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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업성취도 점수를 토대로 학교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어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한 부가가치

모형을 통하여 학교효과지수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교효과의 연

속성까지 고려하여 이전 교육기관의 학교효과까지 통제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학생의 중학교 성취도는 학생이 다닌 초등학교

와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누적된 효과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학교

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학생 및 현재 학교 배경변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닌 학교의 효과도 함께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

학교 학생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닌 초등학교에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

기 위해서도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학교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교차분류 다층자료를 내재적 다층구

조 형태로 모델링하여 분석하면, 모수 추정치 및 이에 대한 표준오차에

편의(bias)가 발생하고 특히 남아있는 요인의 분산이 상당히 과대추정된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교효과의 연속성 이슈와 부적절한 모델링으

로 인한 추정치의 편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교차분

류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학교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3차년도와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교차분류 다층모형으로 설계한 학교효과 산출모형으로 중학교 학교효

과지수를 추정하였다. 학교효과지수는 실제 성취도 평균 점수와 예측된

기대 점수의 차이(즉, 잔차 점수)로 산출되었고 이는 학교가 학생의 성취

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더불어, 학교효과지수를 종

속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이 무엇인

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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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학업성취도는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닌 초등학교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차분류 다층모형 분석 결과, 성취도 분산 중에서 10%는 중학

교 간, 7%는 초등학교 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의

중학교 성취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누적된 효과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생의 사전 성취도가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

을수록, 중학교 월소득 평균, 초등학교 월소득 평균이 높을수록 학생의

중학교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전 성취도가 학생의 현

재 성취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지만 변수의 실효성보다 논리

적 적합성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학교 특성 또한 중학교 학교효과 추정에

서 고려되어야할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차분류 다층모형으로

학교효과 산출모형을 설계하면, 초등학교 맥락효과까지 통제된, 보다 공

정한 중학교 학교효과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교육 맥락을 반영한, 보다 정

밀한 학교효과지수를 산출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중

학교와 이전에 다닌 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은 학

교 수준에서 초등학교 요인과 중학교 요인이 교차된 구조, 즉 교차분류

다층구조를 나타낸다. 그리고 교차분류 다층모형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연구들은 교차분류 다층자료를 내재적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학생 및 학교 분산이 과대추정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Meyers, 2004; Meyers & Beretvas, 2006; Luo, 2007; Luo & Kwok,

2009; 정선영, 강상진, 2013). 이를 통해서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활용한

분석은 중학교 분산의 과대추정 문제를 해소하고 내재적 다층모형보다

중학교 분산을 더 작게,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하면 보다 정밀한 추정치, 즉 표준오차가

작은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교차분류 다

층모형에서의 추정치의 표준오차는 중학교 내 사례수가 많을수록 작아지

고 중학교로 유입된 초등학교의 수와 유입된 초등학교 내 사례수의 구성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차분류 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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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활용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교차된 실제 맥락을 반영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나은 중학교 학교효과지수 추정치를 제시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학교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학교설립유형, 학교별

학유형, 학급규모, 교장의 성별, 성취목표, 안전한 학교풍토가 중요한 요

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여학교가 남

녀공학보다 학교효과지수가 높았다. 그리고 학급규모가 클수록, 남교장

학교가 여교장 학교보다 학교효과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목

표, 안전한 학교풍토는 학교효과지수와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

데, 이를 통해서 학교가 학생들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학생의 성취목표 독려,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에 초점

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진다. 먼저, 이 연구는 서울소재지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활

용하기 위해서는 셀 당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자료의 제

약 상 셀 당 학생수가 작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셀 당 사례수 2인 경우,

16%)도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

서는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셀 당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속 연

구에서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과목별 성취도(예, 국어, 수학, 영어

성취도)에 따라 학교효과를 추정한다면 구체적인 과목에 따른 학교효과에

대해서 보다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 : 학교효과, 학교 특성, 부가가치 모형, 교차분류 다층모형, 위

계적 선형 모형

학 번 : 2014-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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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효과와 관련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다

뤄지기 시작하였지만, 통념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학

교효과에 대해서 강하게 긍정해왔다. 예를 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위

명문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하며 그러한 학교를 입학하였을

때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더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이러한

학교효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높은 교육열로 이어져 왔다(성기선,

1998).

학교효과를 평가할 때 주목해야할 점은 공부 잘하는 학교와 효과적인

학교(effective schools)가 다르다는 것이다. 학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다면, 공부 잘하는 학교는 단순히 성취도 평균이 높은 학교 혹은 명문대

및 치·의대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로 정의될 수 있다. 반면에, 효

과적인 학교는 학생 및 학교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 가정배경 및 이전의 성취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progress)을 촉진시킨 정도로 결정된다(OECD, 1994).

다시 말해, 공부 잘하는 학교는 학생 및 학교 배경을 통제하지 않는 상

태에서의 학생들의 성취도로 평가되는 것이고 효과적인 학교는 학생 및

학교 배경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정도로 판단된다. 전자는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입학해서 해당

학교의 성취도가 높은 경우와 학교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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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학생 및 학교 배경변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학교효과를 평가해야할 필요가 있다.

학교효과의 또 다른 이슈는 학교효과의 연속성에 관한 논의이다. 학교

효과 연속성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취도는 이전

교육기관(예, 초등학교)과 현재 교육기관(예, 중학교)에 의해 동시에 영

향을 받는다. 예컨대, 학생의 중학교 성취도는 학생이 다닌 초등학교와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누적된 효과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학

교의 효과성을 판단할 때, 학생 및 현재 학교 배경변수뿐만 아니라 이전

에 다닌 학교의 효과도 함께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효과 연속성까

지 고려할 때에 현재 학교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Goldstein &

Sammons, 1997). 이를 위해서는 내재적 다층모형(Nested Multilevel

model; NMM)이 아닌 교차분류 다층모형(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s; Cross-classified random effects models; CCMM)을 사용하여

학교효과지수를 산출해야 한다. 내재적 다층모형은 하위 수준의 분석단

위가 항상 같은 상위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엄격한 가정을 전제로 하

기 때문에, 학생이 두 개의 학교(즉, 이전 학교와 현재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 교차분류 다층모형은 상위

집단에서 두 가지의 무선효과 요인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이

전 학교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현재 학교의 순수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Goldstein, 1994; Rasbash & Goldstein, 1994; 강상진,

1996; Raudenbush & Bryk, 2002; Luo & Kwok, 2012).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학교효과의

연속성 이슈를 다루어왔지만(Rasbash & Goldstein, 1994; Goldstein,

1995; Goldstein & Sammons, 1997; Snijders & Bosker, 1999; Goldstein

et al., 2007; Heck, 2009; Grady & Beretvas, 2010), 이러한 동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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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학교효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교차분류 다층모형

을 적용한 학교효과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국내에서는 자료의 제약과

교차분류 다층모형에 대한 소개부족으로 연구자들이 교차분류 특징을 보

이는 자료도 위계적 구조를 갖도록 변환하여 분석하여왔다(정선영, 강상

진, 2013). 예를 들어, 위계적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위계 구조

요인만 고려하였으며, 다른 학교로 이동한 참여자를 제거하거나 학생들

이 다닌 첫 번째 학교 혹은 마지막 학교만 고려하여 분석하여 왔다. 하

지만 교차분류 다층자료를 내재적 다층구조 형태로 모델링하여 분석하

면, 모수 추정치 및 이에 대한 표준오차에 편의가 발생하고, 특히 남아있

는 요인의 분산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어 연구자들은 증가된 허위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변수를 탐색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Meyers,

2004; Meyers & Beretvas, 2006; Luo, 2007; Luo & Kwok, 2009; 정선

영, 강상진,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3차년도,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

여, 교차분류 다층모형으로 설계한 학교효과 산출모형으로 중학교 학교효

과지수, 즉, 학생, 중학교, 초등학교 맥락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학교효

과지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학교효과지수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교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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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특성을 고려한

중학교 학교효과를 산출하고 효과적인 학교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교차분류 다층모형으로 학교효과 산출모형을 설계하고 학교

효과지수를 추정한 후, 산출된 학교효과지수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교

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를 구체적

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한 중학교 학교효과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효과적인 학교 특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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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학교효과

1. 학교효과의 개념

지난 50여 년 동안, 학교효과의 정의는 학교효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개념적, 방법론적인 발전에 따라 변화해왔다. 대부분의 학교효과 연구에

서는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었으므로 학교효과의 판단 기준으로 학업성취도를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므로 학교효과를 정의하기 위해서 교실 행동, 학생 출석률, 학습 태

도와 같은 측정변수가 아닌 학업성취도 점수를 활용해왔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교효과의 정의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Coleman 보

고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기선, 1988; Teddlie & Reynolds, 2000).

학교효과에 대한 첫 번째 정의에 따르면 학교효과란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학교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학교교육의

절대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이 때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통제

집단에 속한다.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관한 연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이 없는 나라에 관한 연구, 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에 관한 연구, 역사적인 사건으로 학교교육을 제공할 수

없었던 시기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학교교

육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교교육을 받은 학생을 비교·관찰할 수 있는 기

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이 존재하는 나라의 대부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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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절대적인 학교효과를 추정하기보다는 상대적인 학교효과에 관심

을 가져왔으며, 특정 학교를 다닐 경우에 기대되는 성취도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성기선, 1988; Teddlie

& Reynolds, 2000). Good과 Brophy (1986)는 이러한 학교효과 연구에서

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제 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효과를 과

소추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교효과에 대한 두 번째 정의에 따르면 학교효과란 학교별 모든 학생

들의 교정되지 않은 평균 성취도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대한 예는 영국

의 교육부에서 발간한 리그 테이블(league tables)과 루이지애나에서 매

년 발간한 학교 성적표(School Report Cards)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교정

되지 않은 학교 평균 성취도는 학교별로 학생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를 불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일부 교육 연구자들과 충분한

지식이 없었던 정부 공무원들은 학교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러

한 원점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Teddlie & Reynolds, 2000).

