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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 명의 학생에 다수의 교사가 연계되는 상황에서 교사효과

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 주된 연구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위계적 선

형모형을 적용할 경우, 학생과 연계된 다수의 교사 모두를 모형에 포함

시킬 수 없음으로 인해 다중소속다층구조를 지니는 자료를 대상으로 이

루어진 교사효과 관련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외

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교사효과 관련 선행연구에는 다중소속다층구조를

지니는 데이터가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특성을 모형에 온

전히 반영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의 학생-교사 간 연계 관

계가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소속다층구조를 이루는 TIMSS 2015 자료를 활용

하여 교사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평가 지표로 교사 수준의 변량, 교사

수준의 교육맥락 변인의 효과, 교사 수준의 잔차 등이 활용되었다. 150개

학교에서 표집된 5,309명의 학생과 215명의 과학교사가 포함되었다. 종속

변인으로는 과학 학업성취도 점수(5개의 측정유의값)를 사용하였고, 독립

변인으로 학생수준 변인(성별, 가정의 교육자원 척도, 교육기대)과 교사

수준 변인(교직경력, 교직만족도, 학업성공강조, 교사효능감, 교수방법1,

교수방법2, 교수방법3)을 사용하였다. 학생과 다수의 교사를 연계한 2수

준 모형을 설정하되, 기초모형, 통제모형, 연구모형으로 구분하였다. 교사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다중소속다층모형에서 추정된 교

사 층위 변량의 비중, 교사 수준 맥락변인의 효과, 교사 수준의 개별 잔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사 수준의 변량 비중은 7.83%로 나타나 주요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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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1.7%p 정도 큰 값이 추정되었다. 교사 수준의 변량은 자료에 포함

된 과학교사 215명 전원으로부터 추정된 변량을 반영한 것이며, 한편으

로는 과학교과를 담당하는 다수 교사의 집합적 교사효과가 학생의 과학

학업 학업성취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교사수준의 맥락 효과 분석에

서는 교직경력, 교사효능감, 학업성공강조, 교수방법 1, 교수방법 2 에서

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수방법 3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학업성공강조 변인은 동일한

TIMSS 2015자료를 활용한 곽영순, 박상욱(2018), 상경아 외(2017)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사의 내적특성을 반

영하는 변인 외에 수업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된 점

은 유의미한 발견이라고 여겨진다. 잔차분석 연구와 통제모형과 연구모

형에서 계산된 잔차 값과 잔차 순위에 대한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나, 효

과적인 교사상을 깊이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연속적 교사효과(successive

teacher effects)나 집단적 교사효과(collective teacher effects) 등의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교사효과 연구 수행을 위해 다중소속다층모형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교사효과 분석에 있어, ‘교사의 대표성’과 관련한 제한점을 가진다.

TIMSS 2015 자료는 2단계 층화군집표본설계를 통해 기본적인 관심을

학생에게 두고 표집하고 있기 때문에 TIMSS 2015 자료에 포함된 교사

들은 교사 모집단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효과는 주어진 표본 내에서 의미를 가지며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주요어 : 교사효과, TIMSS 2015, 중학생, 과학 학업성취도, 다중소

속다층모형, MCMC

학 번 : 2015 - 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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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국의 Coleman 보고서(1966)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여부의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학교자원(교사 포

함)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학업성취도

의 차이는 학교자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

위 변인의 영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골자이다. 이후

비형평성(inequity)을 줄이기 위한 학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학교나 교

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활

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 사용된 변인들은 주로 학업성취

도와 학교 또는 교사 관련요인이었으며, 대체로 학교 교육의 성과로 얻

어진 학생의 학업성취도에는 분명히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 개인 배경 변인의 영향력으로부터는 배제된 학교

나 교사 관련요인들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가지는 영향

력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연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하게 학교나 교사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들을 통제할 방법론이 필요하였으며, 학업성취도와 관련

된 맥락변인을 포함한 자료들도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위계적 선형모형

은 핵심적인 연구방법으로서 학교효과 연구에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어

왔다. 발전된 연구방법의 도움을 입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량에서 차

지하는 교사 수준 변량의 비중에 관한 연구, 교사 수준 맥락변인의 영향

력 관련 연구, 잔차분석을 통한 개별 교사의 효과성에 분석에 관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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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학교나 교사효과 연구의 결과는 교육의 개선, 교

사의 질 향상, 책무성에 따른 교원의 인사 및 보상 등의 목적으로 활용

되어 오고 있다.

Sanders, Wright, & Horn(1997)는 학생 학업성취도에 가장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변량원은 교사라고 하였고, Wenglinsky(2002)는 교사효과는

학생 배경 변인과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곽수란(2003, 2007)

도 학교효과 연구의 커다란 흐름을 투입-산출 모형, 과정-산출 모형, 투

입-과정-산출 모형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콜먼보고서 이후

학교효과 연구의 경향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의 효과 이외에도

학교 또는 교사의 효과(또는 특성)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론적 경향을 소

개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사 층위의 변

량 성분을 학생 층위의 변량성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위

계적 선형모형의 도움이 있었다(Goldstein, 2011; Heck & Thomas,

2015; Leeuw & Meijer, 2008; Longford, 2005; Raudenbush & Bryk,

2002).

교사효과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기여

하는 교사 수준의 변량, 교사 맥락변인 투입 여부에 따른 설명량, 맥락변

인의 효과, 잔차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교사 수준 변량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 수준의 변량 비중

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경희, 2009; 김민성, 송경

오, 허유성, 2012; 김양분, 임현정, 김난옥, 2012; 상경아 외, 2017; 이희

숙, 정제영, 2011; 정제영, 이희숙, 김수지, 2014; 최지선 외, 2017). 이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 교사 층위의 전체적인 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의 학업성취

도에 기여하는 교사 특성 변인은 대부분 학교 특성의 하위 변인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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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 교사의 층위가 여전히 학교의 층위에 포함되어 분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교효과 또는 교사효과 관련 변량의 과대/과소추

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배속구조(예, 다중소속 관계)가 발생하고 있어서, 학생

들을 직접 가르친 교사들과의 데이터 연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교사 층위에 대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의 모색도 필요하다.

교사 수준 맥락변인의 효과는 대부분 위계적 선형모형에 기초하여 분

석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나 학교에 무선적으로 할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학급이나 같은 학교에 속한 학생들 간에 공유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편의(bias)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곽

영순, 박상욱, 2018; 김민성, 송경오, 허유성, 2012; 김수진 외, 2013; 김양

분, 임현정, 김난옥, 2012; 박도영, 박정, 김성숙, 2001; 박정, 2008; 상경

아 외, 2017; 이희숙, 정제영, 2011; 임현정, 김양분, 2012; 정제영, 이희

숙, 김수지, 2014; 정철영, 정진화, 오창환, 2011; 최지선 외, 2017 등)에서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주요 맥락변인들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학생 수준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학력, 교육포부, 흥미도 및 교과효능감, 교과의 필요성 인식, 교과의

가치 인식, 학습동기, 방과후 놀이, 독서시간, 과외여부, 학교행복, 친구에

대한 기대, 부모의 기대, 숙제정도, 숙제 시간, 가정의 학습자원 등이 있

다. 교사(또는 학교) 수준에서는 교사의 성별, 동료교사와 수업자료 준비

공유, 연수, 학급평균 SES, 교직경력, 사범대 출신 여부, 학생으로 인한

수업 저해 정도에 대한 인식, 수업 준비 정도, 문학 영역 강조 여부 학생

으로 인한 수업 저해 정도에 대한 인식, 학교 위치, 시설, 교사학력, 숙제

검사 교사연수, 학생에 대한 기대감, 학부모 참여에 대한 반응, 교사효능

감, 수준별 수업, 학교설립유형, 조직풍토, 행정업무, 재학생의 경제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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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학실험실 보조인력, 직무만족도, 교사의 열의 등 매우 많은 변인들

이 학업성취도와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형에 포함되었다. 학교나

교사 수준의 변인들은 명백히 학교 또는 교사의 층위로만 한정되어 활용

되지 않았고, 때로는 두 개의 층위에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변인의 효과 추정치에는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오차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잔차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교사의 전문성 개발

과 책무성에 초점을 둔 교사의 질적 향상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사회적

흐름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

하는 교사의 역할과 노력,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운영에 따른 학교와 교

사의 책무성 평가의 중요성 등이 있다.

학업성취에 미치는 비교육적 요인(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

를 교사/학교의 효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교사들 간의 효과

성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김준엽, 2010;

McCaffrey, et al, 2003), 교사의 특성 중 어느 일부(예, 배경변인, 자격증

등)가 학업성취도와 강하거나 약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논의의

깊이를 더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부가가치모형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모형은 학교 또는 교사의 층위를 구분하고, 해당 층위 내에서 발생하

는 잔차효과를 통해, 개별 교사 또는 개별 학교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고, 개별 학교 또는 개별 교사에 대한 교육개선과 보상, 교육과

정 개선 등을 위한 교육정책 함의의 발견을 위해 활용되어 오고 있다.

부가가치모형은 이러한 잔차분석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다(Kupermintz, 2003; McCaffrey, et. al., 2003).

교사효과 연구에 관한 방법적 측면에서 위계적 선형모형(Raudenbush

& Bryk, 2002)은 각 층위별 측정 단위들 간의 순수한 위계적 배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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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이 가정이 충족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층별 변인들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위계적 선형모형은 층위별 측정단위들 간의 배속(nesting)과 집단화

(clustering)의 관점에서 OLS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배속의 측면에서

보면, 다층 자료가 위계적 배속구조를 지니면 관찰값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될 수 없다. 다층 자료의 구조상 특정 집단(cluster)에 배속된 측정

단위(예, 개인)들은 해당 집단의 특성 또는 맥락을 공유하게 되고, 집단

(cluster)내의 구성원(member)들 간에는 동일한 해당 2 수준 잔차()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관찰값의 독립성보다는 종속성(또는 상관)

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Grady, 2010; Leeuw & Meijer, 2008). 위계적

배속구조를 가진 데이터가 그 위계적 배속구조가 무시되어 분석될 경우,

효과항의 표준오차를 과대(또는 과소) 추정함으로써 왜곡된 추정뿐만 아

니라 가설 검증을 위한 의사결정에 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Fielding, Goldstein, 2006; Noortgate, Opdenakker, & Onghena,

2005; Rasbash & Browne, 2008; Tranmer & Steel, 2001). 아울러, 층

위별 집단 내의 상관(또는 종속)관계가 클 때 효과의 추정이 왜곡될 가

능성이 매우 크며(Wampold and Serlin, 2000; van Landeghem, Fraine,

& van Damme, 2005), 추정량의 크기(magnitude)는 분석에서 배제된 층

별 독립변인의 변량이나 층별 사례 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Moerbeek, 2004; Rasbash & Browne, 2008). 집단화(clustering)의 측면

에서 일단 집단이 형성되면 이들 집단들은 서로 차별화(differentiated)되

기 때문에 ‘집단’과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 모두는 집단과 구성원간의

‘소속관계(membership)’에서 비롯되는 층위별 변량을 발생시키게 된다

(Goldstein, 2011). 위계적 선형모형은 층위별 변량들을 매 층위마다 독립

적으로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변량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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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계적 선형모형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

친 교사와의 연계를 포함한 위계자료가 드물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을 위계적 선형모형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학업성취도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

들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교사 수준 또는 학

교 수준의 교육맥락효과들은 층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분석된 측면

이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효과에 교사 또는 수업 수준의 변량이 포함되어 있

어서 교사와 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와 따로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 수준의 변인들이 학교수준으로 통합

(aggregation)되어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

희, 2009; 임현정, 김경희 2008; Goldstein, 1986).

수학 및 과학 성취도 변화 국제 추이비교 연구(TIMSS)자료는 학생과

교사 간에는 1:1 대응관계가 아닌, 1:多의 관계를 이루는 다중소속다층구

조(multiple membership multi-level structure)를 이루고 있다. 이때의

배속구조는 순수 위계적 배속 구조(purely hierarchically nested

structure)가 아닌 다중소속(multiple membership)이라는 비위계적 배속

구조(non-hierarchically nested structure)이다. 최근 다중소속다층모형을

다루는 많은 선행연구들(예, 정혜원, 2016, 2017; Beretvas, 2011;

Browne, Goldstein, & Rasbash, 2001; Chung & Beretvas, 2012;

Fielding & Goldstein, 2006; Galindo, 2015; Grady, 2010; Grady &

Beretvas, 2010; Leckie, 2009, 2013; Leckie & Owen, 2013; Leroux,

2014; Leroux & Beretvas, 2018; Luo & Kwok, 2012; Rasbash &

Browne, 2008; Smith & Beretvas, 2014, 2017; Sun, 2012; Sun &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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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에서는, 다중소속다층구조가 무시될 경우(일반 위계적 선형모형)가

무시되지 않는 경우(다중소속다층모형)에 비해 해당 층위의 변량을 과소

추정하기 쉽고, 하위 층위의 고정효과와 관련된 표준오차를 작게 추정함

으로써 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형 상세화에 주의를 기

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TIMSS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위

계적 선형모형을 분석할 경우, 교사효과의 상당부분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간의 대응관계를 매우 엄밀하게 살펴서 교사효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변량(교사 수준의 전체 효과), 맥락효과, 잔차(교사 수

준의 개인효과)의 관점에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교사효과

연구에서 활용된 기존의 위계적 선형모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데이

터를 고려한 상황에서 올바른 모형의 적용을 통해 교사효과 추정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교실 현장에서 학생 교사

간 1: 多의 대응 관계를 상정한다.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는 학업성취도

연구 자료로 TIMSS 자료를 선택하였으며, TIMSS 자료가 가지는 자료

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형화 할 수 있는 다중소속다층모형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사 층위를 좀 더 엄밀하게 구분하여 모형에 포

함시키고, 1종 오류와 편의의 발생 가능성을 훨씬 감소시킨 교사 수준의

변량, 맥락효과, 잔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

로 MLwiN version 3.02 (Charlton, et. al., 2017; Rasbash, et. al., 2017)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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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의 진술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학생과 교사 간

다중소속 관계를 반영했을 때의 교사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첫째, 교사 층위의 변량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 층위의 맥락변인의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교사 층위의 잔차분석 결과를 고려했을 때 효과적인 교사의 맥

락 변인별 특성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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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교사 수준 변인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

의 흐름과 배경, 교사효과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과 방

법을 고찰하고, 다중소속다층모형의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를 살펴봄으

로써 위계적 선형모형에 기반을 둔 기존 교사효과 분석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교사효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

가. 교사효과 연구의 배경

콜먼보고서(Coleman Report)로 알려진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관한 연

구’(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Study; Coleman et. al.,

1966)는 당시 미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교육기회가 형평성 있게

주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Coleman et.

al.(1966)는 “공립학교에서 소수인종 출신 교사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차

별을 받는지”, “공립학교가 양질의 교육기회를 학생과 교사들에게 동등

하게 제공하는지”,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는 어떠

한지”, “성취도 점수와 학생들이 다닌 학교간의 관계를 통찰할 수 있는

지”등의 네 가지 연구 질문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수계 학생

과 교사들은 백인 주류 학생이나 교사들에 비해 공립학교에서 차별을 받

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양질의 교육기회는 동등하게 제공되지 않으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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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된 성취도의 검사 점수는 아시아계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수

인종 출신 학생들의 성취도가 백인 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특히, 주류 백인 학생의 경우 그들을 가르친 교사나 학교 자원(예,

실험실, 도서실, 교과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의존도가 낮게 나타난 반

면, 소수계 학생들은 그들을 가르친 교사와 학교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수계 중 아프리카계 흑인 학생들은 교사

의 질에 대한 의존도가 백인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저학년에 비

해 고학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성취도의 학교 간 차이에도 불구하

고, 학생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인을 통제했을 때 학교(자원) 변량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는 학교 자원이 설명하는 변량이 전체 성취도 변량의 20% 정도

이고, 학생들의 가정배경을 통제하고 나면 학교 특성에 의한 변량이 5%

내외로 감소하는 점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의 격차는 학교

자원의 투입으로 인한 차이보다는 학생의 가정배경에 따라 좌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콜먼보고서 이후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인종 및

개인 배경 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비형평성(inequity)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서로 다른 사회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

들에게서 드러나는 교육적 성과(예,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교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Heck, 2009).

