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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1-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유형이 학생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시민역량 

발달 측면에서 사립학교, 특히 가톨릭계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평준화된 교육체제로 

인하여 학교유형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교다양화정책의 결과로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새로운 학교유형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도 

학교간 차이가 커지면서 학생의 교육결과에 미치는 학교유형의 효과 

연구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지금까지 수행된 학교유형 관련 연구는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등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생성취에 대한 논의에 

머무르면서 비인지적 성취 특히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에 대한 

학교다양화의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유형-일반고·자공고, 자사고·외고-에 따라 청소년의 시민역량-

투표참여, 합법적 저항,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학교과정 

변인에 설명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교차분석과 t-test를 통해서 학교유형별로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 학교수준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뒤 

경향점수매칭모형을 통해 학교유형 진학선택에 나타날 수 있는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경향점수매칭 전후 자료를 바탕으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학생의 시민역량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유형에 따라 



 

 ii 

학생들의 개인 특성과 가정배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자사고·외고에 다니는 학생은 일반고·자공고에 다니는 

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았으며 학급토론개방성이 높고 가정배경이 좋은 

편이었다. 둘째, 경향점수매칭 전 위계적 선형모형 결과에서는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매칭 후 

결과에서는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미미해졌다. 이는 경향점수매칭 

이후 자사고·외고 학생과 일반고·자공고 학생 사이에 존재하던 

개인특성 및 가정배경의 차이가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교과정효과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학급토론개방성이 사용되었는데 학생 

개인이 인식하는 학급토론개방성은 투표참여, 합법적 저항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수준의 평균학급토론개방성은 대부분 

시민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권리책임의식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학급토론개방성의 영향이 시민역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사실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시민역량 측면에서 자사고·외고의 효과성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대해서는 학교유형간 

차이보다는 학생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더 크므로 학교과정이 줄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작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다양화가 결코 다양한 교육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사회는 계층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진학이라는 

단일한 목표 하에서 고등학교 진학 선택을 하며 학교 또한 학교유형과 

관계없이 최대의 입시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역량은 지금까지 학생과 학교 모두의 관심에서 배제되어 온 측면이 

있고 그 결과 학교다양화정책이 시민역량의 격차를 벌리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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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에서 더 개방적인 학급토론풍토가 발견되며 이러한 열린 

학급풍토는 학생들의 시민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유형 간 시민역량의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가정배경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배타적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우려된다. 따라서 학교체제의 분화가 초래할 수 있는 

교육계층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급 차원에서는 

학생 시민역량의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학생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교실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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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교 유형이 고등학생의 시민역량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고교다양화정책으로 인하여 분화된 

학교체제가 청소년의 시민역량의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학교유형(일반고·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와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외국어고(이하 외고))에 따라 학생들의 

시민역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적 

효과성이 높다고 알려진 자사고·외고가 일반고·자공고에 비해 시민적 

사회화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크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의 차이가 뚜렷한 서구사회에서는 

사립학교가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Coleman et al. (1982)의 연구 이후로 학교효과(school 

effect)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대개 선행연구에서는 

시민적 사회화 측면에서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한다. 

Greene et al. (1999), David E. Campbell (2008a), Wolf (2007)의 실증 

연구에서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서구사회의 

사립학교는 정치적 관용(David E. Campbell, 2008a; J. Greene, Mellow, 

                                            
① 시민역량 개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민역량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역량을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하여 청소년의 개

인적 수준, 국내 및 국제 공동체 수준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참여와 관련된 종합

적 가치, 태도 및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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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ammo, 1999; Patrick J Wolf, Greene, Kleitz, & Thalhammer, 

2001), 정치적 지식(Niemi, Hepburn, & Chapman, 2000), 투표 등 

정치참여(Dill, 2009; J. Greene et al., 1999; J. P. Greene, Giammo, & 

Mellow, 1999), 시민적 기술(David E. Campbell, 2001; Niemi et al., 

2000) 등 다양한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립학교 가운데서도 가톨릭 학교의 효과성에 주력한 

연구자들은 가톨릭 학교가 비가톨릭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정치지식 및 정치참여 수준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고한다(David E. Campbell, 2001; Dee, 2005). 이러한 사립학교 

효과는 주로 사립학교의 민주적 학급 및 학급풍토,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관계 내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에서 비롯된다고 밝혀져 

있다(Jeffrey S. Dill 2009). 

국내에서 학교유형이 학생의 교육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미흡했던 이유는 한국 공교육 체제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한국 사립학교는 준공립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나 과정 

측면에서 공립학교와 차별화되기 어려웠다(김영화 등 2007, 변수용 등 

2011). 또한 70년대부터 시행되어온 평준화정책으로 인하여 

공·사립학교 외에 학교설립목적②에 따른 학교 간 차이도 두드러지지 

                                            
② 설립목적유형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학교유형의 하나이다(특목

고, 특성화고 등으로 구분된다). 특목고는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시도되었으며 기계·전기·전자·건설 계열 등 실업계고를 중심으로 지정

되었으나 이후에 과학고(1986년), 외고(1990년)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직업교

육·대안교육을 포괄하는 특성화고는 1998년에 도입되었다. 즉 특목고와 특성

화고는 특정한 설립목적을 갖기 때문에 설립목적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에 1996년 처음 제안된 자율학교(명칭 변경 전에는 ‘탈규제학교’)는 특정한 

설립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학교유형에 관계없이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부여 받는 

경우 지정되는 학교이다(김성열 & 김훈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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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했다. 결과적으로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 교육격차를 

일으키는 변수는 학교의 설립유형(공·사립)나 설립목적(특성화고, 

특목고 등)보다는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이나 평준화학교여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격차에 관한 

국내 문헌도 도시-농촌 간의 차이 또는 평준화여부에 따른 차이에 

집중되어 있다  (김경근 2005; 황지원 2013). 

그러나 1980년대를 전후로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사상은 

국내 학교체제의 다양화·다원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장의 

자유경쟁에 의해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신자유주의는 

교육부문에서도 시장논리를 도입하여 교육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은 교육소비자의 

학교선택과 학교 간 성과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신장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③에 

의하여 신자유주의적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이병환 2002; 

나병현 2003; 강창동 2011) 그 기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교육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기존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율고(자공고·자사고, 기숙형고) 4유형으로 

                                            
③  1995년 문민정부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은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시

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교육체제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교육개혁

안이 표방하는 신교육체제는 수요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교육운영의 자

율성 및 책무성을 강조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반영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나병현, 2003; 이병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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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함으로써 학습자의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이 반영된 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손준종, 2010). 학교 간 경쟁과 교육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의 특성상 고교 다양화정책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서열화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학교에 수월성과 

자율성이 확보되면 교육성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교 간 

서열이 형성된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일반고보다 대학입시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특목고 또는 자사고는 높은 서열을 차지하면서 

높은 교육비나 어려운 진학과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 문제는 치열한 진학경쟁에 필요한 자원(교육비와 시간, 노력)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소위 좋은 학교에 

대한 진학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가 서열화된 

사회에서는 가정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다양화의 결과적 측면에서 학교유형에 따라 교육결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관하여 실증적 

근거를 통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학계에서도 고교 다양화에 따른 교육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목고나 자사고의 효과성이 실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학교유형에 

중점을 두고 수행된 학교효과 연구들은 교육결과를 인지적 성취 측면에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어고의 효과를 

분석한 박소영 (2009)의 연구, 자사고 및 자공고의 효과를 분석한 

김태연과 한은정 (2013)와 김위정과 남궁지영 (2014), 고교 4유형 

각각의 효과를 비교분석한 김준엽, 김경희와 한송이 (2013)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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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국어, 영어, 수학 등 학교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교과의 

학업성취도를 결과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성과의 범위를 

비인지 영역까지 넓히려는 학문적 시도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김태연 & 한은정, 2013)의 연구에서는 자공고의 정책 목표를 반영하여 

정의적 성취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진로성숙도를 학교교육결과로 

삼았으며 학생들의 정의적 결과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김지영과 김안나 

(2014)의 연구에서는 학교유형에 따른 학생의 가치관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이상의 국내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한국 사회에서 학교유형에 따른 

교육결과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주로 학교유형이 수학이나 외국어 

영역에서의 성취 등으로 측정되는 학생들의 학업적, 인지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학교유형이 시민적 

지식, 시민적 효능, 시민적 관심 등과 같은 학생들의 시민역량을 

길러줌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달성해야 할 또 다른 목표 중의 하나는 

청소년을 공동체 내의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 즉 미래 

공동체의 주역으로서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Dam & Volman, 2003; 정창우, 2015). 

위와 같은 시민양성기관으로서의 학교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최근 

고교 다양화, 사학의 자율화로 특징지어지는 제도적 변화가 시민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학업성취도 외에 

시민역량 차원에서 학교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이는 교육결과의 

차이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삶의 영역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유형이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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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역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김태준 

등 (2015)은 청소년의 사회현안에 대한 적극적 개입할 수 있는 능력 및 

자질을 사회참여역량이라고 명명하고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요인으로 

개인 시민성·공동체 시민성·세계 시민성을 제시하였다. 

Hoskins(2011)는 시민역량(civic competence)을 적극적 시민이 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의 조화라고 정의하고 네 가지 

하위차원들, 즉 시민성 가치, 사회정의 가치와 태도, 참여적 태도, 

민주적 제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Wolf(2007)에 따르면 많은 

실증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7가지 시민가치(civic values) 분류에 

정치적 관용, 정치적 지식, 사회적 자본, 시민적 기술, 애국심, 정치참여, 

봉사활동이 포함된다. Torney-Purta et al. (2004)의 논의에서는 

시민역량(civic competency)을 지식, 인지적·참여적 기술, 성향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최근 시민역량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참여와 행동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권해수 등, 2011; 김태준 등, 2010; 김준홍, 

2012) 시민역량의 인식적 측면뿐 아니라 실천적 측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Uphoff, 1999; 김준홍,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역량의 

행동, 가치 신념 및 태도 차원을 포괄하기 위해 성인이 된 이후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에 참여할 의지(투표참여), 성인이 

된 이후 정치적 반대 의견을 평화적, 합법적 방식으로 표현할 

의지(합법적 저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의식(권리‧책임의식), 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민주적 

절차 및 의식)으로 시민역량개념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인 학교유형의 경우 앞서 제시된 고등학교 4유형 중에서 

일반적으로 학교서열에 포함되어 비교대상이 되는 일반계고, 자율고 중 

자사고, 자공고, 특목고 중 외고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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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와 논문의 구성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외고)은 고등학생의 

시민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자사고·외고 학생은 

일반고·자공고 학생에 비해 시민역량이 높은가? 

② 학생 배경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자사고·외고의 효과가 

존재하는가? 

③ 자사고·외고의 효과가 존재한다면 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제1장은 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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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밝히는 장이다. 시민역량에 미치는 학교유형별 효과와 국내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서 촉발된 학교 다양화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학교유형이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문제를 밝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시민역량 

개념에 대한 기존문헌을 검토한 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될 

시민역량개념을 정의하고 청소년 시민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학교유형별 시민역량의 차이와 

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서구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도 학교유형별 시민역량 차이가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하나인 고교 

다양화 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통해서 밝히고 학교유형의 다양화가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 연구설계에서는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시민역량 차이를 

밝히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료를 제시하고 변수의 

의미와 측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해 사용된 경향점수매칭 

모형과 위계적 선형모형에 관하여 설명하고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유형별로 변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로 

경향점수매칭 전 자료를 사용하여 위계적 선형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향점수매칭 분석 결과를 제시한 뒤 

경향점수매칭 자료를 사용하여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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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등학교유형 다양화가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특수한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시민역량교육 및 도덕교육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의 1,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유형이 학생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시민역량은 투표참여, 합법적 저항,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주요 

독립변수인 고등학교 유형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 간 경쟁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학생 간 입시 경쟁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본 

연구에서 일반고와 자공고, 자사고, 외고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네 가지 

학교유형 외의 학교(예를 들어 마이스터고, 과학고 등)는 연구 목적상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에 관심변수인 학급토론개방성을 학교유형의 시민역량에 대한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사용하였다. 학생의 성별, 학업성취수준 등 

개인특성변수와 가정배경 변수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학생의 교육결과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학교효과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특정 학교로의 선택편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의 성취는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정경제수준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의 시민역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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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통제했을 때 학교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학교효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향점수매칭 모형을 활용하였다. 

경향점수매칭이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경향점수, 즉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사한 케이스끼리 매칭시켜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에서는 

각각의 학생이 학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사용할 것이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차분석과 t-test를 통해서 

학교유형별로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 학교수준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학교유형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선택편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경향점수매칭 모형을 사용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하고 매칭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의 시민역량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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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시민역량의 이해 

 

1) 시민역량 개념 

 

민주사회는 좋은 시민에 의해 작동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목표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계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 혹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시민역량의 개념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역량 관련 담론이 주목받고 있다. 도덕교육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시민역량을 도덕역량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포함시키고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시민역량을 가르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역량 개념이 교육계에서 이처럼 부각된 계기는 지식기반사회, 

과학기술의 발달, 다문화, 세계화로의 사회변화에 있다. 국내외적으로 

기존의 질서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으며 청소년들은 향후 새로운 양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국가간 경제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특히 1997년에 시작된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많은 역량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핵심역량 즉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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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능력’을 제시하였다(D. S. Rychen & Salganik, 2003). OECD 

연구 뿐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역량중심 학습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UNESCO는 2015년부터 Learning 

Matrix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을 

계획하고있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 진성희, 2014).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역량 개념을 

도입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7년부터 핵심역량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고 

교육개발원은 2013년부터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그 밖에도 핵심역량 혹은 생애역량에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김안나 & 김남희, 2003;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 

김혜진, 2008). 여기에서는 역량 개념을 초기 직업사회에서 사용된 것과 

최근 교육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에 역량에 관한 담론은은 직업 사회에서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역량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은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뛰어난 수행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 내적인 특성”(Spencer & Spencer, 1993; 소경희, 2007에서 

재인용)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DeSeCo 프로젝트 등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 직무가 아닌 삶 전체에서 요구되는 역량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 실천적 기술  

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가동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S. Rychen, 2003; 소경희, 

2007에서 재인용)을 의미하는 역량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역량 개념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서로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여러 용례를 관통하는 역량 개념의 본질적 특성으로 

총체성과 수행성, 맥락성, 학습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윤정일,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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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경, & 박민정, 2007, pp. 239-245). 총체성은 역량의 구성요소가 

인지적, 정의적 측면 등을 포괄하며 다양한 내적 특성들이 하나의 

구조로 작동한다는 총체적인 성격을 나타내며 수행성이란 역량이 

구체적인 과제의 수행과 가동의 측면이 강조됨을 나타낸다(윤정일 등, 

2007). 또한 맥락성은 인간의 내적 구조가 특정 맥락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측면을 나타내며 학습가능성은 역량이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윤정일 , 2007). 

역량 개념이 가진 공통된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발달 및 

연령 특성에 적합한 청소년 역량지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생활 전 영역을 포괄하는 생애핵심역량을 개발하고자 하였다(성은모, 

최창욱 등, 2014). 그 결과 청소년 역량을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으로 정의하고 5개 영역의 역량군과 15개의 

하위역량을 제시하였다. 5개 영역의 역량군 가운데 향후 민주사회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사회참여역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Pittman & 

Irby, 1996; 성은모, 최창욱 등, 2014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역량 기반 도덕과 교육과정 탐색을 위한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역량과 

유사한 것으로 시민 윤리적 역량을 핵심적 역량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였다. 시민 윤리적 역량이란 첫째,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실현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역량’, 

둘째,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 

실현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역량’, 셋째, ‘세계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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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며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역량’을 하위영역 선정기준으로 하며 

이와 같은 핵심역량의 설정은 도덕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도덕과 

내용구성 원리인 가치관계 확장법을 반영함을 근거로 하였다(정창우 등, 

2012).  