세 번째 정의에 따르면 학교효과란 학생의 가정 배경이나 사전 성취도

를 교정한 후, 학교가 학생들의 평균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

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가정 배경과 사전 성취도를 고려한 후 학교 정

책이나 학교 풍토와 같은 조작 가능한 변수들의 영향력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의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학교보다 상당히 크다는

연구 결과(예, Coleman et al., 1966; Jencks et al., 1972)에 대한 대응으

로써 진행되었다. Willms (1992)는 발전된 수학적 모형이 개발되고 결과

변수와 학교 및 학급 과정을 측정하는 투입변수를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입-산출 연구들이 방법론적으로 진보하였음을 지적하

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 투입변수와 성취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

다는 것을 밝혀내었다(Teddlie & Reynolds, 2000).



- 7 -

네 번째 정의에 따르면 학교효과란 학생 성취도의 총 분산에 대한 학

교 간 분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한 연구들은 다층 모

형이나 학생 수준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예, Fitz-Gibborn, 1996)을 실시

하여 학생 성취도에 대한 학교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예, Scheerens, 1992)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 성취도 분산

의 8-15%를 학교 간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Teddlie &

Reynolds, 2000).

학교효과에 대한 다섯 번째 정의에 따르면 학교효과란 학생들의 결과

에 대한 각 학교의 고유한 효과를 의미한다. 이 학교효과지수는 개별 학

교를 위한 효과 크기로 다층 모형을 통해서 산출된다. Willms (1992)는

학교효과를 유형 A와 유형 B로 구분하였는데, 유형 A는 전체 학교의

평균 수행과 비교하여 개별 학교의 평균적인 학생이 얼마나 잘 수행하는

지를 뜻하고 유형 B는 학생 구성과 SES가 유사한 학교들과 비교하여

개별 학교에서 평균적인 학생이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의미한다. 구체

적으로 유형 A 효과는 학생 배경을 통제한 후, 학생 성취도에 대한 학

교 간 차이를 의미하고, 유형 B 효과는 학생 배경과 맥락 변수를 통제한

후 학교 차별적인 특성으로부터 기인된 학교 간 차이를 뜻한다. 그리고

Willms (1992)는 학교효과의 크기를 측정함에 있어서 표준편차 단위로

표현된 효과 크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효과 크기를 통해서 개별 학

교가 기준값에 비하여 학생에 미치는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Teddlie & Reynolds, 2000).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정의에 따르면 학교효과란 학교가 학생 성취도

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학교효

과에 관한 횡단 연구에 집중하였지만 오늘날에는 학교효과를 종단 자료

를 활용하여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효과 모형이 종단적



- 8 -

접근을 통해서 보다 잘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시간에

따른 학생 성취도의 변화를 학교효과 크기의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

하고 있다. 시간에 따른 성취도의 변화는 다층 모형을 통해서 측정가능

하다. Bryk와 Raudenbush (1988) 연구에서 3년 동안 학생들의 수학 성

취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분산의 80% 이상을 학교 간 차이로 설명 가

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종단적 접근은 이전에는 밝혀내지 못한

학교효과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Teddlie & Reynolds,

2000).

학교효과의 정의는 지난 50년 동안 측정학적 관점에서 보다 정교화되

었으며, 학교효과 분석 결과는 학교효과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학교효과는 다섯 번째 정의를 토대로 규정하였으며 구체

적으로 Willms (1992)의 유형 B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의

학교효과는 실제 점수와 초등학교의 사전 성취도 및 월평균 소득을 고려

한 기대 점수의 차이로, 학교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를 나타낸다.

2. 학교효과 연구의 흐름

학교효과에 관한 연구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Ⅱ-1] 참

조). 1단계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고 학교의 인

적 및 물리적 자원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투

입-산출 모형을 바탕으로 학교효과를 분석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 시작

된 2단계는 효과적인 학교 연구(effective school studies)가 대표적이며

1단계의 투입-산출 연구보다 다양한 학교 과정을 고려하고 학교교육을

통해서 산출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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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학교효과 연구의 흐름

(출처: Teddlie & Reynolds, 2000,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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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던 3단계는 효과적인 학교 영향요인을 학교 향

상 프로그램 개발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 후반부

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4단계는 맥락 요인들이 분석에 고려되고 방

법론적 진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 진

행된 투입-산출 연구, 효과적인 학교 연구, 학교 향상도 연구의 질을 높

이는 데 기여하였다(Teddlie & Reynolds, 2000). 각 단계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는 투입-산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경제학적 기

반의 투입-산출 연구들([그림 Ⅱ-1]에서 유형 1A 연구)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투입 변수로 학생 1인당 지출과 같은 학교

자원 변수와 SES와 같은 학생 배경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결과 변수로

표준화된 검사를 바탕으로 한 학생 성취도를 주로 사용하였다(Teddlie

& Reynolds, 2000).

대표적인 연구로는 Coleman 보고서(Coleman et al., 1966)가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서 학생 배경변수를 통제한 후에

학교 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분석하여 학교효과를 실증적

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학생 배경 요

인으로 대부분 설명되는 반면, 학교는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실질

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후, Coleman의 연구 결론에 의

문점을 갖고 학교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고자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예, Simth, 1972; Jencks et al.,

1972; Hauser et al., 1974; Jencks & Brown, 1975) Coleman의 연구 결

론을 부정하는 결과를 제시하거나 학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한 연구들은 없었다. 이러한 초기 투입-산출 연구들은 학교

풍토와 다른 학교 과정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이는 학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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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과소추정하게 만들었다(Miller, 1983).

학교효과 연구의 2단계는 과정 변수와 추가적인 결과 변수를 고려한

연구들이며 이 연구들을 통해서 학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근거들을 찾

을 수 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SES가 매우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는 학교들에 초점을 두어 그러한 학교들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파악하

는데 주력하였다([그림 Ⅱ-1]에서 유형 2A 연구). 이러한 유형 2A 연구

들에서, 1단계에서의 투입 변수들은 과정 변수 내에 포함되어 분석되었

으며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을 포함하여 학교의 결과를 분

석하였다(Teddlie & Reynolds, 2000).

2단계의 초기 연구들은 도심 지역의 SES가 낮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Weber (1971)는 3학년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

고 있는 4개의 SES가 낮은 도심지역 학교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는 지도성, 높은 기대, 분위기와 같은 학교의 실제적인 과정변수들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Coleman과 Jencks의 연구에서 정적인

학교 자원 특성만을 고려하였던 점과 대조적인 부분이었다. 이러한 2단

계 초기 연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성취를 보이고 있는 학교들

을 통해서 학교의 긍정적인 효과를 밝힐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Teddlie

& Reynolds, 2000).

1970년대에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의 발전이 있었다. 먼저,

학급 투입 변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여 포함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서 학급/교사 수준의 투입 변수를 강조할 수 있었다. 교사들의 교육의

질,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높은 기대와 같은 인적 자원과 관련된 질적

요소는 성취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고(예,

Murnane, 1974; Summers & Wolfe, 1977), 동료 집단도 학생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예, Brookover et a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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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s & Wolfe, 1977). 또 다른 방법론적인 진보는 학교와 학급 수

준에서 일어나는 과정 변수를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척도

를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Brookover et al. (1979)는 14개의

사회심리적 풍토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척도는 학교교

육에 대한 학생, 교사, 교장의 태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70년대에 시작된 방법론적인 진보는 보다 정교한 결과

변수들을 활용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었다. 즉, 표준화된 검사가 아닌 학

교 수업이나 교육과정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결과 변수를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Madaus et al. (1979)와 Carver (1975)는 표준화된 검사

는 학교의 질로 인한 차이를 발견함에 있어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구

체적인 검사보다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왜냐하면 표준화된 검

사는 학교가 보다 부수적으로 가르친 수업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한

계가 있고 부수적으로 가르친 내용을 기반으로 학교의 직접적인 교수 효

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Madaus et al., 1979).

실제로, Madaus 연구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예, 역

사, 지리학)에 대한 학생의 성취도 분산 중에서 40%가 학급 간 분산으

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서 표준화된 검사보다 교육과정에 기반한 구체

적인 검사에서 학급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Teddlie & Reynolds, 2000).

학교효과 연구 3단계의 특징은 형평성에 대한 강조와 학교 향상도 연

구의 시작에 있다. 형평성을 가장 강조한 연구자는 Ron Edmonds이었으

며, 그는 도시 빈곤층을 위한 효과적인 학교들의 요인을 탐색하고 도시

빈민층을 위한 효과적인 학교를 설립하는데 관심이 있었다(Edmonds,

1979). 학교 향상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효과적인 학교의 영향 요인을

활용한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그림 Ⅱ-1]에서 유형 3A 연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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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학교 향상도에 대한 강조와 표집 편의(sampling biases) 문제

와 더불어 형평성 지향에 대해서 수많은 비평들이 쏟아졌고 이러한 비평

들은 보다 적합한 표집과 분석 전략을 사용하는 학교효과 연구로의 발전

에 기여하였다. 교육의 형평성을 지향한 시기에서는 학교 맥락 요인들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형평성 지향은 모든 SES 맥락을 다루는 것이 아

니라 SES가 낮은 지역 학교의 표본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연구들은 SES가 높은 학교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후, 학교효과 연구에서 맥락 요인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

다(Teddlie & Reynolds, 2000).

학교효과 연구의 4단계에서는 맥락 요인이 고려되었고 방법론적 측면

에서 큰 진보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한 맥락에 집중하기 보

다는 학교 맥락을 고려하면서 학교효과의 차이를 탐색하였으며, 형평성

이 아닌 효율성의 가치를 지향하였다. 효율성의 가치는 다양한 맥락 유

형에서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를 포함하고 모든 맥락에서의 학교

향상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가치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효

율성을 지향하는 연구자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보다 나은 학교를 어떻

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였다(Teddlie & Reynolds, 2000).