학생의 성과로는 주로 학업성취도가 활용되었고, 학생의 개인적 배경 변

인 이외에 학생의 교육적 성과에 기여하는 학교 또는 교사의 노력과 관

련된 변인들이 포함되었다. 김이경(2011)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흐름의

배경에는 당시 미국 노동력의 질 저하와 국가경쟁력 저하가 공교육 부실

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고,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공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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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먼보고서 이후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급 또는 교사 변인의

영향력에 기초한 학교효과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곽수란

(2003, 2007)은 학교효과 연구의 커다란 흐름을 투입-산출 모형, 과정-산

출 모형, 투입-과정-산출 모형 등의 세 가지 모형의 관점에서 비교하였

다. 곽수란(2007)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세 가지 모형들의 관점은 각각 학

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력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는

관점(투입-산출), 동일한 여건에서도 학교내적 과정변인1)의 영향으로 학

생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인 학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관점(과정-산

출), 그리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과 활용을 통해 의미 있는 교

육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관점(투입-과정-산출)을 취한다. 투입

-산출 모형의 관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관점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층위별 과정변인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의 효과 이외에도 학교 또는 교사의 효과(또는 특성)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초기 교사효과 연구는 학교관련 요인 중 교사의 질과 관련된 변인들의

효과분석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김이경(2011)의 구

분에 의하면, 1950년대 이전에는 좋은 교사의 관점에서 교사의 도덕적,

인성적 측면이 매우 부각되었고, 1970년대를 전후해서는 교사의 업무수

행능력의 측면에서 교상의 효과성이 부각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개선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책무성에 초점을

둔 교사의 질적 향상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한편, 교사의 자격, 자격

증, 학력(학위), 교직 경력 등의 변인들이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주로 사

용되었으나 이러한 변인들은 교사의 인사, 승진, 급여 수준결정과 관련하

1) 곽수란(2007)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인

을 과정특성 혹은 과정변인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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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규명되지는 못했다(김이경, 2011; Hammond, 2000;

Heck,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경력이나 학력 대신 수업

(teaching)에 관한 책무성으로 교사효과 연구 내용이 옮겨졌으며,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직접 측정한 후 학교로부터 교사효과를 분리하여 이를 책

무성을 판단하는 제도 도입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김이경,

2011; McCaffery 외, 2003). 이러한 연구 흐름이 가능했던 것은 학교 또

는 교사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학생 수준으로부터 학교나 교사 층

위를 위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다층모형의 적용에 힘입은 바 크다

(Goldstein, 2007; Heck & Thomas, 2015; Raudenbush & Bryk, 2002).

Heck(2009)에 의하면,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에서 대체로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에는 학교의 구

성(예, 학생 수), 학교풍토(예, 성취기대, 안전), 정책과 절차(예, 평가, 훈

육), 학습조직(예, 학생의 그룹화 전략, 교육과정 활동 및 학습활동), 교

사의 질(전문성, 수업기술(skills), 학급 효과성) 등이 포함된다.

학교 교육의 개선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금전적 보상 등의 활용을

위해 등장한 부가가치모형은 교사효과를 분리시킬 수 있는 통계기법의

발달과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모형이

다(Bryk & Weisberg, 1976; Sanders & Horn, 1994; Sanders, Wright,

& Horn, 1997). 부가가치모형 옹호론자들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며, 학업성취도 향상에 교사의 역할

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그들의 주장은 뛰어난 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고

급 인적자원 영입과, 인재에 대한 고급 교사 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이러

한 교육을 받고 길러진 교사들에 의해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이

제공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Barber & Mourshed, 2007; Mou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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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jioke, & Barber, 2010).

교사효과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기여

하는 교사 수준 맥락변인의 효과, 맥락변인 투입 여부에 따른 층위별 변

량의 설명량, 잔차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오

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평

가하고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모형 탐색(강상진, 차인숙, 김성연,

2009; 김준엽, 2010; 김준엽 외, 2011; 성기선, 2008), 기존의 학교 층위에

서 분리된 교사효과 연구(김경희, 임현정, 2008; 김경희, 2009; 김양분 외,

2012), 시간 경과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 학교효과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학생들의 학습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연구

(구남욱 외, 2015; 신진아, 2011; 신혜숙, 민병철, 2012) 등이 있다.

나. 교사효과 연구의 내용 및 방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급별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확인․점검할 수 있

는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자료로 교육적 성과의 주된 준거로 활용된

다(이성은, 천세영, 2015).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교사효과 분

석을 위한 지표로 교사 수준의 변량, 교사 수준 맥락변인의 효과, 개별

교사의 효과 분석을 위한 잔차 등을 활용한 선행 연구들의 내용과 방법

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1) 교사 수준 변량

Sanders, et. al.(1997)는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변량원이라 하였고, Wenglinsky(2002)는 교사효과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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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변인과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외에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교 자원의 영향

력은 거의 없다고 하였던 Coleman, et al.(1966)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Coleman, et. al(1966)에는 교사가 학교의 자원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영

향력이 미미하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Heck(2009)에 의하면, 교사는

학교 내 변량(within school variance)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자원

(individual resource)의 역할과, 학교 간 변량(between school variance)

에 기여하는 학교(또는 조직)의 자원(organizational resource)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학교 내 학생

간 차이와 학교 간 차이에도 교사가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개별

교사의 영향력 보다는 전체 교사들의 영향력 측면에서,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교사 층위의 변량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 변량은 학생 또는 학교 층위와 엄밀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 학업성취도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위

계적 선형모형은 이러한 층위의 구분과 수준별 변량 성분의 독립성을 가

정한다(Goldstein, 2007; Heck & Thomas, 2015; Leeuw & Meijer, 2008;

Longford, 2005; Raudenbush & Bryk, 2002).

2000년대 이후 교사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교사관련 변인이 학교

층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2 수준 또는 3 수준 위계적 선형모형

을 적용하였다. 2수준 연구는 학생과 교사를 연계하거나, 학생과 학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학생과 교사(학급)를 연계한 2 수준 연

구들을 살펴보면, TIMSS 2007 중학교 2학년 수학 자료를 활용한 이희

숙과 정제영(2011)의 연구에서 교사 수준의 변량 비중은 29.85%로 나타

났고, 학생 및 교사 수준의 맥락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의 설명량은

32.6%로 나타났다. TIMSS 2011 중학교 2학년 수학 자료를 활용한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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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이희숙, 김수지(2014)는 전체 변량중에서 교사 수준의 변량이 48.4%

를 차지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수학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사의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의

판단 근거가 되었다. TIMSS 2015 자료를 활용하여 학력수준별로 학급

수준 맥락변인의 차별 효과를 연구한 최지선 외(2017)에서 기초모형의

학급 수준 변량비교에서, 수학교과의 우수한 학력 학생에서는 17.38%,

보통 이하의 그룹에서는 5.56%로 나타났고, 과학 교과에서는 우수 학력

학생 그룹에서 4.05%, 보통 이하 그룹에서 0.49%를 보임으로써, 두 과목

모두 우수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전체적인 영향력이 보통 이하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에 따라 교사의 차별적

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건 모형에서 교사 수준 맥락 변

인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면, 수학교과의 경우 우수 학력 학생에서는

41.29%, 보통 이하 그룹에서는 44.57%로 나타났고, 과학 교과에서는 우

수 학력 그룹 57.65%, 보통 이하 그룹 15.35%로 분석되었다. 교사 수준

맥락변인의 설명력은 교과와 학력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아영과 차정은(2003)은 11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학업성

취도에 대한 교사효능감의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학업

성취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학년말 종합점수를 500점으로

합산 한 후 Z 점수로 표준화된 변환점수이다. 기초모형에서 학급수준의

변량 비중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0.01%, 고등학교에서는 23.246%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급수준 변량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

나고 있는데,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김양분, 임현정, 김난옥(2012)은 2007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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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모형의

교사 수준 변량은 국어 교과에서 24.5%를 차지하며, 수학 교과에서는

2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추가 분석을 통하여 학생의

가정배경과 학교의 배경 변인을 통제했을 때, 학급 및 교사 수준 배경변

인의 2수준 변량은 국어에서 9.9%, 수학에서 18.9% 만큼 추가로 설명되

었다. 또한 학생특성변인을 추가로 통제했을 때, 수업관련 변인이 국어에

서 2.8%, 수학에서 0.8%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특성의 통제 수준에 따라 학급/교사 수준의 변량 설명량이 50%에

육박하는 점을 들어, 각 학급이나 교사에 따른 성취도 차이의 상당 부분

이 학생의 배경 특성 차이에 기인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교사나 학급수준

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가정배경 요인에

대한 통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교사 수준의 변량이 학교 수준의 변량보다 작지 않으

며, 다층모형의 수준 설정에 따라 학교효과의 크기는 상당 부분 다르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 설계에 따라 분석 모형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모형에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생과 학교를 연계한 2 수준 연구에서, 박도영 외(2001)는

TIMSS-R(TIMSS 반복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수학 및 과학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수준별 배경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초모형에서의 학

교 간 변량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학 교과에서는 4.4%, 과학 교과에서는

5.41%로 나타나, 수학보다 과학교과에서 교사의 변량이 큰 것으로 파악

되었다. 박정(2008)은 TIMSS 2003 중학교 2학년 수학 성취도자료를 사

용하였는데, 기초 모형에서 학교 간 변량비율은 5.2%로 나타났고, 조건

모형에서의 비중은 2.5%로 보고되었다. 김수진 외(2013)는 TIMSS 2011

의 수학 및 과학학업성취도 자료를 모두 사용한 연구에서, 기초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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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과에서는 학교 수준 변량 비중은 8.4%, 과학 교과의 경우는

6.05%로 나타났다. 조건 모형의 설명량에서는 수학교과의 경우 학생수준

(41.62%), 학교수준(64.49%)로 나타났으며, 과학교과의 경우 학생수준

(32.02%), 학교수준(63.62%)로 나타났다. TIMSS 2015 자료를 활용한 상

경아 외(2017)에서는 기초 모형에서 수학교과의 경우 학교간 변량비는

9.18%를 보였고, 과학교과에서는 6.11%로 나타났다. 또한 TIMSS 2015

자료를 활용한 곽영순, 박상욱(2018)은 과학학업성취도 상위 5개국(한국,

일본, 싱가폴, 홍콩, 대만)을 비교하였다. 교사 수준의 변량 비율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기초모형에서 6.13%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10.4%, 싱가폴의 50.5%, 홍콩의 45.6%, 대만의 19.2%에 비해 학

교 변량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조건 모형에서 맥락변인의 설명량을 살펴보면, 상경아 외(2017)에서는

수학교과에서는 학생수준에서 29.16%를 보였고, 학교수준에서는 83.79%

로 높게 나타났다. 과학교과에서는 학생수준에서 25.71%, 학교수준에서

83.28%를 보였다. 곽영순, 박상욱(2018)은 과학 교과에서 맥락변인의 설

명력을 살펴 본 결과 학생수준에서 25.71%, 학교수준에서 83.28%로 나

타났다. 두 연구 모두에서 학생 수준 맥락변인에 비해 학교 수준 맥락

변인에 의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맥락변인의 설

명력에 관하여 일본은 학생수준에서 26.2%, 학교수준에서 73.9%로 나타

났으며, 싱가폴은 학생수준에서 13.3%, 학교수준에서 57.6%로 나타났다.

홍콩에서는 학생수준이 11.6%, 학교수준이 54.6%로 나타났으며, 대만에

서는 학생수준에서 35.4%, 학교수준에서 84.8%로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

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학생수준 맥락변인의 설명력은 일본과 비슷

한 반면 싱가폴이나 홍콩보다 맥락변인의 설명력이 높았고, 대만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선(2006)은 한국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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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중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Creemers(1994)의 학교효과 모형이

우리나라 중학교 학교효과 연구 모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기초모형에서 학교수준 변량 비율이 13.21%로 나타났으며, 조건 모형

에서의 설명력은 학교수준에서 49.38%, 학생수준에서 1.96%로 나타났다.

교사관련 변인들(예, 수업의 질, 교사의 열의, 수업집중도, 숙제부여와 상

담정도, 집단화 등)을 포함한 학교수준의 설명변인들이 대량으로 투입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준에서 설명되지 않고 남아 있는 변량이 학교

수준에서 남아 있는 변량에 비해 25배나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기

선(2006)의 연구결과는 다른 후속연구들에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바

이기도 하다. 정철영, 정진화, 오창환(2011)은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1

- 3차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육격차에 관한 가정

과 학교배경 변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언어, 수리, 외국어

척도 점수의 합을 표준화한 점수가 종속변인으로 활용되었다. 기초모형

에서의 연도별 학교 수준 변량의 비율은 13% - 16% 정도의 범위를 나

타내었고, 맥락변인을 통제한 이후의 학교수준 변량 비율은 7% ∼ 13%

정도로 나타났으며, 도·농간 학력 격차는 가정배경 변인의 효과에 기인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민성 외(2012)는 2008년 국가수준 수학

학업성취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초 모형에서 파악된 학교급별 학교 변량의 비중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2%, 중학교 10%, 고등학교 44%로 나타나 고등학교

의 학교 변량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의 학교변량은 가장 낮았다. 조건모

형에서 수준별 맥락변인의 설명량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수준

(15.67%), 학교수준(48.89%)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에서는 학생수준

(26.12%), 학교수준(58.0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수준

(16.09%), 학교수준(61.38%)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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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변인의 설명력이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학생 수준의 설명력은 중학

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2수준 모형을 활용한 것과 달리, 임현정과

김경희(2008), 김경희(2009)는 교사의 층위를 학교층위로부터 분리하였

다. 학교 수준에 포함되어 오던 교사 특성변인을 별도의 층위로 분리하

되 학교 맥락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3수준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학생과는 상위 층위의 위계 관계에 있지

만 학교로부터는 하위의 층위로 교사의 층위를 독립적으로 분리한 사례

이다. 이들은 각각 TIMSS 2003 및 2007 수학성취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행된 교육과정의 효과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김경희(2009)의

연구에서 3수준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생은 학급 또는 교사에 배속되며, 교사 또는 학급은 학교에 배속되는 자

료 구조에 적합한 모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학업성취도는 3수준 위

계구조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셋째, 이전에 이루어진 대부분 연구

들2)은 실제로는 3수준(학생, 교사, 학교수준)의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2수준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학교 수준에 교사변인들이

통합됨으로써 모형에 자료의 구조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넷째, 인

위적인 자료 변환을 통해 모수 추정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다섯째, 교육맥락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사 수준 변량의 비

중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다. 여섯째, 교사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제한된 분석 결과만이 보고되었다. 기초모형에서 파악된 3수준 변량 비

율은 김경희, 임현정(2008)에서는 학생수준(92.09%), 교사 수준(1.07%),

학교수준(6.83%)으로 분석되었고, 김경희(2009)에서는 학생수준(67.71%),

교사 수준(32.22%), 학교수준(0.07%)로 분석되었다. 두 연구는 동일한 수

2) 임현정과 김경희(2008)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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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업성취도 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수준과 학교수준의

변량비율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3수준 모형 하에서 학

교당 교사의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은 점은 교사 수준 및 학교수준의 변

량 분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조건 모형의 설명량을 보면, 김경희, 임현정(2008)에서는 학생수준에서

47.37%, 교사 수준에서는 90.90%, 학교수준에서는 90.40%로 나타났다.

김경희(2009)에서는 학생수준이 38.93%, 교사 수준이 83.80%, 학교수준

이 72.22%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볼 때, 교사 수준과

학교수준 맥락변인의 투입으로 인한 설명력의 증가가 돋보이고, 학생 수

준의 맥락변인을 통제한 이후의 설명량 변화는 김경희(2009)에서 38.93%

만큼 발생하였으며, 김경희와 임현정(2008)에서는 47.37%에 이를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점은 좀처럼 설명량이 늘어나지 않는 학

생 수준 변량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인상적인 결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학업성취도에 관해 학생 수준 변량의

비중은 대체로 60%∼90%에 육박했으며, 학급/교사 수준 또는 학교 수준

의 변량에 비해 월등히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사 수준의 변량 비중도 교과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결코

낮은 비중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에 기여하는 교사 층위의 전체적인 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라 하겠다. 다만, 교사의 층위가 여전히 학교의 층위에 포함되어 분석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사 층위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구분이 필요

해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사의 층위는 학교 층위에 포함되

기도 하고, 별도의 층을 이루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의 학업성

취도에 기여하는 교사 특성 변인은 대부분 학교 특성의 하위 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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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고 있다. 성기선(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수준

에서 설명되지 않은 변량이 많다는 점은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 지속적

으로 확인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학생 변량에 비해 1/25 정도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수준의 변량 중에도 여전히 교사관련

변량이 학교 층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볼 때, 추정된 학교

수준 변량은 여전히 과대평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은 교사 관련 특성 변인이 학교 층위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었을 때 교사 변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양상으로 변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2008)에서와 같이 학교 수준

변인으로 투입된 교사관련 변인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더라도, 학교수준 변인에는 이미 교사관련 변

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대추정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관련 변량원과 학교 관련 변량원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수준 학생-교사 모형은 교사의 층위가

명백히 학생과 위계를 이루고 있지만, 학교와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2수준으로 연계된 교사의 효과에 학교 변량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므로, 학교와 분리된 교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3수준 자료구조는 교육현

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제 데이터에 매우 근접한 사례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사(또는 학급)-학교의 3수준 위계 구조를 고

려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3수준의 층위를 살리려면, 학생-

교사-학교가 서로 1:1:1의 대응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응

관계는 주로 학생과 학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에서는 좀 더 다양한 대응관계가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학생과 교사 간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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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이거나 집단적 관점에서 분석될 수도 있고, 학생의 전학이나 상급

학교 진학, 혹은 동일 교과에 대한 복수의 교사로부터의 수업 등 복잡하

고 다양한 관계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의 층위를 엄격한 위계구

조로 분리하고자 하여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3수준 모형의 경우 대부분 가용한 자료에서는 학교당 교과 교사의

수가 1∼2명으로 학교 내 교사분산을 추정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대한 교사의 효과를

좀 더 엄격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교사와 학생간

의 데이터 연계 작업을 고려하여야 한다(김양분, 임현정, 김난옥, 2012;

Heck, 2009). 구체적으로, 임현정과 김양분(2012)은 수준별 이동 수업 등

으로 인해, 해당 교사가 학급의 일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았을 가

능성을 고려하여, 결과 해석에 제한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교육연구를 위한 자료의 구축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도

2009년 현재 학생과 학생을 직접 가르친 교사를 연계하는 자료의 비중이

30% 미만으로 보고되었는데(Heck, 2012; 박일, 2018 재인용), 우리나라

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사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자료에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와 학생을 연계하고 있지만(김양분, 임현정, 김난옥, 2012) 자료의 접

근성이 높지 않으며,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 역시 학생과 담임교사가 연

계되어 있지만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교사가 연계되지 않아서 학생을 직

접 가르친 교과 교사와의 연계가 이루어진 자료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와 같이 실제 교실현장의 자료 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교

과의 성취도에 기여하는 교사효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정 학

년 내에 특정 교과목의 경우 여러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학년이 경과하면서 학급이나 교과목의 교사 조합이 바뀔 수도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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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교사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횡단적으로는

복수의 교사들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하며, 종단적으로는 교

사와 학급 및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변화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종단연구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마주하는 것

처럼, 수업현장에서 학생들을 실제로 가르치는 다수의 교사들을 학생과

직접 대응시키는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자

료는 학생들과 학생들을 실제 가르친 교사들을 1:1로 연계하고 있지만

수준별 이동수업 등의 이유로 학급 중 일부의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점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임현정, 김양분, 2012). TIMSS 자료를 사

용한 연구들(예, 이희숙, 정제영, 2011; 정제영, 이희숙, 김수지, 2014)에서

는 TIMSS 자료가 가지는 다중소속 특성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추

정 모수의 정확성이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TIMSS 자료처

럼 학생과 교사 간의 배속관계의 구조가 위계적 배속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료구조의 비위계적 배속관계를 반영하는 적절한 모형(예, 다

중소속다층모형)의 적용이 필요하다.

