과성을 탐색한 연구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보다 학업성취에 효과적이라는 학부모의 인식은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좋은 가정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는 평균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학업 성취수준이 높은 

학교에 재학하는 것이 학생 개인의 교육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잘 알려진 사

실을(박수억, 2011)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위에 제시된 국내의 연구(김소영 외, 2011; 박수억, 2011; 변수용 외, 2011)들은 학교효과에 대

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이 모여서 형성되는 학교특성의 효과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경제

적 배경 변인 외의 다양한 학교의 구성변인에 대해 소개하는 등 학교효과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의 구성학적 특성(맥락변인)만을 중심으로 이들의 영향

을 면밀하게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Raudenbush & Bryk(2002), Dumay & Dupriez(2008)가 제시한 맥락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맥락효과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상을 영국

1) 구성변인은 학생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변인으로 본 연구의 맥락변인과 동일한 의미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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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and), 일본(Japan), 싱가포르(Singapore), 미국(USA) 중학교의 맥락효과와 비교하고자 한

다. 맥락효과(compositional or contextual effects)는 다층모형에서 학생특성(학생수준)의 어떤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학교수준에서 동일한 변인이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고,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 및 배경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학생수준에서 사회·경제적 배경(SES)이 학생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학교수

준에서 학생의 SES가 모여 형성된 학교의 평균 SES가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맥락효과에 해당한다. 즉, 동일한 SES를 지닌 학생 중 학교 평균 SES가 높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면, 이는 SES 맥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학교

의 높은 평균 SES가 학생의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학교효과를 다층모형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는 TIMSS

2007 수학과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다양한 국가의 성취결과를 포함한다. 또한,

학생의 수학, 과학 성적뿐 아니라 학생, 교사, 학교장, 학부모가 응답한 다양한 교육관련 설문 

결과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설문 결과들 중에서 학생수준과 학교수준 변인을 선정하였다. 변인

은 맥락변인과 배경변인으로 구분되었다. 맥락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다층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수준에서 배경변인과 맥락변인은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분석 결과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학생수준 및 학교수준 배경변인을 통제한 후 우리나라 중학교의 맥락효과(compositional

effects)는 어떠한가?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맥락효과 분석 결과와 공통점과 차이점

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TIMSS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는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국

제교육 성취도 평가협회) 주관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이다. TIMSS는 1994~1995년에 3,

4, 7, 8학년, 그리고 중등교육 마지막 학년을 대상(예, 12학년)으로 여러 나라의 수학, 과학교과의 

성취도 정도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994~1995에 시행된 TIMSS는 ‘The Third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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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and Science Study’를 의미하였다. 그 후 4년 후인 1999년에 TIMSS는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로 변경되어, 8학년의 수학, 과학 성취도 정도를 

연구하였다. 이 후 TIMSS는 4년마다 참여국의 4, 8학년 표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성취도

를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수학, 과학 평가 문항뿐만 아니라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

상으로 한 설문지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관련 변인들도 수집하고 있다. TIMSS 연구의 목적은 연

구 참여국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취도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 참여국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취도의 변화 추이(Trends)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

하여 수학과 과학 성취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각국의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김경희 외, 2008).

2. 맥락변인

우리나라의 맥락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소 제한적으로 교육사회학 관점에서 사회경제적인 측

면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고 논의되었다(박수억 외, 2011; 성기선, 2010). 반면, 외국에서는 맥락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학교의 맥락변인에 대한 정의 및 내용에 대한 개념들은 외국의 

문헌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다.

맥락변인(context factors)은 주로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 배경과 관련이 있고, 학교의 

맥락변인 정도는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배경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앞선 예와 

같이, 개인의 SES는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의 평균 SES가 높은 학교에서는 학업

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Raudenbush와 Willms(1995)는 다층모형으로 학교효과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학교수준의 변인

을 실행변인(practice factors)과 맥락변인(context factors)으로 구분하였다. 실행 변인(practice

factors)과 맥락변인(context factors)은 아래와 같다. Rumberger와 Palardy(2005)는 실행 변인

(practice factors)을 구조적 특성(structural characteristics), 학교 자원(school resources), 학교 과

정(school process)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학교 수준

실행변인(practice factors): 학교유형(사립, 공립 등), 학교 소재지(도시 또는 시골), 학교크기,

교사와 학생 수의 비율, 교사의 평균 월급, 교수-학습의 질, 교사 효능감, 학생 성취에 

대한 기대, 학업풍토, 학교 풍토(분위기), 학교의 규율 정도, 학부모의 참여 정도 등

맥락변인(context factors): 학교 평균 SES, 한 부모를 둔 학생 비율 또는 계부나 계모가 있는 

학생 비율, 대학진학을 계획하는 학생 비율, 인종 비율(백인/흑인/동양/중남미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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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변인을 개인의 가정환경에 국한시킨 Raudenbush와 Willms(1995)의 연구와는 달리 

Dumay와 Dupriez(2008)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맥락변인으로 포함하였다. Dumay와 

Dupriez(2008) 연구는 맥락효과를 'Compositional effects'로 지칭하고 있고, 맥락변인으로 학업

적(academic) 지표로서 학교 평균 전년도 학업 성적,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지표로서 학교 

평균 SES, 그리고, 학교 평균 모국어 사용 정도, 성별을 설정하고 이들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학

교효과 중 맥락효과를 살펴보는 분석방법은 다른 연구모형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의 자세한 

내용은 연구방법에서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TIMSS　2007 자료의 특성과 외국의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성별, 가정 배경에 관한 지표로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최종학력, 모국어 사용 정도, 학

교의 교수․학습 과정의 지표로서 학교 수학 숙제 수행 시간, 학교에 대한 태도를 맥락변인으로 

설정하였다(<표 1> 참조).