맥락 변수의 고려는 앞서서 언급한 투입-산출 연구, 과정-산출 연구,

학교 향상도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투입-산출 연구에서는 맥락

변수를 고려하게 되면서 맥락 변수들을 공변인으로 포함하였다(예,

Scheerens, 1992). 다음으로, 과정-산출 연구에서는 학교 과정변수가 맥

락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효과

성 지위와 적어도 하나의 맥락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학교에서 일어나

는 과정들을 조사하기 위한 사례연구 접근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예,

Teddlie & Stringfield, 1993). 그리고 학교 향상도 연구에서의 맥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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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은 보다 발전된 유형의 연구들을 만들었고 학교 맥락을 고려하면

서 학교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 하였다(예,

Chrispeels, 1993; Stoll & Fink, 1992)

이 기간 동안의 학교효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진보는 다층

모형의 개발이었다. 다층 모형은 학교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석단위의 효

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 다층 모델링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미국(Bryk et al., 1986)과 영국(Longford, 1986)에서 개발

되었으며, 연구자들(예, Bryk & Raudenbush, 1988; Bryk &

Raudenbush, 1992)은 다층 모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Teddlie

& Reynolds, 2000).

이 시기에는 다층 모형 개발 외에도 2단계에서 설명한 방법론적 진보

도 이루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수행된 다수의 연구들(예, Crone

& Teddlie, 1995)은 수업 효과성의 행동 지수(예, 학급 관리, 교사 수업

방식, 학생 과제 시간)를 학교 효과성과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리고 연구자들(예, Rosenholtz, 1988; Pallas, 1988)은 학교와 학급 수준에

서 발생하는 과정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심리적 지수를 포

함하면서 설문 문항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Teddlie & Reynolds,

2000).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

행되었으며 초기에는 특정 범주에 따른 학력 격차에 주된 관심이 있었

다. 예컨대, 지역 간, 계층 간 학력 격차 연구(이명희 외, 2001; 정구향

외, 2003), 평준화 정책과 같은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성기선, 1997; 강

상진 외, 2005)를 들 수 있다. 이런 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교효과 자

체보다는 학교를 구분하는 특정 변수에 관심이 있었고 효과적인 학교 특

성을 살펴보는 데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효과적인 학교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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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로는 김성식(2006)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

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주는 변수를 조사

하여 교사와 학생 관계가 좋을수록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격

차를 완화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신혜숙과 민병철(2012)의 연구에서는

학생 및 학교의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기대되는 각 학교의 성취도 또는

향상도와 실제 성취도 또는 향상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학교효과를 분석

하고 효과적인 학교 특성 변수를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학교풍토, 수업

태도가 학교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3. 효과적인 학교 특성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이후로 진행된 효과적인 학교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통

적으로 학교소재지(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교설립유형(국공립,

사립), 학교별학유형(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학교풍토, 수업태도가 학

교의 효과성을 구분 짓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김경희 외, 2011; 김

경희 외, 2012; 신혜숙, 민병철, 2012).

먼저, 학교소재지를 살펴보면, 김경희 외(2011, 2012)의 연구에서는 대

도시 지역의 학력 향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신혜숙,

민병철(2012) 연구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가 도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보다 향상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설립유형은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학교효과지수 점수가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교별학유형은 선행연구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김경희 외

(2011)에서는 국어교과에서는 여학교와 남녀공학, 수학과 영어교과에서

는 남녀공학의 학교 향상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김경희 외(2012)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남학교의 학교 향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혜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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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2012) 연구에서는 수학교과에서는 남녀공학, 영어교과에서는 남학

교의 학교 향상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풍토 변수와 수업태도 변수는

값이 높을수록 학교효과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두 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학교풍토와 수업태도는 기대되는 성취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신혜숙, 민병철, 2012).

학급규모도 지속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요인으

로 고려되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학급규모의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일관

되지 않은 보고를 하고 있다(김영철, 한유경, 2004; 임천순 외, 2011). 김

영철, 한유경(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학급규모가 커질수록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중소도시에서는 학급규모가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학급규모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효과는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장의 성별도 학교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지 탐색하였으며, 학교장의 성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일관되지 않

은 결과를 보였다. 남녀 중학교 교장의 성별에 따른 효과성 차이가 없다

는 연구가 있었으며(민무숙, 2005), 학생 및 학교 배경변수를 통제한 후

에도 중학교에서 여교장이 남교장보다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는 연구도 있었다(한유경 외, 2011). 남교장이 교사의 성별에 상관없이

여교장에 비해 리더십 발휘에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

다(김영옥 외, 2012).

마지막으로 교사와 관련하여, Heck (2009)은 교사 효과성, 교사 고용

안정성(해당 학교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교사의 비율) 및 학교 학업적 발

전 지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성취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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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Heck은 높은 질의 교사를 고용하고 교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면서 학교의 학업적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때 학교 효과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4. 학교효과 연속성 연구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한 학교효과 연구는 1990년대부터 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Rasbash와 Goldstein (1994) 연구는 교차분류 다층모형

을 활용하여 중학교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효과를

살펴보였다. 분석결과 초등학교 분산이 중학교 분산에 비해서 3배 더 크

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전 성취도를 통제한 경우와 통제하지

않은 경우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분산을 비교하였는데, 전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분산이 후자에 비해서 각각 76%, 97%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서 사전 성취도를 통제한 경우, 중학생들의 성취도에 초등학교가 비교적

우세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Goldstein (1995) 연구는 Rasbash

와 Goldstein (1994) 연구를 조금 더 발전시켜, 사전 성취를 통제한 상태

에서 내재적 다층모형으로 모델링한 경우와 교차분류 다층모형으로 모델

링한 경우의 중학교 분산을 추가 비교 분석하였다. 내재적 다층모형으로

분석한 경우, 초등학교 요인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분산이 상

당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oldstein과 Sammons (1997)는 사전 성취도 점수와 다른 배경 요인들

(성별, 무료 급식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학생이 다닌 초등학교 및 중학

교가 학생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

교 분산은 중학교 분산보다 상당히 컸으며, 성취도 평균이 높은 초등학

교에 다닌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도 높은 평균 성취도를 보였다. 결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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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6세 학생들의 성취도는 현재 다니는 중학교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닌 초등학교의 영향도 함께 받는, 연속적인 학교 효

과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현재 학적에만 초점

을 두기보다는 장기적인 학교교육 효과를 검토하여 학교 효과성 연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Snijders와 Bosker (1999)는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효과가 중학교 2학년 학기말 수학 성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학생 배경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한 중학교

분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한 학생 배경 변수(IQ, 사전 성취

도, 성취동기, 아버지 학력, 성별)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중학교 분산의

72%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효과는 초등학교

에서 제공된 측정되지 않은 교육의 질로, 중학교 효과는 중학교에 의한

학교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Heck (2009)은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작년 및 현재 담임의

연속적인 노력이 학생 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1수준 학생, 2수준 작년 교사 및 현재 교사, 3수준 학교로 설정하

여 분석하였으며, 교사의 효과성과 관련된 변수 및 공변인들을 투입하였

다. 그 결과, 2수준에서는 현재 교사의 효과성과 작년 교사의 효과성이

높을수록 학생의 성취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3수준에서는 평균 교

사 효과성, 교사 고용 안정성(해당 학교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교사의 비

율) 및 학교 학업적 발전 지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성취도가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높은 질의 교사를 고용하고 교사의 고용 안

정성을 높이면서 학교의 학업적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때 학교 효과성

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Goldstein, Burgess와 McConnell (2007)의 연구 및 Grady와 Beret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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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의 연구는 교차분류 다층모형에서 다중 멤버쉽 모형(multiple

membership models) 혹은 성장 모형(growth models)을 통합하여 만든

모형으로 학교효과 연속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Goldstein, Burgess와

McConnell (2007)의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사전 성취도 점수와

다른 예측변수가 포함된 학생의 이동성을 고려한 모형과 학생의 이동성

을 무시한 전통적인 학교효과 모형 간의 비교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학생의 이동성을 고려한 모형을 (1) 다중 멤버쉽 모형, (2) 교차분

류 다중 멤버쉽 모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들을 전통적인 학교효과 모

형과 비교하였다. Grady와 Beretvas (2010)는 Goldstein, Burgess와

McConnell (2007)의 교차분류 다중 멤버쉽 모형에 성장 모형까지 고려

하여 교차분류 다중 멤버쉽 성장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성취도 종단 자

료에서 학생들의 이동성을 통합하여 학교효과를 연구하였다.

제 2 절 교차분류 다층모형

1. 교차분류 다층자료와 모형

교차분류 다층자료는 하위 수준 단위가 두 개의 상위 집단 소속을 나

타내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교차분류 다층자료는 교육 맥락에서 흔하

게 찾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학생들은 과거의 학교와 현재의 학교에 동시에 속하는 구조를 보인다.

[그림 Ⅱ-2]와 같이, 학생은 자신이 속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교차하는

셀(cell)에 소속된다. 이 자료 구조에서 1수준은 학생이며, 2수준은 초등

학교, 중학교를 동시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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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2수준 교차분류 다층자료의 구조

(출처: Grady & Beretvas, 2010, p.400)

학생의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 외에도 교차분류 다층자료의 구조는 현

재 학급(또는 담임)의 특성과 지난 학급(또는 담임)의 특성을 동시에 고

려할 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학생의 거주지, 2

가지 요인을 교차분류 요인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Raudenbush & Bryk, 2002; Fielding & Goldstein, 2006; Heck, 2009).