기존 문헌에서의 시민적 역량 관련 개념 정의들, 그리고 특히 본 

연구에서 자료를 사용하는 사회참여역량 연구(김태준 & 백선희, 

2014)가 사용한 개념 정의를 받아들여 본 연구는 ‘시민역량’을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하여 청소년의 개인적 수준, 국내 및 국제 

공동체 수준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참여와 관련된 종합적 가치, 태도 및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시민역량에 관련된 각종 실증연구에서는 다양한 

시민역량의 하위요소를 제시하는데 특히 사회참여역량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현안에 대한 적극적 개입할 수 있는 능력 및 자질인 

사회참여역량을 개인 시민성·공동체 시민성·세계 시민성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고 개인 시민성에는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자아효능감을, 공동체 시민성에는 

투표참여, 시민참여의 중요성, 저항의식, 기관신뢰, 교실개방성을, 세계 

시민성에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국제관계 관심을 포함시키고 

있다(김태준 등, 2015). 이 외에도 IEA 시민교육 연구에서는 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위요소로 지식 및 개념 이해, 기술(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능력), 태도, 행위를 제시하였으며(김태준, 2010), 

Hoskins(2011)는 시민역량(civic competence)이 네 가지 하위차원 즉 

시민성 가치, 사회정의 가치와 태도, 참여적 태도, 민주적 제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개인시민성 

영역에 속하는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과 공동체 시민성 

영역에 속하는 투표참여, 합법적 저항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투표참여, 합법적 저항 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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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시민역량의 중요성 및 의의에 관하여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과정과 내용이 설정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개념과 

원리, 가치, 민주 시민의 특성에 관한 내용이 교육 과정에서 핵심이 

된다(김태준, 2010). 즉 학교시민교육은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훌륭한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며 도덕윤리과와 사회과 등 관련 교과에서 

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최소한의 요건으로 인권보장, 자유선거, 그리고 법의 지배 

등이 거론되어 왔다(Fuchs, 1999; Schulz, Ainley, Fraillon, Kerr, & 

Losito,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최소 요건의 충족은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 더불어 시민들이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믿고 따를수록 민주주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Fuchs & Roller, 2006). Diamond (1999, p. 175)은 “다수의 정치 

집단 사이에서 민주주의 지지가 무조건적이고 널리 공유될 때 

민주주의가 가장 명백하고 확실하게 공고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지지는 학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어왔으나 

여기에서는 Dalton과 Klingemann의 논의를 포괄하여 종합한 

Norris(1999)의 분류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적 지지의 대상을 

다섯가지로 구분할 때 각각은 정치공동체, 체제원칙, 체제수행, 정치제도, 

정치행위자에 대한 지지로 구분되며 전자에서 후자로 갈수록 구체적인 

속성이 강화된다(Norris, 1999). 정치공동체에 대한 지지는 국가에 대한 

애착으로 이해되며, 체제원칙에 대한 지지는 정치체제의 가치에 대한 

지지를, 체제수행에 대한 지지는 권위주의적 또는 민주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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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가 실제로 기능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정치제도에 대한 지지는 

정부와 의회, 경찰 등 기관에 대한 일반적 지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지지는 정치인이나 특정 지도자의 수행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포괄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차원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며 실증연구에서도 

여러 차원에서 측정이 이루어져 왔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외에 시민의 정치적 관여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시민의 정치적 관여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그 정당성과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Dalton, 2000). 

정치활동은 정부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진 

행동이다(Verba, Schlozman, & Brady, 1995). 여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치참여 

가운데서도 오랜 기간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 것은 투표 참여이다. 

투표참여는 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시민의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투표와 같은 관습적 정치참여 

외에도 비관습적 혹은 사회운동관련(민중 캠페인, 시위활동) 활동이 

존재하며 비관습적 활동은 또다시 합법적 활동과 비합법적 활동으로 

구분된다(Kaase, 1990; Schulz et al., 2010에서 재인용). 그런데 

전통적인 혹은 관습적인 형태의 정치참여가 감소하고 있지만 비관습적, 

비제도적 형태의 정치참여는 예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Hooghe & 

Dassonneville, 2013; Stolle & Hooghe, 2011). 현대 사회의 새로운 

시민은 감시적(monitorial)이고, 탈물질주의적(post-materialist)이며, 

비판적인(critical)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형식적인 정치 형태로 

참여하기보다는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이다(Marien, Hooghe, & Quintelier, 2010).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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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자들은 비관습적 정치행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청소년 시민역량의 영향요인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시민역량은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시민역량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문화 및 정치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체제의 구조(Baker & 

LeTendre 2005), 시민교육 정책(Torney -Purta et al 1999), 

시민교육과정(Cox, Jaramillo, & Reimers 2005) 등이 시민역량을 

결정하는 맥락적 요인에 해당한다. 둘째로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학교와 

가정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도시화 수준과 시민교육을 위한 자원, 시민 

관련 활동이 학생의 시민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셋째로 가정 

내 교육 자원과 문화, 종교, 가치, 언어 사용 등 가정환경도 청소년의 

시민역량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인종 배경,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 가족구성 등을 측정하여 가정배경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한다. 

교육학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것은 학교 수준의 

요인이다. 학생의 교육결과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은 흔히 

학교효과(school effect)라고 불린다. 학교효과 연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960년대 Coleman 외의 연구는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결과의 차이가 학교보다는 가정배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학교장의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학교자원의 배분과 

활용 방식, 교수-학습 활동 등을 통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순수한 

학교의 효과가 미미한 반면에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특성들이 학교를 통해 극복되지 못 하고 학교에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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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1980년대 초반부터 효과적인 학교(effective 

school)라는 주제 아래 어떤 학교 특성이 학생의 교육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Anthony S. Bryk, 

Lee, & Holland, 1993). 즉 효과적인 학교 연구는 학교가 교육결과의 

차이를 만들지 못 한다는 학교효과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시도로 

등장하였다. 일단의 학자들은 어떤 학교 수준의 요인이 교육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 학급 

조직과 관리,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편성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수준, 

교수 자원과 기술, 학생과 교사 혹은 학생 간의 관계,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와 학교 관계자들의 참여 방식, 학급 분위기 등이 학생이 교육결과 

향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역량과 관련하여, 학교수업은 정치적 지식과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과 및 사회과 수업을 통하여 

습득된 정치적 지식은 시민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iemi & Junn, 1998) 또한 교내 비교과 활동도 시민역량 증진에 

효과가 있다. 예컨대, 고등학생의 학생회 활동은 미래 투표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Youniss, McLellan, & Yates, 1997), 연극 동아리나 

봉사활동, 종교모임 등 단체참여활동 또한 성인기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cFarland & Thomas, 2006). 이와 유사한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김원태, 2001; 허인숙 & 이정현, 2004). 

최근에는 학생 간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인 

교실환경이 학생의 시민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청소년 시민성을 주제로 국제 비교 연구를 실시한 IEA는 

학급토론개방성을 다른 학생과 교사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불안감 없이 

낼 수 있는 것,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측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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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위한 개방적인 교실환경을 조성하는 학교가 좋은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Torney-Purta, 2002). 동일한 CIVED 

1999 자료를 바탕으로 David E. Campbell (2008b)은 다수의 개인, 

교실, 학교, 지역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개방적인 교실환경이 시민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과 정치적 갈등을 인정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래투표의사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개방적인 

교실환경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학생들에게 좀 더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Martens and Gainous (2013)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시민교육을 할 때 개방적인 교실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미국 청소년들의 민주적 능력, 예컨대 정치적 지식, 

정치적 효능감, 투표의사를 향상시키는 확실한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차 패널 조사와 시카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ahne, Crow, and Lee (201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사전 관여 수준과 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방적 토론이 정치적 이슈와 

선거에 대한 관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학생의 가정 배경 등 여타 

맥락적 효과를 통제하고 학교의 교육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간 학생 성과 차이는 학교보다는 선발효과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경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교육결과를 비교한다면 

학생 간에 나타나는 교육결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선택편의 과정에 따라 학생이 입학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우월한 개인 수준의 특성들이 특정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유한 학교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Haertel, 

James, & Levin, 1987; 변수용, 황여정, 김경근 2012에서 재인용). 



 

 20 

 

2. 학교유형이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 

 

1) 학교유형에 따른 시민역량의 차이 

 

(1)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학교유형은 학생들의 시민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수준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어 왔다. 특히 공사립학교의 구분이 뚜렷한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대한 공사립 학교의 영향을 비교하는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사립학교 중 어느 

설립유형이 청소년의 시민역량 교육에서 더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는지 

수렴된 결론이 도출되지 못 하였다.  

Thomas Jefferson, Horace Mann에서 시작하여 Amy Gutmann에 

이르기까지 공립학교가 시민역량 교육에 적합한 기관이라는 주장이 

1세기 이상 지속되어 왔다(Dill, 2009; J. P. Greene, 1998). 

미국사회에서 공립학교는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공립학교가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맡는다는 사실이 공립학교가 시민역량의 발달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환경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었다. 또한 공립학교 옹호자들은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학생의 시민역량 형성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는 설립목적상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반면 공립학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므로 그 자체로 민주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Gutmann, 

1987; Mann, 1957; Greene, Mellow, & Giammo, 19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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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립학교가 특수이익을 쫓는 특성이 청소년들의 미래 시민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Levin, 1991, 1998; Dee, 2005, 

p. 605에서 재인용). 유사한 맥락에서 공립학교 옹호자들이 사립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또 다른 점은 사립학교가 시민적 가치나 신념을 

가르침으로서 산출되는 공익적 가치보다 지식과 기술의 교육을 통해 

창출되는 개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다(Dee, 2005, p. 605). 

그러나 반대로 사립학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사립학교의 우수한 

효과성을 주장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진학하게 

되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그 자체로 가치 공동체(value 

communities)가 된다(David E. Campbell, 2001, p. 245).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학교와 가정의 통합을 특징으로 하는 가치공동체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학생들의 시민역량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 옹호자들이 공립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점은 

공립학교가 민주주의 체제의 여타 기관과 같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Moe, 2000). 즉 학교의 목표에서부터 

구조 및 운영 전반에 공권력이 개입하며 모든 결정이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Moe (2000)는 공립학교의 관료적 공동체가 

가지는 위계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낮은 수준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공립학교가 시민교육에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비판한다.  

이처럼 공립학교의 효과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과 사립학교의 

효과성을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각각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점을 

밝히며 각 학교의 상대적 우위를 이론 차원에서 주장해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장이 실증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었으나 최근 서구 사회의 

학교선택정책(school choice) 또는 바우처 제도(school voucher) 등을 

통한 교육개혁이 시행되면서 공사립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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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되었으며 이에 학교유형과 시민역량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실증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실증연구성과는 공사립학교 등의 

학교유형이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주장에 대하여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여 보완해줌으로써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공립학교가 시민역량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이라는 주장에 배치되는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공사립학교가 시민적 

가치(civic values)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21개 양적연구를 메타 

분석한 Patrick J. Wolf (2007)은 정치적 관용, 자발적 참여, 정치지식, 

정치참여, 사회적 자본, 시민적 기술, 애국심 등을 포괄하는 시민적 

가치의 수준이 대개 공사립학교 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사립학교 학생이 공립학교 학생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많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더 나은 

교육결과를 산출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④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시민역량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성별, 인종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등이 

청소년의 시민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역량에 

대한 학교효과를 밝히기 위해서는 학교 이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공사립학교 학생 간 시민역량의 차이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기인하더라도 이를 학교의 효과라고 오인하는 심각한 

                                            
④  공립학교에 대하여 가해지는 교육개혁은 보통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결과를 산출하며 공립학교가 지향해야 할 조직 모델이라고 간주한다

(C. Lubienski & S. T. Lubienski, 200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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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양적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인종, 거주지, 가정 소득 등의 

학생배경요인들을 포함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배경변수들을 통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학교만의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David E. Campbell, 

2008a; J. Greene et al., 1999; Patrick J Wolf et al., 2001). 학생의 

가정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자료 중 하나인 미국 

교육부의 전국가정교육통계(National Household Education Survey, 

NHES)는 학생과 부모에게 동일한 설문에 답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환경이 학생의 시민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David E. Campbell (2008a)은 1996 NHES를 분석하여 

사립학교가 지역사회 봉사, 시민적 가치, 정치지식,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공립학교와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즉 

공립학교 학생에 비해서 사립학교 학생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학교에서 시민적 기술을 더 많이 배웠고 시민적 기술 

사용에 더 큰 자신감을 보였으며 정치적 지식과 관용을 더 표현하였다.  

공사립학교와 정치적 관용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 Patrick 

J Wolf et al. (2001)는 1997년 텍사스주 4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도 역시 회귀분석을 

통하여 인종, 성별, 연령, 시민권, 가정소득, 부모교육, 지역, 종교, 

정치적 이념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태도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관용에 

미치는 학교유형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초, 중, 고등학생 시기에 

사립학교(종교계와 비종교계 모두 포함)에서 수학한 대학생들의 관용 

수준은 공립학교에서 수학한 대학생들의 관용 수준보다 높았으며 

사립학교의 이점은 종교계 사립학교와 비종교계 사립학교에게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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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1997 The 

Texas Poll 자료를 사용한 J. Greene et al. (1999)는 정치참여와 

관용에 미치는 학교별(공립학교/사립학교/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에 포함된 많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공사립학교 모두에서 수학한 사람(93.8%)이 공립학교에서만 수학한 

사람(84.8%)보다 투표등록을 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용의 수준을 비교했을 때에도 사립학교에서 일부 수학한 사람들이 

공립학교에서 수학한 사람보다 .604만큼 더 높았다. 이 연구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사립학교에서만 수학한 사람에게는 정치참여와 가치 두 

측면에서 모두 사립학교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교육부가 후원한 1992 전국 교육종단연구(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NELS)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사립학교의 

인종 통합수준과 학생들의 시민적 발달을 분석한 J. P. Greene 

(1998)에 따르면 사립학교 학생이 공립학교 학생보다 자신과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하여 더 수용적이며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적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사립학교 학생이 공립학교 

학생보다 정치 지식, 관용, 투표참여의사 등 시민역량의 수준이 높거나 

공사립학교학생이 서로 유사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즉 공립학교가 

시민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이라는 주장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사회에서는 사립학교의 

효과성이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아래에서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시민역량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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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계 학교와 비종교계 학교  

 

미국 사회에서 사립학교는 대부분 종교계 사립학교이며 그 중에서도 

가톨릭계 사립학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가톨릭계 사립학교는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 중 하나이며 여성의 교육권 확대와 미국인들의 도덕적, 

종교적 가치 교육에 공헌을 해 왔다(Anthony S. Bryk et al., 1993, pp. 

15-54). 가톨릭 학교는 교육의 목표로서 종교적 미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톨릭 신자가 아닐지라도 다양한 인종 집단을 받아들이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역사와 

특성으로 인하여 가톨릭계 사립학교는 기타 사립학교와는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는 사립학교의 효과성이 가톨릭계 

사립학교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왔다(David E. Campbell, 2008a, 

p. 5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서구사회에서 종교계 사립학교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짐을 고려하여 종교계 학교에 주목하여 종교계 

학교가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톨릭 학교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학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제기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근 사립학교의 

운영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사립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톨릭계 사립학교에 대한 연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으나(Coleman, 

Hoffer, & Kilgore, 1982; Neal, 1997) 여전히 가톨릭학교와 공립학교를 

시민역량 측면에서 비교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Dee, 2005). 

1960년대에 수행된 Greeley and Rossi (1966)의 연구는 가톨릭 학교가 

청소년의 시민역량 발달에 대하여 공립학교에 비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초기 연구 중 하나이다. 그리하여 가톨릭 신자 가운데 

가톨릭계 사립학교에서 수학한 사람과 공립학교에서 수학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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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을 때 가톨릭계 사립학교가 시민적 자유에 대한 관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Dee, 2005, p. 606에서 

재인용). NELS 88 자료를 바탕으로 한 J. P. Greene (1998)의 

연구에서는 종교학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12학년 

학생이 타인종에 대한 관용, 자원봉사, 공동체에 대한 헌신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교육부의 종단연구인 HS&B(High School and Beyond)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기의 시민참여에 미치는 가톨릭 학교의 효과를 

연구한 Dee (2005)는 10학년 때 가톨릭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보다 성인기의 투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가용한 학생배경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가톨릭학교의 효과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에 Sikkink and Schwarz (2017)는 가톨릭 학교 

수학경험과 시민적 관여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소득변화에 

대한 패널 연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가톨릭학교 졸업생이 자선 기부와 봉사를 할 

경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이후에는 

공립학교 졸업생과의 차이가 사라졌다. 