3. 맥락효과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 보다는 외국에서 맥락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Caldas & Bankston, 1997;

Dumay & Dupriez, 2007, 2008; Ewijk & Sleegers, 2010; Hanushek, Kain, Markman, & Rivkin,

2002; Harker, 2000; Ozer, 2006; Rumberger & Palardy, 2000 등). 이 연구들은 학교 맥락 효과 

의미, 개념, 분석 방법들에 대해 탐색하고 예시를 제공하거나, 특정한 맥락변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맥락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학생의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맥락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Harker(2000)와 Caldas & Bankston(1997)은 맥락변인의 효과를 비교적 단순하게 탐색한 연구

들이다. 즉, 이들은 맥락변인을 설정하고 이들의 맥락효과 유무만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Harker(2000)는 Raudenbush & Bryk(2002)가 제시한 모형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상황에서 SES,

선수학습 능력, 민족(race or ethnicity)의 맥락효과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학,

영어, 과학과 모두에서 SES의 긍정적인 맥락효과가 나타났고, 선수학습 능력의 긍정적 맥락효과

는 수학과에서만 나타났고, 민족구성의 맥락효과는 수학, 과학교과에서 나타났다. Caldas &

Bankston(1997)은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어떤 맥락효과를 가지는가

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학생 개인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위의 연구들과는 달리 Dumay & Dupriez(2007, 2008) 연구는 맥락효과의 탐색 뿐 아니라 이 

효과의 속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Dumay & Dupriez(2007)는 TIMSS 2003 8학년 학생 데이

터를 활용하여 벨기에(Flemish Belgium), 영국(England), 네덜란드(Netherlands), 미국(the

United state)을 중심으로 맥락변인(group composition)의 수학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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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이 연구는 다른 맥락변인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들과는 달리 학생의 구성적인 특성을 반

영하는 맥락변인(school and class composition)과 학급과 학교의 과정적 특성을 반영하는 맥락

변인(school and class process)으로 구분하여 맥락효과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에 따라 

맥락효과는 차이가 있었으나, 학생의 교육 기대 수준, 부모의 최종 학력, 교육과정, 학급 분위기 

등에서 맥락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구성적 맥락변인(school and class

composition)과 과정적 맥락변인(school and class process)의 관계 및 영향력의 크기도 탐색하

였다. Dumay & Dupriez(2007)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구성적 맥락변인(school and class

composition)은 과정적 맥락변인(school and class process: organizational: 조직적, pedagogical:

교수적, and psychosocial: 사회심리적 processes)에 의해 매개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들은 구성적 맥락변인(school and class composition)과 과정적 맥락변인(school and class

process) 중 어느 변인이 학업 성취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영향력의 방향성)는 좀 더 

면밀한 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되어야함을 제안하였다.

Dumay & Dupriez는 위의 연구에 이어 2008년도에 벨기에(French speaking Belgium)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학생의 선수학습 능력), 사회문화적, 언어적(모국어 사용 정도), 성별의 

맥락효과를 탐색하였다. 학생의 선수학습 능력, 모국어 사용 정도, 사회문화적 배경이 학생의 개

인별 학업성취에 학생수준, 학교수준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학생의 

선수학습 능력, 모국어 사용 정도,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맥락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는 사회문

화적 맥락변인이 다른 맥락변인들에 비해 가장 영향력이 컸고(학교수준의 변량을 약 11% 설명

하였음, r=.18), 학업적 맥락변인(학교수준의 변량을 약 7% 설명하였음, r=.15), 언어적 맥락변인

(학교수준의 변량을 약 5% 설명하였음, r=.11) 순으로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였다. 또한, 저자들

은 학교의 맥락효과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과정적 요인과 관련되어 발생

함을 강조하였다.

외국의 맥락효과 연구 결과는 학교특성 중 학생의 특성들이 모여 형성되는 변인(맥락변인)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다. 연구에 따라 맥락변인이 다양하게 설정되고 맥락변인 효과 정도가 다

양한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학교의 맥락변인에 대한 효과는 다양한 연구에서 살펴

볼 수 있다. Dumay & Dupriez(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맥락효과의 유무를 통계적 모

형에 의해 확인하여 맥락효과의 발생 경위가 어떠한가를 고민하고 이를 통계적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내의 교수학습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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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변수

본 연구는 TIMSS 2007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TIMSS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0개국이 참여하였다. TIMSS 2007 연구는 표집을 통하여 수학과 과학과 성취도 평가와 함께 교

육과정, 학교, 교사, 학급활동과 특성,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IEA 홈페이지 중 http://rms.iea-dpc.org/# 에서 구할 수 있다. TIMSS 2007 연구 참여

국 중 우리나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결과를 활용하여 중학교의 맥락효과를 탐색하였다.