또한, 한 개인이 통제 집단 혹은 실험 집단에 할당되어 있고 이 실험을

여러 장소에서 반복측정 했을 경우, 이 반복측정자료를 집단 및 장소가

교차한 다층자료로 생각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교차분류 다층자료를 3수준까지 확장하면, 교차분류 구조가 2수준 혹

은 3수준에 있을 수 있다. [그림 Ⅱ-3]의 (a)는 2수준에 교차분류 요인이

있는 구조이고, 1수준이 학생, 2수준이 학급 및 동아리, 3수준이 학교인

구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Ⅱ-3]의 (b)는 3수준에 교차분류 요인이

있는 구조이며, 1수준이 반복측정자료, 2수준이 학생, 3수준이 학교 및

거주지인 구조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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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3수준 교차분류 다층자료의 구조

(출처: Luo & Kwok, 2009, p.184)

이와 같이, 교육 맥락에서 교차분류 다층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맥락에 맞는 교육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교차분류

다층자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수준 교차분류 다층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먼저, 하위 수

준은 두 가지의 상위 집단, 즉 두 가지의 교차분류 요인에 동시에 소속

된다. 둘째, 교차분류 요인들의 효과는 무선효과를 보이고 이들 간의 상

호작용도 무선효과를 갖는다. 셋째, 하위 수준의 특성을 반영하는 설명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고정 또는 무선효과를 보일 수 있다. 넷

째, 한 교차분류 요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설명변수들은 고정효과를 갖거

나 다른 교차분류 요인에 대하여 무선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적 특성 때문에,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다음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1) 교차분류 요인들의 설명변수의 고정효과, (2) 교차분류 요

인들의 설명변수의 무선효과, (3) 하위수준 설명변수의 고정효과, (4) 하

위수준 설명변수의 무선효과, (5) 하위수준의 오차분산, (6) 교차분류 요

인들의 오차분산 및 공분산, (7) 교차분류 요인들의 무선 상호작용효과

등이다(강상진, 1996; Raudenbush & Bry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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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분류 다층모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식은 2수준 교차분류 다층모

형을 기준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모형을 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각

층위에 1개의 설명변수를 포함하고 설명변수 모두 고정효과를 갖는 경우

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가 무선효과를 갖는 경우는 Raudenbush와

Bryk (200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①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

무조건모형은 설명변수가 없는 모형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j를 다

녔고 현재 중학교 k에 다니고 있는 학생 i의 관찰점수를 로 표기한

다. 학생의 점수는 초등학교 j와 중학교 k가 교차하는 셀의 평균과 개인

효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1수준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수준 모형(within-cell model)>

   ∼  (식 1)

는 초등학교 j와 중학교 k가 교차하는 셀의 평균이며, 는 각 셀

내의 개인효과이다.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갖는다

고 가정한다.

2수준 모형에서는 1수준의 회귀계수가 종속변수가 되며, 교차분류 요

인들은 모두 무선효과를 가지고 요인 간 무선 상호작용효과도 존재한다.

<2수준 모형(between-group model)>

  

 ∼   ∼   ∼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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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체 평균이며, 은 초등학교 j의 무선효과, 은 중학교 k의

무선효과, 은 초등학교 j와 중학교 k의 무선 상호작용효과이다. ,

, 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각각 , , 인 정규분포를 갖는

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 , 은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   ,   이다.

셀 내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셀 내 분산 과 무선 상호작용

효과 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셀 내 사례수가 충분하게 확보되

지 않은 경우, 셀 내 분산과 상호작용효과 분산이 혼재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 무선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Raudenbush &

Bryk, 2002).

(식 2)를 (식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통합모형이 된다.

<통합모형>

  (식 3)

결론적으로, 종속변수의 총 분산은 4개의 분산 성분으로 구성된다. 즉,

총 분산은 셀 내 개인 분산 , 초등학교 간 분산 , 중학교 간 분산

, 셀 간 잔차 분산 으로 구분된다.

같은 초등학교 혹은 같은 중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같은 환경에서 학습

하기 때문에 학생들 응답 간 잠재적인 종속성이 있을 수 있다(예, 같은

중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다른 중학교에 다닌 학생들보다 같은 응답 패턴

을 보일 확률이 증가한다). 이러한 종속성은 집단 내에서 2개의 관찰변

수 사이의 상관계수로 측정되며, 이는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로 정의된다(Luo, 2007; Raudenbush & Bry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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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닌 두 학생의 결과변수 간의 상관관계:

 ′  





(식 4)

-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다른 중학교에 진학한 두 학생의 결과변

수 간의 상관관계:

 ′′   





(식 5)

- 다른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같은 중학교에 진학한 두 학생의 결과변

수 간의 상관관계:

 ′′  





(식 6)

②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

조건모형은 설명변수가 추가된 모형이며 편의상 각 층위별 설명변수를

1개씩 투입하였다. 1수준에 학생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 2수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 를 추가하였다. 구체

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다.

<1수준 모형(within-cell model)>

   ∼  (식 7)

는 설명변수 와 종속변수 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이

며, 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로 예측한 점수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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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효과이다.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갖는다고 가

정한다.

2수준 모형에서는 1수준의 회귀계수가 종속변수가 되며, 교차분류 요

인들은 모두 무선효과를 가지고 요인 간 무선 상호작용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수준 모형(between-grou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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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

절편식과 기울기식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

를 추가하였다. 각 식의 무선효과는 초등학교 효과 , 중학교 효과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상호작용 효과 로 구분된다. , , 는 평균이

0이고 고유분산을 가지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 , 는 상호

독립적이므로   ,   ,   인 관계를

보인다.

(식 8)를 (식 7)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통합모형이 된다.

<통합모형>

 



(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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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을 통해서, 교차분류 다층모형은 내재적 다층모형보다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하는 분석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차분류 다층모형

은 종속변수의 전체 관찰 분산을 1수준(예, 학생), 2수준 교차요인 1(예,

초등학교), 2수준 교차요인 2(예, 중학교), 2수준 교차요인들의 상호작용

(예,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상호작용)의 네 개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그리

고 설명변수를 모형의 타당한 수준에 추가하여 종속변수의 각 수준별 분

산을 설명할 수 있다.

2. 교차분류 다층모형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

실제 다층 자료를 가지고 내재적 다층모형과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비

교한 종래의 경험적 연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경험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교차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모수의 추정치와 이에

대한 표준오차에 편의가 유발된다는 것을 밝혀냈다(Goldstein, 1994; 전

민정, 강상진, 2005). 그러나 경험적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내재적

다층모형과 교차분류 다층모형의 결과 차이를 일반화할 수 없다. 왜냐하

면 두 모형의 결과 차이가 표집오차에 의한 단편적인 현상일 수 있고 실

제 자료의 모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Luo & Kwok,

2012). 따라서 교차분류 다층자료를 부적절하게 모델링하였을 경우에 파

생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

시뮬레이션 연구들은 다양한 조건(예, 교차요인 잔차 간의 상관, 교차

분류 요인의 표본 수, ICC, 교차분류 구조 등)을 기준으로 교차분류 다

층자료를 단순히 내재적 다층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와 교차분류 다층모형

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들은 2수준 교차분류 다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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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건과 3수준 교차분류 다층자료인 조건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공통적

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교차요인을 무시하면 고정효과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적절하게 모델링한 설명변수의 추정치 표준오차에는 편의를 일으킨다

(Meyers, 2004; Meyers & Beretvas, 2006; Luo, 2007; Luo & Kwok,

2009; 정선영, 강상진, 2013). 이러한 표준오차의 편의는 같은 조직 내에

서의 개인 응답 사이의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다

(Raudenbush & Bryk, 2002). 2수준 교차분류 다층자료인 경우, 하나의

교차요인이 무시되면 고정효과의 표준오차가 과소추정되며, 무시된 요인

의 분산이 클 때, 무시된 요인의 표본수가 클 때 과소추정되는 경향은

증가한다. 표준오차가 과소추정되면 1종 오류는 증가하게 된다(Meyers,

2004; Meyers & Beretvas, 2006).

하나의 교차요인 무시되면, 3수준 교차분류 다층자료에서도 고정효과

의 표준오차에 편의를 발생되지만 그 경향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3수

준 교차분류 다층자료는 3수준에서 교차가 발생하는 경우와 2수준에서

교차가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3수준에서 하나의 교차요인이

무시되었을 때, 2수준 설명변수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는 과대추정되고 무

시된 교차요인의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는 상당히 과소추정되지만,

1수준 설명변수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는 편의가 발생하지 않는다. 완전한

교차분류 구조가 보일수록 2수준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의 과대추

정 경향은 증가한다. 3수준에서 남아있는 교차요인의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도 과대추정되지만, 완전한 교차분류 구조를 보일 경우 남아있

는 교차요인의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에 편의는 발생되지 않는다

(Luo, 2007; Luo & Kwok, 2009). 3수준 교차분류 다층자료 중 하나의

교차요인이 2수준에서 무시되었을 때에는, 1수준 설명변수 회귀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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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오차는 과대추정되지만 3수준 및 남아있는 교차요인의 설명변수 회

귀계수의 표준오차에는 편의가 발생하지 않는다(Luo, 2007). 하지만 완벽

한 교차분류 구조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교차요인의 회귀계수

표준오차가 과대추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시된 교차요인의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는 상당히 과소추정되었으며, 완전한 교차분류 구조를 보일수록

과소추정되는 정도는 더 심해진다. 이러한 표준오차의 편의는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에 영향을 준다.

회귀계수 표준오차와 관련된 편의를 일반화하면, k번째 수준에서 하나

의 교차요인을 무시하는 것은 (k-1)번째 수준의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표

준오차를 과대추정하고 무시된 요인과 관련된 설명변수 회귀계수의 표준

오차를 과소추정한다. 그리고 (k+1)번째 수준의 설명변수 회귀계수의 표

준오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완벽한 교차분류 구조를 보일 때만 남

아있는 교차요인의 설명변수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다(Luo & Kwok, 2009). 더불어, 무조건 모형보다 설명변수가 투입된 조

건 모형에서의 편의가 항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선영, 강상진,

2013).