2) 교사 수준 맥락변인 효과

교사 수준 맥락변인의 효과는 대부분 위계적 선형모형에 기초하여 분

석되고 있다. 위계적 선형모형은 학생들이 군집(cluster)을 이루어 학급

에 배속되고, 학급은 다시 학교에 위계적으로 배속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때 학생에게 배정된 교사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학생이 속한 학급의 맥락 또한 학급마다 서로 같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교사와 학급이 배속된 학교 역시 학교들마나 서로 다른 풍토를

지니기 마련이다. 학생 모집단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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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같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맥락을 공유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교사나 학교에 무선적으로 할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학급이나 같은 학교에 속한 학생들 간에는 유사한 맥락을 공유하는데,

이러한 맥락은 학생들의 학업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사들이 가

르치는 학생들의 점수와 교사(학교)효과는 서로 상관을 가지게 된다

(Heck, 2009). 따라서 교사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교사 층위의 구

분이 중요하고, 교사 수준의 맥락 변인을 포함시켜 학업성취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현숙 외, 2013). 왜냐하

면, 유의미한 맥락 변인이 누락된다면 교사효과의 추정에 편파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McCaffrey 외, 2003).

학생과 교사를 연계한 2 수준 연구들에서 이희숙과 정제영(2011)은

TIMSS 2007 중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 학업성취도 점수를 종

속변인으로 교사 맥락변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학생수준에서 부모학

력, 교육포부, 수학흥미도 및 효능감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교사 수준에서는 성별, 동료교사와 수업자료 준비 공유, 연수 내용일부가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IMSS 2011 중학교 2학년 수학 자료를 활

용한 정제영, 이희숙, 김수지(2014)의 연구는 학생수준 변인 중에는 부모

학력, 교육포부, 수학흥미도 및 효능감, 수학과목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

에서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교사특성 변인은 성별에서 부적

영향, 소속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 관계가 나타

났다.

임현정과 김양분(2012)의 연구에서는 2007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

가 자료 중 고1 국어 및 수학 성취도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학업성취 수

준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차별적 효과의 맥락에서 교사

효과를 탐색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자료는 학급을 직접 지도한 교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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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학생과 연계되어 교사의 층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효과

연구에 매우 적절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생

의 학업성취수준 도달여부(이분 변인)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2수준 일반

화 선형모형(HGLM)을 적용하여, 차별적 효과의 맥락에서 교사효과를

검증하였다. 교사특성 변인은 투입 및 과정 변인으로 구분되었으며, 투입

변인으로 교사배경(성별, 경력, 출신학교, 학력), 과정 변인으로 교사 인

식(효능감, 내적만족도, 학생수업 저해), 수업활동 변인(연수참여, 수업준

비, 자기주도학습, 교과별 강조영역)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학생 및 교사 수준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국어

교과의 경우, 학생 수준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수준이

낮을수록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학급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우수하

거나 보통학력 수준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기초학력 도달 수준에

서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과정 변인으로 수업효능감, 연수참여 정

도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업준비 정

도와 문학영역 강조 여부는 보통학력 도달 여부에 정적인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우수학력 도달수준과 관련하여 교사의 경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경력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Hanushek(1997)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수학 교과

의 경우 국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우수 및 보통학력

도달 수준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지만, 기초학력 도달에는 유의한 영향

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라 성취수준별 학생 분포에 다소 차이

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특별시의 경우 우수와 보통학력 학생들의 비율

이 낮았고, 광역시는 우수학력 학생 비율은 낮았으나 기초학력 학생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수준의 가정 배경 및 사회경제

적 배경요인이 통제된 결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학급의 평균 사



- 26 -

회경제적 지위 역시 우수 학력 도달에 큰 영향력을 보였으나, 기초학력

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김양분, 임현정, 김난옥

(2012)의 연구에서는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및 교사요인으

로 학급 평균 SES, 교직 경력, 사범대 출신 여부, 학생으로 인한 수업

저해 정도에 대한 인식, 수업 준비 정도, 문학 영역 강조 여부 등이 포함

되었으며, 수학과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급평균 SES, 학

생으로 인한 수업 저해 정도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교를 연계한 2수준 연구의 관점에서, 박도영 외(2001)는

TIMSS-R(TIMSS 반복연구)에 포함된 150개 중학교, 학교장 150명, 수

학교사 193명, 과학교사 18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 및 과학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배경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의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학생 수준 변인 중

배경(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어머니의 학문적 업적), 방과후 활동(놀

이), 학습동기(진학기대, 과목 선호도, 수업효능감) 외 교실규범 및 수업

중 활동 변인들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학교 변인에서는 학교위

치, 제반교육시설, 수준별 수업, 교사학력, 숙제검사 등에서만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났다. 한편, 박정(2008)은 TIMSS 2003 중학교 2학년 수학성취

도자료와 학생 및 학교장 설문지를 사용하여, 교육맥락변인이 학생의 학

업성취도 수준(상·중·하위권 그룹 학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 수준에서는 교육기대, 학업효능감, 수학에 대

한 가치, 독서시간, 과외여부, 학교행복, 친구들에 대한 기대, 부모기대,

숙제정도, 숙제시간 등이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교사

수준에서는 교사연수,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 학부모 참여정도에 대한

교사의 반응 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정철영 외(2011)는 농촌

지역의 교사 수준 변인으로 교원 수와 평균 학력을 사용하였는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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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성 외

(2012)의 연구에서는 학생 수준 변인 중 부모학력, 사교육여부, 대화정도,

수행목표, 자기조절, 공부시간 등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학교 수

준변인으로는 설립유형, 부모학력 평균, 조직풍토, 행정업무과중, 교사효

능감, 수준별 수업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김수진 외(2013)는

TIMSS 2011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 및 과학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변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학생 수준에서는 보유도서,

학교에 대한 태도, 흥미, 교과에 대한 가치인식, 교과효능감 등에서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학교 수준에서는 재학생의 경제적 배경, 학업성공

강조, 수업활동 빈도 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TIMSS 2015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개인 수준변인과 관련하여

상경아 외(2017)와 곽영순과 박상욱(2018)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학습자

원, 교과학습에 대한 흥미, 교과에 대한 가치인식, 학생의 교육기대 등이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최지선 외(2017)의 연구에

서는 보유도서량, 부모학력, 수업에 대한 인식 척도 등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변인은 학업성공강조(교사 응답척도)와 재학생의 경제

적 배경(교장 응답) 모두 공통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수학 수준별 수업 및

과학실험실 보조인력(교장 응답)은 상경아 외(2017) 및 곽영순, 박상욱

(2017)의 연구에서 유의한 반면, 최지선 외(2017)의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김아영과 차정은(2003)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경력과 교사 효능감 변인

을 활용하였는데, 교사의 경력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

고, 고등학교 교사의 효능감이 낮을수록 학생의 학업적 효능감이 학업성

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현숙, 신진아, 김경희

(2013)의 연구는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표집 자료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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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사의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교사의 직무만족이나 교사효능감이 학교풍토나 교장의 지

도성과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학생의 학업성취를 유의미

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선(2006)은 한국교육종단

연구 1차 연도(2005년도) 중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수준 변인

중에는 교사관련 변인(수업의 질, 교사의 열의, 수업집중도, 숙제부여와

상담정도, 집단화)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사의 열의는 학

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 수업과 교육에 대한 교사의 열의가 높

을수록 학생들의 성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질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사관련 맥락변인들은 학생-교사의 2

수준 모형이나 학생-학교의 2수준 모형으로 대부분 분석된 것을 알 수

있다. TIMSS 자료를 활용한 이희숙과 정제영(2011), 정제영, 이희숙, 김

수지(2014), 최지선 외(2017)의 연구는 학생-교사 수준에서 모형을 구성

하고 있으며, 박정(2008), 상경아 외(2017) 및 곽영순, 박상욱(2017)의 연

구는 학생-학교의 위계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교사 관련 변인들이 어떨

때는 교사 층위에서 분석되고, 어떨 때는 학교 층위에서 분석됨으로써,

때로는 학교수준에서 설명되어야 할 변량의 일부분이 마치 교사 수준의

변량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교사 수준에서 설명되어야 할 효과가

학교 수준에서 파악되는 효과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김이경(2011)

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교사의 층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사효과와 학교효과가 혼재됨으로 이해, 특정

변인간 교락효과(confounding effect) 혹은 효과의 과대/과소 추정의 여

지를 배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2008)에서와 같이 학교 수준

변인으로 투입된 교사관련 변인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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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더라도, 학교수준 변인에는 이미 교사관련 변

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교사관련 변량 외에도 다른 학교 관련 변량들

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교사 수준 맥락변인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TIMSS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에서 가정의 학습자원(부모

의 학력, 도서보유량, 개인 공부방, 인터넷 가용 여부 등)과 교육기대(포

부) 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반면, 교사 수준에서는 학업성공강조

(교사 응답척도)와 재학생의 경제적 배경(교장 응답)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수준별 수업 및 과학실험실 보조인력(교장 응답)은 일관

되지 않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TIMSS 2015 자료를 사용한 상경아 외

(2017) 및 곽영순, 박상욱(2017)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반면, 동일하게

TIMSS 2015 자료를 최지선 외(2017)의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다.

3) 잔차분석

Nye, Konstantopoulos, and Hedges(2004)는 교사효과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의 현재 상태(status)에 관한 학교 내 교사 간 변량성분과 학업성

취도 점수획득에 관한 교사 수준의 잔차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교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보다

교사변량이 크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변량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교

사는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의 이질성에 관계없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효과성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도 축적이 가능하며,

교사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교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효과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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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비교육적 요인(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

경)의 효과를 교사/학교의 효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교사들

간의 효과성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

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을

파악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김준엽, 2010; McCaffrey, et al.,

2003).

부가가치모형은 교사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특성중 어느 일부(예, 배경변인, 자격증 등)가 학업성취도와 강하거나 약

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논의의 깊이를 더할 수 없다고 보며, 학

생들에 대한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가 필

요하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모형이다(McCaffrey, et al., 2003).

부가가치모형에서는 학생들의 검사 점수를 교육적 가치(educational

value)로 보고, 학생들의 획득점수(score gain)을 교사 또는 학교의 공헌

으로 인해 가치에 부가된 척도(value added measure)인 것으로 보았다.

부가가치모형은 새로운 교사평가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동력으로 작동하

였으며, 심리측정학적 또는 통계학적으로도 새로운 세대의 부가가치 모

형의 생성으로 이어졌으며, 교육적 산출물 또는 성과에 대한 정보를 이

해 당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책무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

되었다(Kupermintz, 2003).

대표적인 부가가치 모형으로 영국의 맥락부가가치 모형(Contextual

Value Added Model, CVAM)과 미국의 테네시 부가가치평가시스템

(Tennesse Value Added Assessment Model, TVAAS)가 있다. 영국의

CVAM의 경우 사전성취도 점수를 공변인으로 투입하므로, 검사점수의

척도화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미국의 TVAAS는 척도점수를 필요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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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VAAS에 의하면, 학생의 학습 또는 교육적 진보와 관련하여 교사,

학교, 또는 교육구가 학생의 성장 여부에 미치는 영향(impacts)을 교사효

과, 학교효과, 교육구의 효과(effects)라고 통칭한다. 이들 모형들은 통계

적으로는 불편파적인 혼합선형효과 모형을 사용한 교사효과, 학교효과,

교육구(school district) 효과 예측에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효

과 또는 교사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의 탐색 차원에서 강상진 외

(2009)와 김이경(2011), 김준엽(2010), 이상하 외(2010) 등에 의해 소개된

바 있는데, 학생학업성취도의 향상도 또는 차이점수(실제 값과 예측값

간의 차이)를 교사 책무성의 판단근거로 활용하고 있다(Bryk &

Weisberg, 1976).

학교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비추어 예측되는 성과와 실제 성과 사이

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모형이다(김준엽, 2010). CVAM과 TVAAS를

비교해 보면, CVAM은 공변인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탁월하다. 반면,

TVAAS는 척도점수를 활용하여 매년 중층적으로 효과들을 누적할 수

있고, 각 연도별 효과를 볼 수도 있는 모형으로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

경요인에 대한 통제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모형들에 의하

면 학교효과는 ‘학생들 전체에 대한 학교의 효과가 아니라 개별학생들에

대한 학교효과’라고 정의되며, 학교의 평균 성취도와 학교의 평균 SES

등과 같은 자료들을 통합(aggregation)할 경우 편향적이고 부정확한 추

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김준엽, 2010; 박일, 2018 재

인용).

이러한 모형들은 학교 또는 교사의 층위를 구분하고, 해당 층위 내에

서 발생하는 잔차효과를 통해, 개별 교사 또는 개별 학교의 효과성을 분

석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개별 학교 또는 교사에 대한 교육개선과 보상,

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한 교육정책 함의의 발견을 위해 활용되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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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김이경(2011)은 학교의 순수한 노력에 의해 발생되는 효과로 부가가치

를 정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모형은 아래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3).


  

 
  




  

 
  

  



  

 
  

  
  

 식(1)

식 (1)에서  
 는 연도() 현재 평가 대상 학년()의 점수이고, 

 는

평가받는 학생의 교육구(school district) 평균 점수이며, 
는 평가받는

학년()의 당해 연도 시험점수의 기여도(교사효과)를 나타내고, 
는 오

차를 나타낸다. 김이경(2011)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 부가

가치모형이 적적절한지, 평가 대상의 교과 교사들에 대한 부가가치는 어

떻게 산출할 수 있을지, 상대적으로 성적이 저조한 학교에 다니는 교사

가 성적이 우수한 학교에 다니는 교사에 비해 유리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역기능은 없는지, 평가 모형의 복잡성으로 인해 동료평가나 타

당화 작업의 어려움은 없는지 여부 등은 부가가치 모형이 해결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 Heck(2009)은 책무성에 대한 관심

의 증가에 따라, 특정 학교 내 교사가 다른 교사에 비해 효과적인 교사

인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효과적인 교사가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꾸준히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집단적 교사효과(collective teacher

effects)가 학생 성취도 측면에서 학교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

3) McCaffery, et. al.(2003)과 김이경(2011)의 표현방식을 참고하여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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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던지고, 특정 학교 내에서 교사효과가 축적되는 것과 학생 성취도 수

준에서 관찰 가능한 학교 차별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점에 착안하였

다. 근원적으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교사들에 대한 연계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하며, 학교가 교차(crossed)되거나 교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 적용 가능한 모형으로 교차분류다층모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학년이 경과할 경우 학생들은 학급 담임 교사나 담당 교과 교사

가 바뀔 때, 교차분류다층모형은 학생과 교사의 변경된 조합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Heck, 2009).