배경변인 중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 최종 학력, 모국어 사용 빈도(외국의 경우 중요한 변인

임), 숙제 수행시간, 학교에 대한 태도를 맥락변인(compositional effects)으로 설정하고 가정의 

장서 보유량, 수학 공부에 대한 태도/흥미/자신감, 학교에 대한 태도 등을 학생 배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교사나 학교 배경변인으로는 학생들의 경제적 배경(학교장 응답), 학교분위기(학교

장 응답), 학생의 문제 행동 빈도와 정도(학교장 응답), 수업의 장애 요소 및 정도(교사 응답),

숙제 분량(교사 응답)을 포함하였다. 변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변인의 종류 및 변인의 내용

변인의 종류 변인의 내용

학교 맥락변인

(compositional variable)

․ 성별 

․ 어머니 또는 여성보호자의 최종학력 

․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

․ 모국어 사용 빈도

․ 학교 수학 숙제 수행시간

․ 학교에 대한 태도(학생 응답) 

학생 배경변인

․ 가정의 장서 보유량 

․ 수학 공부에 대한 태도 

․ 수학 공부에 대한 흥미

․ 수학 공부에 대한 자신감

학교 배경변인

․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비율(학교장 응답)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비율(학교장 응답) 

․ 학교분위기(학교장 응답) 

․ 학부모 참여 기대 내용(학교장 응답) 

․ 학생의 문제 행동 빈도와 정도(학교장 응답) 

․ 수학수업의 학생관련 장애 정도(교사 응답)

․ 수학수업의 자원관련 장애 정도(교사 응답)

․ 수학 숙제 분량(교사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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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형

학교의 맥락효과(compositional effects)를 탐색하기 위한 대표적 통계모형으로 Raudenbush

& Bryk(2002, p.140)의 모형과 Dumay & Dupriez(2008)의 연구 모형이 있다. Raudenbush &

Bryk(2002, p.140)의 모형은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에 맥락변인만을 동시에 투입한다. 맥락변인이 

학교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해당변인의 맥락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아래의 3단계 모

형에서 r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그러나, Dumay & Dupriez(2008)는 Raudenbush & Bryk(2002, p.140)의 모형으로 학교의 맥

락효과(compositional effects)를 분석할 경우, 모형에 포함된 변인의 불충분으로 맥락효과가 과

대평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Dumay & Dupriez(2008) 모형에서 맥락효과는 순차적으로 검증되

는데 1수준(학생수준) 배경변인과 2수준(학교수준)의 맥락변인(compositional variable)만을 모

형에 투입하고 맥락효과를 탐색한 후, 2수준에서 학교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들

(예, 학교 위치, 교장의 리더쉽 등)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맥락변인(compositional variable)을 모

형에 투입하여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Raudenbush & Bryk(2002)가 제시한 모형과 Dumay & Dupriez(2008) 연구 모형을 

모두 참조하여 학교의 맥락효과(compositional effects)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이 다음과 같다.

1단계: 무선모형을 통하여 학교 성적 차이(분산)를 파악함

2단계: 학생수준에 배경변인과 맥락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수학성적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봄

3단계: 학생수준, 학교수준의 배경변인을 투입하여 이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 맥락변인

(compositional variable) 효과를 탐색함

1단계, 2단계와 3단계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3단계 모형에서 강조체는 맥락

변인을 표시하고, 모든 변인은 전체평균 센터링(grand mean centering) 하였다.

[1단계 모형]

학생수준 모형 : Yij = βoj + rij, rij ~ N(0, σ2)

학교수준 모형 : βoj = r00 + uoj, uoj ~ N(0, τ00)

where : Yij=학생개인 영어 점수, βoj=학교의 영어 평균점수, r00 = 학교 성취도 평균

(the grand mean of Y), rij =학생들 간의 분산, uoj =학교들 간의 분산, i =

학생, j = 학교



TIMSS 2007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중학교의 맥락효과 탐색  59

[2단계 모형]

학생수준 모형 : Yij = βoj + β1j(성별) + β2j(모국어 사용정도) + β3j(어머니 또는 여성보호

자의 최종학력) + β4j(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 + β5j(수학 숙

제 시간) + β6j(학교에 대한 태도) + β7j(장서보유량) + β8j(수학에 대한 태

도) + β9j(수학에 대한 흥미) + β10j(수학에 대한 자신감) + rij,

학교수준 모형 : βoj = r00 + u0j, β1j ~ β10j = r10 ~ r110

[3단계 모형]

학생수준 모형 : Yij = βoj + β1j(성별) + β2j(모국어 사용정도) + β3j(어머니 또는 여성보호

자의 최종학력) + β4j(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 + β5j(수학 숙

제 시간) + β6j(학교에 대한 태도) + β7j(장서보유량) + β8j(수학에 대한 태

도) + β9j(수학에 대한 흥미) + β10j(수학에 대한 자신감) + rij,

학교수준 모형 : β0j = r00 + r01(성별) + r02(모국어 사용정도) + r03(어머니 또는 여성보호자

의 최종학력) + r04(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 + r05(수학 숙제 

시간) + r06(학교에 대한 태도) + r07(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비율) + r08(경

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비율) + r09(학생의 문제행동 빈도) + r010(학생의 문

제행동 정도) + r011(학교풍토) + r012(수학숙제 분량) + r013(수학수업의 학생관

련 장애 정도) + r014(수학수업의 자원관련 장애 정도) + u0j

β1j ~ β10j = r10 ~ r110

where : r01 ~ r06 = βc1 ~ βc6= 맥락효과(compositional effect)

Ⅳ. 연구결과

1. 학생/학교 수준의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생 수준 변인의 표집수, 평균, 표준편차가 국가별로 <표 2>에 나타나 

있다.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결측치는 변인의 평균으로 대체하

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학생 수는 한국 4,237명, 영국 3,969명, 일본 4,282명, 싱가포르 4,591명,

미국 7,306명이었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남학생은 전체 학생 중 약 50%를 차지하였

다. 우리나라의 모국어 사용 정도는 3.69 대부분의 학생이 우리말을 가정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본이나 영국보다는 모국어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싱가포르(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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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모국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학생 보호자의 최종학력은 싱가포르 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일본, 미국과 큰 차이는 없었다. 남성보호자의 학력이 여성보호자의 학력보다 높았으