학생 개인과 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수집한 1996 NHES 

자료를 분석한 David E. Campbell (2008a)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비교할 뿐 아니라 가톨릭계 사립학교와 비가톨릭-종교계 사립학교, 

비종교계 사립학교로 사립학교를 분류하여 각각의 학교유형이 학생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톨릭계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그 외의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재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봉사와 시민적 기술, 관용, 정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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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의 연구와 같이 사립학교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 본 

연구로는 Hill and den Dulk (2013)이 있다. 학교유형에 따른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종교와 교육, 

시민관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국청소년종교연구(National 

Study of Youth and Religion, NSYR)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학교유형이 청소년의 시민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기에 재학한 학교가 종교계인 경우 

성인이 되어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봉사활동 지속 경향성이 가장 높은 학교유형은 프로테스탄트계 

학교였으며 가톨릭계 학교, 공립학교 순으로 높았다. 이에 반하여 

비종교계 사립학교와 홈스쿨링을 경험한 학생은 성인기 봉사 지속 

수준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종교계 학교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부모 설문, 학교요인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밀워키 부모 선택 프로그램(Milwaukee Parental Choice 

Program, MPCP)에 대한 학교선택 평가프로젝트(School Choice 

Demonstration Project, SCDP) 자료를 사용하여, Fleming, Mitchell, 

and McNally (2014)는 정치적 관용과 시민적 참여에 대한 학교 

선택프로그램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가톨릭 사학과 

비가톨릭 사학을 포함한 종교학교에서 수학한 학생들에게 비종교 

사학에서 수학한 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용과 정치참여, 

자원봉사참여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서구사회에서 사학 가운데 종교계 사학, 특히 가톨릭 

사학에서 수학한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경향성이 나타난다. 종교계 학교 학생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역량을 

가지게 된 데에는 종교계 학교가 가진 독특한 특성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28 

보고 아래에서는 시민역량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유형별 시민역량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 

 

 학교유형에 따라 학생의 시민역량에는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립학교 특히 종교계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민역량을 가지고 있음이 많은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립학교 혹은 종교계 사학이 기타 학교보다 학생의 

시민역량을 더 잘 향상시켜주는 교육을 제공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학교가 가지는 효과 이전에 학생이 이미 

가지고 있던 학생 개인의 특성 또는 가정배경 또한 학생의 시민역량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자들은 학생 개인의 

특성이나 가정배경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학교유형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유의미하지 않게 되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학생의 시민역량의 차이가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학교과정 요인과 학교 이전의 학생배경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학교과정요인 

 

시민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수준의 요인으로는 교사와 교육과정, 

학급 및 학교풍토 등이 있다(Ehman, 1980). 이 가운데 

학급풍토(classroom climate)는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일컫는 

것으로, 학생들이 교실환경을 형성하는데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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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학급풍토가 

개방적(open)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교사가 권위주의적인 교수방법을 사용한다면 폐쇄적(closed)인 

학급풍토라 할 수 있다(Ehman, 1980). 학교 수준의 환경을 의미하는 

학교풍토(school climate) 또한 학급풍토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장려하는 민주적, 개방적인 학교풍토와 학생 참여를 

장려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폐쇄적인 학교풍토로 구분된다(Jennings, 

1974).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대하여 연구한 Lickona(1983; Berkowitz 

& Bier 2008에서 재인용)와 같은 도덕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학생이 

학교와 교실에서 경험하는 민주적 분위기가 그들의 인격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학교에서 자신의 의견을 존중 받음으로써 학생들은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고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콜버그의 정의공동체 학교(Power, Higgins, & Kohlberg, 1991; 

Berkowitz & Bier 2008에서 재인용)와 같이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때 학생은 학교와 학급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즉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의 권한을 인정하는 민주적 

학교풍토 및 학급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다른 학급풍토 혹은 

학교풍토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립학교의 효과성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립학교 특히 종교계 사학은 구성원의 참여와 관여가 

적극적인 풍토를 가지기 때문에 학생의 시민역량 형성에 좀 더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다른 학급풍토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달리 관료주의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정부와 법률의 제한을 받는 공립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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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보다 자율적인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보다 자유롭게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서 문제가 되곤 하는 학교 밖의 정치적 분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S. T. Lubienski & C. Lubienski, 2006). 그 결과 사립학교 

교사는 수업에서 도덕적 가치나 논쟁적인 주제를 보다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Patrick J. Wolf, 2007, p. 15). 이러한 특징은 개방적인 

학급풍토라는 개념으로 설명된 바 있다.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와 논쟁이 

될 만한 주제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학급분위기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실에서 

가치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 질 때 학생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반되는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도 인정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개방적 학급풍토는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보다 낮은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David E. Campbell, 2008b).  

사립학교의 효과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는 달리 구성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조직이 구성된다는 

점에 있다. 학교선택제를 옹호하는 Moe는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에 더 참여하며 교사와 교장을 더 존중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특정된 관계와 권리,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인공적인 관료주의적 공동체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학교 가운데 자유롭게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Moe, 2000, pp. 144-145). 그의 주장은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된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가 학생의 시민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다(Kleitz, 2005). 



 

 31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성원 간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사립학교의 학교풍토는 흔히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Coleman & Hoffer, 1987). 사회자본이란 구성원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유기적인 사회적인 네트워크로서, 

사립학교의 효과성을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 사회자본은 

뚜렷한 목표 하에 구성되는 조직에서 형성되기 쉽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의식적인 선택이 학생의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진학 이후에도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게 되면서 

사립학교내의 사회자본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Schneider, 

Teske, Marschall, Roch, & Mintrom, 1997). S. T. Lubienski and C. 

Lubienski (2006)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정 배경 변수로 간주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지는 효과를 넘어서는 것이며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자본의 효과는 Dill (2009)의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는 사립학교에서 재학했던 학생이 성인기에 투표와 자원봉사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과 사립학교의 효과성이 가정과 학교 간의 

상호작용 즉 부모의 학교 관여와 부모-자녀 간 친밀도, 학생-교사 간 

관계를 통해 매개됨을 발견하였다. 결국 개인수준의 변수인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외에 가정과 학교를 둘러싼 맥락적 요인이 학생의 

시민역량을 발달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사립학교의 인적 구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사회자본이 사립학교의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사립학교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은 종교계 사학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종교계 사학에서는 학생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따라서 종교교육을 원하는 부모는 자녀를 종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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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에 보내기로 결정하며 그 결과 학교와 부모, 학생이 하나의 종교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강화된 공동체를 형성한다. Anthony S. Bryk et al. 

(1993)은 효과적인 가톨릭 고등학교가 ‘모든’ 학생의 배움을 위한 

교육과정, 협력적 공동체, 분권적 운영, 종교적 이념이라는 네 가지 

근본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그 학교에 다니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신뢰가 

축적되며 사회자본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자발적 공동체에의 참여와 집합적 정체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정체성을 발달시킨다. 이들이 가톨릭 학교와 공립학교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한 실증 연구는 1984년 HS&B의 하위 표본에 대하여 

수행된 Administrator and Teacher Survey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가톨릭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하여 더 높은 교사 헌신과 학생 관여수준을 

특징으로 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가톨릭학교와 공립학교 간의 차이가 

학교수준에서의 공유된 가치 및 행위, 사회적 관계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결국 가톨릭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을 통제한 이후에도 공동체적 특성을 통해 교사의 헌신과 

학생의 교육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nthony S. 

Bryk et al., 1993).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163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Francis (2005)는 영국 종교 사학이 13-15세 학생들의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고 기독교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기독교적 공동체를 누리게 됨을 발견하였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술과 담배, 성 

관계에 대하여 더 보수적인 환경에 있었으며 따돌림 문제를 덜 일으켰고 

교사를 더 존경하고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계 학교는 공유된 가치, 보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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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교육 차원에서 특수한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생배경요인 

 

학교유형에 따라 학생성취의 차이가 발견될 때 그 원인이 학교교육의 

차이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즉 단순히 학교가 학생의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학교간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미국 HS&B 연구 1980년 데이터를 

사용한 Coleman et al. (1982)은 사립학교 학생이 공립학교 학생학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은 가정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결과 이래로 학교유형에 따른 학생 성취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로 각 학교유형에 속해 있는 학생집단의 구성 및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거론되어 왔다. 즉 학교는 학생의 배경에 따라 이미 구분된 

학생집단이 속하게 되는 공간일 뿐 학교의 노력에 의해 학생의 학업 

성취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의 경우 소득과 교육수준이 더 높고 자녀의 대학진학에 대하여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더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부모를 

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종교계 사립학교에 

속하는 가톨릭계 학교 학부모는 공립학교와 비가톨릭 종교계 학교보다 

정치적으로 더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d E Campbell, 2002; 

Sikkink, 2003; Patrick J. Wolf, 2007). 학생의 시민역량은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 정치관여수준 등 가정배경에 의해 크게 영향 

받기 때문에 학교유형에 따라 학생의 가정배경에 체계적인 차이가 



 

 34 

존재한다면 학교유형에 따른 학생 시민역량의 차이가 가정배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유형에 따른 학생 

가정배경의 상이함은 결국 학생 시민역량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3. 한국의 고교다양화정책과 교육결과 

 

1) 한국 학교유형의 분화 

 

(1) 고교다양화정책의 사회적 배경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는 국가의 역할 축소와 시장 지배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념이다. 독일의 Hayek와 미국의 

Friedman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로 사회 전 

영역에 시장논리를 도입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강창동, 2011). 

교육부문에 적용된 신자유주의 개혁은 교육 역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기초하여 교육소비자를 위한 선택의 다양성과 교육의 수월성, 학교간 

경쟁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병환, 200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학교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공교육의 관료주의적 성격과 경쟁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공립학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이제봉, 2007).  

우리 사회에도 1990년대 무렵 세계화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 

사상이 교육 영역에 침투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로 전환이 되었다. 

국내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주도한 

5·31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준화 정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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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학교 간 차이가 최소화되어 있던 국내에서도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경쟁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교육소비자에게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제공하고 교육공급자에게 경영자율권을 주기 위하여 

학교유형의 다양화라는 교육개편과 자율형 학교 지정 등의 정책이 

실시되었다(강창동, 2011). 교육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기조는 현재도 유효하며 고등학교를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고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학생의 다양해진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평준화 및 표준화된 특성을 

가졌던 우리 교육체제는 최근 점차 비표준화된 체제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즉 학교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국내 학교체제가 점차 

학생에게 다양한 진학경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사립학교를 둘러싼 논쟁이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더 나은 교육성과를 산출한다고 알려진 특정 

학교들 예를 들어 외고나 자사고의 입학경쟁이 치열하며 이들 학교를 

시작으로 수직적으로 학교 간 서열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교육계층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교육적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하여 교육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비판을 제기해왔다.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등이 높을수록 자녀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자원이 가정 내에 풍부하기 때문에 서열이 높은 

학교에는 가정배경이 우월한 학생들이 더 많이 분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분화된 학교 체제는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교다양화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학부모의 문화자본의 

영향력 강화로 인하여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김경근, 2002; 오정란, 2007). 

학교선택제를 비판하는 주장의 주요 논거로는 학교선택제가 인종이나 

사회계층 간의 차별을 증가시키며 공립학교의 질을 떨어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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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라 학교선택을 할 조건이 다르므로 불공평하며 다양한 

집단 간에 분열과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Glenn, 

2005, p. 103). 즉 학교선택제가 결코 학습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지 않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선택제와 교육불평등 간에 상관이 존재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많은 실증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서구의 연구자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학교선택 역량이 불공평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학교선택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는 계층은 

저소득, 비백인, 저학력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Ogawa & Dutton, 

1994). 학교선택을 경험한 스코틀랜드 학부모와 학생의 특성을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는 학교를 선택한 학생과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지정된 

학교에 진학한 학생 사이에 배경특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Willms & Echols, 1992). 학교선택을 결정한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더 명망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특정 학교의 

통학거리가 길더라도 그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는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Waslander & Thrupp, 1995). 이상 

영미권에서 시행된 두 실증연구 결과는 학교선택제로 인하여 학교 간에 

사회경제적 차원의 분리가 심화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학교선택 혹은 고교다양화 정책의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교다양화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 목표는 학교교육을 다양화, 특성화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전체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계층에게 외고, 자사고 등 소위 입시명문고가 서열이 높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교육계층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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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다는 것이다.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경로 결정요인을 밝힌 

실증연구들(김경근, 변수용, 2006; 김성식, 류방란 2008)은 부모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등 가정배경이 중학생의 고등학교 

계열(인문계/실업계) 선택과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전문고, 특목고) 

선택에서 영향을 미치며, 좋은 가정배경에 있는 학생일수록 고등학교 

계열에서는 인문계를, 고등학교 유형에서는 일반고 혹은 특목고에 

진학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교다양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은 한국적 상황과 

결부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문제는 

대학입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성이 부여되더라도 

학교에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의 성과는 

대개 입시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주어질 때 

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더 나은 입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손준종, 

2010; 정제영, 박주형, 김연주, & 심현정, 2013). 따라서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중요 교과의 학습 외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학교교육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제도가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국내 교육현실에서 불가피한 문제이며, 

이러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유형의 분화 추세는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고교다양화정책과 현행 학교체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이전에도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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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목적의 학교유형이 존재했지만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김성열 & 김훈호, 2015).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는 전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방향이므로 국내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 이후로도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은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는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이다.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이지만 국민의 

정부 시기부터 자립형 사립고가 시범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사립고자율화 정책이라는 성격으로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묶을 수 있으며 자립형 사립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조흥순, 2011). 

5·31 교육개혁의 이념을 본격적으로 계승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추구하는 교육개편을 시도하였으며 

대표적으로는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와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개 설립을 목표로 하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어서 집권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사고의 학생선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2014년 서울 

지역 자율고의 일반전형 경쟁률이 상승하는 등 오히려 자율고에 대한 

관심과 선호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선환, 안선회, 2013) 

이와 같은 개혁의 결과로 현행 고등학교 체제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자율성에 따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율고(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고)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해지므로 고등학교는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에 선발하는 학교(일반고 중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과 후기에 선발하는 학교(전기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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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로 구분되기도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 유형 구분과 교육목적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가운데 자율형 고등학교(자사고・자공고)는 개별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하려는 동일한 정책 배경 

하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에서 발전된 자율형 사립고와 

달리 개방형 자율학교에서 발전된 형태인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등학교 중 비선호 학교,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 주변 환경이나 

교통여건이 불리한 지역 및 낙후지역 학교, 신설학교, 교육 혁신의지가 

강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학생을 후기에 선발하고 등록금이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김태연 & 한은정, 

2013). 반면에 자율형 사립고는 법인전입금 기준을 만족하는 학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으며 필수 이수단위가 

58단위로 적고 학생을 전기에 선발하고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김위정 & 남궁지영, 2014). 즉 

자사고와 자공고는 자율형 고등학교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해당하는 

동시에 운영과 학생구성 등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표 1] 학교유형 구분과 교육목적 

구분 교육목적 학교 수 

일반고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일반적인 교육을 실

시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 
1444 

특목고 

과학고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27 

외국어고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제90조6항) 
31 

국제고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제90조

6항) 
7 

예술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제90조7항) 28 

체육고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제90조7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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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90조10항) 
40 

특성화고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제91조) 

대안 25 

직업474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립의 

고등학교(제91조의3) 
49 

자율형 

공립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제91조의4) 
112 

출처 : 손준종(2010, p143)를 참고하여 작성함 

주. 학교수는 2015년도 자료임 

 

 

2) 학교유형의 교육적 영향 

 

(1) 학교유형별 학업성취의 차이 

 

다양화 정책의 도입 이전에 한국 교육체제는 이제까지 수월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평준화정책의 영향 아래 계열화 

수준이 낮고 학교 간 차이는 작았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 간의 학력 

편차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나 학교 다양화의 추세에 따라서 가정의 

영향과 학교효과로 인한 학력 격차의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최근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목고나 자사고를 비교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외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비교한 

연구로는 민병철과 박소영 (2010), 박소영 (2009), 변수용, 황여정과 

김경근 (2012) 등의 연구가 있다. 민병철과 박소영 (2010)은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중학교 3학년 코호트 자료와 2008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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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경향점수 매칭모형(PSM)과 

중다회귀분석(OLS)를 사용하여 외고 학생의 높은 성취 수준을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박소영 (2009)은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학생과 외고 

학생의 국어와 수학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2007-2009년도 자료를 활용한 변수용 등 (2012)의 

연구에서는 다항로짓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각각 위세 높은 4년제 

대학진학과 수능 성적에 대한 외고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연구한 박원일, 전수경과 

정민승 (2007)과 김성훈과 김안나 (2009)는 특목고 출신과 일반고 

출신의 학점 차이를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자율형고가 지정되면서 자율형고의 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위정과 남궁지영 (2014)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학교 2009, 2012년도 자료를 사용한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자율형고 전환에 따른 학생의 성취도와 학교만족도에 

대한 학교효과를 분석하였다. 김태연과 한은정 (2013)은 

서울교육종단연구의 2010, 2011년도 자료에 대한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학업성취도, 학업만족도, 창의성 등에 미치는 자율형 공립고의 

학교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자율형고는 혁신학교(박용원 & 

조영하, 2013) 및 특성화고(주영주, 김동심, & 이광희, 2014)와 

비교되었다. 특목고 및 자율형고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김준엽 등 

(2013)의 연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09년 중학교 3학년 

자료와 2011년 고등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유형(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외고)에 따른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국내 학교효과 연구가 주로 인지적 학업성취를 교육결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학교의 중요한 교육목표 중 하나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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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러주는 것이다. 시민역량을 포함하여 비인지적 성취의 측면이 청소년 

발달에서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비인지적 성취와 

학교유형의 관계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최근 학교유형에 

따른 효과 연구가 청소년의 창의성과 진로성숙도(김태연 & 한은정, 

2013), 가치관(김지영 & 김안나, 2014) 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지만 청소년의 시민적 발달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고교다양화 정책에 따라 

학교유형이 분화됨으로써 특목고, 자율형고, 일반고 학생의 교육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특목고 또는 자율형고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 대상이 인지적 결과에 머물고 있어 비인지적 

결과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다. 