그리고 시뮬레이션 연구들은 교차요인을 무시한 경우 공통적으로 다른

분산 성분을 과대추정한다는 것을 밝혀냈다(Meyers, 2004; Meyers &

Beretvas, 2006; Luo, 2007; Luo & Kwok, 2009; 정선영, 강상진, 2013).

2수준 교차분류 다층자료인 경우, 교차요인을 무시하면 2수준 분산이 증

가할수록 1수준 분산 추정치는 심하게 과대추정된다. 그리고 교차요인을

무시하면 남아있는 교차요인의 분산이 상당히 증가하며 이 증가된 분산

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남아있는 교차요인과 관련된 설명변수를

탐색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Meyers, 2004).

3수준 교차분류 다층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한 경우도 무시된 교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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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해있는 수준과 인접한 수준의 분산이 과대추정되고 완전한 교차분

류 구조를 보일 때를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교차요인의 분산도 과대추정

된다는 것을 밝혔다. 앞서 말했듯이, 3수준 교차분류 다층자료는 3수준에

서 교차가 발생하는 경우와 2수준에서 교차가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된

다. 3수준에서 한 교차요인이 무시되었을 때는 1수준 분산에는 편의가

발생하지 않으며 2수준 및 남아있는 교차요인의 분산이 과대추정된다.

완전한 교차분류 구조를 보일수록 2수준 분산의 편의는 증가하고 남아있

는 요인의 분산의 편의는 작아진다. 3수준 교차분류 다층자료 중 2수준

에서 한 교차요인이 무시되었을 때는 1수준, 3수준, 남아있는 분산 모두

과대추정된다. 완전한 교차분류 구조를 나타낼수록 1수준 및 3수준 분산

의 과대추정 경향은 증가하고 남아있는 분산의 과대추정 경향은 줄어든

다(Luo, 2007; Luo & Kwok, 2009; 정선영, 강상진, 2013). 그리고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편의가 존재하는 분산 추정치와 표준오차는

남아있는 요인의 집단 수 및 ICC가 클수록 편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

다(정선영, 2013).

결론적으로, 교차요인을 무시하면 고정효과 추정치는 영향을 받지 않

지만, 고정효과 추정치의 표준오차와 분산 성분 추정치에 편의를 일으킨

다. 편의의 방향과 크기는 무시된 교차요인의 위계적 위치, 무시된 교차

요인 분산의 크기, 교차요인들의 표본 수, 설명변수와 관련된 수준, 교차

분류 구조, ICC 등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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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

하 SELS)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3차년도(초등학교 6학년)와 5차년도

(중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SELS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는

2010년에 조사가 시작되어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18년까

지 매년 추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교육정책 및 학생들의 전반적

인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박현정 외, 2011; 최용환 외,

2015).

이 연구는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학교효과를 산출하는 데 우

선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차표에서 셀 당 학생수

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진학할

때 거주지 학교군내 소재 학교에 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SELS 데이

터는 전국 규모의 다른 패널 데이터에 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셀

당 사례수를 비교적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SELS 데이터는 학업성취도 점수의 수직척도점수

를 제공해주어 다른 연도의 학업성취도 점수를 동일한 척도에서 비교할

수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및 학교장의 설문이 이루어져, 학교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

석을 진행하기에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

한 SELS 조사가 매년 6월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4차년도(중학

교 1학년) 당시에는 학생들의 중학교 재학기간이 짧아서 중학교 학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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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추정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3차년도 초등학교 6학년 4,328명 중 4차년도에

학생들에게 새롭게 부여된 ID(New 학생 ID)가 없는 6명의 학생들은 연

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학업성취도(국어, 수학, 영어) 수직척도점수,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의 결측이 있는 사례도 제외하였다. 그리고 추가적

으로 5차년도에서 학업성취도(국어, 수학, 영어) 수직척도점수, 월평균 가

구소득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학생들도 제외하였으며, 초등학교와 중학

교의 교차표에서 셀 당 사례수가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제외하였다. 따

라서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2,91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 2 절 주요 변수

1. 학교효과 산출을 위한 변수

이 연구의 주요 변수로는 먼저 학교효과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3차

년도와 5차년도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들을 활

용하였다. 학업성취도는 국어, 수학, 영어 성취도 검사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년도의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다 1을 더한 후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의 효과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생 및 학교

의 사전 성취도와 경제적 수준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사전 성취도와

관련해서 학생 수준에서는 학생의 초등학교 6학년 성적을 사전 성취도

변수로 사용하였다. 학교 수준에서는 사전 성취도 변수를 초등학교별로

평균하여 초등학교 사전 성취도 평균 변수를 생성하였고, 사전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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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중학교별로 평균하여 중학교 사전 성취도 평균 변수를 생성하였

다. 경제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학교별 로

그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학생 및 중학

교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은 중학교 당시(2014년)의 월평균 가구소득 변

수를 활용하였고 초등학교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은 초등학교 당시(2012

년)의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를 활용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Ⅲ-1>와 같다.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학업성취도 2918 407.95 42.52 319.67 521.33

통제

학생

(1수준)

사전

학업성취도
2918 340.18 36.92 223.00 443.33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2918 6.05 0.61 0.00 9.05

학교

(2수준)

중학교

(교차

요인1)

중학교 사전

학업성취도

평균

218 339.34 19.04 263.33 395.75

중학교 로그

월소득 평균
218 6.03 0.30 4.55 6.80

초등학교

(교차

요인2)

초등학교 사전

학업성취도

평균

106 340.09 14.06 314.63 374.28

초등학교 로그

월소득 평균
106 6.00 0.26 5.57 6.67

<표 Ⅲ-1> 학교효과지수 산출을 위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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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설문지 변수설명1)

학교효과지수 CCMM 최종모형으로 산출한 학교효과지수

학교설립유형 학교조사지 0 국공립, 1 사립

학교별학유형 학교조사지
학교별 2학년 여학생 수를 2학년 총 학생수로
나눈 값을 재코딩한 값(0은 남학교, 0초과 1
미만은 남녀공학, 1은 여학교)

기간제교사비율 학교조사지
비정규교원 수를 정규교원과 비정규교원의 합
으로 나눈 값에다 100을 곱한 값

학급당 학생수 학교조사지 학급당 학생수

교장의 성별 학교장응답 0 여자, 1 남자

성취목표 학생응답

6문항 응답평균(5점 척도)
1) 나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분명한 목표가 있
다.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고 있다.
3)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표 Ⅲ-2>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석을 위한 변수의 측정문항 및 변수설명

2.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석을 위한 변수

효과적인 학교 특성 변수를 분석할 때에는 교차분류 다층모형에서 산

출된 중학교 요인의 잔차 점수를 활용하였고, 학교배경과 관련된 학교

특성 변수로 학교설립유형(사립 더미), 학교별학유형(남학교 더미, 여학

교 더미, 참조집단은 남녀공학)을 포함하였으며, 학교여건과 관련된 요인

은 기간제교사비율, 학급당 학생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교장 특

성으로는 교장의 성별(남교장 더미)을 포함하였으며, 학교환경과 관련된

학교 특성으로는 안전한 학교풍토를 포함하였으며, 학생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성취목표를 포함하였다. 학교 특성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

를 제외한 214개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 변수들의 측정

문항은 <표 Ⅲ-2>과 같고,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Ⅲ-3>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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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하는 공부는 내 미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5) 우리 선생님은 내 미래 목표를 잘 알고 긍
정적으로 생각하신다.
6) 내 미래 목표가 이뤄진다면 사회 공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한 학교풍토 학생응답

13문항 응답평균(5점 척도)
1)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불리거나 놀림 받거나

듣기 싫은 말을 듣거나 싫어하는 장난을 당
했다(역코딩).
2) 다른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혼자 남겨

두거나 따돌렸다(역코딩).
3) 다른 친구들이 나를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

거나, 가두었다(역코딩).
4)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 목적으
로 나에 대한 나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쪽
지 같은 것을 돌렸다(역코딩).
5) 돈이나 다른 물건들을 빼앗긴 적이 있다(역
코딩).
6)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거
나 협박받았다(역코딩).
7) 온라인 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역코딩).

8) 온라인 상에서 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
을 퍼트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역코딩).
9)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

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역코딩).
10) 학급 친구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역코딩).
11) 학교 밖의 사람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

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역코딩).
12) 카메라 및 핸드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통해
위협받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역코
딩).
13)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괴롭힘(성추행이나 성
폭력 등)을 당한 적이 있다(역코딩).

1) 성취목표 하위 6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0, 안전한 학교풍토 하위

13문항의 신뢰도는 .901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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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학교효과지수 214 0.02 8.13 -26.15 29.74

독립

학교설립유형_사립(=1) 214 0.32 0.47 0.00 1.00

학교별학유형_남학교(=1) 214 0.14 0.34 0.00 1.00

학교별학유형_여학교(=1) 214 0.14 0.34 0.00 1.00

기간제교사비율 214 20.05 7.85 4.55 55.88

학급규모 214 30.04 3.39 15.68 41.62

교장의 성별_남자(=1) 214 0.74 0.44 0.00 1.00

성취목표 214 3.66 0.31 2.67 4.67

안전한 학교풍토 214 4.87 0.14 3.51 5.00

<표 Ⅲ-3>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석을 위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제 3 절 연구 모형

1. 학교효과 산출모형

학생 및 학교 수준에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은 다음과 같

다.