며, 여성보호자의 경우 평균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3.97) 수준이었고 남성보호자의 경우는 전문

대학 졸업과 대학 졸업 사이(4.55)에 위치하였다(영국은 원래 자료에 보호자 학력에 대한 자료가 

없었음). 우리나라의 학교 선생님이 내 준 수학 숙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90으로 16~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영국, 일본, 미국과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싱가포르의 경우 학교 

수학 숙제를 하는 시간은 다소 높았다. 우리나라 학생의 학교에 대한 태도는 2.91(그렇다) 수준

이었고, 이는 영국, 일본, 미국과 비슷했다. 그러나, 싱가포르(3.21)는 우리나라와 타 국가에 비해 

학교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생 배경변인 중 장서보유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장서보유량은 3.49(책장 하나와 두 개 

사이)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흥

미, 자신감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즉, 우리나라 학생은 수학을 일상생활이나 

진로선택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2.87), 흥미(2.37)와 자신감

(2.36)은 낮은 편이었다. 다른 국가들도 대체적으로 수학에 대한 태도보다 흥미와 자신감 정도는 

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학에 대한 태도, 흥미, 자신감의 정도는 일본을 제외한 영국, 싱가

포르, 미국보다 낮았다. 싱가포르 학생은 수학에 대한 흥미가 타 국가에 비해 높았고(2.94), 미국

의 학생은 수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신감(2.81)을 보였다.

<표 2> TIMSS 2007 국가별 학생수준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   ): 표준편차

변인
한국

(N=4,237)

영국

(N=3,969)

일본

(N=4,282)

싱가포르

(N=4,591)

미국

(N=7,306)

종속

변인
수학 성취도 598.08(88.76) 515.37(80.55) 572.64(82.88) 588.93(89.52) 506.26(74.80)

맥락

변인

성별(여자=0, 남자=1) 0.52(0.50) 0.48(0.50) 0.50(0.50) 0.51(0.50) 0.49(0.50)

모국어 사용 정도 3.69(0.58) 3.84(0.45) 3.93(0.33) 2.62(0.93) 3.64(0.68)

어머니 또는 

여성보호자의 최종학력
3.97(1.47) - 4.02(1.10) 3.34(1.44) 4.40(1.67)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
4.55(1.56) - 4.44(1.28) 3.71(1.55) 4.39(1.58)

수학 숙제 시간 2.90(0.78) 3.07(0.73) 3.08(0.87) 3.65(0.93) 3.09(0.89)

학교에 대한 태도 2.91(0.51) 2.99(0.60) 2.95(0.59) 3.21(0.60) 2.96(2.96)

학생 장서보유량 3.49(1.24) 3.04(1.29) 2.99(1.26) 2.83(1.23) 2.95(1.32)

배경

변인

수학에 대한 태도 2.87(0.62) 3.21(0.58) 2.75(0.60) 3.23(0.58) 3.39(0.59)

수학에 대한 흥미 2.37(0.83) 2.52(0.84) 2.38(0.77) 2.94(0.86) 2.56(0.91)

수학에 대한 자신감 2.36(0.66) 2.77(0.62) 2.23(0.61) 2.69(0.75) 2.8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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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배경변인인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비율은 우리나라(1.62)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영

(2.20)국, 일본(2.74)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비율(2.35)은 영

국, 일본에 비해 높았다. 학교장이 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 학생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응답

한 결과(학교풍토)는 국가 간 큰 차이는 없었고, 우리나라의 학교풍토는 3.60으로 학교장들은 학

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학교사가 응답한 내용으로 수학수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학생관련 요인과 자원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및 타 국가에서 학생관련 요인이 수학수업에 더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장애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업에 대한 장애요인은 약간

(2.64~3.2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TIMSS 2007 국가별 학생수준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   ): 표준편차

변인
한국

(N=150)

영국

(N=137)

일본

(N=146)

싱가포르

(N=164)

미국

(N=238)

맥락

변인
성별(여자=0, 남자=1) 0.52(0.33) 0.49(0.21) 0.50(0.11) 0.51(0.23) 0.49(0.11)

모국어 사용 정도 3.69(0.14) 3.84(0.16) 3.93(0.07) 2.61(0.41) 3.66(0.34)

어머니 또는 

영성보호자의 최종학력
3.94(0.53) - 3.99(0.38) 3.33(0.58) 4.42(0.70)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
4.52(0.59) - 4.39(0.49) 3.70(0.64) 4.39(0.69)

수학 숙제 시간 2.90(0.30) 3.06(0.27) 3.09(0.35) 3.64(0.24) 3.09(0.38)

학교에 대한 태도 2.91(0.16) 2.99(0.24) 2.95(0.21) 3.21(0.19) 2.97(0.23)

학교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비율
1.62(0.88) 2.20(1.05) 2.74(1.24) 1.99(1.07) 1.92(0.95)

배경

변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비율
2.35(1.01) 2.12(1.00) 1.55(0.71) 1.81(0.94) 2.84(1.02)

학생의 문제행동 빈도 1.89(0.49) 2.63(0.61) 2.07(0.71) 2.25(0.49) 2.71(0.60)

학생의 문제행동 정도 1.49(0.44) 1.56(0.34) 1.91(0.71) 1.43(0.32) 1.65(0.34)

학교풍토 3.60(0.49) 3.72(0.49) 3.40(0.46) 3.59(0.48) 3.63(0.54)