 

(2) 학교유형별 시민역량의 차이 

 

서구사회에서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위주로 학교유형 간 차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고교다양화정책 시행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특목고·자사고가 학교유형에 따른 교육결과 차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 양상의 차이는 국가 혹은 

문화 간 맥락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서구사회에서는 공사립학교 간의 

차이가 명확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비교적 

제한되어 사립학교가 준공립학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외고의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외고는 상위계층 부모들의 차별화된 교육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변수용 등, 2012) 

학업성취수준이 높고 가정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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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에서 일반고보다 우월한 진학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다. 

최근에는 자사고가 외고와 함께 대학 진학에 효과적인 “선별된 

학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사고와 외고가 가지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에서 비롯된다. 자사고는 외고와 마찬가지로 

높은 학비와 학생선발권으로 인해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우수하거나 가정배경이 양호한 학생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김준엽 

등, 2013). 따라서 자사고와 외고는 교육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공통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성식과 류방란 

(2008)은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이 전체 학생 가운데 2%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설립으로 인하여 상급 학교로의 진학경로가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자사고 혹은 

외고라는 새로운 진학경로는 상위 교육단계로 나아가는 경로 가운데 더 

나은 선택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립학교의 교육 효과성이 

한국사회에서는 자사고 또는 특목고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또는 종교계 학교와 비종교계 

학교의 교육결과를 비교하기보다는 일반고와 외고 또는 일반고와 자사고 

간의 교육결과 비교가 의미 있다. 일반고와 외고, 자율고는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며 학생수준에서도 이들 학교 가운데 효과적인 

학교를 목표로 진학 경쟁을 하지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과학고 등의 

학교는 특수한 설립배경 또는 교육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고, 외고, 

자율고와 분리된 경쟁을 하므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가 어렵다. 

기존의 국내 학교유형 관련 연구는 학업성취 또는 이와 관련되는 

정의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학교유형에 따라 인지적 결과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사회에서 학교교육의 



 

 44 

또다른 중요한 목표인 시민역량에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그 

결과 고교다양화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학교유형의 분화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학교 다양화가 시민역량의 격차를 야기할 수 

있으며(Hoskins, Janmaat, Han, & Muijs, 2016; van de Werfhorst, 

2017) 사립학교 혹은 종교계 사립학교가 학생 시민역량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국외 연구결과와 고등학교 유형의 분화가 학교유형에 따라 

학생 학업성취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의 시민역량 발달 결과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행연구가 대부분 서구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 연구 결과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도 학교유형에 

따른 시민역량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사회의 독특한 교육적 맥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사회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나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학교다양화로 인한 

교육결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에는 한국사회만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와 직결되는 인지적 성취에 

대한 강조가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객관적으로 

수치화되기 어려운 학생의 비인지적 성취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시민역량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교육주체의 관심에서 배제되어 왔다. 또한 학원이나 

인터넷강의, 과외를 포함하는 사교육에 밀려 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어온 것도 국내 교육계가 안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자 문제점이다. 그 결과 시민역량의 경우 수학, 영어, 국어와 

같이 성취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공교육과 사교육의 노력과 관심이 적은 

까닭으로 학교유형에 따른 시민역량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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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다양화라는 최근 한국 

교육개혁이 학생의 시민역량 발달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 시민역량수준의 이해와 향후 청소년들을 

위한 시민교육의 개선방안 마련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선발효과에 크게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학교효과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위정 

and 남궁지영 (2014)은 학교과정 변수에 해당하는 교사의 높은 열의와 

좋은 수업 분위기, 학생평가정보의 활용이 학생의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밖에 면학 분위기, 경쟁으로 인한 

상승효과, 동질적 집단구성으로 인한 맞춤수업효과 등도 학교 간 차이를 

일으키는 학교 맥락 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김준엽 등, 2013). 그러나 

이들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학생 성취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학교효과가 학생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학교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즉 학교 고유의 특성으로 

보이는 학교풍토조차 학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학교풍토의 많은 

부분이 학교효과가 아니라 사전 성취도나 가정배경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선발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학교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발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분석시에는 학교 간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선발효과에 기인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방법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밝히고, 배경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볼 것이다. 

학교효과가 존재한다면 학교효과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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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학교유형이 고등학생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에서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2013년도에 시행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등, 2013)를 구체화하고,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5개년(2014-2017) 

연구계획으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성은모, 백혜정, &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에서는 

민주사회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 

시민·사회적 참여를 선정하고 사회참여역량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이 학교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 사회참여역량의 발달에 성별,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부모학력수준, 가족구성, 학교지역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며 

영향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교육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의 1,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청소년 역량 5가지 

구성요인(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가운데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사회참여역량과 관련한 청소년의 행동, 태도 및 가치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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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와 함께 학생의 개인 특성과 가정 배경, 학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시민역량이 어떤 요소에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1, 

2차년도 자료는 각각 2014년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6,000명, 2015년의 우리나라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총 

10,000명을 목표 표본으로 설정하여 수집되었다. 또한 각각 2013년과 

2014년의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목표표본 표집에 따른 학교할당은 

층화집락추출법(지역*학교급*학교유형)을 적용하였고 각 층화기준 광역 

내 학교급별 학급당 평균학생 수를 기준으로 적정 추출학교 수를 

결정하였고, 규모기준 정렬 학교리스트에서 학교 계통 추출(systematic 

sampling)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유형 구분(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을 고려하였다. 학급선정은 표본선정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을 추출하며 학급은 해당 학년에서 무작위 추출되었다. 그 

결과 고등학교의 경우 2014년 96개 학교, 2015년 120개 학교가 

표집되었다(김태준, 오민아, 이영훈, & 최경준, 2015; 성은모, 백혜정 등, 

2014).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대상 학생은 고등학생으로, 대상 학교는 

일반고,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외국어고로 한정하였다. [표 2]에 연도 

및 학교유형별로 분석대상인 학생 및 학교수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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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 

 

 

2. 변수선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의 개념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역량은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인식, 투표참여, 합법적 저

항으로 측정하였다. 권리·책임의식은 4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

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4개 문항(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

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

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

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으로 측정하였다. 민주적 

절차 및 인식은 4점 척도 2개 문항(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

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

다/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으로 측정되었다. 투표참여는 4점 척도 2개 문항(투

표참여 의지/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의지)으로 측정되었

 

학생수(%) 학교수(%) 
 

2015 2014 2015 2014 

일반고 2493(80) 2080(88) 81(79) 66(88) 

자공고 402(13) 94( 4) 14(14) 3( 4) 

자사고 155( 5) 102( 4) 5( 5) 3( 4) 

외국어고 52( 2) 78( 3) 2( 2) 3( 4) 

전체 3102(100) 2354(100) 102(100) 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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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법적 저항은 4점 척도 4개 문항(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

이나 뱃지 달기 참여 의지/비폭력 집회 참여 의지/진정서 서명 참여 의

지/상품 불매 운동 참여)으로 측정되었다.  

모든 종속변수에 대하여 각각의 문항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다중양식

법(multiple forms technique), 반분법(split-half method), Cronbach 

α값 등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값을 사

용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

고 해석하는데 권리·책임의식은 0.922, 민주적 절차 및 인식은 .690, 

투표참여는 .729, 합법적 저항은 .839로 모두 0.6이상의 충분히 수용가

능한 신뢰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학교유형은 연구목적상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외고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자사고와 외

고가 일반고와 자공고에 비해 청소년의 시민역량 발달에 효과적인지를 

밝히는 데 있으므로 네 개 학교유형을 두 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일반고

와 자공고에는 0, 자사고와 외고에는 1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학교유형의 효과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민주적인 

학교 및 학급풍토는 학생의 시민역량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적인 학급풍토를 학급

토론의 개방성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학급토론

개방성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여 학교유형이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학급토론개방성을 통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학급토론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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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5개 문항(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들을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다른 학생

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선생님들이 학생

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선생

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으로 측

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5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학교유형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영향을 미치

는 다른 변수들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역량 결정요인에 대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생 수준 변수들과 학교 

수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먼저 학생 수준 변수는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으로 이루어진다. 

학생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학생성별, 학업성취도가 있으며 학생의 가

정배경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가족구성, 형제자매유무, 부모교육수준, 가

정경제수준, 수도권 거주여부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 변수의 측정은 다

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학생 성별은 더미변수로 남학생이면 0, 여

학생이면 1이 부여되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설문연도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9점 척도로 측정)를 학교내에서 순위를 구한 뒤에 

이를 상위 누적 %로 변환한 것이다. 가족구성은 더미변수로 양부모가정

=1, 한부모가정=0으로 측정하였다. 형제자매유무 또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더미화하였다. 부모교육수준은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

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석사, 박사), 잘 모르겠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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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되었던 것을 교육연수(초등 6, 중등 9, 고등 12, 전문 14, 대졸 

16, 대학원졸 19, 기타는 결측값으로 처리)로 전환하여 부모 가운데 학

력이 높은 값을 취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은 7점 척도(매우 못 산다=0, 

보통 수준=4, 매우 잘 산다=7)로 조사되었던 것을 상(5-7), 중(4), 하

(1-3)로 변환한 뒤에 하 수준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중 수준과 상 수준

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수도권 거부여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0을 부여하여 더

미화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수준 변수로는 여학생 비율, 양부모가정 비율, 형제

있음 비율, 평균부모교육수준, 가정경제수준 상 비율, 학교소재지(수도권)

이 있다. 여학생 비율, 양부모가정 비율, 형제있음 비율, 평균부모교육수

준, 가정경제수준 상 비율은 연속변수이며 각각 학교별로 산출된 값이다. 

학교소재지(수도권)은 학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 기타 지역인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표 3] 변수에 대한 설명 및 변수값 

변수 변수 설명 

종속 변수 

권리·책임의식 학생의 권리·책임의식 관련 4점 척도 4문항 평균 

민주적 절차 및 인식 
학생의 민주적 절차 및 인식 관련 4점 척도 2문항 

평균 

투표참여 학생의 투표참여 관련 4점 척도 2문항 평균 

합법적 저항 학생의 합법적 저항 관련 4점 척도 4문항 평균 

독립 변수 

 학생 수준 

여학생 남학생=0, 여학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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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교내 학업성취도의 상대적 비율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0, 양부모가정=1 

형제자매 유무 형제자매 무=0, 형제자매 유=1 

부모교육수준(범주형) 

 고졸 이하 고졸 이하=1, 기타=0 

 2-4년제 대졸 2-4년제 대졸=1, 기타=0 

 대학원 졸 대학원 졸=1, 기타=0 

부모교육수준(연속형) 부모의 교육년수(초등 6, 중등 9, 고등 12, 전문 14, 

대졸 16, 대학원졸 19) 중 더 큰 값. 

가정경제수준 

 중 중=1, 기타=0 

 상 상=1, 기타=0 

수도권 거주 비수도권=0, 수도권=1 

학급토론개방성 4점 척도 5문항의 평균 

학교 수준 

학교유형 일반고, 자공고=0, 자사고, 외고=1 

여학생 비율 여학생 비율 

양부모가정 비율 양부모가정인 학생의 비율 

형제있음 비율 형제 있는 학생의 비율 

부모 대졸이상 비율 부모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학생의 비율 

평균부모교육수준 학생수준 부모교육수준(연속변수)의 학교 평균값 

가정경제수준 상 비율 가정경제수준 상인 학생의 비율 

평균학급토론개방성 학생수준 학급토론개방성의 학교 평균값 

학교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0, 수도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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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유형에 따른 청소년 시민역량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교차분석과 t-test를 통해서 학교유형별로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의 차이, 학교수준 특성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학교유형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선택편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향점수매칭 모형을 사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한 후에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에는 SPSS 22.0와 HLM 7을 사용하였다. 

 

1) 경향점수매칭 모형 

 

일반적으로 일반고·자공고에 진학하는 학생에 비하여 

자사고·외고에 진학하는 학생은 더 양호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는 시민역량에 미치는 

학교유형의 영향을 과대추정 또는 과소추정하게 만들 수 있다(김근진 & 

이현철, 2013, p. 3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자공고가 아닌 

자사고·외고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삼아 이 

공변인들로부터 예측되는 자사고·외고 진학 확률이 동등해지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고자 경향점수매칭 모형을 활용하였다. 

경향점수매칭은 “유사한 경향점수를 가지고 있는 처치 

케이스(treatment case)와 통제 케이스(control case)를 매칭하여 

처치의 효과(treatment effect)를 추정하는 방법(김근진 & 이현철, 

2013, p. 36)”이다. 경향점수란 관찰된 변수를 토대로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을 의미한다(Rosenbaum & Rubin, 1983). 경향점수매칭은 실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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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아닌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에서 인과효과 추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지집단(treated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 간 동등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학교효과 연구에서는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동일한 혹은 비슷한 

경향점수를 가진 사례들을 매칭시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제거하여 선택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사고·외고 진학을 처치로 보고, 처치집단은 

자사고·외고에 진학한 학생, 통제집단은 일반고·자공고에 진학한 

학생으로 정의하였다. 경향점수는 자사고와 외고를 종속변수, 기타 

통제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구하였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별, 가정배경, 가족구성, 학업성취, 교육포부 및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 

등이 있고 제도적 차원에서는 학교의 계열, 소재지, 설립유형, 학교장의 

리더십 및 교사의 열의, 교육제도의 변화 등이 있다(김경근 & 변수용, 

2006).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성별과 가정배경, 가족구성 등을 

공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남학생일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양부모가족일수록, 형제자매수가 

적을수록 선별된 학교 즉 자사고·외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경향점수를 구하기 위한 로지스틱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Logit(𝑃𝑖)=ln(
𝑃𝑖

1−𝑃𝑖
)=β0 + β1𝑋1𝑖+ …βk𝑋𝑘𝑖 

 

위 식에서 Logit(Pi)는 i학생이 자사고·외고에 진학할 확률의 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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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0은 상수, β1…βk은 여학생, 양부모가정 등 해당 공변인의 

추정계수를 의미한다. 

 

2) 위계적 선형모형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는 대부분 다층적(multilevel)이며 

위계적(hierarchical)인 속성을 갖는다(강상진, 2016, p. 18). 예를 들어 학생이 

학급에 소속되어 있고 학급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연구자가 

수집하는 자료는 여러 층위에서 수집된 변수들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연구자가 위계적 속성을 가진 자료를 중다회귀분석모형 등 전통적인 

통계모형으로 분석한다면 자료가 가진 구조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연구 결과는 타당성을 잃게 된다(강상진, 2016, p. 21). 이 때 

위계적 자료의 속성을 반영하는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 HLM) 또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의 사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유형에 따른 학생의 시민역량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는 자료가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므로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위계적 선형모형의 첫 단계는 무선효과 일원분산분석모형(Random 

Effects One-Way ANOVA)이다. 무선효과 일원분산분석모형은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첫번째로 수행하는 기초모형(Base 

Model)으로 어떤 설명변수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이라고도 불리며 각 수준의 변산을 포함한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강상진, 2016, pp. 135-136). 본 연구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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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방정식: 

Yij = β0j + rij,  rij ~N(O, σ2 ) 

 

2-수준 방정식: 

β0j = γ00 + u0j,  u0j ~N(O, τ) 

 

Yij는 j번째 학교에 다니는 i번째 학생의 시민역량 점수이며, β0j 는 

j번째 학교의 평균 시민역량 점수이고, rij는 각 개인의 점수가 

학교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γ00 는 

표본전체평균을, u0j 는 학교효과를 나타낸다. 