4) 자료수집 시 고려할 점

교사효과 분석을 위한 대규모 조사연구를 통한 자료수집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로, 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 이외에 교락 변인

들이 모형에 잘못 반영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

어, 특정의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부터 해당 교사의 정보를 명백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학교와 교사 변인

간에는 교락효과(confound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락

변인의 영향력을 막고자 최대한 효과가 확인된 변인들만 투입하는 방법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가 불완전한 경우도 고려하여

야 한다. 구체적으로, 종단 데이터 수집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별

학생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학생과 교사 간의 연계관계가 누락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시간 경과에 따라 전학을 가거나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당 교사와의 위계관계가 변동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반영하지 않고 정확한 잔차의 추정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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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소속다층모형

가. 다중소속다층모형 적용의 필요성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자

료가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계적 특성이

무시되곤 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이동하거나 교사와의 위계구조가 다중

소속관계로 변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지 않을 때, 이러한 층위 간 배

속구조(예, 다중소속, multiple membership)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간 배속관계의 누락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다수

의 결측 값들이 누락될 경우, 누락된 학생과 교사의 효과 추정에 왜곡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모수의 추정에 상당한 편의를 야기할 수 있

다(Heck, 2009). 이처럼 자료가 순수하게 위계적 다층구조(purely

hierarchical structure)를 가지지만 위계적 속성이 무시된 경우와, 자료가

비위계적 다층구조를 가지지만 비위계적 속성이 무시된 경우에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위계를 이루는 각 층위별 변인의 값을 층위를 무시하고 통합

(aggregation)하거나 분해(disaggregation)함으로써 연구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위 층위의 내변량(within group variance, 예, 학교 내 변량)

이 제거되어, 통합된 변인들 간 상관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의도하지 않

은 효과’4)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통합된 변인간 상관이 마치

4) 변인 값을 통합(aggregation)한 이후 변인 간 상관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로빈슨효과(Robinson effect)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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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준에서 측정된 변인간의 상관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류5)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학생 수준의 결과 추

론에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Goldstein, 1986, 2011; Leeuw

& Kraft, 1986 Raudenbush & Bryk, 2002). 한편, 상위 층위의 변인 값

을 하위 층위의 변인 값으로 분해할 경우에는, 동일한 상위 층위(예, 학

교)에 속한 하위 층위 측정단위(예, 학생들)의 점수는 동일한 값들을 가

지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무선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위

층위 측정단위의 변량원이 모형에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Goldstein,

1986; Leeuw & Kreft. 1986). 그러나, 상위 층위의 변량원이 모형에서

누락되는 경우, 상위 층위 변량의 대부분이 하위 층위의 변량에 녹아 들

어감으로써 하위 수준 변량의 과대추정이 일어날 수 있고, 하위 층위의

고정효과와 관련된 표준오차 추정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정확한

결론의 추론과 함께 통계적 검증력(power)도 약화시키게 된다

(Opdenakker & van Damme, 2000; Tranmer & Steel, 2001).

다층구조를 이루는 자료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해당 다층자료에 적용

해야 할 모형도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모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위계적

선형모형은 하위 층위의 측정 단위와 상위 층위의 측정단위간의 배속관

계가 순수한 위계적 배속구조를 이룰 때만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며, 자

료의 구조가 비위계적 배속구조를 이룰 때는 그 구조에 적절한 비위계적

다층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매우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자료가 비위계적 다층구조를 가짐에도 불구

하고, 비위계적 다층구조가 무시되어 마치 위계적 선형모형인 것처럼 적

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를 들어, 다중소속다층구조를 가지는 자료들

을 일반 위계적 선형모형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연구들(정혜원, 2016,

5)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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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Beretvas, 2011; Browne, Goldstein, & Rasbash, 2001; Chung &

Beretvas, 2012; Fielding & Goldstein, 2006; Galindo, 2015; Grady,

2010; Grady & Beretvas, 2010; Leckie, 2009, 2013; Leckie & Owen,

2013; Leroux, 2014; Leroux & Beretvas, 2018; Luo & Kwok, 2012;

Rasbash & Browne, 2008; Smith & Beretvas, 2014, 2017; Sun, 2012;

Sun & Pan, 2014)에서는 대개 다중소속 자료구조를 무시하거나 제거하

는 전략을 취하여 모형 상세화 오류로 인해 모수 추정에 왜곡이 생기거

나, 상위 층위 변량이 과소추정되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비위계적 다층자료는 그 특성에

적합한 모형을 통해 분석되어야 정확하고 안정적인 모수 추정이 가능함

을 시사한다. 비위계적 다층모형에는 교차분류모형(Cross-Classified

Random Effects Model, CCREM; Meyers & Beretvas, 2006), 다중소속

모형(Multiple-Membership Random Effects Model, MM; Browne,

Goldstein, & Rasbash, 2001; Fielding & Goldtein, 2006; Goldstein,

2011; Goldstein 외, 2000; Chung & Beretvas, 2012; Rasbash &

Browne, 2001), 다중소속-성장모형(Multiple-Membership Growth Curve

Model, MM-GCM; Grady, 2010) 및 교차분류-다중소속다층모형

(Cross-Classified Multiple-Membership Multilevel Model, CCMM;

Grady, 2010, Sun, 2012)등이 최근 소개되었고, 이들 모형과 잠재변인회

귀모형(LVR)이 결합한 교차분류-다중소속-잠재변인회귀모형

(CCMM-LVR; Leroux, 2014; Leroux & Beretvas, 2018)까지 등장하기

에 이르렀다.

교차분류 다층모형은 하위 층위의 측정단위(예, 학생)이 상위 층위의

측정단위(예, 지역, 학교 등)에 서로 교차되어 내재될 때 이에 상세화가

가능한 모형이며, 다중소속모형은 하위 층위의 측정단위(예, 학생)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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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층위(예, 학교)에 한 번 이상 소속되는 자료에 대한 상세화를 가능하

게 하는 모형이다. 다중소속성장모형은 다중소속관계를 이루는 자료구조

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측정되었을 때의 자료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이며, 교차분류다중소속다층모형은 하위 층위의 측정단위가 상위 층

위의 측정단위에 배속되는 관계가 상호 교차될 뿐만 아니라 다중소속관

계까지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모형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이 초등학교 재학기간 전학을 여러 번 다녔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진

학한 이후에도 여러 학교에 전학을 가거나, 혹은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상

세화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교차분류-다중소속-잠재변인회귀모형은 교

차분류다중소속 모형의 초기값을 잠재변인간주하고 종속변인(예, 학업성

취도)통제할 수 있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TIMSS 2015 자료에

입각한 2 수준 다중소속다층모형의 적용과 관련된 다중소속다층모형

(MM)과 MM의 확장을 위한 모형으로 교차분류다중소속다층모형

(CCMM)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나. 다중소속다층구조의 모형화

다중소속다층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자료의 다중소속다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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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에서 S1, S2,…S12는 12명의 학생을 나타내고, T1, T2,…

T6은 6명의 교사를 의미하며, C1, C2, C3은 각각 학교 1, 학교 2, 학교

3을 나타낸다. 배속관계를 맺는 선은 실선과 점선으로 나뉘는데, 실선은

순수한 위계구조를 나타내고, 점선은 다중소속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

어, 학교 C1에서 학생 1과 학생 4는 교사 1과 교사 2에 각각 한 명씩

1:1로 대응되어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학생 2와 학생 3은 각각 교

사 1과 교사 2에 중복 대응되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학생 1은

교사 1에게서만 수업을 듣고, 학생 4는 교사 2로부터만 수업을 듣는 한

편, 학생 2와 학생 3은 두 학생 모두 교사 1로부터도 수업을 듣고, 교사

2로부터도 수업을 들은 경우를 나타낸다. 학교 C2에서는 다섯 명의 학생

들(S5 – S9) 모두가 세 명의 교사들(T1-T3)로부터 직접 수업을 들은

관계를 점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학교 C2에서 다섯 명의 학생 모두는 교

사 1, 2, 3으로부터 학생 : 교사 대응 관계가 1:3의 다중소속 대응관계를

나타낸다. 학교 C3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1:1 대응관계를 이루는 순

수 위계구조를 실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 모두가 1

명의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듣는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위의 [그림 Ⅱ-1]에 소개된 다중소속다층자료를 무선절편모형에 입각

하여 무조건 모형과 조건모형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 (2)와 같다.6) 무선

절편 모형은 무선효과 부분과 고정효과 부분으로 나뉘는데, 무선효과는

무선절편과 관계되며, 고정효과는 회귀계수와 관계가 있다. 무선효과에

해당하는 절편의 상위 층위(예, 2 수준 및 3 수준) 잔차는 0이 아니고,

고정효과(기울기 잔차)는 0이며, 기본적으로 이변량성(heteroscadasticity)

6) Beretvas(2011)의 표기방식을 따라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

에 근거하여 모형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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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정한다. 잔차의 이변량성이 발생할 때 모수의 추정은 ML이나

MCMC를 통한 추정이 가능하며, 추정된 모수의 가설검증은 일반적인

z-test로는 할 수 없으며, ML 추정일 때 –2로그우도 함수를 사용하고,

MCMC 추정일 때는 DIC를 사용한다. 전체 변량은 독립적으로 학생 수

준, 교사 수준 및 학교수준 변량으로 분할되는데, 교사 수준변량은 개별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선생님(들)에게 부여된 가중치에 근거하여, 가중합

으로 계산되는 변량이다. 이 모형은 기울기 보다는 절편(수준별 평균 추

정치)에 관심을 두고 변인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본 연

구에서는 2수준 모형에 입각하여 모형을 소개한다.

1) 2수준 모형

2수준 모형은 학생 층위와 교사의 층위를 다중소속관계로 상세화한

다층모형이다.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학생과 교사 간의

다중소속다층구조를 이루는 학생과 교사 간의 모수추정을 위해 사용된

다.

가) 무조건 모형(기초모형)

1수준 :      ∼
 

2수준 :     
∈

 ∼

통합모형 :     
∈

  식(2)

는 학생, 는 학생과 다중소속관계를 이루는 복수의 교사를 나타내

며,  는 학생 가 다수의 교사와 다중소속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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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학업성취도 점수이다. 회귀계수로는 1수준에서 와 2 수준에서

를 가진다. 는 학생 수준의 변인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을 때 추

정되는 학업성취도의 학생별 평균 추정치를 의미하고, 는 교사 수준

변인들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을 때 교사 수준에서 추정되는 학업성취도

평균 추정치를 의미한다. 는 학생 수준의 잔차를 나타내며,


∈

 는 학생()을 가르친 다수()의 교사()들에게서 발생하는

잔차()들에 대하여 학생별로 할당된 교사의 가중치()들을 곱하여

합산한 잔차의 가중합이다. 
 와 는 각각 학생 및 교사 수준의

독립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생 수준 및 교사 수준 변량을

나타낸다.

나) 조건모형

1수준 :    


   ∼
 

2수준 :








   
  ∈ ∈

  
∼

통합모형 :   


 
  ∈ ∈ 

식(3)

1 수준 모형에서 는 개의 학생 수준 독립변인 가 투입되었을

때의 학생 학업성취도 추정치이며, 는 개의 학생 수준 독립변인

에 대응되는 회귀계수이다. 2 수준 모형에서 
∈

 는 학생()을

가르친 다수()의 교사()들에게서 수집된 개의 교사변인 들에 학생

별 로 할당된 교사 가중치()들을 곱하여 합산한 가중합이며, 다중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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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모형 분석에 사용되는 교사변인의 값이다. 는 교사변인

[ 
∈

]에 대한 회귀계수이며, 는 교사변인 [ 
∈

]이 투입

되었을 때 교사 수준에서 기대되는 학업성취도 추정치이며, 는 1수준

고정효과 와 동일하게 설정된 2수준 고정효과이다. 는 학생 수

준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발생하는 학생 수준 잔차를 의미하며,


∈

는 교사변인이 통제되었을 때의 교사 수준 잔차의 가중합이

다. 
 는 1수준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학생 수준변량이며, 는 교

사 수준 변인들이 통제되었을 때 발생하는 교사 수준의 변량이다.

Chung & Beretvas (2012)는 다중소속다층관계가 무시될 경우 2수준

변량의 과소추정 및 1수준 변량의 과대추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

었으며, Leckie (2009)와 마찬가지로 1수준 고정효과와 무선효과는 과대

추정되고, 2수준 고정효과와 무선효과는 상대적으로 과소추정되는 경향

을 발견하였다. 정혜원 외(2015a)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교수 50개와

학교당 학생수 30명 정도가 확보되었을 때 고정효과(회귀계수)와 학교수

준 변량 추정에서 편의가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은 다중소속다층

구조를 반영하지 뭇하고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할 경우, 2수준 변량은

과소추정이 일어나, DIC값이 높게 나타나 좋지 않은 모형 적합도를 보인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중소속다층구조를

이루는 모형은 일반 위계적 선형모형보다 다중소속다층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모수의 추정의 편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분석을 위한 최소 사례

수의 기준으로 2수준(예, 학교 또는 교사) 사례수 50개(명) 이상, 학교(교

사)당 학생 사례수가 30명 이상일 때 추정상의 편의가 적게 발생함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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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차분류다중소속성장모형(다중소속다층모형의 확장)

교차분류 다중소속관계의 성장모형에 관한 데이터 구조를 그림으로 표

현하면 아래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에서 A, B, C, … V는 각각

학생을 나타내고, 위의 1ES1, 1ES2, 1ES3, 1ES4는 초기 시점에 학생들

이 다닌 학교를 의미하며, 아래의 2+ES1, 2+ES2, 2+ES3, 2+ES4는 두

번째 이후의 시점에 학생들이 다닌 학교를 의미한다.

[그림 Ⅱ-2] 교차분류다중소속성장모형 (Grady & Beretvas, 2010)

위의 그림에 의하면 모든 학생들은 첫 번째 학교에 순수위계 구조로

연계되어 있으며, 두 번째 이후에 다닌 학교를 의미한다. A, B 학생의

경우 두 학생 모두 첫 해와 두 번째 이후까지 같은 학교(ES1)에 다녔으

며, 학생 C는 첫해에는 ES1 학교에 다녔지만 두 번째 이후에는 ES2 학

교로 이동하였다. 학생 D는 첫해에 ES1학교에 다녔지만, 두 번째 이후

에는 학교 ES1과 ES3에 복수(multiple membership)로 다닌 것을 시각

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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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2수준:     

3수준:








   

     
∈


식(4)

식 (4)의 1수준 모형에서  는 첫 번째 학교()과 두 번째 이후

학교들()에 다중소속되어 있는 학생()가 시점()에 획득한 점수이고,

는 초기상태의 점수 추정치, 는 시간 경과에 따른 성장

률을 나타내며, 는 개별 학생에 대응하는 시점(time point) 변인

을 나타내고, 는 1수준 잔차이다. 2수준 모형에서 는 절

편으로서 학생 수준에서 기대되는 학업성취도 평균 점수이며, 는

학생 수준 평균 잔차를 나타내고, 는 학생 수준의 평균 성장률

을 의미하며, 는 평균 학생 수준 성장률에 관한 잔차이다. 

는 학교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균 추정치이며, 는 학교 수준의 평균

추정치로부터의 잔차이다. 와 는 각각 학교 수준의 성장률 평균

추정치와 그에 대응되는 잔차를 나타내며, 
∈

 는 학생들이 다

닌 복수의 학교들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 학교수준 평균 추정치에 대한

잔차들의 합이다. 교차분류다중소속모형의 성장모형은 다중소속 모형에

대한 확장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다중소속관계의 변화

를 교차분류의 측면에서 모형화한 것이다. 정혜원(2016)은 ICC 크기 (.15

와. .25), 학교 사이즈(50개, 100개), 학교당 학생 수 규모(20명과 40명),

교차율(20%, 40%)를 고려하였고, 이동성 비율(10%, 20%)을 사용한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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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연구에서 교차분류다중소속구조(CCMM)를 무시할 경우, 위계적

선형모형과 교차분류모형에서는 편의와 함께 높은 DIC 값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대체로 50개 이상의 학교와 학교당 학생 수는 40명 정도에

서 편의가 덜한 모수추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라. 다중소속다층모형의 추정방법

Fisher(1922, 1925)의 생물학 관련 실험연구자를 위한 통계 추정 및 유

의도 검증의 원리와 Neyman(1937), Neyman & Pearson(1928)의 신뢰구

간 추정과 가설검증에 관한 이론에 힘입어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은 1980년대까지 통계추론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왔다. Fisher의 ML은 우도함수에 미분을 취하여 얻은 곡률

(curvature)을 활용한 추정에 기반한다면, 베이지언 추정은 적분방법을

취하여 고차원적인 사후분포에 대한 근사값을 제시하는 방식의 추정에

기초한다.

다중소속다층모형의 모수는 MCMC 방법을 통해 추정된다. MCMC는

Markov Chain을 활용한 Monte Carlo 적분을 의미하는데, Monte Carlo

적분과 Markov Chain이 결합된 방법이다. Monte Carlo 적분은 알지 못

하는(unknown) 모수들의 결합사후분포로부터 모수 표본들을 생성하는

방법으로서, 적분을 사용하여, 추출된 표본들의 평균값들을 모집단의 기

댓값에 근사시킨다.

ML은 모수의 추정치가 점추정치에 수렴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는 반

면, MCMC는 사후분포를 추정하기 때문에 모수에 대한 단순 점 추정

값을 제공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갖지 않는다(Gilks, et. al., 1996;

Draper, 2008). Markov Chain은 표본을 안정적으로 표집할 수 있도록

매우 잘 구조화된 연쇄를 구성하는 방법이다(Gilks,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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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C는 Markov Chain을 비교적 오랫동안 실행시킴으로써 다수의 안

정적인 표본들을 표집하고, 표집된 표본들로부터 모수 값들의 사후분포

를 도출하며, 도출된 분포에 대해 Monte Carlo 적분을 실시하여 모집단

모수에 근사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Gilks 외, 1996).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MCMC는 주로 베이지언(Bayesian) 추리통계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베이지언 통계의 관점에서는 통계모형 내

모수와 관찰변인을 모두 무선변인으로 간주한다(Gilks et al., 1996;

Leeuw & Meijer, 2008). 를 관찰자료라고 하고, 는 결측치를 포함한

모수라고 하면, 모든 무선통계량들에 대한 결합분포 가 설정된다.

이때 결합분포  는 아래와 같이 사전분포  와 우도함수 7)

의 두 부분의 곱으로 이루어지며, 아래와 식(5)와 같이 표현된다.