수학수업의 학생관련 

장애 정도
3.20(0.52) 2.88(0.56) 3.05(0.57) 3.38(0.50) 3.14(0.54)

수학수업의 자원관련 

장애 정도
2.64(0.59) 2.55(0.52) 2.45(0.66) 2.73(0.53) 2.45(0.58)

수학 숙제 분량 2.19(0.59) 2.30(0.51) 2.00(0.72) 2.48(0.59) 2.5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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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LM 결과

가. 기초모형 결과: 1단계 모형

TIMSS 2007 맥락변인 효과를 분석하기 전, 설명변인이 포함되지 않은 기초모형(일원분산 모

형: 1단계 모형)을 통하여 국가 별로 학교 간 성취도 평균 차이의 존재 여부와 그 비율을 확인하

였다. 수학 성취도를 종속 변인으로 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를 통한 학교수준의 분산 정도가 <표 

4>에 나타나있다.

학교 간 성취도 평균 차이에 기인한 학교수준 분산 비율은, 한국 24.8%, 영국 54.0%, 일본 

33.8%, 싱가포르 49.7%, 미국 55.7%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학교 수준 분산 비율이 조금 

높았으나, 영국,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학교 간 차이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도
한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분산 비율(%) 분산 비율(%) 분산 비율(%) 분산 비율(%) 분산 비율(%)

학생 수준 84.51 75.2 56.58 46.0 73.19 66.2 63.70 50.3 46.67 44.3

학교 수준 27.86 24.8 64.44 54.0 37.35 33.8 62.86 49.7 58.68 55.7

<표 4> TIMSS 2007 한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기초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나. 학생수준에 맥락변인과 배경변인을 투입한 모형 분석 결과: 2단계 모형

학생수준에 맥락변인과 배경변인을 투입한 모형의 각 국가별 분석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결과를 살펴보면 백락변인으로 설정한 변인 중 ‘성별’(r10= -11.91, p<.01), ‘모국어 

사용 정도’(r20= 5.41, p<.01),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r40= 3.68, p<.01), ‘학교에 대

한 태도’(r60= -8.05, p<.01)와, 배경변인으로 투입한 변인 중 ‘장서보유량’(r70= 13.78, p<.01), ‘수학

에 대한 태도’(r80= 5.62, p<.01), ‘수학에 대한 자신감’(r100= 72.60,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 중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수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r100= 44.75, p<.01), 일본(r100= 52.60, p<.01), 싱가포르

(r100= 33.83, p<.01), 미국(r100= 41.83, p<.01)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즉, 모형에 포함된 어느 

변인보다도 수학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교과에 대한 중요성 정도를 의

미하는 ‘수학에 대한 태도’는 일본(r80= 5.06, p<.01)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학성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나, 영국(r80= -4.00, p<.01), 미국(r80= -2.10, p<.01)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는 학생의 수학성적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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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수학과 성적 597.68** 509.81** 570.96** 587.94** 505.66

맥락

변인

성별(r10) -11.91(2.41)** -5.40(1.87)** -6.67(1.75)** -8.74(2.08)** 2.27(1.31)※

모국어 사용 정도(r20) 5.41(1.78)** -3.28(2.40) 22.75(4.58)** 4.63(1.22)** 4.06(1.25)**

어머니 또는 여성보호자의 

최종학력(r30)
0.68(0.77) - 1.61(0.94)※ -0.02(0.69) 0.73(0.43)※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r40)
3.68(0.74)** - 7.07(0.94)** 1.56(0.73)* 2.00(0.49)**

수학 숙제 시간(r50) -1.65(1.48) 2.13(1.34) -8.88(1.28)** 3.19(1.05)** 6.32(1.15)**

학교에 대한 태도(r60) -8.05(2.26)** 1.36(1.63) -0.79(1.93) -2.83(1.80) -5.68(1.20)**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싱가포르(r90= 4.32, p<.01)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영국(r90= -6.92,

p<.01), 미국(r90= -5.46, p<.01)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배경변인 중 장서보유량은 우리

나라 및 분석에 포함된 모든 나라에서도 수학성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변인으로 설정한 변인 중 성별은 우리나라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수학성적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영국(r10= -5.40, p<.10), 일본(r10= -6.67, p<.10), 싱가포르(r10= -8.74,

p<.10)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남학생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다(r10= 2.27,

p<.10). 원 자료에 부모 또는 보호자 학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 변인을 모형에 투입할 수 없었

던 영국을 제외하고, 일본(r40= 7.07, p<.01), 싱가포르(r40= 1.56, p<.01), 미국(r40= 2.00, p<.01)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이 수학성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r30= 1.61, p<.10)과 미국(r30= 0.73, p<.10)에서는 ‘어머니 또는 

여성보호자의 최종학력’도 수학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영향력 정도는 ‘아버

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에 비해 작았다.

학생수준 변인만을 투입한 모형에서 맥락변인과 배경변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수준 분산

의 26.4%, 학교수준 분산의 33.0%를 설명하였다. 이는 영국을 제외하고도 일본, 싱가포르, 미국

보다 높은 설명량이었다. 학생수준 변인은 영국의 경우 학생수준 분산의 13.0%, 학교수준 분산

의 19.0%, 일본에서는 학생수준 분산의 18.0%, 학교수준 분산의 16.2%, 싱가포르에서는 학생수

준 분산의 11.5%, 학교수준 분산의 17.4%, 미국에서는 학생수준 분산의 15.1%, 학교수준 분산의 

21.9%를 설명하였다.