기초모형을 시작으로 모형 1-5에서는 순차적으로 학교유형, 

개인특성과 가정배경, 학급토론개방성, 학교풍토, 상호작용항 등의 변수를 

추가하였다([표 5] 참조). 모형1에서는 학교유형(자사고·외고)만을 

예측변수로 사용하여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유형에 

따른 학생 시민역량 차이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모형2에서는 학생수준 

변수 중 학생개인의 특성(성별, 학년, 학업성취도)과 가정배경(가족구성, 

형제자매유무, 부모교육수준, 가정경제수준, 수도권거주여부) 변수를 

투입하여 학생수준의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학교유형간 시민역량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모형1과 모형2의 비교는 

학교유형의 효과가 개인 특성과 가정 배경에 의해 얼만큼 설명되는지를 

보여준다. 모형3에서는 학생수준 변수 중 학급토론 개방성을 투입하여 

개방적인 학급토론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모형4에서는 학교수준 

변수(양부모비율, 형제 있음 비율, 부모교육수준 평균, 가정경제 수준 상 

비율, 학급 토론 개방성 평균, 학교수도권 여부)를 투입하여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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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 혹은 그 반대되는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교풍토를 통제한 이후에도 학교유형에 따른 

시민역량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모형5는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서 개인수준 변수인 부모교육수준, 수도권거주여부, 학급토론 

개방성과 학교유형 간에 층위 간 상호작용(cross-level interaction)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Anthony S Bryk & Raudenbush, 1989; 강상진, 2016). 

층위 간 상호작용 효과란 상위층 변수와 하위층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유형의 효과가 학생 개인특성 및 가정배경 변수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 효과를 갖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표 4] 분석모형의 단계적 구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학생수준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가족구성, 

형제자매유무, 

부모교육수준, 

가정경제수준, 

수도권거주여부 

학급토론 

개방성 
  

학교수준 학교유형   

양부모비율, 형제 

있음 비율, 

부모교육수준 

평균, 가정경제 

수준 상 비율, 

학급 토론 개방성 

평균, 학교수도권 

여부 

 

상호작용

효과 
    

부모교육수준 

X 학교유형, 

수도권거주여부

X 학교유형, 

학급토론개방성

X 학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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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최종모형을 중심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식에서 Yij 는 j번째 학교의 i번째 학생 시민역량 점수를 나타내며 

각각의 변수에 적용된다. 그리고 γ91, γ101, γ111은 층위 간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다. 부모교육수준과 수도권거주, 학급토론 개방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전체 평균으로 중심화하였다(grand-mean centering).  

 

1-수준 방정식: 

Yij = β0j + β1j*(연도ij) + β2j*(성별ij) + β3j*(학년ij)  

+ β4j*(학업성취도ij) + β5j*(가족구성ij) + β6j*(형제자매유무ij)  

+ β7j*(가정경제수준_중ij) + β8j*(가정경제수준_상 ij)  

+ β9j*(부모교육수준ij)+ β10j*(수도권거주여부ij) 

+ β11j*(학급토론개방성ij) + rij ,                 rij ~N(O, σ2 ) 

 

2-수준 방정식: 

β0j = γ00 +γ01*(학교유형j)+γ02*(여학생비율j) 

+γ03*(양부모가정비율j)+γ04*(형제있음비율j) 

+γ05*(가정경제수준상비율j)+γ06*(학급토론개방성평균j) 

+γ07*(학교수도권여부j)+γ08*(부모교육수준평균j)+ u0, 

u0j ~N(O, τ) 

β1j = γ10  

… 

     β8j = γ80  

     β9j = γ90 + γ91*(학교유형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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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10j = γ100 + γ101*(학교유형j)  

     β11j = γ110 + γ111*(학교유형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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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다음 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이

다. [표 6]에서 종속변수부터 살펴보면 권리·책임의식(M=3.50)과 투표

참여(M=3.38)는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합법적 저항

(M=2.83)과 민주적 절차 및 의식(M=2.82)은 모든 학교유형에서 평균값이 

낮았다. 학생수준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 비율은 외고에서 압도

적으로 높고(약 80%)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의 분포는 자공고와 외고에서는 2학년이 적은 반면에 자사고에서는 

3학년이 적었다. 학급토론개방성에서는 자사고와 외고 학생들이 일반고

와 자공고 학생들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생의 가정배경을 나타내는 

변수는 대개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 자공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

사고와 외고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모두 80% 이상으로 높았으나 일반

고와 자공고에서는 60%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수준이 낮

게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에서도 역시 자사고(53.2%)와 외고(56.9%)

가 일반고(34.9%)와 자공고(27.8%)에 비해 상 수준이 차지하는 비율

이 높았다. 가족구성에 해당하는 양부모가정의 비율은 자사고(96.4%), 

외고(93.8)가 일반고(90.8), 자공고(89.9)보다 높게 나타났다. 형제자

매가 있는 학생은 일반고에서 많고 외고에서 적었으며 자공고와 자사고

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사고와 외고 학생이 수도권에 거

주하는 비율은 모두 40% 이상이었지만 일반고와 자공고 학생은 수도권

에 거주하는 비율이 모두 30%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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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생수준 변수의 기술통계 

변 수 전체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외고 

N 5451 4573 496 252 130 

투표참여      

M 3.38 3.36 3.40 3.49 3.65 

SD 0.66 0.66 0.66 0.65 0.54 

결측값(%) 0.99 1.12 0.60 0.00 0.00 

합법적 저항      

M 2.83 2.81 2.89 2.94 3.09 

SD 0.70 0.69 0.73 0.71 0.64 

결측값(%) 1.01 1.12 0.60 0.00 0.77 

권리·책임의식      

M 3.50 3.47 3.60 3.65 3.72 

SD 0.55 0.56 0.49 0.47 0.40 

결측값(%) 0.72 0.77 0.60 0.00 0.77 

민주적 절차 및 의식      

M 2.82 2.79 2.88 3.01 3.04 

SD 0.78 0.78 0.83 0.79 0.65 

결측값(%) 0.72 0.85 0.60 0.00 0.00 

여학생 (%) 44.7 44.9 36.9 40.1 79.2 

2015년 (%) 56.9 54.5 81.0 61.5 40.0 

학년 (%) 
 

    

1학년 33.8 32.7 39.9 38.1 40.0 

2학년 33.9 35.2 24.6 35.3 22.3 

3학년 32.3 32.1 35.5 26.6 37.7 

학업성취도      

M 51.64  51.62 51.72 51.60 51.94 

SD 27.69 27.62 27.97 28.35 28.35 

결측값(%) 0.0 0.9 0.2 0.8 0.8 

가족구성 (%) 
 

    

양부모가정 91.0 90.8 89.9 96.4 93.8 

한부모가정 7.3 7.5 8.5 2.8 6.2 

조손 및 기타 1.7 1.8 1.6 .8 0.0 

결측값 0.1 0.07 0.2 0.0 0.0 

형제자매 있음 (%) 85.0 85.5 82.9 83.3 76.9 

부모교육수준 (%) 
 

    

안 계심 및 모르겠음 11.3 12.1 11.5 3.6 .8 

고졸 이하 31.8 33.1 37.0 12.3 13.8 

2-4년제 대졸 46.8 46.6 46.3 55.2 53.1 

대학원 졸 9.4 8.2 5.3 29.0 32.3 

   결측값 0.7 0.8 0.2 0.0 0.0 

가정경제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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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4.0 24.3 29.0 13.1 13.8 

중 40.4 40.8 43.1 33.7 29.2 

상 35.7 34.9 27.8 53.2 56.9 

수도권거주 (%) 30.4 29.5 17.7 65.5 40.0 

학급토론개방성      

M 2.38 2.36 2.40 2.51 2.56 

SD 0.71 0.70 0.75 0.76 0.76 

   결측값(%) 0.0 1.3 0.8 0.0 0.8 

 

 

[표 6]에서 학교수준의 특성을 살펴보면 앞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외고에서 여학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평균 학급토론개방성은 일반

고와 자공고에 비해 자사고와 외고에서 높은 수준이었다. 자사고와 외고

에서 양부모가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형제가 있는 학생 비율은 일

반고와 자공고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사고와 외고에서 부모가 대졸 

이상인 비율은 일반고와 자공고에 비해 약 30%p씩 높게 나타났다. 가

정경제수준이 상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도 자사고, 외고가 일반고, 자공

고에 비해 20-30%p씩 높았다. 자사고와 외고의 소재지는 수도권에 해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반고와 자공고 소재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

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분석에서 자사고, 외고 학생과 일반고, 자공고 학생 간에 학

생의 가정배경 변수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자사고와 외고의 학생들은 일반고와 자공고 학생들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사

고 학생과 외고 학생은 부모교육수준과 가경경제수준에서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사고와 외고 학생이 서로 유사한 특성을 공

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일반고와 자공고 학생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유형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하나의 유형

으로 보고 일반고와 자공고를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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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학교수준 변수의 기술통계 

변 수 전체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외고 

N 5451 4573 496 252 130 

여학생 비율      

M 44.73 44.85 36.90 40.27 79.23 

SD 43.70 43.84 45.23 39.92 12.39 

양부모가정 비율      

M 90.87 90.71 89.72 94.62 93.85 

SD 8.79 9.02 8.60 4.54 2.95 

형제있음 비율      

M 84.88 85.50 82.86 81.73 76.92 

SD  8.85 9.01 6.87 4.67 9.57 

부모 대졸 이상 비율      

M 56.10 54.32 51.41 82.60 85.38 

SD 19.42 18.51 17.27 8.21 9.47 

경제수준 상 비율      

M 35.66 34.94 27.82 53.17 56.92 

SD 13.95 13.14 10.15 11.04 12.83 

평균학급토론개방성      

M 2.38 2.36 2.40 2.51 2.55 

SD 0.23 0.21 0.28 0.31  0.20 

학교소재지(수도권) (%) 36.49 36.1 12.1 79.0 62.3 

 

 

 

2. 경향점수매칭 전 위계적 선형모형 결과 

 

학교유형에 따른 학생 개인특성과 가정배경 간의 차이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독립표본 t검정의 

경우 분석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등분산 가정 검증을 선행하여야 한다. 

등분산 가정에서의 영가설은 “집단 간 분산이 같다”이고, 연구가설은 

“집단 간 분산이 다르다”이다. 만약 집단 간 분산이 다를 경우에는 

Welch-Aspin 검증결과로 해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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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학교유형에 따른 학생개인특성, 가정배경 관련 종속변수 

간의 차이검정결과이다. 학생 개인특성에서는 성별(χ2=12.51)과 학급

토론개방성(t=-3.98)에는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학교유형에 따른 평

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은 일반고·자공고(44.1%)

보다 자사고·외고(53.4%)에서 많았으며 학급토론개방성 역시 일반고·

자공고(M=2.37)보다 자사고·외고(M=2.53)에서 높았다. 학생 가정배경 변

수에서는 가족구성(χ2=10.57), 형제자매유무(χ2=4.65), 부모교육수준

(χ2=265.05), 가정경제수준(χ2=66.76), 수도권거주여부(χ2=135.64)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

모가정의 비율과 형제자매가 있는 비율은 일반고·자공고가 자사고·외

고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일반고·자공고 학부모 중에서는 대학원 졸업

자가 7.9%에 불과했지만 자사고·외고 학부모 중에는 대학원 졸업자가 

30.1%를 차지하여 학교유형간 부모교육수준의 큰 격차가 있음이 드러

났다. 가정경제수준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비율도 일반고·자공고

(34.2%)에 비해 자사고·외고(54.5%)에서 훨씬 높았다. 수도권거주 변

수도 마찬가지로 자사고·외고(56.8%)가 일반고·자공고(28.4%)에 비

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표 7] 학생의 개인특성 및 가정배경 차이(매칭전) 

 일반고‧자공고 

(N=5069) 

자사고‧외고 

(N=382) 
차이 검증 

변 수 M (%) SD M (%) SD t 또는 χ2 

여학생 44.1  53.4 
 

12.51 *** 

2015년 57.1  54.2 
 

1.24  

학년 
 

 
   

 

1학년 33.4  38.7 
 

4.53  

2학년 34.2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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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32.4  30.4 
  

 

학업성취도 51.6 28 51.72 28.31 -0.06  

결측값(%) 0.9 
 

0.8 
  

 

학급토론개방성 2.37 0.70 2.53 0.76 -3.98 *** 

결측값(%) 1.2  0.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90.7 
 

95.5 
 

10.57 ** 

한부모가정 7.6 
 

3.9 
  

 

조손 및 기타 1.7 
 

0.5 
  

 

결측값 0.1 
    

 

형제자매유무(있음) 85.2 
 

81.2 
 

4.65 * 

부모교육수준 
     

 

안 계심 및 모르겠음 12.0 
 

2.6 
 

265.05 *** 

고졸 이하 33.5 
 

12.8 
  

 

2-4년제 대졸 46.6 
 

54.5 
  

 

대학원 졸 7.9 
 

30.1 
  

 

결측값 0.7 
 

0 
  

 

가정경제수준 
     

 

하 24.8  13.4 
 

66.76 *** 

중 41.0  32.2 
  

 

상 34.2  54.5 
  

 

수도권거주 28.4  56.8 
 

13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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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학급토론개방성 변수는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Welch-Aspin 검증결과를 제시함. 

 

[표 9]는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특성의 평균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학교 특성 변수는 학교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비율과 양부모가정비율, 부모대졸이상비율, 경제

수준상비율의 평균값과 평균학급토론개방성은 자사고·외고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형제있음비율의 평균값은 일반고·자공고에서 더 높게 나타났

다. 특히 학교소재지가 수도권인 학교는 일반고·자공고에서 3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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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사고·외고에서는 73.3%로 학교유형간 큰 차이를 보였다. 

 

[표 8] 학교특성 차이(매칭전) 

 일반고‧자공고 자사고‧외고 차이 검증 

변 수 M (%) SD M (%) SD χ2 또는 t 

여학생비율 44.07 44.03 53.53 37.99 -4.63*** 

양부모가정 비율 90.61 8.99 94.36 4.08 -15.36*** 

형제 있음 비율 85.24 8.86 80.09 7.11 13.40*** 

부모 대졸 이상 비율 54.03 18.41 83.55 8.74 -57.10*** 

경제수준 상 비율 34.25 13.05 54.45 11.79 -29.37*** 

평균학급토론개방성 2.37 0.22 2.53 0.27 -10.85*** 

학교소재지(수도권) 33.7  73.3  -70.43*** 

***p < .001.  

주. 여학생비율, 양부모가정 비율, 형제 있음 비율, 부모 대졸이상 비율, 

평균학급토론개방성, 학교소재지(수도권) 변수는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Welch-Aspin 검증결과를 제시함.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에 앞서 학생들의 투표참여, 합법적저항, 권리‧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전체 분산 중 학교 간 차이에 의한 부

분이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기초 모형을 통해 종속변수의 총 

변량을 학생 개인 간 차이에 의한 부분과 학교 간 차이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10]는 설명 변수를 투입하지 않

은 기초 모형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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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초모형 분석 결과(매칭전) 

 투표참여 합법적 저항 
권리·책임 

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고정효과     

절편(β00) 3.380*** 2.831*** 3.501*** 2.818*** 

 (0.016) (0.017) (0.014) (0.020) 

무선효과     

학교수준(τ00) 0.031*** 0.035*** 0.025*** 0.051*** 

학생수준(σ2) 0.399 0.448 0.278 0.564 

집단내상관(ICC) 0.072 0.072 0.082 0.084 

***p < .001.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학생들의 투표참여, 

합법적 저항,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대하여 학교 간 차

이에 의한 비율은 각각 7.2%, 7.2%, 8.2%, 8.4% 정도이다. 따라서 학생

들의 투표참여, 합법적 저항,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은 학

생 개인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크지만 학교 간 차이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학교 

수준의 변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유형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모형1은 학교 수준의 변수들과 학

생 수준의 변수들 중 어느 것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유형이 투

표참여의 차이를 얼만큼 설명하는지를 나타낸다. 학교유형은 자사고·외

고에 대해서는 1의 값을 일반고·자공고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따

라서 자사고·외고에 진학한 학생은 일반고·자공고에 진학한 학생보다 

평균적으로 약 0.179점 높은 투표참여 점수를 받아 두 학교유형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투표참여 점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성인이 된 

이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투표참여가 1부터 4(전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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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고

려할 때 일반고·자공고 학생의 응답(3.380점)이 그렇다에 가까운 반면 

자사고·외고 학생의 응답(3.559점)은 매우 그렇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

다. 