[모형 1 – 기초모형]

1수준: 학생 수준 모형

   ∼  (식 10)

2수준: 학교 수준 모형

    ∼   ∼  (식 11)

는 초등학교 j를 다녔고 현재 중학교 k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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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학생 i의 성취도 점수이다. 는 초등학교 j와 중학교 k에 다닌 학생

들의 성취도 평균이며, 는 그 평균에서의 개인효과이다. 은 전체

평균을 의미하며, 는 초등학교 j의 무선효과, 는 중학교 k의 무선

효과를 뜻한다. 셀 내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셀 내 분산 과

무선 상호작용 효과 을 구분하기가 어렵게 때문에(Raudenbush &

Bryk, 2002) 셀 내 분산과 상호작용효과 분산이 혼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선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초모형에서 집단 내 상관계수를 초등학교, 중학교 요인으로 구분하

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전체 분산 중 초등학교 간, 중학교 간 분산이 차지

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식 12)

[모형 2]는 학생의 사전 성취도 점수를 투입한 모형이며 다음과 같다.

[모형 2 – 사전 성취도 투입 모형]

1수준: 학생 수준 모형

 사전성취도  ∼  (식 13)

2수준: 학교 수준 모형

    ∼  ∼ 

 

(식 14)

교차분류 다층모형으로 설계한 [모형 2]는 학생의 초등학교 6학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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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를 사전 성취도 점수를 투입한 모형이며, 전체평균 중심화하여 투입

하였다. 1수준 잔차인 는 사전 성취도를 통제한 후의 초등학교 j를 다

녔고 중학교 k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내에서 학생 성취도의 변동을 의

미한다. 2수준 잔차인 는 초등학교의 무선효과를 고려한 후 중학교 k

의 실제 성취도 평균 점수와 사전 성취도를 고려한 기대 점수의 차이로,

를 학교효과지수로 활용하였다.

사전 성취도 이외에 다른 변수들도 모형에 단계적으로 포함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다가 학생의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를 추

가적으로 포함하였다. [모형 4]에서는 [모형 3]에다가 중학교 성취도 평

균 변수를 포함하였고, [모형 5]에서는 [모형 4]에다가 중학교 로그 월소

득 평균 변수를 투입하였다. [모형 6]에서는 [모형 5]에다가 초등학교 성

취도 평균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최종모형인 [모형 7]에는 [모형 6]에다가

초등학교 로그 월소득 평균 변수를 추가하였다. 최종모형인 [모형 7]은

다음과 같다.

[모형 7 – 최종모형]

1수준: 학생 수준 모형

 사전성취도로그월평균가구소득

 ∼ 

(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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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준: 학교 수준 모형

 중학교성취도평균중로그월평균가구소득
초학교성취도평균초로그월평균가구소득


 
 

 ∼   ∼ 

(식 16)

학생, 중학교 및 초등학교 통제변수는 모두 전체평균 중심화하여 투입

하였다. 는 학생의 사전 성취도와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이 전체평균

일 때의 초등학교 j와 중학교 k에 다닌 학생들의 성취도 평균을 의미하

며, 는 투입된 통제변수들이 전체평균 일 때의 전체 성취도 평균을 뜻

한다. 학교효과지수로 활용한 는 중학교 k의 실제 점수와 학생, 초등

학교, 초등학교의 사전 성취도 및 월평균 소득을 고려한 기대 점수의 차

이로, 학교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학교효과지수는 경험적 베이즈(Empricial Bays) 방식으로

추정한 잔차를 활용하였다. 경험적 베이즈 방식의 수축된 추정치

(shrinkage estimator)는 최소자승제곱방식(ordinary least squares; OLS)

으로 추정된 추정치를 추정치의 비신뢰성에 비례하여 모형에 통해 예측

된 평균을 향해 수축시킨 값이다(Raudenbush & Bryk, 2002).

신뢰도  





(식 17)

이 연구에서는 학교 당 사례수가 작은 경우가 많아서 추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학교효과지수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 39 -

학교효과지수는 추정치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는 최소자승

제곱방식으로 구한 잔차, 
 는 경험적 베이즈 방식으로 구한 잔차를 의

미한다. 분석을 위해서 HLM 6.08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식 18)

2.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석을 위한 모형

효과적인 학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교차분류 다층모형으로 설계

한 학교효과 산출모형의 최종모형(모형 7)으로 산출한 학교효과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학교 특성 변수로는 <표

Ⅲ-3>에서 제시한 학교설립유형(사립 더미), 학교별학유형(남학교 더미,

여학교 더미, 참조집단은 남녀공학), 기간제교사비율, 학급규모, 교장의

성별(남교장 더미), 성취목표, 안전한 학교풍토를 포함하였다. 절편을 의

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비율, 학급규모, 성취목표, 안전한

학교풍토는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하여 투입하였다. 분석모형은

(식 18)과 같으며 SPSS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교효과지수 사립남학교여학교
기간제교사비율학급규모
남교장성취목표
안전한학교풍토

(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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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제 1 절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한 학교효과

1. 학교효과 산출모형 결과

앞서 제시한 기초모형에 사전 성취도(모형 2), 월평균 가구소득(모형

3), 중학교 성취도 평균(모형 4), 중학교 월소득 평균(모형 5), 초등학교

성취도 평균(모형 6), 초등학교 월소득 평균(모형 7) 변수를 순차적으로

누적하여 투입하였다. 내재적 다층모형에서와 같이, 모형 간 비교를 위해

서 각 모형마다 학생 및 학교 분산의 설명량, 부적합도(deviance)에 기초

한 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차이 검정 결과를 <표 Ⅳ-1>와 <표 Ⅳ-2>에

제시하였다.

성취도 분산 중에서 84%는 학생 간, 10%는 중학교 간, 7%는 초등학

교 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집단내 상관계수, 초등

학교 집단내 상관계수가 각각 0.10, 0.07로 나타나서 학생의 중학교 성취

도는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녔던 초등학교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2에서 학생의 사전 성취도

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결과, 사전 성취도는 중학교 분산의 22%를, 초등

학교 분산의 9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분산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요인의 통제변수들까지

누적적으로 투입하였을 때(모형 5) 추가적인 설명량은 중학교 분산의

7%로, 초등학교 분산의 7%이었으며, 초등학교 요인의 통제변수들을 모



- 41 -

두 포함한 최종모형(모형 7)에서는 모형 5보다 중학교 분산의 4%를 추

가적으로 더 설명하였다. 모형의 단계별 부적합도 검정에서 모형 6까지

는 유의수준 .05에서 적합도의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으며, 초등학교 월소

득 평균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 7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적합도의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인 모형 7을 기준으로 학생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를 살펴보면, 학생의 사전 성취도가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

록 학생의 중학교 성취도가 높았고, 학생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월소득

평균이 높을수록, 학생이 다녔던 초등학교 월소득 평균이 높을수록 학생

의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모형에서 경험적 베이즈 방식

으로 추정한 중학교 잔차를 저장하여 학교효과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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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기초모형)

모형2
(사전 성취도)

모형3
(모형2+

월평균 가구소득)

계수
표준

오차

유의

확률
계수

표준

오차

유의

확률
계수

표준

오차

유의

확률

고정 효과

학생수준

사전 성취도 0.74 0.02 .000 0.73 0.02 .000

월평균소득 4.66 0.97 .000

학교수준 초기치

교정평균 407.60 1.64 .000 408.05 1.08 .000 408.08 1.06 .000

학교성취도평균(중)

학교월소득평균(중)

학교성취도평균(초)

학교월소득평균(초)

계수
분산

비율

설명

량
계수

분산

비율

설명

량
계수

분산

비율

설명

량

무선 효과

학생 분산 1505.09 0.84 858.76 0.85 0.43 854.39 0.86 0.43

중학교 분산 175.16 0.10 137.35 0.14 0.22 131.55 0.13 0.25

초등학교 분산 117.57 0.07 10.67 0.01 0.91 8.09 0.01 0.93

Deviance 29884.74 28229.19 28206.42



(df, p-value)

1655.5

(1, 0.000)

22.8

(1, 0.000)

<표 Ⅳ-1> 교차분류 다층모형으로 설계한 산출모형 결과 1

주. 학생 및 학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로그 변환한 월평균 가구소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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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4
(모형3+
중학교

성취도평균)

모형5
(모형4+
중학교

월소득평균)

모형6
(모형5+
초등학교
성취도평균)

모형7
(모형6+
초등학교
월소득평균)

계수
표준

오차

유의

확률
계수

표준

오차

유의

확률
계수

표준

오차

유의

확률
계수

표준

오차

유의

확률

고정 효과

학생수준

사전 성취도 0.72 0.02 .000 0.72 0.02 .000 0.72 0.02 .000 0.72 0.02 .000

월평균소득 4.50 0.98 .000 3.88 1.00 .000 3.89 1.00 .000 3.91 1.00 .000

학교수준 초기치

교정평균 408.04 1.04 .000 407.96 1.01 .000 407.95 1.01 .000 408.03 1.00 .000

학교성취도평균(중) 0.14 0.06 .032 0.03 0.07 .705 0.02 0.07 .793 0.02 0.07 .815

학교월소득평균(중) 12.67 4.38 .004 12.46 4.38 .005 11.71 4.34 .007

학교성취도평균(초) 0.13 0.06 .036 0.03 0.08 .757

학교월소득평균(초) 8.97 4.53 .047

계수
분산

비율

설명

량
계수

분산

비율

설명

량
계수

분산

비율

설명

량
계수

분산

비율

설명

량

무선 효과

학생 분산 854.11 0.86 0.43 854.97 0.87 0.43 853.89 0.87 0.43 854.81 0.88 0.43

중학교 분산 129.12 0.13 0.26 124.63 0.13 0.29 124.57 0.13 0.29 117.06 0.12 0.33

초등학교 분산 7.00 0.01 0.94 2.11 0.00 0.98 1.64 0.00 0.99 2.27 0.00 0.98

Deviance 28201.82 28193.74 28189.33 28185.61



(df, p-value)

4.6

(1, 0.032)

8.1

(1, 0.004)

4.4

(1, 0.036)

3.7

(1, 0.054)

<표 Ⅳ-2> 교차분류 다층모형으로 설계한 산출모형 결과 2

주. 학생 및 학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로그 변환한 월평균 가구소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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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학교효과지수

중학교 학교효과지수의 기술통계에 대한 기술통계를 <표 Ⅳ-3>과 같

으며 히스토그램은 [그림 Ⅳ-1]과 같다. 학교효과지수의 평균은 0.00이고,

최솟값은 –26.15, 최댓값은 29.74로 나타났다.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학교효과지수 0.00 8.09 -26.15 29.74

<표 Ⅳ-3> 중학교 학교효과지수 기술통계

[그림 Ⅳ-1] 중학교 학교효과지수 히스토그램(N=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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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효과지수에 대한 사후분산을 활용하여 학교효과지수의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그림 IV-3]에는 218개교의 95% 신뢰구간을 포함

하는 학교효과지수가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효과지수의 신뢰구간이 서로

겹치는 학교가 많았다. 이는 중학교 내 사례수가 작은 경우(중학교 내

사례수 10이하인 학교, 46.8%)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18

개교 중 학교효과지수 상위 20개교와 하위 20개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

만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IV-2] 참조). 그리고 학교효과지수의 표준오차의 살펴본 결과, 표준오차

는 중학교 내 사례수가 많을수록 작아지고 중학교로 유입된 초등학교의

수와 유입된 초등학교 내 사례수의 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IV-4] 참조).