<표 5> 학생수준 변인만을 투입한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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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변인

장서보유량(r70) 13.78(0.86)** 12.59(1.10)** 9.21(0.75)** 8.18(1.02)** 10.16(0.64)**

수학에 대한 태도(r80) 5.62(1.88)** -4.00(1.58)* 5.06(1.89)** 0.35(1.73) -2.10(1.27)※

수학에 대한 흥미(r90) 0.58(1.94) -6.92(1.92)** 1.17(1.81) 4.32(1.92)* -5.46(-5.46)**

수학에 대한 자신감(r10) 72.60(2.39)** 44.75(2.83)** 52.60(2.23)** 33.83(1.92)** 41.83(1.22)**

분산

학생수준 62.24** 49.22** 60.04** 56.38** 49.84**

학교수준 18.68** 52.22** 31.30** 51.93** 36.46**

누적 설명분산

학생수준 26.4% 13.0% 18.0% 11.5% 15.1%

학교수준 33.0% 19.0% 16.2% 17.4% 21.9%

※p<.10, * p<.05, ** p<.01

다. 학생수준, 학교수준 배경변인 통제 후 맥락변인 효과 분석: 3단계 모형

3단계는 맥락효과가 과대평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수준, 학교수준 배경변인을 통제

한 후 맥락변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맥락변인의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의 배경변인의 효과를 3단계 모형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학생수준 배경변인은 ‘장서보유량’(r70= 13.40, p<.01), ‘수학에 대한 태

도’(r80= 5.89, p<.01), ‘수학에 대한 자신감’(r100= 72.64, p<.01)이 수학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2단계 분석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리고, 학생수준 배경변

인의 영향력은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결과에서도 2단계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교수준 배경변인의 수학성적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이의 영향력은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비율’(r08= -3.24, p<.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학교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학생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학성적에는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국의 분석결과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비율’이 수학성적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r08= -9.22, p<.01)뿐 이었다. 미국의 경우도 학교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학생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학성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이 변인 

외에도 ‘수학숙제 분량’(r12= 9.67,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영국은 ‘수학수업의 학생관

련 장애 정도’(r13= -40.94, p<.01)가 수학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

해 유의한 학교수준 배경변인이 다양하여, ‘학생의 문제행동 빈도’(r09= -6.25, p<.01), ‘학교풍

토’(r11= 7.36, p<.10), ‘수학수업의 학생관련 장애 정도'(r13= -6.39, p<.10), ‘수학수업의 자원관련 

장애 정도’(r14= -3.84, p<.10)가 수학성적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의 문제행동 빈도’, ‘수학수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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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 장애 정도', ‘수학수업의 자원관련 장애 정도’는 수학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학교풍

토’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싱가포르는 ‘학교풍토’(r11= 15.46, p<.10), ‘수학숙제 분량’(r12=

9.16, p<.10), ‘수학수업의 학생관련 장애 정도'(r13= -31.54, p<.01)가 수학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 맥락효과는 ‘성별’(r01= 12.09, p<.01),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r04=

18.53, p<.01), ‘학교에 대한 태도’(r06= 36.14, p<.01) 변인에서 관찰되었다. 우리나라 ‘성별’의 맥

락효과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남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수학성적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들이 모두 통제 되었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재학할 

경우 수학성적이 제일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학교수

준 ‘성별’(r01= 40.00, p<.01) 맥락효과, 학생수준 ‘성별’(r10= -5.55, p<.01). 싱가포르와 미국에서도 

‘성별’의 맥락효과는 관찰되었는데, 우리나라와 영국과는 성별 간 효과는 상이하였다. 싱가포르

의 경우 남학생, 여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남학생 비율이 낮을수록 수학성적은 높아졌고,

여학생이 남학생이 전혀 없는 학교에 재학할 때 수학성적은 제일 높았다: 학교수준 ‘성별’(r01=

-25.84, p<.01) 맥락효과, 학생수준 ‘성별’(r10= -8.25, p<.01). 미국도 남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그 

학교의 수학성적은 낮아졌다: 학교수준 ‘성별’(r01= -48.25, p<.01) 맥락효과, 학생수준 ‘성별’(r10=

2.32, p<.01).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맥락효과가 관찰된 변인은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이었

다. 이 변인의 맥락효과 정도는 국가별로 다양하였으나, 양상은 일정하였다: 우리나라(r04= 18.53,

p<.01), 일본(r04= 18.51, p<.01), 싱가포르(r04= 23.44, p<.01), 미국(r04= 16.83, p<.01). 학교의 평균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학성적이 높아졌다. 학생 개인의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이 낮을지라도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이 높다면 그 학생의 수학성적은 평균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이 낮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보다 높아지게 된다. 즉, 학교에 함께 재학하고 있는 학

생들의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은 학생 개인의 수학성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에 대한 태도’에서도 맥락효과가 나타났는데,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이 

많을수록 수학성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맥락효과는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었다:

‘학교에 대한 태도’(r06= 36.14, p<.01) 맥락효과, 학생수준 ‘학교에 대한 태도’(r60= -9.65, p<.01).