 =   식(5)

사전분포의 모수는 초모수(hyper parameter)라고도 불리는데, 초모수

의 값은 추정해야 할 모수에 관한 사전 지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된

다(Leeuw & Meijer, 2008). 관찰자료 에 조건화된, 관찰되지 않은 의

사후 분포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데, 이 분포는 베이지언 정리

(bayesian theorem)로 불리며 모든 베이지언 통계에서 핵심이 되는 분포

이다.

 
 

식(6)

 ∝    식(7)

7) 이 때의 우도함수는 최대우도추정법에 사용되는 그 우도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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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8)

베이지언 정리에서 사후분포는 추정해야 할 모수들에 관한 기본 정보

를 모두 포함하는데, 사전정보와 표본에 담긴 정보를 모두 가진 것으로

가정한다. 데이터가 모두 수집된 이후에 좌변의 는 (알 수 있는)

관찰통계량 를 가진 모수 에 관한 확률분포이다. 식 (6) 우변의 분모

항 는 상수이며, 분자의 는 데이터가 수집되기 전에 주어진

모수 에 대한 통계량 의 추정을 위한 결합표본분포  

이다. 모든 데이터를 ‘알게 된 이후’에  는 고정된 값에서의 모수

에 관한 함수로 해석되며, Fisher(1922, 1925)는 이를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 라고 불렀는데, 상수(>0)가 곱해질 때만 이

함수가 결정될 수 있고, = 로 정의된다. 베이지언 추정에서

는 이 상수를 정하는 것이 우도함수의 적분 값을 1이 되게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위의 첫 번째은  = 로 다시 작성될 수 있는데,

이 식을 통해 단변량 의 사후분포 계산이 이루어진다(Draper, 2008).

한편, 모수 에 관한 사전분포  를 어떤 분포로 취할 것인지 여부

가 관건이다. 모든 베이지언 추론에 관한 사전분포는 크게 확산 사전분

포(diffuse prior)와 불확산 사전분포(non-diffuse prior)의 두 가지 종류

가 있다. 확산 사전분포(diffuse prior)의 경우 관심 모수에 관한 사전지

식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적절하며, 이와는 반대로 불확산 사전분포는 관

심 모수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고정효과 추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확산 사전분포를 위계적 선형모형

에 적용시켜 베이지언 추정방법을 사용한 결과, 중간 혹은 그 이상의 크

기를 가지는 표본의 경우 고정효과에서 확산 사전분포의 기능을 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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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지 않다(Draper, 2008).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MLwiN에서는 고

정효과 추정에 관한 확산사전분포로 부적절 사전분포(improper prior)를

사용한다. 부적절 사전분포는 실수(real number) 공간에서 균등분포

(uniform distribution)를 가정하는데, 이는 함수적으로 매우 큰 변량을

가지는 가우시안 사전분포와 동등한 결과를 제공한다.

무선효과 추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위계적 선형모형에서는 하위

층위의 사례 수(예, 학생 수, N)가 상위 층위의 사례 수(예, 학교 수, J)

보다 크지만, 모수추정에 필요한 유효 사례 수가 하위 층위(N)보다 상위

층위(J)에 가까울 때는, 확산사전분포 선정 방법에 따라 수행결과에 차이

가 있었다. 이는 사례수가 매우 작음으로 인해 우도함수의 정보가 매우

약하여 상위 층위의 간 변량의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적절

사전분포 대신 적절 사전분포(proper prior)를 사용한다. MLwiN에서는

고정효과 추정을 위해 부적절 사전분포를 사용하고, 무선효과 추정을 위

해 적절 사전분포를 사용함으로써, 고정효과 및 무선효과 모두 적절 사

후분포(proper posterior)를 제공한다. 고정효과를 위한 부적절 사전분포

와 무선효과를 위한 적절사전분포는 각각 균등분포와 역감마(inverse

gamma) 사전분포를 따른다. 무선기울기모형(random slopes models)과

같이 모수의 공변량 행렬에 기반한 변량 추정을 다룰 때에는 역감마 사

전분포의 다변량 일반화에 해당하는 Wishart 분포도 사용된다. Wishart

분포는 추정되어야 할 모수들이 다변량 정규성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 사

용될 수 있는 사전분포의 한 종류이다(Draper, 2008).

MCMC 추정에서 확산 사전분포를 사용한 모수추정의 경우, 모형에 대

하여 ML 추정치를 먼저 구하고, 추정된 ML 추정치를 MCMC 초기 값

으로 투입하여 추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ML추정치를 통한 사후추정 값들의 최빈치 또는 평균값과 ML 우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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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댓값이 매우 근접해지기 때문이다.

에 관한 함수를  로 정의하여 위 식 (8)을 좀 더 일반화하여  

에 대한 사후기대치(posterior expectation),  를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식(9)

위의 식(9)에 근거하여 를 계산한 후 베이지언 추론에 활용하

게 된다. 다만   가 매우 고차원적일 때는 값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결과의 정확성도 결여되기 쉽다는 난점이 있다.

MCMC는 이와 같은 사후분포들의 고차원적인 적분의 해(solution)를 직

접 계산하기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후분포 추출의 방법을 통해, 이

러한 난점을 해결하려는 접근을 취한다(김달호, 2013; Browne, 2012,

2017; Gilks et al., 1996).

위의 식을 베이지언 통계와 고전통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Gilks et al, 1996).

   


식(10)

여기서 는 의 분포를 가지는  개의 무선변인이다. 베이지언 통

계의 관점에서는 에 ‘모수’와 ‘결측치’가 반영되며, 고전통계8)에서는 

8) 베이지언 통계학자의 입장과 구분되는, 기존의 통계학자들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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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데이터 또는 무선효과가 반영된다. 베이지언 통계에서  는 사후분

포를 의미하며, 고전통계에서는 우도(likelihood)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식의 분모 부분은 일종의 전체적인 분포를 나타내며, 그 역수

  


를 적분상수라고 하는데, 이는 위계적 선형모형

에 사용하는 정확도(precision)에 대응된다. 본질적으로 MCMC는 식

(10)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MCMC를 Monte Carlo 적분과 Markov Chain 순으로 간단히 소개한

다. 먼저, Monte Carlo 적분은 분포를 가지는 를 표집하여 

를 아래와 같이 근사시킨다.

 ≈ 
 
  



  ,     식(11)

식(11)에 의해, 의 모집단 평균은 하나의 표집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는데, 이 때 표본들  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면, 표본의 크기()9)

가 클수록 모집단 평균에 매우 가깝게 근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

Frequentisi(빈도주의자)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논문에서는 고전통계로 표현하였

다. 베이지언 통계는, 주어진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선행적으로 알고 있는 믿

음이나 생각들에 근거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기본적인 절

차는, 알지 못하는 모수를 추정해야 할 상황이 생기고, 그 때 선행적인 믿음을

사전분포에 대입한다. 이후, 통계적 분포를 가진 자료를 수집한 다음, 최대우도

추정방법에 기초한 우도함수를 생성한다. 이어서, 사전 자료와 최대우도함수를

결합하여 사후 분포를 도출하는데, 이때의 사후분포로부터 제공되는 값을 사용

하여 통계적 추론을 하게 된다.

9)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은 데이터(자

료)의 고정된 사례 수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통제 하에 조

정이 가능한 표집반복 추정 횟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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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는 특정 분포 를 가지며 상호 독립적인 표집을 추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포 를 가지는 상호독립적인 표집 를 임의적

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방법 중 하

나가 정적인(stationary) 분포 를 가지는 Markov Chain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일련의 무선변인  을 생성함에 있어서, 시간()이  ≥ 이

라고 가정하고,    은 현재 시점의  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분포

      로부터 추출된다고 하면,  는 이전의 변인들

    로부터는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수열

(sequence)을 가진다고 할 때, 이 수열(sequence)를 Markov Chain이라

고 한다. 분포 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이커널(transition

kernel)이라고도 불린다.

(초기상태)가  (현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chain)를 가정하

면, 이때의 분포는   인데, 중간변인(혹은 연쇄)들    

은 분포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는 로부터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는다. 위의 값을 계속 추정할 경우, 초기 값은 원래의 초기상태로부터 점

차적으로 벗어나게 되며, 시간 와 초기상태 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분포(stationary 또는 invariant distribution), 에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 가 점점 증가할수록, { }는 의 종속표집인 것처

럼 보이게 된다. 달리 말하면, 충분한 반복추정(iteration)을 통한 burn-i

n10)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변인 값들{  ;  =   }은

의 종속표집이 되는 것이다. 가  부터 까지의 반복추정 과

10) MCMC에서 초기상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된 분포에 진입할 때까지 

를 증가시켜서(여기서는   까지), Markov Chain을 반복추정하는 과

정이며, burn-in chain 이라고도 한다. 안정적인 분포에 도달할 때까지의 반복

추정과정일 뿐, 실제추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51 -

정11))을 거친 후, 얻어지는  의 추정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MCMC 추정의 결과로 제시되는 모수들은 이 원리에 의해 계산된다

(Gilks et al., 1996)12).



 
   



   식(12)

점추정 방식에 기반한 ML과는 달리, MCMC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하

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구간추정 방법을 제공한다(Browne, 201

7)13). 베이지언 신뢰구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모수의 변량 추정과 관

련하여 비정규 사후분포를 반영하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변량의 비대칭적인 구조는 실제로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을 때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우이기도 하다(Draper, 2008; 2009). 위계적

선형모형에서 ML 추정 모수 및 표준오차와 관련한 문제점은 상위 층위

의 사례 수가 적을 때 구간 추정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가우시안(Gaussian) 정규분포를 따르는 종속변인을 사용한 모

형에서 95% 신뢰구간 추정치가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신뢰구간의

11) Markov Chain의 과정중, burn-in chain 이후의 과정으로, 안정적인 분포

로부터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장시간(    ) 반복되는 과정이

며, monitoring chain이라고도 한다. 실제 추론에 사용될 모수를 반복적으로 추

정하는 과정이다.

12) 이 값을 에르고딕 평균(ergodic average)이라고도 한다(Gilks 외, 1996)

13)     회까지 반복추정되는 동안, p회마다 자료를 얇게

잘라서(thinning),


개 만큼 모수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때



를 MCMC의 sample size라고 한다. 이들 모수 값들의 평균값(posterior means:

예, mean coefficients, mean standard deviations, mean variances)이 추론을

위한 최종 모수값으로 사용된다.



- 52 -

복원율(coverage)14)이 실제로는 95%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표본의 수가 적을 때, ML추정은 결과를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신

뢰구간 추정을 위한 무선변량을 계산할 때, 실제의 변량이 양(+)의 값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최대우도함수 값이 0 부근에 이르렀을 때는 0 쪽으로

매우 심한 편포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는 다르게 MCMC 추정에서는

우도함수의 최댓값을 대신 적분을 취하여 변량을 추정하므로 표본의 크

기가 작을 때에도 ML보다 더 나은 변량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

(Draper, 2009).

Markov Chain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깁스샘플러(Gibbs

Sampler) 방법(Geman & Geman, 1987)과 메트로폴리스-헤이스팅스

(Metropolis-Hastings, MH) 방법(Hastings, 1970; Metropolis et al.,

1953)이 있다. MH 방법이 일반적인 틀을 제공한다면, 깁스샘플러는 MH

방법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Gilks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MLwiN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MLwiN은 각각의 모

수 추정을 위해 사전분포를 제공한다. 고정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균등분

포를 사용하며, 변량추정을 위해서는 감마분포 또는 Wishart 분포를 기

본값(default)으로 제공하고 있다.15) 다층모형에서는 변량의 역수 개념으

로 정확도(precision)를 사용하고 있는데, MLwiN에서도 정확도를 사용

한다. TIMSS 자료의 분석을 위해 MLwiN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깁스

14)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합친 확률(Draper, 2009)

15) 사전분포 값으로서, 고정모수() 추정을 위해서는 ∝을 가정하는 균

등분포(unifor distribution)를 사용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크기만 제공하는

수치변량(scalar variance) 추정을 위해서는 


∝ 로서 매우 작은 을

가정하는 감마분포를 가정하며;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 무선변량행렬은

(  ∝ 
 [는 변량행렬의 행의 수]인 Wishart 분포를 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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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러 방법 위주로 간략히 소개하며, MH 방법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

다.16)

깁스 샘플러는 기본적으로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다만, 다차원의

결합확률분포가 매우 복잡하여 직접 무선표본을 생성하기 어려운 경우,

각 변수의 조건확률분포로부터 무선표본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면, 양정치

행렬을 만들기 위한 정규성 규칙(regularity condition) 하에서 이들의 극

한분포가 결합확률분포가 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 방법은 조건분포

로부터 반복적으로 생성된 난수들이 결합확률밀도함수를 극한분포로 갖

는 벡터 Markov 연쇄를 구성하는데, 각 변수의 조건확률분포로부터 생

성된 무선표본의 분포는 각 변수의 주변확률분포가 된다. 확률변수가 여

러 개인 경우로 일반화시켜,     
 17) 의 결합사후확률분포

로부터, 초기값   
 

 
  을 설정하여, 첫 번째 반복

추정을 위한 깁스샘플링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




 
 

16) MCMC 반복추정에서 일단 안정화(equilibrium)에 도달하면, 수만 번의 반

복추정을 통한 MH 알고리즘이 매우 높은 자기상관을 갖는 모수들을 추정해내

는 과정이 이어진다. MH 방법은 적분상수를 알지 못할 때, 적분상수를 대체하

기 위한 proposal distribution(예측분포)를 사용하는데, 이때 예측분포는 어떠한

종류의 분포라도 무방하다. MLwiN은 적분상수에 해당하는 사전분포를 이미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깁스샘플러 방법 위주로 설명한다. 깁스샘플러를 사용하는

통계 소프트웨어로는 Bugs (Bayesian Using Gibbs Sampler), WinBUGS,

JAGS(Just Another Gibbs Sampler)(Hornick, Leisch, & Zeileis, 2003),

MCMCglmm (등이 있다. Gibbs Sampler와 MH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Hastings (1970), Gilks 외(1996), Metropolis 외(1953)을 참고하라.

17) 여기서 T는 전치(Transposition)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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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13)

이 과정을 K번 반복할 경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식(14)

이러한 반복추정(iteration)을 거쳐 깁스 샘플    


 
 

를 얻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m번 반복할 경우 얻어지는 깁스 샘플


 , 

 , 
 , ⋯ 

로부터 사후평균과 사후변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된

다.

Leckie(2009)는 MM 모형간의 상대적 모형적합도 비교를 위해

DIC(Deviance Information Criteria; Spiegelhalter, et. al., 2002)를 활용

하였다. DIC는 Bayesian 모형 선택을 위해 비위계적 다층모형의 모형적

합도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준거이다. 위계적 선형모형의

ML 방법을 통해 추정된 변량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z-test와

는 다른 유의성 검증 방법을 사용하며, 작은 값을 가질수록 모형적합도

가 좋다고 해석한다. 배속구조를 가지는 두 개의 모형 비교에서도 사용

되는데, 모형 적합도 개선의 기준은 경험칙(rule of thumb)으로 5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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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t, & Fu, 2006) 또는 10 (Leckie, 2009) 정도의 크기를 사용한다. 두

개의 배속된 모형간 DIC 값의 차이가 5 또는 10 이상 날 경우, 모형 적

합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MM이 HLM에

비해 일관되게 낮은 DIC 값을 보인다(정혜원, 2016, 2017; Beretvas,

2011; Chung & Beretvas, 2012; Fielding & Goldstein, 2006; Grady,

2010; Grady & Beretvas, 2010; Leckie, 2009, 2013; Leckie & Owen,

2013; Leroux, 2014; Leroux & Beretvas, 2018; Luo & Kwok, 2012;

Rasbash & Browne, 2008; Smith & Beretvas, 2014, 2017; Su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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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동일

교과목에 대해 여러 명의 선생님들로부터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

상황, 또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등의 실제 학교 현장 상황

에 근접하는 다중소속다층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향후 실시될 고교학

점제 등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보편화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

여, 종단데이터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사효과 연구가 수

행될 수 있도록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합한 자료로

수학·과학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he Trend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2015년도 한국 중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학교 자료를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학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 과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자 학습 결손의 누적이 아직

심화되지 않은 시기로 볼 수 있고, 초등학교에 비하여 학생 및 학교간

학력 격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김민성 외, 2012), 고등학교에 비해

학생 또는 학교간 학력격차의 심화와 고착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 적

기 때문이다(이현숙, 신진아, 김경희, 2013).

TIMSS 2015 한국 중학교 2학년 자료는 도시화(3수준: 도시, 근교, 시

골)와 학교성별 유형(3수준: 남, 여, 공학)의 층(stratum) 변인을 고려하

여 표집된 자료이다. 2단계 층화군집표본설계에 따라 150개 중학교가 먼

저 표집되고, 표집된 학교 내에서 1-2개의 학급이 표집된 후, 표집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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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속한 전체 학생들이 검사에 참여하였다. TIMSS 2015 한국 중학교

2학년의 대상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3,007개의 중학교에 재학했던

587,190명의 학생들이었고, 대상 모집단으로부터 150개 학교와 5,309명의

학생들을 표집하였다. TIMSS 2015의 관심 표집대상은 아니었지만, 표집

된 학교에 소속되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수학교사 310명, 과학교사

215명도 학생들과 연계되어 자료에 포함되었다. TIMSS 2015 한국 중학

교 2학년 표집 자료에 포함된 학생, 교사, 학교의 현황을 <표 Ⅲ-1>에

제시하였다.