이후 모형에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통제 변수가 투입되었다. 모형2

는 학급토론개방성을 제외한 학생 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모형2

의 결과 성별, 학업성취도, 형제자매유무, 부모교육수준, 가정경제 상 수

준여부, 수도권거주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한편 학교유형에 

따른 투표참여의 차이는 0.141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

었다. 모형2의 변수에 학급토론개방성을 추가한 모형3의 결과에서는 학

급토론개방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와 모

형3의 결과 학교유형에 따른 투표참여의 차이 가운데 약 26.8%는 학생 

수준의 변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준의 변수를 투입한 모

형4의 결과에서는 학교유형이 더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의 계수는 약 48.9% 감소되었다. 이로써 학교유형에 따른 투표참여

의 차이가 모형4에서 투입된 변수에 의해 대부분 매개되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교수준 변수 가운데 학교소재지의 수도권여부가 유일하

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에 유의미한 예측 변수들은 여

전히 통계적 유의성을 잃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수준, 수도권거

주, 학급토론개방성과 학교유형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5에서는 

부모교육수준이나 수도권거주, 학급토론개방성에 따른 학교유형의 차별

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학교유형이 합법적 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선

형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2] 참조). 합법적 저항(M=2.83)

은 투표참여(3.38)에 비하여 평균값이 낮았으나 모형1 결과 자사고·외

고 학생과 일반고·자공고 학생의 차이는 약 0.179으로 거의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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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사고·외고 학생의 응답(3.01)은 성인이 된 이후 정치적 반대 활동 

참여 의지에 대하여 그렇다 이상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응답이었으나 일

반고·자공고 학생의 응답(2.831)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정치적 저항활동에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 변수들이 투입된 모형2의 결과 성별, 학업성취도, 부모교

육수준, 가정경제 상 수준여부, 수도권거주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

왔다. 한편 학교유형에 따른 합법적 저항의 차이는 0.151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모형2의 변수에 학급토론개방성을 추가한 

모형3의 결과에서는 학급토론개방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며 상대적

으로 큰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와 모형3의 결과 학교

유형에 따른 합법적 저항의 차이 가운데 약 30.7%는 학생 수준의 변수

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준의 변수를 투입한 모형4의 결과

에서는 학교수준 변수 가운데 학교소재지의 수도권여부가 유일하게 유의

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에 유의미한 예측 변수들은 수도권거주

여부를 제외하고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

수준, 수도권거주, 학급토론개방성과 학교유형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5의 결과는 부모교육수준이나 수도권거주, 학급토론개방성에 따른 

학교유형의 차별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세번째로 학교유형이 권리‧책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3] 참조). 자사고·외고 학생

은 일반고·자공고 학생에 비해 권리‧책임의식이 0.199점 높게 나타났

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일반고·자공고 학생은 3.501

점이었으나 자사고·외고 학생은 3.7점이었다. 이는 1에서 4의 값(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을 가지는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에 대하여 자사고·외고 학생의 응답이 매우 그렇다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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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준의 변수들을 통제한 모형2의 결과에서는 성별, 학년, 학업

성취도, 양부모가정, 부모교육수준, 가정경제 중 수준여부가 유의미한 차

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토론개방성을 투입한 모형3의 결과

는 투표참여, 합법적 저항의 경우와 달리 학급토론개방성이 유의미한 예

측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학교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한 모형4에서 

학교유형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다른 종속

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소재지의 수도권여부가 유의미하였다. 상

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5의 결과에서는 권리‧책임의식에 대하여 부모교

육수준과 수도권거주여부, 학급토론개방성에 따른 학교유형의 차별적 효

과가 존재함이 관측되었다. 자사고·외고의 효과는 부모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학급토론개방성이 높을수록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학교유형이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4] 참조). 민주적 절

차와 의식(M=2.82)은 합법적 저항(M=2.83)과 같이 평균값이 전반적

으로 낮았는데 모형 1의 결과 자사고·외고 학생은 일반고·자공고 학

생보다 0.220점 더 높은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일반고·자공고 학생 평균이 2.818점인데 반해 자사고·외고 

학생 평균은 3.038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이 

매우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 1,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 2, 그렇다에 대해 3, 

매우 그렇다에 대해 4의 값으로 측정됨을 고려할 때 민주적 절차 지지 

정도에 있어서 자사고·외고 학생이 3 이상의 값으로 긍정적인 수준인 

반면에 일반고·자공고 학생은 3 이하의 값으로 자사고·외고 학생에 비

하여 낮은 지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 개인특성과 가정배경 변수를 통제한 모형2의 결과에서도 학교

유형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학교유형의 계수는 감소하였다. 각각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015년이 2014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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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높은 학년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

수록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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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투표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매칭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절편 3.380 .015 *** 3.381 .012 *** 3.381 .012 *** 3.379 .011 *** 3.378 .012 *** 

학교유형 .179 .054 ** .141 .046 ** .131 .045 ** .067 .049 
 

.070 .050 
 

여학생비율 
         

.000 .000 
 

.000 .000 
 

양부모가정 비율 
         

-.001 .002 
 

-.001 .002 
 

형제있음 비율 
         

.001 .002 
 

.001 .002 
 

부모 대졸이상 비율 
         

-.001 .001 
 

-.001 .001 
 

가정경제수준 상 비율 
         

-.025 .064 
 

.046 .060 
 

평균학급토론개방성 
         

.000 .034 
 

-.047 .025 † 

학교소재지(수도권) 
         

.033 .009 *** .038 .009 *** 

2015 
   

.029 .025 
 

.036 .025 
 

.042 .024 † .032 .023 
 

여학생 
   

.256 .023 *** .261 .023 *** .247 .037 *** .249 .037 *** 

학년 
   

.020 .014 
 

.027 .014 † .011 .014 
 

.011 .014 
 

학업성취도 
   

-.003 .000 *** -.003 .000 *** -.003 .000 *** -.003 .000 *** 

양부모가정 
   

-.016 .036 
 

-.016 .036 
 

-.020 .035 
 

-.019 .035 
 

형제자매유무 
   

.071 .028 * .074 .028 ** .071 .029 * .070 .029 * 

부모교육수준 
   

.009 .002 *** .009 .002 *** .007 .002 *** .007 .002 *** 

가정경제 중 
   

.004 .022 
 

.000 .022 
 

-.002 .022 
 

-.002 .023 
 

가정경제 상 
   

.058 .024 * .051 .024 * .048 .025 * .050 .025 * 

수도권거주 
   

-.069 .027 * -.065 .027 * -.063 .037 † -.040 .080 
 

학급토론개방성 
      

.071 .014 *** .072 .015 *** .071 .015 *** 

부모교육수준 X학교유형 
            

-.011 .011 
 

수도권거주 X 학교유형 
            

.002 .150 
 

학급토론개방성 X 학교유형 
            

.041 .050 
 

학교간 변량 
 

.029 *** 
 

.013 ***   .013 *** 
 

.011 *** 
 

.012 *** 

학교내 변량 
 

.399 
  

.384 
  

.382 
  

.382 
  

.382 
 

†p < .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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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합법적 저항에 대한 분석 결과(매칭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절편 2.831 .016 *** 2.831 .014 *** 2.831 .014 *** 2.830 .013 *** 2.830 .013 *** 

학교유형 .179 .065 ** .151 .054 ** .124 .049 * .095 .054 † .097 .055 † 

여학생비율          .001 .000  .001 .000  

양부모가정 비율          -.003 .002  -.003 .002  

형제있음비율          .001 .002  .001 .002  

부모 대졸이상 비율          -.001 .001  -.001 .001  

가정경제수준 상 비율          .029 .052  .221 .051 *** 

평균학급토론개방성          -.024 .046  -.057 .029 † 

학교소재지(수도권)          .022 .010 * .026 .010 ** 

2015    -.045 .029  -.026 .028  -.018 .029  -.026 .027  

여학생    .190 .025 *** .206 .023 *** .164 .034 *** .165 .035 *** 

학년    -.021 .016  .002 .016  -.009 .016  -.008 .016  

학업성취도    -.003 .000 *** .003 .000 *** -.003 .000 *** -.003 .000 *** 

양부모가정    -.060 .041  .062 .042  -.059 .042  -.058 .042  

형제자매유무    .022 .026  .029 .025  .027 .025  .026 .025  

부모교육수준    .007 .002 *** .007 .002 *** .006 .002 *** .006 .002 ** 

가정경제 중    .006 .023  -.004 .023  -.004 .023  -.004 .023  

가정경제 상    .042 .024 † .023 .024  .025 .024  .026 .024  

수도권거주    -.076 .033 * -.067 .032 * -.044 .050  .031 .078  

학급토론개방성       .193 .015 *** .193 .016 *** .193 .016 *** 

부모교육수준 x 학교유형             .000 .009  

수도권거주 x 학교유형             -.125 .192  

학급토론개방성 x 학교유형             .049 .045  

학교간 변량  .033 ***  .020 ***  .019 ***  .019 ***  .019 *** 

학교내 변량  .448    .437    .420   .420    .420  

†p < .1. *p < .05. **p < .01. ***p < .001.             



 

 74 

 [표 12] 권리·책임의식에 대한 분석결과(매칭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절편 3.501 .013 *** 3.502 .012 *** 3.502 .012 *** 3.499 .011 *** 3.498 .011 *** 

학교유형 .199 .028 *** .186 .030 *** .184 .030 *** .093 .039 * .093 .039 * 

여학생비율          .000 .000  .000 .000  

양부모가정 비율          -.002 .002  -.002 .002  

형제있음비율          .002 .001  .002 .001  

부모 대졸이상 비율          -.002 .001  -.002 .001  

가정경제 상수준 비율          -.028 .059  -.017 .056  

평균학급토론개방성          -.031 .037  -.039 .025  

학교소재지(수도권)          .049 .010 *** .054 .009 *** 

2015    .033 .026  .034 .026  .038 .023 † .036 .023  

여학생    .059 .024 * .060 .024 * .055 .037  .058 .037  

학년    .036 .015 * .037 .016 * .014 .015  .014 .015  

학업성취도    -.002 .000 *** -.002 .000 *** -.002 .000 *** -.002 .000 *** 

양부모가정    -.061 .032 † -.061 .032 † -.064 .032 * -.064 .032 * 

형제자매유무    .015 .024  .015 .024  .012 .024  .012 .024  

부모교육수준    .007 .002 *** .007 .002 *** .006 .002 *** .005 .002 ** 

가정경제 중    -.063 .017 *** -.064 .017 *** -.066 .017 *** -.066 .017 *** 

가정경제 상    -.019 .019  -.020 .019  -.022 .019  -.022 .019  

수도권거주    -.036 .025  -.035 .026  -.011 .035  .022 .062  

학급토론개방성       .009 .011  .010 .011  .010 .011  

부모교육수준 x 학교유형             -.017 .006 ** 

수도권거주 x 학교유형             .280 .100 ** 

학급토론개방성 x 학교유형             .059 .034 † 

학교간 변량  .023 ***   .019 ***  .019 ***  .014 ***  .014 *** 

학교내 변량  .278   .272    .272    .272   .272   

†p < .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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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대한 분석결과(매칭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절편 2.818 .019 *** 2.820 .015 *** 2.820 .015 *** 2.817 .014 *** 2.816 .014 *** 

학교유형 .220 .060 *** .211 .053 *** .227 .055 *** .216 .071 ** .219 .073 ** 

여학생비율          .0001 .001  .000 .001  

양부모가정 비율          -.002 .002  -.002 .002  

형제있음비율          .005 .002 * .005 .002 * 

부모 대졸이상 비율          -.001 .001  -.001 .001  

가정경제수준 상 비율          -.131 .080  -.241 .079 ** 

평균학급토론개방성          .003 .043  -.029 .030  

학교소재지(수도권)          .025 .012 * .026 .012 * 

2015    .189 .032 *** .178 .031 *** .169 .032 *** .163 .030 *** 

여학생    .306 .029 *** .297 .028 *** .276 .043 *** .278 .042 *** 

학년    .038 .018 * .027 .018  .000 .019  .001 .019  

학업성취도    -.002 .000 *** -.002 .000 *** -.002 .000 *** -.002 .000 *** 

양부모가정    -.117 .041 ** -.116 .041 ** -.117 .041 ** -.116 .041 ** 

형제자매유무    .046 .029  .043 .029  .034 .029  .033 .029  

부모교육수준    .004 .002  .004 .002 † .003 .002  .002 .003  

가정경제 중    .000 .026  .005 .026  .003 .026  .003 .026  

가정경제 상    -.020 .029  -.009 .029  -.011 .030  -.009 .030  

수도권거주    -.038 .033  -.044 .033  -.043 .046  .046 .103  

학급토론개방성       -.116 .019 *** -.110 .019 *** -.111 .019 *** 

부모교육수준 x 학교유형             -.008 .014  

수도권거주 x 학교유형             .149 .132  

학급토론개방성 x 학교유형             .157 .062 * 

학교간 변량  .049 ***  .024 ***  .022 ***  .020 ***  .020 *** 

학교내 변량  .564   .554    .548   .549    .548   

†p < .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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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향점수매칭 후 위계적 선형모형 결과 

 

앞서 분석한 매칭전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외고 학생이 일반고와 

자공고 학생에 비해 양호한 가정배경(부모교육수준과 가정경제수준, 

수도권거주)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선택편의를 경향점수매칭 모형을 

통하여 제거한 뒤에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시민역량에 대한 학교유형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경향점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14] 참조) 양부모가정여부와 

가정경제수준 중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학생의 자사고 ·외고 진학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외동일수록, 부모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경제수준이 상에 해당할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2015년보다 2014년이 학생이 자사고·외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학생성별과 가정경제수준, 

수도권거주여부에 대한 odds ratio(승산비, 두 집단의 승산의 비율)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생이 자사고·외고에 진학할 

승산(자사고·외고에 진학할 확률/자사고·외고에 진학하지 않을 

확률)이 학생성별이 여성일 때 1.622배, 가정경제수준이 상일 때 

1.937배, 수도권에 거주할 때 3.459배 증가하였다. 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목적이 간명한 모형의 개발보다는 경향점수를 통한 

자사고·외고 진학 가능성의 예측에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부모가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변수를 회귀식에 

포함시켰다(상경아, 2006, p. 728).  

경향점수매칭 결과 일반고·자공고 학생과 자사고·외고 학생을 각각 

380명씩 표집하였다. 전체 집단에서의 학교유형에 따른 집단별 

경향점수와 경향점수매칭 이후 학교유형에 따른 집단별 경향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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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표 15]와 같다. 이를 통해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경향점수가 

동등하도록 처치집단(일반고·자공고)과 통제집단(자사고·외고)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과 [그림 3]은 매칭 전후로 일반고· 

자공고 학생과 자사고·외고 학생의 경향점수 분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표 1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odds 

ratio 

여학생 .483*** .113 18.220 1.622 

양부모가정 .214 .283 .573 1.239 

형제 있음 -.388** .146 7.079 .678 

부모교육수준 .229*** .023 99.244 1.257 

가정경제수준 중 .229 .177 1.673 1.258 

가정경제수준 상 .661*** .171 14.951 1.937 

수도권거주여부 1.241*** .114 117.472 3.459 

연도 -.269* .116 5.416 .764 

상수 -6.822*** .456 222.743 .001 

Nagelkerke 의 R2 .169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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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경향점수매칭 전후의 학교유형에 따른 경향점수 차이 

 일반고‧자공고 자사고‧외고 t 

전체집단 
0.065 0.154 -15.380*** 

(N=4977) (N=380)  

매칭된 집단 
0.153 0.154 -0.148 

(N=380) (N=380)  

***p < .001. 

 

[그림 2] 일반고·자공고(좌)와 자사고·외고(우)의 경향점수 

분포(매칭전) 

 
 

[그림 3] 일반고·자공고(좌)와 자사고·외고(우)의 경향점수 

분포(매칭후) 

 
 

 
[표 17]은 경향점수매칭 후의 학교유형간 배경변수의 차이검정 결과이

다. 매칭 전 차이검정 결과와 달리, 경향점수매칭를 통해 새롭게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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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는 학교유형에 따른 배경변수의 차이가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변수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일반고·자공고(51.3%)와 자사고·외고

(53.4%)에서 유사한 수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구성에서도 양

부모가정은 일반고·자공고는 96.8%, 자사고·외고는 96.1%로 매칭 전

보다 보다 고르게 분포하게 되었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일반고·자

공고는 80.5%, 자사고·외고는 81.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부모교육수준(χ2=0.21)과 가정경제수준(χ

2=0.65), 수도권거주여부(χ2=0.01)에서도 학교유형에 따라서 분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학생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에 대하여 

일반고·자공고 학생과 자사고·외고 학생이 서로 동등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경향점수 추정에 사용되지 않은 학업성취도와 

학급토론개방성의 경우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고·자공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균이 자사고·외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균에 비해 높은 이유는 매칭 과정에서 일반고·자공고 학생 가

운데 가정배경이 양호한 학생들이 선정되면서 학업성취도 역시 높은 학생

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16] 학생 개인특성 및 가정배경 차이(매칭후) 

 
일반고·자공고 

(N=380) 

자사고·외고 

(N=380) 
차이 검증 

변 수 M (%) SD M (%) SD χ2 또는 t 

여학생 51.3  53.4  0.34  

2015 년 53.2  53.9  0.05  

학년       

1 학년 31.3  38.9  4.90 † 

2 학년 35.0  30.5    

3 학년 33.7  30.5    

학업성취도 43.26 27.98 51.59 28.29 -4.07 *** 

결측값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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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       

양부모가정 96.8  96.1  0.35  

한부모가정 3.2  3.9    

형제자매유무(있음) 80.5  81.1  0.03  

부모교육수준       

안 계심 및 모르겠음 2.1  2.1  0.21  

고졸 이하 12.6  12.9    

2-4 년제 대졸 56.3  54.7    

대학원 졸 28.9  30.3    

가정경제수준       

하 12.6  13.4  0.65  

중 30.0  32.1    

상 57.4  54.5    

수도권거주 56.1  56.6  0.02  

학급토론개방성 2.35 0.74 2.52 0.76 -3.16 ** 

결측값 (%) 0.3  0.3    

†p < .1. *p < .05. **p < .01. ***p < .001. 