학생수준에서 ‘학교에 대한 태도’는 수학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생 개인이 

학교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일 경우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록 이 변인의 맥락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숙제 시간’ 변인의 맥락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일본(r05= 24.59,

p<.01), 싱가포르(r05= 46.02, p<.01), 미국(r05= 17.99, p<.01)에서는 이 변인의 맥락효과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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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수학과 성적 597.52** 509.83** 570.96** 587.86** 505.81**

학생수준(1수준)

맥락

변인

성별(r10) -13.44(2.81)** -5.55(1.88)** -6.40(1.74)** -8.25(2.09)** 2.32(1.30)※

모국어 사용 정도(r20) 4.87(1.75)** -3.28(2.40) 22.41(4.58)** 4.27(1.21)** 3.66(1.27)**

어머니 또는 여성보호자의 

최종학력(r30)
0.35(0.76) - 1.04(0.95) -0.23(0.70) 0.59(0.43)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r40)
3.00(0.74)** - 6.53(0.94)** 1.32(0.74)※ 1.74(0.49)**

수학 숙제 시간(r50) -1.99(1.53) 1.86(1.35) -9.74(1.25)** 2.97(1.06)** 6.02(1.16)**

학교에 대한 태도(r60) -9.65(2.27)** 1.06(1.64)※ -1.50(1.97) -3.29(1.81) -5.84(1.22)**

배경

변인

장서보유량(r70) 13.40(0.86)** 12.41(1.11)** 9.00(0.76)** 8.03(1.02)** 9.91(0.65)**

수학에 대한 태도(r80) 5.89(1.87)** -3.93(1.58)* 5.33(1.90)** 0.56(1.73) -1.93(1.27)

수학에 대한 흥미(r90) 0.50(1.93) -7.07(1.92)** 0.87(1.80) 4.57(1.93)* -5.33(1.03)**

수학에 대한 자신감(r10) 72.64(2.36)** 44.79(2.84)** 52.48(2.20)** 33.56(1.93)** 41.64(1.23)**

다. 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학숙제를 수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생 개인의 수학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학교가 학생들에게 수학 숙제를 많이 제공할수록 학생 개인

의 수준에서도 수학성적은 높아졌고(일본 제외), 이 변인의 맥락효과도 관찰되었다(학교 전체 수

준의 수학성적을 높임).

학교수준에 배경변인과 맥락변인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학생수준의 설명분산은 2단계 모

형과 차이가 없었고, 학교수준 분산은 2단계에서 설명한 분산 외에도 우리나라 20.1%, 영국 

20.4%, 일본 39.7%, 싱가포르 29.1%, 미국 18.6%가 추가로 설명되었다. 그래서, 3단계 모형으로 

설명된 학교수준 분산은 우리나라 53.1%, 영국 39.4%, 일본 55.9%, 싱가포르 46.5%, 미국 40.5%

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학교수준 분산이 높게 설명되었다. 우리나라는 학생수준 변인으

로 학교수준의 분산을 더 많이 설명하였으나, 일본은 이와는 반대로 학교수준 변인이 학교수준 

분산을 더 많이 설명하였다.

<표 6> 학생수준, 학교수준 변인을 투입한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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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준(2수준)

맥락

변인

(맥락

효과)

성별(r01=βc) 12.09(5.86)* 40.00(14.26)** 13.19(19.20) -28.54(11.99)* -48.25(24.39)*

모국어 사용 정도(r02=βc) 13.44(11.55) 9.58(19.33) 53.73(19.24)** -15.21(11.12) 4.83(7.17)

어머니 또는 여성보호자의 

최종학력(r03=βc)
-5.03(6.21) - 30.81(7.24)** 11.49(13.07) -2.32(6.05)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r04=βc)
18.53(5.70)** - 18.51(5.96)** 23.44(11.17)* 16.83(6.70)*

수학 숙제 시간(r05=βc) 7.85(4.59) 38.73(14.34)** 24.59(4.84)** 46.02(11.46)** 17.99(5.58)**

학교에 대한 태도 (r06=βc) 36.14(9.31)** 29.80(17.83) 17.46(8.87)※ -7.10(16.78) -9.23(10.23)

배경

변인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비율(r07)
-0.85(1.46) 3.36(3.45) 0.67(1.33) 3.69(2.76) 1.49(2.20)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비율(r08)
-3.24(1.54)* -3.91(4.07) 1.56(2.52) -2.16(3.01) -9.22(2.46)**

학생의 문제행동 빈도(r09) 0.28(3.64) -1.25(6.40) -6.25(2.77)* -8.77(5.48) -1.52(4.63)

학생의 문제행동 정도(r10) 0.22(4.10) -2.10(10.34) -0.41(2.31) -11.22(8.97) -7.60(8.48)

학교풍토(r11) 1.14(3.15) 11.44(8.79) 7.36(4.41)※ 15.46(7.95)※ 2.60(3.86)

수학숙제 분량(r12) 3.24(2.42) 3.46(8.44) 1.65(2.36) 9.16(4.70)※ 9.67(4.91)※

수학수업의 학생관련 장애 

정도(r13)
-4.02(4.16) -40.94(7.52)** -6.39(3.49)※ -31.54(6.09)** -5.64(3.53)

수학수업의 자원관련 장애 

정도(r14)
-1.77(3.01) 9.26(8.14) -3.84(2.01)※ 5.91(5.63) 4.83(7.17)

분산

학생수준 62.22 49.22 60.03 56.37 49.84

학교수준 13.07 39.05 16.48 33.65 27.77

누적

설명분산

학생수준 26.4% 13.0% 18.0% 11.5% 15.1%

학교수준(증가량) 53.1(20.1)% 39.4(20.4)% 55.9(39.7)% 46.5(29.1)% 40.5(18.6)%

※p<.10, * p<.05, ** p<.01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TIMSS 2007년 8학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학교의 맥락효과를 탐색하고, 영

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맥락효과 현상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TIMSS 2007

자료를 고려하여 성별, 모국어 사용 정도, 어머니(아버지) 또는 여성(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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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학숙제 수행 시간, 학교에 대한 태도의 6개 변인을 맥락변인으로 설정하고, 이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에서 다양한 변인들이 학생 수학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은 영국, 싱가포르, 미국