[그림 Ⅳ-2] 중학교 학교효과지수 상위 20개교, 하위 2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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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중학교 학교효과지수(N=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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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코드

중학교

사례수

학교효과

지수
표준오차

초등학교

학교코드

초등학교

사례수

2045 50 11.997 3.94 1069 13

1077 18

1072 19

2219 50 -4.254 3.99 1023 14

1024 36

2168 48 -3.534 4.05 1074 15

1068 33

2124 47 -3.647 4.08 1041 16

1047 31

2013 46 11.580 4.19 1012 2

1018 44

2218 41 -4.813 4.39 1002 41

2254 40 3.226 4.38 1056 8

1049 32

2266 40 6.062 4.43 1086 40

2235 36 -0.351 4.55 1008 8

1007 28

2075 34 1.800 4.68 1012 4

1020 30

2101 33 -19.438 4.74 1037 3

1043 30

2267 33 -11.493 4.76 1090 33

2242 33 -8.690 4.76 1042 33

2234 30 -1.914 4.86 1058 3

1045 8

1036 19

2172 30 6.622 4.93 1050 30

2206 30 8.421 4.94 1025 30

2145 29 -11.120 4.93 1083 11

1084 18

2292 29 -13.625 4.97 1021 3

1019 26

2204 29 -6.564 4.97 1022 3

1014 26

2188 29 -2.666 5.00 1013 29

<표 Ⅳ-4> 학교효과지수 표준오차와

중학교 사례수, 유입된 초등학교 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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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석

1.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석

효과적인 학교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교차분류 다층모형에서 학생,

중학교 및 초등학교 맥락효과를 통제한 학교효과지수를 산출한 후, 이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4.21, p=<.001), 수정된

은 .107로 학교효과지수의 분산의 10.7%를 투입된 학교 특성 변수들

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효과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변수로는 학교설립유형, 학

교별학유형, 학급규모, 교장의 성별, 성취목표, 안전한 학교풍토는 학교효

과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다른 변수들이

동일할 때, 서울지역에서는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학교효과지수가

낮았으며(b=-4.699, p=.007), 여학교가 남녀공학보다 학교효과지수가 높

았다(b=6.833, p=.001). 그리고 학급규모는 학교효과지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b=0.344, p=.033), 이는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설명될 필요가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논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교장

의 성별에 대해서는, 남교장 학교가 여교장 학교에 비해서 학교효과지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4.487, p<.001). 또한 학생의 성취목표가 높

을수록(b=3.133, p=.080), 학교풍토가 안전할수록(b=10.065, p=.009) 학교

효과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투입된

학교 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

본 결과 학교별학유형(여학교-남녀공학)이 .288로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

며, 이어서 학교설립유형, 교장의 성별, 안전한 학교풍토, 학급규모,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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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순으로 그 영향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계수 표준오차

절편 -3.034 1.092

사립(=1) -4.699 ** 1.713 -.271

남학교(=1) 1.904 2.041 .080

여학교(=1) 6.833 ** 2.107 .288

기간제교사비율 -.043 .069 -.042

학급규모 .344 * .160 .144

남교장(=1) 4.487 *** 1.254 .242

성취목표 3.133† 1.779 .120

안전한 학교풍토 10.065 ** 3.820 .173

R2(adjusted) .107

<표 Ⅳ-5>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석

***p<.001, **p<.01, *p<.05, †p<.10

2. 효과적인 학교 특성에 따른 학교효과 비교

효과적인 학교 특성 변수로 확인된, 학교설립유형, 학교별학유형, 교장

의 성별, 안전한 학교풍토, 성취목표에 따라서 학교효과를 추가적으로 비

교하였다. 먼저, 효과적인 학교 특성 변수 중에서 영향력이 높았던 학교

별학유형과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학교효과의 분포와 평균을 비교하면

[그림 IV-4]2)와 같다. 학교효과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공학의 최

솟값은 다른 별학유형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고 분포는 다른 별학유형

과 비교하여 가장 넓게 나타나, 남녀공학에서의 학교효과지수 범위가 가

장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학교이면서 공립학교일 때 학교효

2) 집단별 상자도표(boxplot)를 그렸으며 집단별 사례수를 X축에 표현하였다.

흰색 점은 이상치(outlier)를 의미하고 검은색 점은 학교효과 평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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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균이 가장 높았고 남녀공학이면서 사립일 때 학교효과 평균이 가장

낮았다. 동일한 별학유형 내에서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여학교와 남녀공학에서는 공립학교의 학교효과의 평균이

사립학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남학교에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평균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4] 학교별학유형,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비교

다음으로, 학교별학유형, 학교설립유형과 교장의 성별 간의 학교효과를

비교하면 [그림 IV-5], [그림 IV-6]과 같다. 학교효과지수의 분포를 살펴

보면, 학교별학유형에 대해서는 남교장 학교가 여교장 학교보다 더 넓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학교설립유형에 대해서도 남교장 학교가 더 넓은 분

포를 보였다. 그리고 학교별학유형에 대해서는 여학교이면서 남교장 학

교일 때 학교효과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남녀공학이면서 여교장 학교일

때 학교효과 평균이 가장 낮았다. 동일한 별학유형 내에서 교장의 성별

에 따른 학교효과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남교장 학교가 여교장 학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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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설립유형 내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Ⅳ-5] 학교별학유형, 교장의 성별에 따른 학교효과 비교

[그림 Ⅳ-6] 학교설립유형, 교장의 성별에 따른 학교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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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학교설립유형, 교장의 성별과 안전한 학교풍토 간의 학교

효과를 비교하였다([그림 IV-7], [그림 IV-8] 참조). 안전한 학교풍토 변

수를 기준으로 상위 25%(55개교), 하위 25%(55개교)를 선정하여 이를

각각 높은 학교, 낮은 학교로 구분하였다. 학교설립유형이 동일할 때 하

위 25%의 분포가 상위 25%보다 비교적 더 넓게 나타났으며, 교장의 성

별이 동일할 때도 하위 25%가 더 넓은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학교설립

유형에 대해서는 사립이면서 안전한 학교풍토 상위 25% 학교일 때 학교

효과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사립이면서 안전한 학교풍토 하위 25% 학교

일 때 학교효과 평균이 가장 낮았다. 동일한 설립유형 내에서 학교풍토

에 따른 학교효과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학교풍토가 안전할수록 학교효

과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장의 성별에 대해서는 남교장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풍토 상위 25% 학교와 하위 25% 학교의 평균 차

이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Ⅳ-7] 학교설립유형, 안전한 학교풍토에 따른 학교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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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교장의 성별, 안전한 학교풍토에 따른 학교효과 비교

마지막으로 학교설립유형, 교장의 성별과 안전한 학교풍토 간의 학교

효과를 비교하였다. 성취목표 변수를 기준으로 상위 25%(55개교), 하위

25%(55개교)를 선정하여 이를 각각 높은 학교, 낮은 학교로 구분하였다.

학교효과지수의 분포와 평균을 살펴보면, [그림 IV-9]에서 동일한 학교

설립유형 내에서는 성취목표 상위 25% 학교와 하위 25% 학교의 이상치

를 제외한 학교효과 범위가 비교적 유사하였고, 상위 25% 학교의 평균

이 하위 25% 학교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10]에서

교장의 성별이 동일할 때 성취목표 상위 25% 학교가 하위 25% 학교보

다 이상치를 제외한 학교효과 범위가 비교적 좁게 나타났고 상위 25%

학교의 평균이 하위 25% 학교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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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학교설립유형, 성취목표에 따른 학교효과 비교

[그림 Ⅳ-10] 교장의 성별, 성취목표에 따른 학교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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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 1 절 요약

이 연구에서는 SELS 3차년도,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교차분류 다

층모형으로 설계한 학교효과 산출모형으로 중학교 학교효과지수를 산출

하고 이 학교효과지수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교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교 학업성취도는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이전

에 다녔던 초등학교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차분류 다

층모형으로 학교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취도 분산 중에서 10%는 중학교

간, 7%는 초등학교 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의 중

학교 성취도는 학생이 다닌 초등학교와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누적

된 효과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학교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수를 살펴보면, 사전 성취도는 학생의 현재 성취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의 사전 성취도가 높을

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생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월소득

평균이 높을수록, 학생이 다녔던 초등학교 월소득 평균이 높을수록 학생

들의 중학교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교 특성인 초

등학교 월소득 평균은 학생들의 중학교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차분류 다층모형으로 학교효과 산출모형을 설계하면