주. 학업성취도, 학급토론개방성 변수는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Welch-Aspin 검증결과를 제시함. 

 

 

[표 18]은 매칭후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특성의 

차이검정결과를 제시하여 준다. 개인 수준 변수와 달리 매칭 후에도 대

부분의 학교특성 변수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사고

·외고 여학생비율은 매칭 전에는 44.07%였으나 매칭 후에 50.37%로 

증가되면서 학교유형간 평균차이의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한편 양부모가

정 비율, 형제있음 비율, 부모 대졸이상 비율, 가정경제수준 상 비율, 평

균학급토론개방성, 학교소재지의 수도권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향점수매칭의 결과로 학교유형간 

차이가 감소되었다. 예컨대 양부모가정 비율 차이는 약 3.75%p에서 약 

2.97%p 로 줄어들었다⑤. 

                                            
⑤ 매칭전 : 94.36-90.61=3.75, 매칭후 : 94.38-91.4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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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학교특성 차이(매칭후) 

 

일반고·자공고 자사고·외국어고 차이 검증 

변 수 M(%) SD (%) SD χ2 또는 t 

여학생비율 50.37 43.72 53.48 38.09 -1.04 
 

양부모가정 비율 91.41 8.89 94.38 4.09 -5.93 *** 

형제있음 비율 84.49 8.80 80.07 7.12 7.60 *** 

부모 대졸이상 비율 58.73 18.73 83.53 8.77 -23.37 *** 

경제수준 상 비율 36.84 13.46 54.38 11.78 -19.11 *** 

평균학급토론개방성 2.36 0.22 2.52 0.28 -8.87 *** 

학교소재지(수도권) (%) 58.9 
 

73.2 
 

17.11 *** 

***p < .001. 

주. 여학생비율, 양부모가정 비율, 형제있음 비율, 부모 대졸이상 비율, 가정경제수준 

상 비율, 평균학급토론개방성 변수는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Welch-Aspin 검증결과를 제시함.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에 앞서 학생들의 투표참여, 합법적저항, 권리‧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전체 분산 중 학교 간 차이에 의한 부

분이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기초 모형을 통해 종속변수의 총 

변량을 학생 개인 간 차이에 의한 부분과 학교 간 차이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았다.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

았을 때, 학생들의 투표참여, 합법적 저항,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대하여 학교 간 차이에 의한 비율은 각각 6.3%, 9.3%, 14.9%, 

8.0% 정도로 나타나 매칭전 자료와 비교했을 때 합법적 저항과 권리‧책

임의식의 경우 학교 간 차이에 의한 비율이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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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기초모형 분석 결과(매칭후) 

 투표참여 합법적 저항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고정효과     

절편(β00) 3.496*** 2.912*** 3.576*** 2.846*** 

 0.029 0.036 0.028 0.038 

무선효과     

학교수준(τ00) 0.023* 0.048*** 0.041*** 0.049*** 

학생수준(σ2) 0.368 0.470 0.235 0.562 

집단내상관(ICC) 0.063 0.093 0.149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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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유형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5 참조). 학교 수준의 변수들과 학생 수준의 변수

들 중 어느 것도 통제하지 않은 모형1에서 자사고·외고 학생과 일반고

·자공고 학생 간 투표참여의 차이는 0.179점에서 0.073점으로 59% 감소

하여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칭 후 일반고·

자공고와 자사고·외고의 평균은 각각 3.480점, 3.553점으로 매칭 전보다 

값이 수렴되었다.  

학급토론개방성을 제외한 학생 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형2의 결과 학

교유형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수준 변수 중에서는 성

별은 여학생일수록 학년과 학업성취도는 낮을수록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형2의 변수에 학급토론개방성을 추가한 모형3의 결과

에서는 매칭 전과 같이 학급토론개방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준의 변수를 투입한 모형4의 결과에서는 학교유형

이 더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학교수준 변수 가운데 부모 대졸

이상 비율과 학교소재지의 수도권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수준, 수도권거주, 학급토론개방성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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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5에서는 부모교육수준이나 수도권거

주, 학급토론개방성에 따른 학교유형의 차별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이 합법적 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6 참조). 모형1의 결과는 투표참여와 같이 

합법적 저항에서도 자사고·외고(M=3.007)과 일반고·자공고

(M=2.892)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학생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형2와 모형3의 결과에서는 성별과 학업성취

도, 수도권거주여부, 학급토론개방성이 영향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성별은 여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는 낮을수록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을

수록 학급토론개방성이 높을수록 합법적 저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준변수를 수입한 모형4의 결과에서는 부모 대졸 이상의 비율이 

부정적 영향을, 학교소재지의 수도권여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의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모형 5에서는 학교유형의 효과가 유의했으나 투표참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교육수준, 수도권거주여부, 학급토론개방성에 따

른 학교유형의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유형이 권리·책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7 참조). 모형1의 결과에서는 자사고·외

고(M=3.699)가 일반고·자공고(M=3.558)보다 평균적으로 0.141점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값(0.141)은 매칭 전 계수(0.199)에 비해 30% 감소된 것으로 학교유

형에 따른 차이가 매칭 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학생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형2의 결과에서는 학업성취도와 형제자

매유무를 제외하고 모든 개인특성과 가정배경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3에서 투입된 학급토론개방성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교수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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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투입된 모형4에서는 더 이상 학교유형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교

유형의 계수도 크게 감소하였다. 학교수준 변수 가운데 유의한 변수는 

평균학급토론개방성으로 권리‧책임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5에서는 부모교육수준에 따라 학교유형의 차별적 효과

가 나타났는데 부모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사고·외고의 효과가 커졌다. 

학교유형이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선형

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8 참조). 배경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모형1의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은 일반고·자공고 평균

(M=2.800)이 매칭 전(M=2.818)에 비해 감소하고 학교유형의 계수

(0.244)가 매칭전(0.220)에 비해 증가하는 등 매칭 전후를 비교했을 

때 다른 시민역량 변수들과는 상이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학교

유형 간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차이(0.244)가 매칭 후에도 여전히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그 차이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학생 수준의 변수를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여학생일수록 민주적 절

차 및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3에서는 학급토론개방성이 유

의미하였으나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형4에서 학교유형은 여전히 유의미하였으며 부

모 대졸이상 비율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결

과에서는 학급토론개방성에 따라 자사고·외고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형1부터 모형 5까지 학교유형은 지속적으로 유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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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투표참여에 대한 분석결과(매칭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절편 3.480 .031 *** 3.467 .027 *** 3.467 .027 *** 3.454 .030 *** 3.473 .031 *** 

학교유형 .073 .062  .098 .048 * .097 .048 * .065 .057  .068 .076  

여학생비율          -.0003 .001  -.0003 .001  

양부모가정 비율          -.003 .004  -.002 .004  

형제있음비율          .001 .003  -.00003 .004  

부모 대졸이상 비율          -.004 .002 † -.004 .003  

가정경제수준 상 비율          .122 .094  .116 .113  

평균학급토론개방성          .077 .067  -.030 .055  

학교소재지(수도권)          .033 .019 † .032 .023  

2015    .038 .051  .039 .051  .036 .047  .011 .054  

여학생    .269 .042 *** .272 .041 *** .260 .055 *** .267 .076 *** 

학년    -.040 .021 † -.040 .021 † -.024 .024  -.026 .034  

학업성취도    -.003 .001 *** -.003 .001 *** -.003 .001 *** -.003 .001 *** 

양부모가정    -.064 .145  -.064 .146  -.076 .148  -.067 .131  

형제자매유무    .028 .063  .027 .065  .023 .069  .021 .057  

부모교육수준    .004 .007  .003 .007  .003 .007  .011 .012  

가정경제 중    .024 .079  .013 .080  .020 .081  .022 .078  

가정경제 상    .066 .086  .051 .088  .070 .088  .070 .076  

수도권거주    -.091 .057  -.090 .057  -.140 .059 * -.526 .629  

학급토론개방성       .103 .037 ** .102 .037 ** .088 .048 † 

부모교육수준 x 학교유형             -.015 .016  

수도권거주 x 학교유형             .531 .714  

학급토론개방성 x 학교유형             .024 .068  

학교간 변량  .022 *  .005   .005   .004   .007  

학교내 변량  .369    .356    .352     .353    .354   

†p < .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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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합법적 저항에 대한 분석결과(매칭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절편 2.892 .038 *** 2.878 .035 *** 2.891 .035 *** 2.882 .037 *** 2.899 .037 *** 

학교유형 .115 .076  .135 .060 * .102 .057 † .161 .076 * .191 .094 * 

여학생비율          0.001 .001  .001 .001  

양부모가정 비율          -0.006 .004  -.007 .005  

형제있음비율          0.004 .004  .004 .004  

부모 대졸이상 비율          -0.008 .003 ** -.008 .003 * 

가정경제수준 상 비율          0.043 .125  .232 .141  

평균학급토론개방성          0.085 .076  -.043 .067  

학교소재지(수도권)          0.038 .022 † .034 .027  

2015    .064 .064  .079 .063  0.071 .055  .030 .066  

여학생    .242 .065 *** .252 .065 *** 0.175 .099 † .177 .086 * 

학년    -.061 .038  -.049 .037  -0.048 .035  -.040 .042  

학업성취도    -.002 .001 * -.002 .001 * -0.002 .001 * -.002 .001 * 

양부모가정    .064 .157  .081 .163  0.070 .165  .051 .148  

형제자매유무    .006 .068  .001 .068  -0.013 .073  -.017 .064  

부모교육수준    -.003 .007  -.004 .007  -0.004 .008  -.003 .013  

가정경제 중    -.037 .084  -.051 .086  -0.047 .086  -.052 .088  

가정경제 상    .056 .071  .034 .071  0.070 .072  .056 .086  

수도권거주    -.134 .068 † -.140 .064 * -0.194 .075 ** .204 .707  

학급토론개방성       .188 .034 *** 0.180 .037 *** .197 .054 *** 

부모교육수준 x 학교유형             .008 .018  

수도권거주 x 학교유형             .127 .803  

학급토론개방성 x 학교유형             .047 .077  

학교간 변량  .045 ***  .020   .019 *  .010   .019 † 

학교내 변량  .471   
 .469   

 .451   
 .453   

 .447   

†p < .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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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권리책임의식에 대한 분석결과(매칭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절편 3.558 .031 *** 3.549 .032 *** 3.553 .032 *** 3.567 .033 *** 3.556 .030 *** 

학교유형 .141 .042 ** .157 .039 *** .148 .038 *** .076 .071  .080 .090  

여학생비율          .000 .001  .000 .001  

양부모가정 비율          .001 .005  .000 .004  

형제있음비율          .004 .004  .004 .004  

부모 대졸이상 비율          .001 .002  .001 .003  

가정경제수준 상 비율          -.119 .110  -.057 .130  

평균학급토론개방성          -.118 .065 † -.077 .059  

학교소재지(수도권)          .032 .024  .031 .022  

2015    .007 .051  .012 .052  .017 .050  .024 .059  

여학생    .058 .047  .062 .047  .051 .061  .053 .062  

학년    -.019 .033  -.016 .034  -.045 .038  -.042 .037  

학업성취도    -.002 .001 * -.002 .001 * -.002 .001 * -.002 .001 ** 

양부모가정    -.016 .102  -.012 .104  -.014 .107  -.020 .107  

형제자매유무    -.070 .041 † -.071 .041 † -.078 .040 † -.073 .046  

부모교육수준    .000 .007  .000 .007  -.003 .006  .009 .009  

가정경제 중    -.081 .053  -.085 .054  -.099 .055 † -.099 .064  

가정경제 상    .002 .056  -.003 .056  -.017 .058  -.023 .063  

수도권거주    -.034 .052  -.035 .052  .050 .061  -.264 .506  

학급토론개방성       .045 .025 † .055 .026 * .052 .039  

부모교육수준 x 학교유형             -.023 .013 † 

수도권거주 x 학교유형             .599 .575  

학급토론개방성 x 학교유형             .016 .055  

학교간 변량  .035 ***  .036 ***  .037 ***  .035 ***  .034 *** 

학교내 변량  .236    .232    .231    .230   .229  

†p < .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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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대한 분석결과(매칭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절편 2.800 .040 *** 2.800 .037 *** 2.795 .037 *** 2.791 .037 *** 2.793 .040 *** 

학교유형 .244 .071 *** .243 .062 *** .257 .064 *** .301 .100 ** .277 .100 ** 

여학생비율          .000 .001  .000 .001  

양부모가정 비율          .008 .007  .009 .006  

형제있음비율          .000 .005  .000 .005  

부모 대졸이상 비율          -.008 .003 * -.007 .003 * 

가정경제수준 상 비율          .130 .130  .042 .149  

평균학급토론개방성          .037 .083  .039 .071  

학교소재지(수도권)          .016 .029  .022 .029  

2015    .096 .068  .090 .069  .088 .062  .092 .071  

여학생    .265 .054 *** .260 .055 *** .248 .082 ** .256 .096 ** 

학년    .047 .040  .043 .041  .050 .042  .046 .044  

학업성취도    .000 .001  .000 .001  .000 .001  .000 .001  

양부모가정    -.119 .160  -.127 .161  -.193 .162  -.185 .164  

형제자매유무    -.005 .063  -.004 .062  -.014 .062  -.018 .071  

부모교육수준    .013 .011  .014 .011  .014 .011  .026 .015 † 

가정경제 중    -.111 .079  -.105 .077  -.088 .076  -.081 .098  

가정경제 상    -.053 .085  -.043 .084  -.008 .085  .011 .095  

수도권거주    .022 .061  .025 .063  .011 .077  -.190 .789  

학급토론개방성       -.079 .044 † -.084 .045 † -.189 .060 ** 

부모교육수준 x 학교유형             -.031 .020  

수도권거주 x 학교유형             .445 .896  

학급토론개방성 x 학교유형             .252 .086 ** 

학교간 변량  .030 **  .020   .022   .017   .017  

학교내 변량  .566    .561    .558    .560    .557   

†p < .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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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1. 학교유형이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전세계적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교유형이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학교의 

다양화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연구자들은 학교유형이 분화되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증가될 때 청소년들 간에 시민역량의 격차는 

증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Hoskins et al., 2016; van de 

Werfhorst, 2017).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는 달리 사립학교 혹은 종교계 사립학교가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길러주는데 공립학교 못지않게 효과적인 기관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근거가 많이 보고되어 있다. 국내 연구자들도 역시 학교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어 시민적 사회화 

측면에서도 학교유형에 따라 시민역량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의 선호를 받는 자사고와 외고가 

수능성적이나 대학진학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높은 교육효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생선발과정을 통해 구성되며 비교적 자유로운 

학교운영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구성원 간의 사회자본이 축적되고 

공동체의식이 높아 시민역량 함양에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사고와 외고가 기타 학교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시민역량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학교유형의 영향력이 매우 작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서구 사회에서 밝혀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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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역량에 대한 학교유형 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유형(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외고)에 

따른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비교하고, 자사고·외고 학생이 

일반고·자공고 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역량을 나타내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유형별로 학생 

개인의 특성과 가정배경의 차이를 살펴보고 학교유형별 학교 특성의 

차이도 탐색하였다. 경향점수매칭모형을 통해 학교유형에 따라 

선택편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매칭 전 자료와 매칭 후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유형이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1,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고교다양화정책 이후 분화된 한국 고등학교 유형과 학생 및 학교 특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우선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학교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개인 특성과 가정배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사고·외고에 

다니는 학생은 일반고·자공고에 다니는 학생보다 성별은 여성이 많았고 

학급토론개방성이 높았다, 자사고·외고 학생들의 가정배경은 

일반고·자공고 학생들의 가정배경보다 좋은 편이었다. 예컨대 

자사고·외고 학생들 가운데 양부모가정이 더 많고 부모교육수준과 

가정경제수준이 더 높았으며 수도권거주자가 많았다. 한편 

일반고·자공고에서는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이 더 많았다. 