TIMSS 2015 자료는 이전 주기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실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근거하여 국가간

학업성취도 비교연구를 위해 수집되었다. 또한 TIMSS 자료는 표집학교

에서의 수업에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과 그들을 직접 가르친 교과 교사는

식별 데이터가 1:多 구조(다중소속다층구조, multiple-membership

multi-level structure)를 이룸과 동시에, 수학·과학 교과별로도 연계된

(linked)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다른 자료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Ⅲ-1> TIMSS 2015 한국 중학교 2학년 학생 표집 및 교사

대상 모집단 표집 교사

학교 학생 학교 학생 수학 과학

3,007개 587,190명 150개 5,309명 310명 215명

(출처: Martin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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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 선정

본 연구에서는 다중소속다층모형의 관점에서 한국 중학생의 과학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효과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종속변

인으로는 과학 학업성취도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과학교과를 선정한 가

장 주된 이유는 TIMSS 2015의 과학성취도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다

수의 선생님이 학생들과 직접 연계되어 있고, 이러한 다수의 선생님들로

부터의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 효과의 분석에 주된 관심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과학교과 성취도 검사는 생물, 화학, 지구과학, 물리 등의 내용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알기(knowing), 적용하기(applying), 추론하기

(reasoning) 등의 인지 영역의 관점에서 문항들이 분배되어 있다. 행렬표

집설계(matrix sampling design)에 따라 소검사지 14종 중 어느 하나의

검사지에 할당된 검사 문항에 대해 학생이 검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과학학업성취도 점수는 학생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개별 학생당 5개

의 측정유의 값(Plausible Value, PV)형태로 부여된 값들이다. 이 값들은

TIMSS가 처음 시작된 1999년도부터 매 주기별로 학업성취도 추이변화

경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등한 점수의 맥락에서 평균 500, 표준편차

100으로 척도화된 표준화 점수이다(Martin, et al., 2016).

독립변인으로는 학생, 교사, 학교장의 교육 맥락변인 점수들을 활용하

되, 선행연구들(곽수란, 2003, 2007; 곽영순, 박상욱, 2018; 김경희, 임현

정, 2008; 김경희, 2009; 김민성 외, 2012; 김성식, 2007; 김수진 외,

2013a; 박도영 외, 2001; 상경아 외, 2017; 이현숙 외, 2011; 최지선 외,

2017)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주요 교육맥락변인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변인을 사용한 이유는 층위별 변

인간의 교락효과(confounding effect)를 막고, 중요한 변인의 누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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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추정의 편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을 층위별로 살펴보면, 학생 수준에서는 성별, 학생

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기대 변인을 사용하였다. 학생 수준의 변인들은

교사 수준의 맥락변인의 효과 분석을 위한 개인 수준 효과의 통제를 위

해 사용되었다. 학생 수준 교육맥락변인의 문항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의

<표 Ⅲ-2>에 제시하였다.

<표 Ⅲ-2> 학생 수준의 교육맥락변인

변인 문항 내용 응답범주

성별 학생의 성별 0) 남학생, 1) 여학생

가정의

교육자원 척도

가정에 보유한 도서

수

1) 0-10 권

2) 11-25 권

3) 26-100 권

4) 101-200 권

5) 200 권 이상

가정별 학습 지원수단

의 수

1) 전혀 없음

2) 인터넷 또는 개별 공부방

3) 인터넷과 개별 공부방 모두

부모님 각자의 최종

학력

1) 무학,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학교 저학

년 수료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 졸업

5) 대학교 졸업 이상

교육기대
학생 본인의 교육

기대 수준

1) 중학교

2) 고등학교

3) 전문대학

4) 단기학사과정

5) 4년제 대학

6)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성별 변인은 여학생을 1로, 남학생은 0으로 코딩한 더미변인을 사용하

였고,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가정의 교육자원 척

도점수를 사용하였다. 이 점수는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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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정별 학습지원 수단의 수’, ‘부모님 각자의 최종 학력’의 하위 변인

들을 포함하여 국제 평균 10, 국제 표준편차 2의 분포를 가진 척도점수

이다. 가정의 교육자원 척도 하위문항으로 ‘가정의 보유도서 수’ 변인은

10권 이하, 11권 이상 25권 이하, 26권 이상 100권 이하, 101권 이상 200

권 이하, 201권 이상의 5단계 응답범주를 가지며, ‘가정별 학습지원 수단

의 수’ 변인은 가정별 학습지원 수단이 전혀 없을 때, 인터넷 또는 개별

공부방 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경우, 인터넷과 개별 공부방 모두 가질 경

우 등 3단계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부모님의 최종 학력’ 변인은 부모님

각자의 최종학력이 중졸 미만일 경우 1, 중졸 2, 고졸 3, 초급대학 졸업

4,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등 5 단계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학생 본인이 어

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고 싶은지를 묻는 교육기대 변인은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대학, 단기학사과정, 4년제 대학,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의 총

6단계 응답범주를 가진다.

교사 수준에서는 교직경력, 교사효능감, 학업성공 강조, 교직만족도, 교

수방법(1-3)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원래의 설문에 포함된 교사 수준 교

육맥락변인들의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교사의 교직경력 변인은 교사의 근무연한을 연(year) 단위로 기록한

값이며, 교사효능감은 과학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자신감을 묻는 변인

으로, 각각의 문항들은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역코딩되어, 낮음, 중간, 높

음, 아주 높음의 4단계 응답범주를 가진다. 학생들에 대하여 수업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묻는 문항과 실험을 통한 원리 및 개념설명

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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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교사 수준의 교육맥락 변인

변인 문항내용 응답범주

교직경력 해당 교직에서 근무한 연수 실제 근무 연수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1
학생들이 과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자신감

[역코딩]
1: 낮음
2: 중간
3: 높음
4: 아주 높음

교사효능감2
과학실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와 개념 설명을
해주는 것과 관련된 본인의 자신감

학업성공
강조

학교의 교육과정 목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역코딩]
1. 매우 낮음
2. 낮음
3. 중간
4. 높음
5. 매우 높음

교사들의 학교 교육과정 실시 성공정도

학생성취도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

학생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사들간의 협업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교사들의 능력

학교활동에 있어서의 학부모들의 참여

학생의 학습준비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위한 학부모들의 지원

학교가 높은 학업기준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학
부모들의 압력

학교에서 잘 지내기 위한 학생들의 열망

학교 학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학생들의 능력

교내 우수한 교우들에 대한 학생간의 존중

수업계획수립을 위한 학교 리더쉽과 교사들간의
협력

교직만족도

교사로서 직업에 만족

[역코딩]
1. 전혀 없음
2. 가끔
3. 자주
4. 매우 자주

이 학교에서의 ‘교사인 것’에 대한 만족

나의 일(직업)이 매우 유의미하고 유목적적인 일
로 가득차 있다고 느끼는 정도

나의 직업에 열정을 느끼는 정도

나의 일(직업)이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

할 수 있는 한 계속 교사를 할 것인지 여부

교수방법

교수방법1
과학수업을 학생의 일상생활과 관련짓는 정도

[역코딩]
1: 전혀 하지 않음
2: 몇몇 수업에서 함
3: 수업의 반 정도 함
4: 거의 모든 수업에서 함

교수방법2
교실 수업의 수준을 훨씬 넘는 연습에 도전하
도록 학생들에게 요구(ask)하는 정도

교수방법3
새로운 수학(과학)학습 내용의 설명을 통해 학
생들에게 수업관련 동기부여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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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공강조 변인은 학생의 학업성공을 강조하는 학교 분위기를 묻는

14개 문항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국제평균 10, 국제표준편차 10으로 척

도화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14개의 문항은 학교의 교육과정 목표에 대한

이해와 성공정도,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와 협업, 학생

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학부모들의 기대와 참여, 노력, 지원 및 압

력, 학생들의 열망과 능력 및 상호존중, 그리고 교사와 리더쉽간의 협력

등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코딩된 응답은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의 5단계 범주를 가진다.

교직만족도 변인은 교사로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7개 문항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국제평균 10, 국제표준편차 10으로 표준화한 척도점

수를 사용하였다. 교직만족도에 관한 7개의 문항은 교사라는 직업의 만

족, 소속 학교 교사인 것에 대한 만족, 교직이 가지는 의미, 열정, 동기부

여, 자부심, 교직 지속 여부 등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를 묻고 있다. 역

코딩된 응답범주는 전혀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의 4단계 범주를 갖

는다.

교수방법 변인은 과학 교과의 실제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변인으로서 각각 세 가지의 교

수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수업을 관련짓기’(교수방법

1), ‘교실 수업의 수준을 넘는 연습에 도전하도록 학생들에게 격려하기’

(교수방법 2), ‘자주 새로운 과학 학습 지식과 개념을 설명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도록 격려하기’(교수방법 3) 등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하지 않음, 몇몇 수업에서 함, 수업의 반 정도 함, 거의 모든 수업에서

함 등의 4단계로 역코딩된 응답범주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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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코딩

종속변인
§학업성취도 측정유의값 5개
[PV1, PV2, PV3, PV4, PV5]

· 수학 및 과학 성취도 표준화 점수
(국제평균 500, 국제표준편차 100)

학생수준
독립변인
[통제변인]

§성별 · 여학생 1, 남학생 0

§가정의 학습지원 척도
:보유도서, 인터넷, 개인 공부방, 부/
모 각자 학력의 척도환산 점수

· 학생-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국제평균 10, 국제표준편차 2)

§교육기대

1: 중학교
2: 고등학교
3: 전문대학
4: 단기학사 과정
5: 4년제 대학
6: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교사 수준
독립변인
[설명변인]

§교직경력 · 교사의 근무 연수

§교사효능감(효능 1과 2의 평균)
효능1) 수학(과학) : 학습 동기

(역코딩 후 평균)
1: 낮음

이상에서 소개된 변인들 이외에, 다중소속다층모형의 적용을 위해 교

사 식별변인과 가중치 변인을 생성하였다. 교사 식별 변인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복수의 교사들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담기 위해 최대 교

사 수(3명)만큼 변인이 생성되었다. 해당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을 가르친

교사들이 한 명일 경우에는 첫 번째 변인에만 해당 교사의 아이디를 기

입하고 나머지 변인들에는 0을 기입하였으며, 학생 한 명을 가르친 교사

가 여러 명일 경우, 같은 학교 내 교사의 아이디가 빠른 순서대로 아이

디를 기입하였다. 다중소속 가중치는 교사들의 수업 비중 혹은 교수 기

간을 알 수 없으므로, 동일 가중치(equal weights)를 사용하여 코딩하였

다. 예를 들어, 해당 교과에서 학생을 가르친 교사가 1명인 경우에는

1-0-0을, 2명인 경우에는 1/2-1/2-0을, 3명인 경우에는 1/3-1/3-1/3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내용과 코딩방법을

위의 <표 Ⅲ-4>에 제시하였다.

<표 Ⅲ-4> 연구변인 설명 및 코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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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에 대한 자신감
효능2) 수학: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 제시에 대한 자신감
효능2) 과학: 실험을 통한 개념
원리 설명에 대한 자신감

2: 중간
3: 높음
4: 아주 높음

§학업성공강조 척도
· 학업성공강조 교사척도(14문항)
(국제평균 10, 국제표준편차 2)

§교직만족도 척도
· 교사의 직무만족도 척도(7문항)
(국제평균 10, 국제표준편차 2)

§교수방법 1
수업을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얼
마나 자주 관련짓는지 여부

(역코딩)
1: 전혀 하지 않음
2: 몇몇 수업에서 함
3: 수업의 반 정도 함
4: 거의 모든 수업에서 함

§교수방법 2
수업의 수준을 넘는 연습에 도
전하도록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
주 격려하는지 여부

§교수방법 3
얼마나 자주 새로운 학습 내용
을 설명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동기부여를 하는지 여부

다중소속
변인

§ 교사 식별 변인

[수학]

첫 번째 ID, 두 번째 ID

[과학]

첫 번재 ID, 두 번째 ID, 세 번

째 ID

· 교사식별(다중소속) 변인
학생 1인당 교사수를 나타내기 위해, 수
학은 2개의 칼럼을 만들고, 과학은 3개
의 칼럼(변인)을 생성
[수학] 교사 수가 1명인 경우에는 첫 번
째 칼럼에 해당 교사의 아이디를, 나머
지 칼럼에 0을 코딩; 교사가 2명인 경우
해당 교사의 아이디를 첫 번째와 두 번
째 칼럼에 각각 기입함.
[과학] 교사 수가 1명인 경우에는 첫 번
째 칼럼에 해당 교사의 아이디를 기입하
고, 나머지 두 개의 칼럼에 0을 기입; 교
사가 2명인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칼
럼에 교사 2명의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세 번째 칼럼에 0을 기입함;
교사가 3명인 경우에는 세 개의 칼럼 모
두에 각각의 아이디를 순서대로 기록함.

§ 교사 가중치 변인

[수학]

첫 번째 가중치, 두 번째 가중치

[과학]

첫 번재 가중치, 두 번째 가중치,

세 번째 가중치

· 다중소속가중치
[수학] 교사가 1명일 때(1,0), 2명일 때
(1/2, 1/2)로 코딩
[과학] 교사가 1명일 때(1,0,0), 2명일 때
(1/2, 1/2, 0), 3명일 때(1/3, 1/3, 1/3)으
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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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가. 교사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종속변인 및 학생, 교사 수준의 독립변인들을 사용 목적에 따라 통제

변인(학생 수준 변인들)과 설명변인(교사 수준의 변인들)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 Ⅲ-5>에 제시하였다.

<표 Ⅲ-5> 모형 구분에 의한 수준별 변인 설정

목적 층위 구분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
학생

(1수준)
성별 / 가정학습 자원 / 학생의 교육기대

학업성취도

설명
교사

(2수준)

교사경력 / 교사 효능감

학업성공 강조 / 교직만족도

교수방법 1-3

학생 수준 변인은 교사효과 분석을 위한 통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교사 수준 변인은 설명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독립변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초모형, 통제변인만을 포함하는 통제모형, 통제변인 및 설명변인

을 포함하는 연구모형으로 구분하였다. 모형 구분 및 모형별 변인 구성

을 <표 Ⅲ-6>에 제시하였다.

<표 Ⅲ-6> 모형 구성

모형 구분 모형별 변인 구성

모형1 기초 모형

모형2 통제모형 : 모형1 + 통제변인 (학생)

모형3 연구모형 : 모형2 + 설명변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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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 설정

2수준 모형을 사용하여 학생과 교사 간 다중소속관계를 반영하되, 선

행연구들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

Goldstein, 2011; Leeuw & Meijer, 2008)에 기초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은 주로 평균추정치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을 연구할 때 적절한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TIMSS 자료의 특성상 학생수준에서 종단데이

터를 구축하기 불가능하여, 성장률(기울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평균 성

취도 추정에 기여하는 맥락변인의 효과를 MM을 사용하여 분석한 선행

연구들(Chung & Beretvas, 2012; Smith & Beretvas, 2014)과 같은 맥락

에서 2수준 모형을 구성하였다.

교사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교사 층위의 전체 효과로서 변량의 비중

을 살펴보고, 변량 비중의 크기에 따라 맥락 변인을 통제모형과 연구모

형 순으로 투입하여 교사 수준의 맥락변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후,

전체 교사들에 대한 개별 잔차분석을 통해, 모형별 잔차의 순위와 상관

을 살펴보고,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교사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더미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전체 평균 중심화

(grand mean centering)를 취하여 교정된 평균의 의미를 가지도록

(Raudenbush & Bryk, 2002) 위치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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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 모형(기초모형)

1수준 :      ∼
 

2수준 :     
∈

 ∼

통합모형 :     
∈

  식(15)

 는 다수의 교사와 다중소속 관계를 이루는 학생 의 과학 학업

성취도 점수이며, 는 학생 수준의 변인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을 때

추정되는 과학 학업성취도의 학생별 평균 추정치를 의미하고, 는 교사

수준 변인들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을 때 교사 수준에서 추정되는 과학

학업성취도 평균 추정치를 의미한다.  는 학생 수준의 잔차를 의미하

며, 
∈

 는 학생()을 가르친 다수()의 교사()들에게서 발생하

는 잔차()들에 대하여 학생별 가중치()들을 곱하여 합산한 잔차의

가중합이다. 
 와 는 각각 학생 및 교사 수준의 독립변인이 투입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생 수준 및 교사 수준 변량을 나타낸다.

2) 조건모형(통제모형 및 연구모형)

1 수준 :    


  ∼
 

2 수준 :








   
  ∈ ∈

  
∼

통합모형 :   


 
  ∈ ∈ 

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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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모형에서 는 학생 수준 독립변인 (성별, 가정의 학습자원

척도점수, 교육기대)가 성별을 제외한 변인이 전체 평균으로 교정되었을

때의 학생 수준 과학 학업성취도 추정치이다. 는 성별, 가정학습자

원척도, 교육기대 등의 학생 수준 독립변인()에 대한 각각의 회귀계수

이다. 2수준 모형에서 
∈

 는 학생()을 가르친 다수(최대 3명, 

=3)의 교사()들에게서 수집된 교사변인 (예, 학업성공강조, 교직만족

도, 교직경력, 수업방법 1-3, 교사효능감)들에 대하여 학생별 가중치()

들을 곱하여 합산한 가중합이며, 다중소속다층모형 분석을 위해 사용되

는 교사변인의 값이다. 는 교사변인[ 
∈

]에 대한 회귀계수이다.