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싱가포르 학생이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았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영국과 미국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학생이 초등학교부터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과 다양한 사교육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는 현상과 학부모나 교사의 수학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도 영국, 싱가포르, 미국에 비해 낮게 나

타났다.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결과와 매우 비슷하였다. 학교 

수학 숙제를 수행하는 데 우리나라 학생은 5개국 중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보다도 적은 시간이었으며, 싱가포르와는 차이가 컸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의 장서보유

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

둘째,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어느 변인보다도 수학성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수학성적이 높았고, 여학생의 수학성적인 

더 높은 현상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학성적의 성별 

차이는 다른 국가수준의 대규모 데이터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양길석 외, 2008). 보호자의 학력과 관련하여 여성(어머니) 학력 보다는 남성(아버지) 학력이 학

생의 수학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영국(분석에서 제

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 연구의 부모학력에 대한 결

과는 이희정 외(2012)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희정 외(2012)의 연구는 경로분석을 통

하여 우리나라 학생의 부모학력이 수학성적에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고하였다.

셋째, 맥락변인으로 설정한 변인의 맥락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 ‘아버지 또는 남성보

호자의 최종학력’, ‘학교에 대한 태도’ 변인에서 나타났다. ‘성별’의 맥락효과는 영국, 싱가포르,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맥락효과의 크기나 양상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

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의 맥락효과는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나타났다. 이는 

Dumay & Dupriez(2007)가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TIMSS 2003 8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어머니) 학력과 남성(아버지) 학력을 한 변인으로 변환하여 이 변인의 맥락효과를 살펴 본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 연구에서 보호자 학력 변인의 맥락효과는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미국 

중 어느 국가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

의 최종학력’은 학생의 수학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수준에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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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들의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 평균은 학교의 수학성적, 더 나아가 학생 개

인의 수학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학 숙제 시간’의 맥락효과는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수학 숙제 시간’에 

대한 결과는 장향림(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내용으로,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교육

에 할애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의 교육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이희정 외, 2012).

위의 결과는 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학생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

자의 최종학력’, ‘학교에 대한 태도’, ‘수학 숙제 시간’은 학교의 SES 정도나 면학 분위기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들이다.

어떻게 학교의 맥락적 요인들이 학생 개인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정확

한 답을 이 연구는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박수억(2011)이 제시한 바와 같이 “평균적인 학업수준

이 높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더욱 학문적인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교육

적 열망과 성취에 긍정적인 역할”(p.59)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학교일수록 학구적 분위기를 유지

하기 위해 다양하고 고급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가능성도 높다(Lee & Bryk, 1988, 박수억,

2011 재인용). Dumay & Dupriez(2007, 2008)도 학교의 맥락효과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과정적 요인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성적 맥락변인

(school and class composition)과 과정적 맥락변인(school and class process) 중 어느 변인이 

학업 성취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영향력의 방향성)는 좀 더 면밀한 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될 필요가 있다(Dumay & Dupriez, 2007, 2008).

학교의 맥락효과를 학교의 과정요인 뿐 아니라 또래효과(peer effects)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더 높은 교육기대를 갖게 된다(Schneider &

Stevenson, 1999). 이와 같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높은 가치관과 면학 분위

기는 학생 개인에게 높은 교육경험, 교육기대와 성취수준을 갖게하여 학생 개인의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과정요인의 맥락효과에 대한 영향이 면밀히 연구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래집단의 학업성취 맥락효과에 대한 영향도 검증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의 특성이 모여 형성된 학교특성이 학생 개인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중학교의 맥락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맥락효과가 외국의 경우

에도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는데, 이는 국가 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보다는 배경변인, 맥락변인의 수학성적에 대한 영향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함

이지, 국가 간의 정확한 효과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생수준의 



70  아시아교육연구 14권 2호

배경변인과 맥락변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수준 분산을 26.4%를 설명하였으나, 보호자의 학

력이 누락되었던 영국을 제외하더라도, 일본(18.0%), 싱가포르(11.5%), 미국(15.1%)에서는 학생

수준 변인의 설명량이 작았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학생수준의 설명량이 낮게 나타났다. 추후연

구에서는 특히, 외국의 경우 학생수준에서 더 다양한 변인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결론을 초등/고등학교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교급에서 다양한 맥락효과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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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ositional Effects of Middle School in Korea, English,

Japan, Singapore, and USA: using TIMSS 2007*
2)

Kim, Soyou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positional effects of students' Characteristics in Korea,

England, Japan, Singapore, USA middle school via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he

compositional(contextual) effects mean that school composition(context) factors can either

promote or undermine academic learning and student performance even after controlling for

student-level characteristics.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in 2007 were used. The books in the home, gender, the highest education level of mother(or

female guardian), the highest education level of father(or male guardian), the times of

homeworks, the attitude toward school were selected for the compositional variable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e Mathematics achievement was a dependent variable.

Furthermore, several students' and schools' background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to

scrutinize the compositional effects in the model. The analysis models were based on the

model proposed by Raudenbush & Bryk(2002) and Dumay & Dupriez(2008), and conducted

by 3 steps. In the student level, the confidence in maths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maths

achievement in all countries included in this analysis. The books in the home and gender also

affected to the maths score. The compositional effect was detected for the highest education

level of father(or male guardian), the times of homeworks, gender. Especially, the

compositional effect of the highest education level of father(or male guardian) was detected

in all countries included in this analysis.

Key words: school effects, compositional(contextual) effects, compositional(contextual)

variables, school characteristics,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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