학교수준에서도 역시 자사고·외고가 일반고·자공고에 비해 여학생비율, 

양부모가정비율, 부모대졸이상비율, 경제수준 상 비율, 

평균학급토론개방성, 학교소재지의 수도권 비율이 더 높았다.  

경향점수매칭 이후 많은 변수에서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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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수준의 변수인 성별과 

가정배경 등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반면에 학교수준의 변수는 

여학생비율을 제외하고 여전히 학교유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컨대 양부모가정비율, 부모대졸이상비율, 경제수준상비율, 

평균학급토론개방성, 학교소재지의 수도권비율은 자사고·외고에서 더 

높았고 형제있음비율은 일반고·자공고에서 더 높았다.  

시민역량의 설명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경향점수매칭 전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민역량의 학교유형간 격차의 

상당부분은 학교특성이 설명하고 있다. 투표참여의 경우 초기 

학교유형간 차이는 0.179점이었으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을 통제한 

이후 0.141점, 학급토론개방성을 통제한 이후 0.131점으로 줄어들어 

투표참여의 학교유형간 차이가 학생배경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차이는 학교특성을 통제한 이후에 0.067점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사고·외고가 수도권에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로 설명된다. 반면에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 학생들의 시민역량 점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소재지와 관련된 이러한 현상은 학생의 수도권 거주여부를 

통제하더라도 존재하였으며 민주적 절차와 의식에서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학교유형 간의 차이가 0.220에서 

0.219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점을 제외하고 합법적 저항과 

권리책임의식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가 수도권에 

있다는 것이 학생의 시민역량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밝혀 나갈 필요가 있다. 추후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수도권소재의 

효과가 본 연구에서 포함시키지 못 한 학교수준의 특성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학교 교사들이 시민역량 함양을 더 

강조하거나 수도권 소재 학교 특유의 학교풍토가 학생 시민역량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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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등 학교과정 변인의 효과가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다. 기대와 

달리 본 연구에서 투입한 학교과정 변인인 평균학급토론개방성은 

학교유형간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였다. 또한 학업성취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학급내 상대적인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역량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자사고·외고 학생과 일반고·자공고 학생 간 

성별 등의 개인특성 및 가정배경 측면의 차이를 제거한 이후의 분석은 

매칭 이전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매칭 이후에는 학교유형에 따른 

투표참여의 차이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경향점수매칭을 통하여 통제된 

학생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생 배경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칭 이후의 분석에서 학교유형은 학생의 

투표참여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 한 반면 학생의 성별이나 학업성취도, 

학급토론개방성 등 개인특성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칭 이후에는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른 차이가 

감소되었다. 합법적 저항에서도 투표참여와 유사한 양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권리·책임의식의 경우 학교유형이 개인배경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한 차이(0.148)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경우에는 개인배경과 학교특성을 통제하고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한 이후에도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0.277)가 큰 

변화없이 남아있었다. 즉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관련해서는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개인배경과 학교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유형의 효과가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후 

분석을 요하였다. 또한 평균학급토론개방성은 예상과 달리 

권리책임의식에 한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수준은 매칭 후에도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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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역량이 높아졌다. 다만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경우 매칭 

후에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 학교유형 다양화의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는 모든 시민역량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학교유형이 

대체로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서구 사회에서 밝혀진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시민역량에 대한 학교유형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여 

자사고·외고가 일반고·자공고보다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학교라는 

인식이 시민역량의 측면에서는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시민역량은 학교유형(자사고·외고 또는 

일반고·자공고)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우수한 

가정배경과 학교소재지 등 학교수준의 특성이 시민역량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 개인적 수준의 특성들이 학교노력에 비해 시민역량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모든 청소년을 좋은 시민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학교의 근본적 교육목표 달성에 지대한 위협이 된다. 시민적 참여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역량을 길러주는 데에 학교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 한다면, 청소년 시민역량 발달에 대한 가정의 

책임과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학생들의 시민역량은 불평등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학교가 가지는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학교다양화정책의 영향,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유형의 효과가 작게 나타난 것일까? 이는 학교교육이 대학입시를 



 

 94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업성취가 크게 강조되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조심스레 추측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유형의 

서열이 학생의 학업성취, 입시결과에 따라 형성되는 만큼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좋은 대학진학 실적을 산출하기 위해 집중하며 혹은 학교의 

노력이 없더라도 학교교육이 기본적으로 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 학교는 학생의 시민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계층에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한국적 특성이 부각된다. 예컨대 

서구에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이 권장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가정의 학생도 학업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학업, 입시와 관련 없는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며 시민참여 활동경험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중학생들이 자사고·외고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도 자사고·외고가 상대적으로 ‘면학분위기’가 좋고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이다(강영혜 등 2007; 차성현 등 2010). 즉 

학교유형에 관계 없이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진학, 입시에서 

자유롭지 못 하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시민교육을 

시행하기 어렵다. 그 결과 고교다양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본래 

목적과 달리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특색 있는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 간 경쟁이 심화되고 고교서열화가 조장되는 등 다른 

문제상황이 초래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발견은 

교실개방성이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을 향상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사는 사회적, 정치적 토론을 할 때에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열린 교실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교실개방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즉 교실개방성은 학교 

또는 학급 수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증대시킬 수 있는 학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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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기 때문에 학교 시민교육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급토론개방성은 반대 측면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사고·외고에서는 일반고·자공고에 비해 보다 열린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점이 학교유형간 

시민역량의 차이를 일부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유형 

간 학급풍토의 차이가 커질수록 시민역량 발달의 불평등 문제도 심화될 

개연성이 있다.  

고등학교 유형 다양화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자사고·외고와 같은 학생선발 학교에 높은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하고 그 외 학교에는 비교적 계층이 낮은 학생들이 남아 

있게 만든다는 점이다. 즉 학교 간 서열의 형성과 학생선발제도는 

유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는 학생들끼리 배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와 청소년의 시민적 발달은 물론 전체적인 

사회통합수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고교다양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특정 고등학교만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주요 목표가 전인적 성장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 

향상에 집중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다양화된 학교교육체제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거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청소년 시민역량의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시민역량 발달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나타난 학생 시민역량의 차이가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결과가 학교내 시민교육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본다면 향후 연구자들은 모든 학교유형에서 청소년 

시민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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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학교유형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학교유형 효과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대상으로 학교유형간 비교를 시도하였고 

경향점수매칭모형과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비교 집단의 이질성을 

통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유형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어, 수학, 영어와 달리 전국 학생들의 시민역량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학교유형에 대한 정보와 학생의 성별, 가족관계, 

학업성취도,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이를 통해 한국 청소년의 시민적 발달 수준을 고찰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조사가 완료된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고등학교 입학 전 시민역량 자료 혹은 

종단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자사고·외고 

재학 효과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둘째, 일반고라는 하나의 

학교유형 안에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학교가 가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셋째 

학교유형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학교과정 변인이 

하나(학급토론개방성)밖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자사고·외고 교육이 

가지는 어떤 특성이 학교 차원의 차이를 산출하였는지 엄밀한 고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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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였다. 넷째 경향점수매칭모형을 활용함에 있어 자사고·외고 

진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예컨대, 사전학업성취도가 경향점수 

추정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학교 수의 불균형(일반고·자공고 164개교, 

자사고·외고 13개교)으로 매칭 후 사례수가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나 교장 등 학교과정에 관한 정보,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지원에 관한 정보 등이 결여되어 있어 학교수준과 가정수준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교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사용한다면 학교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인과관계 추정이 가능하다. 둘째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 예컨대 가정배경으로서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과 참여수준과 

지역사회의 도시화수준, 시민참여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의 순수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학교과정변수로서 도덕 및 사회 

교과 수업, 교내 비교과활동 등에 대한 정보가 사용될 때 학교유형의 

효과에 대하여 좀 더 타당하고 엄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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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chool type on students’ civic 

competency by using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data from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4-2015). According to the 

literature in Western countries, private schools, especially Catholic 

private schools, are more effective than public schools in fostering 

students’ civic competency. In South Korea, researchers have rare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chool types because of its standardized 

school system,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However, neo-liberalism in the 1980s impacted 

the Korean school system and resulted in school type diversification. 

As a result, students in certain types of schools appear to have better 

academic performance than others, which necessitates a study of the 

effects of school type on civic outcome in South Korea. Nevertheless, 

while prior research on the school type effect has mainly focu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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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cademic or cognitive achievement in specific subject areas 

(e.g., Korean language, Mathematics and English). The effects of 

school type differentiation on civic competency have rarely been 

examined. 

To fill such important gaps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some school types (i.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n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re more effective than 

others (i.e., general high schools and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in fostering students’ civic competency, measured by 1) expected 

participation in voting, 2) expected participation in legal protest, 3) 

support for democratic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4) support for 

democratic procedures, in South Korea. In doing so, this study also 

examined whether a series of student-level and school-level 

characteristics can account for the school-type differences in 

students’ civic competency, if any.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use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to control for preexisting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who 

atten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nd those who attend general high schools /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Then, two-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was used to examine the relevance of student-level and 

school-level characteristics for explaining the school-type 

differences in students’ civic competency.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school-type 

differences in student background and school characteristics favori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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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lly, students attending autonomous high schools or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re more likely to be female, perceive their 

classroom climate to be open, and come from advantaged family 

background than their counterparts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s or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school-type differences on average in students’ civic competency 

after controlling for a series of student background and school 

characteristics, with substantial variation across civic competency 

measures. In light of this study’s findings, some unique features of 

the South Korean educational landscape that may explain the 

negligible school type effect were discussed. This study concluded 

by calling for appropriate data collection and future research to draw 

conclusions about the impact of school type diversification policy on 

students’ civic competency and its implications for democratic 

cultur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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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독립변수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 2015 1          

2 여학생 -.174** 1         

3 학년 0.012 -.030* 1        

4 학업성취도 0 -0.025 -0.001 1       

5 양부모가정 -0.018 -0.02 -0.013 -.080** 1      

6 형제자매유무 0.011 .046** 0.025 0.012 .118** 1     

7 부모교육수준 -.032* 0.011 .064** -.144** .106** .060** 1    

8 가정경제 중 0.018 .034* -.029* .032* .065** 0.023 -.066** 1   

9 가정경제 상 -0.025 -.043** 0.004 -.140** .118** -0.003 .157** -.613** 1  

10 수도권거주 .152** -.039** 0.006 0.003 0.003 -.043** 0.004 -.034* .042** 1 

11 학급토론개방성 -.063** -.042** -.114** 0.007 0.025 -0.015 .030* -0.009 .052** -0.024 

12 학교유형 .044** .041** -0.023 0.001 0.024 -.039** .135** -.036** .078** .093** 

13 여학생비율 -.198** .879** -.034* -0.001 -0.012 .032* 0.013 .036** -.045** -.040** 

14 양부모가정 비율 0.017 -.031* 0.006 -0.003 .214** .119** .209** 0.013 .055** -0.023 

15 형제있음비율 .054** .107** .102** -0.003 .049** .247** .082** .050** -.039** -.140** 

16 부모 대졸이상 비율 -.086** .029* .169** -0.002 .106** .057** .377** -.052** .141** .040** 

17 가정경제 상수준 비율 -.086** -.135** 0.015 0 .098** -.031* .182** -.147** .291** .154** 

18 평균학급토론개방성 -.199** -.095** -.357** 0.001 .057** -.027* .039** -0.023 .060** -.056** 

19 학교소재지(수도권) 0.005 0.013 -0.008 0.001 0.005 -.042** -0.009 -.040** .047**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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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독립변수간 상관(계속)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2015          

2 여학생          

3 학년          

4 학업성취도          

5 양부모가정          

6 형제자매유무          

7 부모교육수준          

8 가정경제 중          

9 가정경제 상          

10 수도권거주          

11 학급토론개방성 1         

12 학교유형 .059** 1        

13 여학생비율 -.036** .047** 1       

14 양부모가정 비율 .044** .079** -.036** 1      

15 형제있음비율 -.037** -.181** .122** .479** 1     

16 부모 대졸이상 비율 .035** .359** .033* .555** .217** 1    

17 가정경제 상수준 비율 .067** .267** -.153** .188** -.132** .484** 1   

18 평균학급토론개방성 .322** .182** -.108** .121** -.114** .102** .208** 1  

19 학교소재지(수도권) -0.016 .113** 0.015 -.069** -.182** -0.024 .160** -.048** 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문제와 논문의 구성 
	3. 연구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시민역량의 이해 
	1) 시민역량 개념 
	2) 청소년 시민역량의 영향요인 

	2. 학교유형이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 
	1) 학교유형에 따른 시민역량의 차이 
	(1)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2) 종교계 학교와 비종교계 학교 

	2) 학교유형별 시민역량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 
	(1) 학교과정요인 
	(2) 학생배경요인 


	3. 한국의 고교다양화정책과 교육결과 
	1) 한국 학교유형의 분화 
	(1) 고교다양화정책의 사회적 배경 
	(2) 고교다양화정책과 현행 학교체제 

	2) 학교유형의 교육적 영향 
	(1) 학교유형별 학업성취의 차이 
	(2) 학교유형별 시민역량의 차이 



	제 3 장 연구설계 
	1. 분석자료 
	2. 변수선정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3) 통제변수 

	3. 분석방법 
	1) 경향점수매칭 모형 
	2) 위계적 선형모형 


	제 4 장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2. 경향점수매칭 전 위계적 선형모형 결과 
	3. 경향점수매칭 후 위계적 선형모형 결과 

	제 5 장 결   론 
	1. 학교유형이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 
	2. 학교유형 다양화의 교육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1] 독립변수간 상관  


<startpage>13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와 논문의 구성  7
 3. 연구방법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11
 1. 시민역량의 이해  11
  1) 시민역량 개념  11
  2) 청소년 시민역량의 영향요인  17
 2. 학교유형이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  20
  1) 학교유형에 따른 시민역량의 차이  20
   (1)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20
   (2) 종교계 학교와 비종교계 학교  25
  2) 학교유형별 시민역량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  28
   (1) 학교과정요인  28
   (2) 학생배경요인  33
 3. 한국의 고교다양화정책과 교육결과  34
  1) 한국 학교유형의 분화  34
   (1) 고교다양화정책의 사회적 배경  34
   (2) 고교다양화정책과 현행 학교체제  37
  2) 학교유형의 교육적 영향  40
   (1) 학교유형별 학업성취의 차이  40
   (2) 학교유형별 시민역량의 차이  42
제 3 장 연구설계  46
 1. 분석자료  46
 2. 변수선정  48
  1) 종속변수  48
  2) 독립변수  49
  3) 통제변수  50
 3. 분석방법  53
  1) 경향점수매칭 모형  53
  2) 위계적 선형모형  55
제 4 장 연구결과  60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60
 2. 경향점수매칭 전 위계적 선형모형 결과  63
 3. 경향점수매칭 후 위계적 선형모형 결과  76
제 5 장 결   론  89
 1. 학교유형이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  89
 2. 학교유형 다양화의 교육적 시사점  93
 3. 연구의 한계  96
참 고 문 헌  98
Abstract  106
[부록 1] 독립변수간 상관   10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