는 교사변인 [ 
∈

]이 전체 평균으로 통제되었을 때 교사 수준

에서 기대되는 학업성취도 추정치이며, 는 1수준 회귀계수 와 동

일하게 설정된 2수준 회귀계수이다.  는 학생 수준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발생하는 학생 수준 잔차를 의미하며, 
∈

는 교사변인이 통

제되었을 때의 교사 수준 잔차의 가중합이다. 
 는 1수준 변인이 통제

되었을 때 학생 수준의 변량이며, 는 교사 수준 변인들이 통제되었

을 때 발생하는 교사 수준의 변량이다.

다. 모수 추정

1) MCMC 추정

다중소속다층모형은 위계적 선형모형에 비해 자료의 구조가 매우 복

잡한 상황에서 모수 추정에 ML보다 유리하고(Rasbasch et al., 2017), 시

뮬레이션에 기반하여 알 수 없는 모수들의 모든 사후 분포 추정치들을



- 69 -

제공한다는 점에서 점추정 값만을 제공하는 ML에 비해 장점을 가지며

(Brwone et al., 2001), 덜 편파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며(Rasbash et al.,

2015), 적절한 사전분포가 사용되는 한 MCMC 추정이 ML 추정에 비해

좀 더 정확하고 강건한(robust) 모수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정혜원,

2015a; Browne & Draper, 2006).

가) Gibbs sampling과 MH 방법

MLwiN에서는 Gibbs sampling과 MH sampling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데, Gibbs sampling을 이용한 MCMC 반복추정이 일단 안정화

(equilibrium)되면, 추가적으로 MH 알고리즘이 수만 번의 반복추정을 통

해 매우 큰 자기상관을 갖는 모수들을 추정해내는 과정이 이어진다.

나) 사전분포 및 초기 값

만약 모수에 관한 사전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 정보를 투입하면

되지만, 모수의 사전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결과 추론에 미칠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분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사전 분포를

non-informative prior (무정보적 사전분포)라고 한다(Syversveen, 1998).

MLwiN에서는 MCMC 추정에 필요한 베이지안 사전분포로 무정보적 사

전분포를 사용한다. 추정해야 할 모수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모르

면, 대개 추정해야 할 모수의 변량은 무한대 또는 적어도 매우 큰 값을

가질 것으로 가정된다(Leeuw & Meijer, 2008). MLwiN은 고정효과 추정

을 위한 무정보사전분포의 측면에서 확산사전분포인 부적절사전분포를

사용하고, 무선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적절사전분포를 사용함으로써, 고정

효과 및 무선효과 모두 적절 사후분포(proper posterior)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Browne, 2012, 2017; Drap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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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추정 시에는 p ∝ 1을 사용하며, 무선효과 추정 시에는 역감

마 사전분포(.001, .001)를 사용한다. p ∝ 1을 사용하여 분포를 추정할

때, 추정된 분포(변량)가 가질 수 있는 값은 ∞ ∼ ∞에 이를 수 있

으며, 그 값을 가질 우도(likelihood)는 1로서 동등하다. 사후분포를 추정

하기 위해 모든 우도에 가중치 1이 부여되므로, 우도함수에 비례하는 사

후분포를 생성하려면 균등분포나 상수 값이 사전분포로 사용된다(정혜원

외, 2015b; Rasbash 외, 2017). 고정효과를 위한 부적절 사전분포는 실수

(real number) 공간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루는데, 이

는 함수적으로 매우 큰 변량을 가지는 가우시안 정규 사전분포와 동등한

결과를 제공한다.

MCMC 추정에서는 일반적으로 ML 방법을 통한 모수추정을 먼저 실

시하고, 이렇게 추정된 ML 모수 값들을 MCMC 추정을 위한 초기 값으

로 투입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MCMC 추정에서 확산 사전분포

(diffuse prior)를 사용한 모수추정의 경우, ML추정치를 통한 사후추정

값들의 최빈치 또는 평균값과 ML 우도함수의 최댓값이 매우 근접해지

기 때문이다(Browne & Draper, 2006; Draper, 2008).

2) MCMC 추정 옵션

선행연구들(정혜원, 2016, 2017; 정혜원 외, 2015a, 2015b; Chung &

Beretvas, 2012; Smith & Beretvas, 2014)에서 사용된 반복추정 옵션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모수추정을 위해 burn-in 체인의 길이를 10,000회로

설정하고, monitoring chain의 길이를 50,000회로 설정한 후, thining을

10으로 설정하여 매 10회의 반복추정마다 1 번씩 모수 추정 값들을 저장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저장된 5,000개의 셋(set)으로부터 모수들의 사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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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설 검증

1) 관심 모수 추정치의 계산

5개의 측정유의 값을 통계분석에 사용할 때는 5개 각각의 측정유의

값을 별도로 사용하여 추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모수 추정에 개입될 수

있는 편의(bias)를 제거하며, 관련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왜곡되게 추정

하여 결론 추론에 1종 오류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Martin et

al.,2016; Mohammadpour 외, 2015).

  

 
  



 식(17)

여기서 는 5개의 측정유의값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학업성취도 통계

치로서 관심모수에 해당한다. 5개의 측정유의값을 통해 산출된 추정값들

의 통합 평균 (aggregated mean) 은 각각의 측정유의 값으로부터 추

정된 각각의 학업성취도 추정치를 의미한다.

2) 표준오차의 계산

측정유의값을 사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경우 5개의 측정유의값들 각각

에 대한 모수를 별도로 추정한 후, 추정된 추정값들의 평균을 사용하고,

이 값을 토대로 가설검증을 실시한다. 가설검증과 관련한 표준오차를 계

산할 때는 측정유의값에 포함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표본변

량과 대체변량을 통해 계산된 표준오차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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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오차는 표본변량과 대체변량을 합산한 전체 변량의 제곱근으로 구

한다. 표본변량은 반복가중치를 활용하여 표집에 반영된 불확실성을 반

영하기 위해 추정되는 변량이며, 대체변량은 개별 학생들이 모든 검사지

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응답의 대체하고자 할 때 사용하

는 변량이다. 반복가중치를 활용하여 표본변량을 구하여 대체변량과 함

께 정확한 표준오차를 계산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MCMC 추정

에 가중치가 사용될 수 없는 MLwiN 프로그램의 기능적 제한으로 가중

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자료를 사용하였다.

MLwiN이나 HLM을 사용하여 ML 추정방식으로 일반 위계적 선형모

형을 분석할 경우, 표집가중치는 모수 추정에 활용될 수 있으나 반복가

중치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rminger, Clogg, &

Sobel(1995)은 자료증폭(data augumentation)방법과 Gibbs sampling방법

을 활용한 결측 값 대체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자료증폭 방법은 다중대

체 방법과 EM algorithm을 결합한 방식으로 Tanner & Wong(1987)에

의해 알려진 방법이다. HLM 프로그램에서 측정유의 값을 활용한 모수

추정시에 이 방법들을 사용하여 표준오차를 계산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으나(김경희, 2009), Arminger 외(1995)에 의하면, 가중치를 활용한 표

본변량이나 대체변량을 통한 표준오차 계산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

는다. 선행연구들에서도 가중치를 적용한 표준오차를 사용한 사례가 확

인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준오차 과대/과소추정으로 인한 1종 오

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PISA에서 제안한 표본변량 계산 방

법(OECD, 2009, pp. 147-148)과 TIMSS에서 제안하는 대체변량 계산 방

법(Martin et al., 2016b, p. 83)을 사용하여 표준오차를 구하였다. 공식에

의해 관심모수 의 표본변량은 아래의 계산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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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변량   
 
  



 식(18)

여기서  는  추정에서 계산된 표준오차( )들의 제곱에 대한

평균 [  




 
 ]으로 계산된다. 대체변량[  ]은 교정요

인(6/5)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대체변량  

 
  





   


식(19)

위의 식(18)과 식(19)를 합산하여 제곱근을 구하여 표준오차를 계산

하여 가설검증에 활용한다.

3) 유의확률 계산

추정된 모수의 t값에 대한 가설 검증에 필요한 유의확률은 아래의 자

유도()를 활용하여 구한다.

 











  
 



 

식(20)

여기서  표본변량대체변량

대체변량
이며, 는 학생들의 관심모수()가 관

찰될 수 있었을 것으로 가정될 때의 자유도이며, TIMSS 자료에서 사용

된 jackknife repeated replication(JRR)에 필요한 반복횟수로 75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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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수 추정 및 유의성 검증 방법

측정유의 값을 사용한 MCMC 추정 결과에 산출된 모수들은 burn-in

chain 10,000회, monitoring chain 50,000회의 반복추정(iteration)을 거쳐

매 10회(thinning 10) 마다 저장된 5,000개의 사후분포 집합(sets)로부터

의 평균값들이다. 5개의 측정유의값을 사용할 경우, 개별 측정유의값마다

별도로 이와 같은 반복추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산출

된 추정 모수치들에 대한 최종모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아래의 <표 Ⅲ

-7>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표 Ⅲ-7> 최종 관심모수 계산 예시

PV1 PV2 PV3 PV4 PV5 PV(최종)
t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595.5 3.4 597.6 3.3 596.9 3.4 596.4 3.4 596.2 3.3 596.5 3.5 172.0

§ PV(최종)= 


= 596.5

§ 대체변량= 









 = 0.715

§ 표본변량= 


 = 11.308

§ 표준오차=  = 3.5

§  


= 172

§ 자유도  









 





= 70.573

§ 유의확률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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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효과의 비교를 위해 수준별 변량 비율은 아래의 <표 Ⅲ-8>에 제

시된 ICC(급내상관) 공식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바로는,

학생 수준의 변량 비율은 매우 높았던 반면, 교사 혹은 학교 수준 변량

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2수준 또는 3수준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한 ML 추정치를 제시하거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TIMSS 2015의 실제 자료를 활용

하였고, 교사들을 전혀 누락하지 않고 모형에 포함시켜 수준별로 변량

비율을 계산하였다.

<표 Ⅲ-8> 수준별 변량 비율(ICC)

변량원 변량 비율(ICC)

학생(학생
 ) 

학생
 교사



학생


교사(교사
 ) 

학생
 교사



교사


합계 (학생
 +교사

 +학교
 ) 1

모형별 설명량은 투입된 변인에 의해, 기초 모형 대비 설명된 변량의

비율을 수준별로 제시한 값이다. 수준별로 투입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

된 변량의 비율은 아래의 <표 Ⅲ-9>에 제시된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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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모형별 설명량

모형별 변량원 설명량

기초 통제 연구 통제모형 연구모형

학생


기초
학생


통제
학생


연구학생


기초

학생


기초
 학생



통제


학생


기초

학생


기초
 학생



연구

교사


기초
교사


통제
교사


연구교사


기초

교사


기초
 교사



통제


교사


기초

교사


기초
 교사



연구

5) DIC

MLwiN에서는 MCMC에 기반한 모형진단 통계치로 DIC(Deviance

Information Criteria)(Spiegelhalter et. al., 2002) 값을 제공한다. DIC는

Akaike’s Information Criteria(AIC, Akaike, 1998)의 일반화 모형으로서

비위계적 다층모형 상황에서 MCMC 기법을 적용한 반복추정(iteration)

을 할 때, 모형의 진단 통계치로 활용되며, 모형의 적합도()와 복잡

도(2 )를 측정하는 두 개 항의 합으로 구해진다.

DIC는 추정되어야 모수(변량)의 검증에서 고전적 z-검증 대신 사용되

는 지표이다(Browne, 2017). Spiegelhalter, et al.(2002)는 무정보사전분

포가 사용될 경우 DIC 통계치는 AIC(Akaike, 1998)와 동등하다는 것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적합도 측면에서 모형들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식(21)

는 추정된 모수들의 평균에 관한 deviance 값으로 모형 적합도에

해당하는 값이며, 는 모형 추정에 사용된 유효 모수의 수로서 모형의

복잡도에 대한 벌칙(penalty)의 의미로 더해지는 값이다. 비위계적 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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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이루는 모형들간의 비교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작은 값을 가질수

록 적합도가 높은 모형인 것으로 해석한다. 모형간 DIC의 차이가 최소

한 5 (Li, Bolt, & Fu, 2006) 또는 10 (Leckie, 2009) 만큼 차이가 날 때,

작은 값을 가지는 모형이 적합도가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논문에

서는 Li, Bolt, & Fu(2006)가 제시한 5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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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가. 수준별 빈도분석

TIMSS 2015 한국 중학교 2학년 자료를 수학과 과학 교과의 학생 1인

당 교사 수에 기초한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Ⅳ-1>과 같다. 150개의 학

교, 215명의 교사, 5,309명의 학생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학교당 평균 교

사 수는 1.43명이었으며, 학교 당 평균 학생 수는 35.39명, 교사 1인당 평

균 학생 수는 24.69명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와 교사 간의 빈도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를 2수준으로 하고 학교를 3수준으로 설정할 때, 학

교당 교사 사례 수가 평균 2명보다 작아서, 안정적인 모수 추정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당 평균 학생수 35.39명은 실제로 정

혜원 외(2015a)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듯이 학교 수 50개와 학교당

학생 수 30명 이상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4.69명으로 30명보다는 약간 작은 수이므로 정혜원 외

(2015a)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권장된 30명 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중소속관계를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교사 수의 관점에서 보면, 104

개 학교(69.33%)에 소속된 교사 167 명(77.67%)이 학생 1명을 직접 가르

치고, 45개 학교(30.00%)에 소속된 교사 47명(21.86 %)은 동일한 학생을

가르친 두 번째 교사들이었다. 1개 학교(0.67 %)에 소속된 교사 3명(1.40

%)은 동일한 학생을 가르친 세 번째 교사들이었다. 2명의 과학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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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학생들은 1,538명(28.97%)로 나타났고, 3명의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

은 31명(0.58%)로 나타났다. 46개 학교, 50명의 교사, 1,569명의 학생에게

서 다중소속 관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중소속관

계는 무시될만하지 않으며, 적절하게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빈도분석 결과를 <표 Ⅳ-1>에 제시하였

다.

<표 Ⅳ-1> 학생 1인당 과목별 교사 수에 기초한 수준별 빈도18)

구분
학생 1인당 교사 수

전체
1명 2명 3명

학교수(%) 104 (69.33) 45 (30.00) 1 (0.67) 150

교사수(%) 167 (77.67) 47 (21.86) 3 (1.40) 215

학생수(%) 5,309 (100.0) 1,538 (28.97) 31 (0.58) 5,309

학교당
평균 교사수 1.43 명

학교당
평균 학생수 35.39 명

교사 1명당
평균 학생수 24.69 명

나. 기초통계

기초 통계는 원자료에 포함된 층위별 분석결과(기초통계 1)와 다중소

속관계를 고려한 분석결과(기초통계 2)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초통계

18) 과학교과의 경우, 두 개의 학교에서 각각 1명씩의 교사가 특정 학급 학생

들을 전담하여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교사와 함께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들 교사들은 학생 1인당 교사수가 1명인 경우(교사 167명)와 2명인

경우(교사 47명)에 중복되어 관찰되었다. 즉, 167명 중 2명의 교사는 47명중 2명

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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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학생, 교사, 학교의 각 수준별로 포함된 원래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기초통계 2는 Foy(2017)의 권고에 따라 학생-교사 층위의 자료들

을 학생 수준으로 결합(merge)한 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교사 변인

은 다중소속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합을 계산한 값으로 모형 분석을 위

해 실제 투입된 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 , 를 교사 수준의 변

인 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수라 하고 교사 수준의 변인 값을

계산해 보면, 학생 1명과 교사 1명(첫 번째 교사)이 연계되었을 때 교사

변인의 값을 
, 학생 1명과 교사 2명(첫 번째 및 두 번째 교사)이 연계

되었을 때 교사변인의 값을 
, 학생 1명과 교사 3명(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사)이 연계되었을 때 교사변인의 값을 
로 재계산하여야 한

다. 계산은 교사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식(22)와 같이 이루어진다.































  
  
  

×





























××
×××

식(22)

원래 자료에 기초한 기초통계 1과 다중소속 가중치를 반영한 기초통계

2를 각각 <표 Ⅳ-2>와 <표 Ⅳ-3>에 제시하였다.

기초통계 1에서 학생 수준 변인들과 관련하여, 과학 학업성취도는 평

균 553점 이상 ∼ 554 점 전후의 값을 보이고 있고, 표준편차는 77점

∼ 78점 전후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평균 500점보다 무려 50점

이상 높으며, 표준편차도 국제 표준편차 100보다 작게 나타나 우리나라

학생의 과학성취도 점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평균 점수가 50점 이상

높으면서도 편차가 작은 동질적인 집단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여학생 평균은 0.49로서 여학생의 비율이 49%(남학생은 5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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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교육자원 척도는 평균 11.58로서 국제평균(10)보다 높으며, 표준

편차도 1.60으로 국제표준편차(2.00)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생의 교육기

대 수준은 평균 4.68로 대부분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변인과 관련하여 기초통계 1에서는 150

개 학교에 기반한 기초통계가 분석된 반면, 기초통계 2에서는 학교 수준

의 변인 값이 5,309명의 학생 수준으로 결합(merge)되어 산출된 값이다.

기초통계 2에서는 이들 교사들의 점수가 5,309명의 학생 수준으로 결합

(merge)되어 산출되었다. 특히 기초통계 2의 교사 변인 값은 다중소속가

중치를 반영하여 계산된 값으로, 실제 다중소속 모형 분석에 사용된다.