초등학교 맥락효과까지 통제된, 보다 공정한 중학교 학교효과지수를 산

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중학교 학교효과지수를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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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학교효과지수의 95% 신뢰구간이 서로 겹치는 학교가 많았다. 이는

중학교 내 사례수가 작은 것(중학교 내 사례수 10이하인 학교, 46.8%)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학교효과지수 상위 20개교와 하

위 20개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효과지수의 표준오차는 중학교 내

사례수가 많을수록 작아지고, 중학교로 유입된 초등학교의 수와 유입된

초등학교의 사례수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효과적인 학교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학교설립유형, 학교별학유형, 학급

규모, 교장의 성별, 성취목표, 안전한 학교풍토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다른 변수들이 동일할 때, 서울지역에서는 국공립학교

가 사립보다 학교효과지수가 높았으며, 여학교가 남녀공학보다 학교효과

지수가 높았다. 학급규모는 학교효과지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남

교장 학교가 여교장 학교에 비해 학교효과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의 성취목표가 높을수록, 학교풍토가 안전할수록 학교효과지

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서 학교

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학교별학유형, 학교설립유형, 교장

의 성별, 안전한 학교풍토, 학급규모, 성취목표 순으로 그 영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사전 성취도는 학생의 중학교 성취도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변수임이 알 수 있었다. 모형의 간명성 원리를 고려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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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취도 외에 추가적인 학생 및 학교 배경변수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효과지수는 학교 책무성 평가와 같은 고부담

(high-stakes) 학교평가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의 논리적 적합성

을 변수의 실효성에 앞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려해야 할 변수를

고려하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김준엽 외, 2012).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의 연속성 효과를 증명한 연구(예, Rasbash & Goldstein, 1994;

Goldstein & Sammons, 1997)를 고려한다면 중학교 학교효과를 보다 공

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전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의 배경 특성을 함

께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준엽과 김경희(2014)의 연구에

서는 내재적 다층모형과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중3 성취도 점수

로 고2 성취도를 예측하는 투사방정식을 산출하였는데, 이 때 중학교 특

성의 미래시점 성취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성취도 평

균을 예측변수로 투입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의 집합적 효과에 비

해서는 작은 수준이지만 중학교의 집합적 효과가 학생의 고등학교 성취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중학교의 특성이 학생들의 고

등학교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의

중학교 성취도는 현재 다니는 중학교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

들이 다닌 초등학교의 영향도 함께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맥락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교육 맥락을 반영한, 보다 정

밀한 학교효과지수를 산출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닌 초등학교에도 소속되어 있

다는 실제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 수준에서 초등학교 요인과 중학

교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교차분류 다층모형과 관련한 시뮬레이



- 58 -

션 연구에서는 교차분류 다층자료를 내재적 다층모형으로 분석하면 학생

및 학교 분산이 과대추정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혀내었다(Meyers,

2004; Meyers & Beretvas, 2006; Luo, 2007; Luo & Kwok, 2009; 정선

영, 강상진, 2013). 이를 통해서 교차분류 다층모형은 중학교 분산의 과

대추정 문제를 해소하고 내재적 다층모형과 비교하여 중학교 분산을 더

작게,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추정치, 즉 표

준오차가 작은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

학교 학교효과 추정에서 있어서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활용하면 초등학교

와 중학교가 교차된 실제 맥락 반영하면서 학교효과지수 추정치의 효율

성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효과적인 학교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학교설립유형, 학교별학유형, 학급

규모, 교장의 성별, 성취목표, 안전한 학교풍토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사립학교의 학교효과가 국공립학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김경희 외, 2011; 김경희 외, 2012; 신혜숙, 민병철, 2012)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학교의 학교효과가 사립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가 서울소재지에 있는 학교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차이

일 수 있다. 서울지역 중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교 맥락효과를 통제하였

을 때 국공립학교의 학교효과가 사립학교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학급규모, 즉, 학급당 학생수와 학교효과지수는 정적인 관계

를 보였는데, 이는 이 연구에서의 학급규모의 영향은 학급규모의 감축

효과를 포착하기보다는 학급규모별 학교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학급당 학생수와 학교 총 학생수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상관이

약 .6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장의 성별과 관련

하여, 이 연구에서는 남교장이 여교장보다 학교효과지수를 높이는데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내부관리 및 네트워킹 관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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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외부와의 교류와 정보수집에 있어서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김양희, 김홍숙, 2000). 하지만

중학교에서 여교장의 효과성이 남교장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는 경험적인

연구(민무숙, 2005)가 존재하고, 오히려 여교장 학교가 남교장 학교보다

학업성취도 평균이 높다는 연구(한유경 외, 2011)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학교효과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학교풍토, 성취목표는 학교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

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안전한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높은 성취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준다면 학생들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가 학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성취목표 독려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

으며, 이는 교육격차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이 연구는 서울소

재지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

상으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교차분

류 다층모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셀 당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자료의 제약 상 셀 당 학생수가 작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셀 당

사례수 2인 경우, 16%)도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셀 당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더 하자면, 선행연구에서는 학

교효과지수를 과목별 성취도(예, 국어, 수학, 영어 성취도)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기 때문에(김경희 외, 2011; 김경희 외, 2012; 신혜숙, 민병철,

2012) 후속 연구에서 교차분류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과목별 성취도에 따

라 학교효과를 추정한다면 구체적인 과목에 따른 학교효과에 대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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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상

급학교로의 진학뿐만 아니라 학생의 전학 정보를 활용한다면 학생의 이

동성(mobility)을 고려한 학교효과를 보다 엄격하게 산출할 수 있다. 그

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교차분류 다중 멤버쉽 모형을 적용한다면 학생들

의 이동성을 통합한 학교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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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ng School Effectiveness with

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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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a variety of models have been developed to estimate

school effectiveness based on academic achievement scores, this

study aims to estimate school effectiveness index (SEI) through

value-added models with 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s.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ol for the effects of a

previous educational institu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ontinuity

of school effects over time. In other words, since achievements of

a middle school student are the results of the cumulative effect of

a middle school, which he or she is currently attending, and an

elementary school, which he or she attended, there is a need for

controlling for a previous school’s effects as well as a student’s

and a current school’s background variables in an attempt to

estimate more accurate effect of a middle school. In addition,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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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ent is a member of his or her middle school as well as his

or her elementary school, cross-classified multilevel data is

required in order to reflect this educational context. In many

simulation studies, if cross-classified multilevel data is improperly

modeled as a nested multilevel structure, this mis-specification

creates problems that the parameter estimates and their standard

errors are mis-estimated, and that, in particular, large positive bias

is introduced to the variance of the remaining factor. Therefore, in

order to consider the issues of estimate bias due to

mis-specification of modeling and the continuity of school effects,

this study intends to estimate the effect of schools more accurately

by applying cross-classified models.

Specifically, this study used the 3rd and 5th time-point data for

the 4th grade cohort from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 of 3rd and 5th wave and analyzed middle school

effectiveness through value-added models with 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s. SEI were difference scores between actual

average scores and expected scores (that is, residual scores), and

it represented the degree for school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tudent achievement. In addition, by using the

index, this study explored school characteristics for effective

schools throug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students’ achievements

in middle schools were related to their elementary school, which

they attended, as well as their middle schools, which they are

attending. As results of the analysis of 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s, ten percent of achievement variance came from their

middle schools, and seven percent came from their e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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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suggesting that achievem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are the results of the cumulative effec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t was also confirmed that achievement scores of middle

schools were positively related to prior achievement scores,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middle school average monthly

income, and elementary school average monthly income. Prior

achievement score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that described

the current achievement, but considering the logical suitability of

variables rather than significance, it is necessary that elementary

school characteristics variables are considered in order to estimate

middle school effect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alculate better,

fairer SEI after controlling for elementary context effects by using

the school effect models with 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s.

Next, by using 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s, it is available

to obtain more precise SEI that reflect educational contexts. Since

students belong to their current middle 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which they attended, this context represents

cross-classified multilevel structures wi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cross-classified at high level. According to many

simulation studies, when cross-classified multilevel data is

improperly modeled as a nested multilevel structure, positive bias

is introduced to the variance of the remaining factors: a student

factor and a middle school factor. Given these results, it is noted

that 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s can solve problems on

positive bias of parameters and, compared to nested multilevel

models, tend to create smaller, more accurate estimates, thus

estimating more precise SEI. Thus, it was found that

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s for analyzing school effec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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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s to the reflection of educational contexts wi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ross-classified and the efficiency of

estimates (here, SEI).

Lastly, after analyzing school characteristics for effective

schools, school type by foundation, school type by gender, class

size, a principle’s gender, achievement goals, and safe school

climate were found as an important factor to influence SEI.

Specifically, national and public schools showed higher effect index

than private schools, and girls' schools showed higher index than

co-education. Class siz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I and male

principals played a role in increasing school effects more

effectively compared to female principals. Furthermore, achievement

goals and safe school climate showe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SEI.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chools are required to create

safer school climate and encourage a student’s achievement goals

in order to make better learning environments that students can

focus more on their academics.

Howev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Since this study

relied on the sample from SELS, it is hard to assure that this

results could be generalized to all the middle schools in South

Korea. Another limitation is that there were many cases that had

small sample per cell(the cases with two students per cell, 16%)

although there was a need for securing enough sample per cell in

order to use 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s. Given these

limitations, it would be beneficial to replicate this study based on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with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students which has enough sample per

cell.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would be conducted focusing on



- 72 -

estimating school effectiveness depending on each subject because

it would enable researchers to make more meaningful interpretation

about specific subjects. Finally, if a student’s educational transition

and transfer information were available, it is suggested that future

studies could be carried out to examine school effects with

cross-classified multiple membership models in an attempt to make

more stringent school effectiveness estimat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his or her mobility.

Keywords : School Effectiveness, School Characteristics,

Value-added Models, Cross-classified Multi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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