<표 Ⅳ-2> 수준별 기초통계1 (층위별 원자료)

층위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학생

수준

학

업

성

취

도

과학 PV1 5,309 553.84 77.10 224.97 848.32

과학 PV2 5,309 554.35 77.06 209.16 809.93

과학 PV3 5,309 554.73 77.31 246.06 806.18

과학 PV4 5,309 554.84 78.22 226.27 801.16

과학 PV5 5,309 554.70 78.09 223.42 801.68

여학생 5,309 0.49 0.50 0.00 1.00

가정학습자원 5,305 11.58 1.60 4.75 13.88

교육기대 5,296 4.68 1.00 1.00 6.00

교사

수준

교직경력(과학) 215 15.17 10.36 1.00 37.00

교사효능(과학) 215 3.14 0.57 1.50 4.00

학업성공(과학) 215 11.08 2.05 6.20 18.09

교직만족(과학) 215 9.50 2.20 4.73 12.49

교수방법1(과학) 215 3.47 0.69 2.00 4.00

교수방법2(과학) 215 2.47 0.72 1.00 4.00

교수방법3(과학) 214 3.39 0.78 2.00 4.00



- 82 -

교사 수준 변인과 관련하여, 기초통계 1에서의 평균(표준편차)을 살펴

보면, 교직경력은 15.17(10.36)으로 평균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

이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은 3.14(0.57)로 학생들이

과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과 과학실험을 통해 과학의 원

리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의 평균점수가 높음(3) 수준보다 크

게 나타났다. 학업성공강조 점수는 11.08(2.05)으로서, 국제평균 점수 10

보다 높으며 표준편차는 국제표준펀차와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교

직만족도에서는 9.50(2.20)로서 국제 평균보다 0.5점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고, 표준편차는 국제표준편차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수방법

1(학생의 일상생활에 과학지식 연계)은 평균 3.47(0.69)로서 대부분의 교

사들이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 것으로 보이며, 교수방법 2(교실에서

다루어지는 수준 이상의 연습에 도전하도록 학생들 격려하기)는

2.47(0.72)로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교수방법 3(새로운 개념과 원리를 자

주 설명해 주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귀기울일 수 있도록 격려)하기에서는

평균 3.39(0.78)로 나타나 교수방법1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3점 이상의 높

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Ⅳ-3> 수준별 기초통계2 [학생수준으로 결합(merged)] 자료

층위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사

수준

(가중합)

교직경력(과학) 5,309 15.48 10.39 1.00 37.00

교사효능(과학) 5,309 3.15 0.56 1.50 4.00

학업성공(과학) 5,309 11.25 2.00 6.20 18.09

교직만족(과학) 5,309 9.60 2.07 4.73 12.49

교수방법1(과학) 5,309 3.50 0.68 2.00 4.00

교수방법2(과학) 5,309 2.45 0.69 1.00 4.00

교수방법3(과학) 5,309 3.40 0.79 0.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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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교사들로부터 발생하는 다중소속관계가 반영된 기초통계 2에서

과학교사의 교직경력은 15.48(10.39)로서 기초통계 1에 비해 0.31년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에서는 3.15(0.56)로 기초통계 1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학업성공강조는 11.25(2.00)로서 기초통계 1에 비해

0.17 정도 높은 값을 나타냈다. 교직만족도는 9.60(2.07)로 기초통계 1에

비해 0.1정도 높게 나타났다. 교수방법 1은 3.50(0.68), 교수방법 2는

2.45(0.69), 교수방법 3에서는 3.40(0.79)으로 기초통계 1에서와 유사한 패

턴을 보이고 있다. 학업적 성공을 강조하는 학교분위기에 대한 과학교사

들의 반응은 국제평균보다 높고, 교직 만족도는 국제평균보다 낮게 나타

나고 있다.

2. 과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별 효과

연구문제에서 진술된 바와 같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교사효

과를 탐색하기 위한 2수준 다중소속다층모형(MM)을 기초모형, 통제모

형, 연구모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급내상관(ICC)에

입각한 교사 수준의 변량 비중, 교사 수준의 맥락변인의 효과, 모형별 개

별 잔차의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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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형별 변량

기초모형에서 학생 변량의 추정치는 5,641.524로서 전체 변량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92.167%로, 교사 변량 추정치 479.453(7.833 %)에 비해 비

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수준에서 설

명될 수 있는 변량의 비중이 7.8%로서 결코 낮지 않게 나타나, 추가적인

교사 수준 맥락변인 투입을 통한 분석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곽영순,

박상욱(2018)의 6.103%, 김수진 외(2013)의 6.063%, 박도영 외(2001)의

5.406%, 상경아 외 (2017)의 6.103%에 비해 1.7%p 이상 높게 나타났으

며, 최지선 외(2017)의 우수학생 4.44%, 보통 이하 학생의 0.499%결과와

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반면, 최

지선 외(2017)에서는 우수이상 학생과 보통이하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효과 차원에서 추정된 값이다. 조건 모형의 경우, 학생 변량의 설명

량은 15.76%, 교사 변량의 설명량은 70.05%로 나타났는데, 최지선 외

(2017)의 경우 우수 이상 학생의 57.646% 보통 이하 학생의 15.347%에

비해, 변인들이 적게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변량의 설명력이 높

게 나타났다. 통제모형에서는 교사 변량의 비율이 3.77 %로서 기초모형

에 비해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표 Ⅳ-4> 모형별 변량

수준
기초모형 통제모형 연구모형

변량 비율 변량 비율 설명량 변량 비율 설명량

학생 5,641.5 92.16 4,751.4 96.23 15.78 4,752.3 97.07 15.76

교사 479.4 7.84 184.35 3.77 61.55 143.6 2.93 70.05

학생 사례수 5,309 명 5,293 명

교사 사례수 215 명 215 명

DIC 61,037.403 59,916.852 59,9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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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모형에서 학생 수준의 설명량은 15.78%, 교사 수준 설명량은

61.56%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는 학생 수준 설명량은 15.76%로 통제

모형에서의 결과 비해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고, 교사 수준 설명량은

70.05%로 통제모형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Ⅳ-4>에 2 수준 모형별 변

량비중을 제시하였다. DIC의 크기로 볼 때, 연구모형의 DIC 값이

59,911.805로서 통제모형 보다 5 정도 작으며, 기초모형보다는 1,120 정도

차이가 나타나서 가장 양호한 모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교사맥락변인의 효과

교사변인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의 변인들은 통제변인

으로 활용되었다(이현숙, 신진아, 김경희(2013). 학생 수준의 변인 중 여

학생 변인에서는 통제모형에서는 –6.320(2.509*)로 연구모형의 –

6.340(2.591*)에 비해 크기가 서로 유사하였다. 가정의 교육자원 변인은

통제모형에과 연구모형에서 각각 10.371(0.757***)와 10.516(0.776***)로

추정되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 정도와 통계적 유의성이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학생의 교육기대 역시 통제모형과 연구모형 모두

에서 유사한 영향을 보였는데, 추정치는 각각 22.720(1.116***)와

22.587(1.125***)로서, 가정의 학습자원 척도에 비해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는 교직경력의 효과 추정치가 0.075(0.140)로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고 크기도 미미하였는데, 이희숙, 정제영(2011), 정제영,

이희숙, 김수지(2014), Wenglinsky(2002)에서와 같이 학업성취도에 교사

의 교직경력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효능감 변인과 학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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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 간의 관계에 관한 추정치는 0.727(2.675)로서 교직경력과 마찬가지

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효능감의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던 김민성 외(2012)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

나,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던 김아영, 차정은(2003), 이현숙, 신진

아, 김경희(2011)과는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학업성공강조 변인은 1.528(0.792)로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는

데, 동일한 TIMSS 2015자료를 활용한 상경아 외(2017), 곽영순, 박상욱

(2018)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고, TIMSS

2011 자료를 활용한 김수진 외(2013), TIMSS 2003자료를 활용한 김성식

(2007) 등의 결과와도 다르게 나타났다. 교직만족도의 추정치도 –

0.306(0.725)로서 통, 김수진 외(2013)과 김민성 외(2012)에서 같이 유의

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수업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확인하여 위하여 투입되었던 세 개의 교수

방법 변인들을 살펴 보면, 교수방법 1(일상생활과 과학을 연계하여 가르

치는 교수방법)에서는 –4.197(2.16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

나, 효과의 방향이 부적(-)으로 나타난 점은 학생들의 수업과 일상생활

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향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방법 2(수업의 수준을 뛰어 넘는 정도로 학생들에게 연습할 것을

격려하는 교수방법)도 –3.074(2.034)로서 교수방법 1과 마찬가지로 유의

하지는 않으나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수방법 3(새로운 원리와 개념을 자주 소개하고 설명함으로써 학생들

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수방법)은 5.633(1.821**)로서

교사 수준의 변인 중 유일하게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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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새로운 개념과 원리를 학생들에게 자주 소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귀기울일 수 있도록 교수방법을 적용한다

고 인식하는 선생님에게서 과학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 효과가 확인되었

다. <표 Ⅳ-5>에 교사 수준 맥락 변인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표 Ⅳ-5> 교사 수준 맥락변인의 효과

변인
기초모형 통제모형 연구모형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절편 553.486*** 1.942 557.263*** 2.002 557.511*** 1.952

여학생 -6.320* 2.509 -6.340* 2.591

가정자원 10.516*** 0.776 10.371*** 0.757

교육기대 22.720*** 1.116 22.587*** 1.125

교직경력 0.075 0.140

교사효능 0.727 2.675

학업성공 1.528 0.792

교직만족 -0.306 0.725

교수방법1 -4.197 2.164

교수방법2 -3.074 2.034

교수방법3 5.63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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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교수방법을 활용하려면 우선 개념과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이 남달라야 하고, 그만큼 에너지와 시

간 등 교사의 가용한 자원이 매우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쉽게 도전할 만한 교수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다중소속관계를 이루는 뵥수의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수방법 3은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모,

매우 고무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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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잔차분석

2수준 모형에서 다수의 교사들에게서 발생하는 잔차를 개별적으로 추

정하였다. 잔차가 갖는 의미는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갖는

개별적인 교사의 효과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의 효과성은 학생의 학

업성취도에 기여하는 교사의 노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잔차로 교사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일 수 있으나 잔차는 도출되는 모형

의 타당도에 영향을 받는다. 교사의 효과를 엄격하게 구분해 내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쉽지 않으나, 학생 개인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통제 효과

가 뛰어나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 교사효과 분석에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는 부가가치 모형에서도 본 연구에 활용된 다중소속다층자료 구조

에서 개별 잔차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다수의 교사가 한 명의 학생들에

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일반 HLM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McCarffery, 2003) 같은 학교 내 개별 교사의 효과는 다른 교사의 효과

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TIMSS 데이터의 특성상 학생과 교사가 1:1로

대응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할 경우 전체 교

사 215명에 대한 잔차를 추정할 수 없으나, 다중소속다층모형에서는 잔

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초모형과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계산된 전체 교사 215명의 개별 잔

차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Ⅳ-6>에 제시하였다. 기초모형에서는

평균 –0.0202와 표준편차 15.43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45.93 최대

값이 50.33으로 나타나 100에 가까운 범위를 보이고 있다. 학생 수준 통

제변인이 포함된 통제모형에서는 평균 0.0042와 표준편차 8.02로서 기초

모형보다 표준편차가 작아졌으며, 최소값은 –23.90이고 최대값은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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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범위는 50이 조금 안되는 값을 보인다. 학생 및 교사 맥락

변인이 투입된 연구모형에서는 평균이 통제모형과 똑같이 0.0042이며, 표

준편차는 5.77로 세 모형중에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최솟값은 –

17.61로 나타났고, 최댓값이 17.05로 나타나면서 34.7 정도의 범위를 형성

하였다19).

<표 Ⅳ-6> 모형별 교사 수준 잔차 기초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기초모형 215 -45.93 50.33 -.0202 15.43

통제모형 215 -23.90 24.33 .0042 8.02

연구모형 214 -17.61 17.05 .0042 5.77

모형별로 추정된 교사 잔차의 값과 순위에 대한 상관을 아래의 <표

Ⅳ-7>에 제시하였다. 잔차 값의 모형간 상관에서는 통제모형과 연구모

형간 상관이 .899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모형과 통제모형간 상관이 .859

로 그 다음으로 높았고, 기초모형과 연구모형간 상관은 .690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19) 연구모형에서는 이 맥락변인에 결측치를 보인 교사 1명의 값은 제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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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교사 수준 잔차 상관

구분　
값 순위

기초모형 통제모형 연구모형 기초모형 통제모형 연구모형

값

기초 1 .859** .690** .862** .828** .649**

통제 .859** 1 .899** .762** .964** .842**

연구 .690** .899** 1 .701** .860** .951**

순
위

기초 .862** .762** .701** 1 .767** .697**

통제 .828** .964** .860** .767** 1 .855**

연구 .649** .842** .951** .697** .8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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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차 순위의 모형 간 상관에서도 통제모형과 연구모형에서 .855로 가

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기초모형과 통제모형에서 .767로 그 다음으

로 높았으며, 기초모형과 연구모형에서는 .697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잔차의 값과 순위의 상관을 통해서 학생 수준의 배경변인이 통제된 이

후의 모형(통제모형과 연구모형의 상관)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모형별로 계산된 잔차 값의 분포와 상관이 반영된 분포를 그림으로 제

시하면 아래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의 (a)는 기초모형에서 계

산된 교사 수준의 개인 잔차를 크기별로 나타낸 것이며, (b)는 연구모형

에서 계산된 잔차를 크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초모형에서는 비슷한 잔차를

가진 사람의 분포가 위 아래로 퍼져 있으나, 연구모형에서는 위 아래로

퍼진 정도가 기초모형에 비해 덜하게 나탄 것은 학생 및 교사 변인을 통

제한 후 교사의 효과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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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초모형 (b) 연구모형

[그림 Ⅳ-1] 교사 수준의 잔차 분포(기초 모형 vs.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변인 많이 투입되지 않았지만, 향후 잔차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학생 수준의 공변인 투입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교사효과를 추정하는데 학생 수준의 공변인의 포함 여부에는

뚜렷한 공감대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 수준 변인을 교정하는 것

은 교사효과의 추정에 있어 학생 수준 공변인의 비형평적 요소를 통제하

는 효과가 있다. 학생 수준의 공변인을 제외하면 교사효과를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McCaffery 외, 2003). 교사효과 (점수)를 교정

하는데 사용되는 공변인은 반드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Sanders, et. al.(1997)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량원

에 교사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 전체에 대한 교사의 효과가 아

니라, 개별 학생에 대한 개별 교사효과로서 잔차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김준엽, 2010). 책무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효과적인 선생

님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 연속적 교사효과(successiv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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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나 집단적 교사효과(collective teacher effects)까지도 효과적인 교

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반영된다면 더욱 강력한 모형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성취도와 관련하여 연속적이거나 집단적 교사효과

는 고학년 진급, 교내 동아리 활동,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복수 교과

수강, 복수 교사로부터의 수업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현

장을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

하여 학교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활동이 기여하는

교사의 개별효과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계사된 잔차의 크기에 기초하여 교사 수

준 개별 잔차의 크기 순으로 하위 그룹 20 명 및 상위 그룹 20 명을 정

하여 하위 집단에 속한 20명을 비효과적 교사 집단으로 보고, 상위 집단

20명을 효과적 교사 집단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기초모형과 연구모형의

결과에 근거하여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교사집단간에 맥락변인별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별 기초통계 및

t-test 결과를 아래의 <표 Ⅳ-8>와 <표 Ⅳ-9>에 각각 정리하였다.

기초모형에서는 하위 그룹의 교직 만족도 평균이 10.613으로서 상위

그룹의 9.113보다 1.5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 평균 차이에 대한 t

값은 2.562로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

였다. 이외 교직경력, 학업성취 강조, 교수방법1-3, 교사효능감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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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교사 잔차 상위 및 하위 그룹 비교 (기초모형)

변인 그룹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도 p

교직경력
하위 20 16.450 11.696

0.284 38 0.778 　
상위 20 15.450 10.555

학업성취강조
하위 20 12.139 2.007

0.559 　 38 0.579　
상위 20 11.757 2.303

교직만족도
하위 20 10.613 1.760

2.562 　 38　 0.014 　
상위 20 9.113 1.939

교수방법1
하위 20 3.500 0.761

0.000 　 38　 1.000　
상위 20 3.500 0.761

교수방법2
하위 20 2.400 0.821

-0.185 38　 0.854　
상위 20 2.450 0.887

교수방법3
하위 20 3.425 0.783

-0.339　 38　 0.737 　
상위 20 3.500 0.607

교사효능감
하위 20 3.175 0.748

0.907 38　 0.370
상위 20 3.000 0.429

학생 개인 및 교사 수준의 맥락변인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는 효과적인 교사와 비효과적인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비효과적인 교사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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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교사 잔차 상위 및 하위 그룹 비교 (연구모형)

변인 그룹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도 p

교직경력
하위 20 14.200 10.278

-1.125　 38　 0.268　
상위 20 18.000 11.074

학업성취강조
하위 20 11.877 1.958

0.068　 38　 0.946 　
상위 20 11.830 2.472

교직만족도
하위 20 9.898 1.698

1.625　 38　 0.112 　
상위 20 8.957 1.956

교수방법1
하위 20 3.450 0.759

-0.883　 38　 0.383　
상위 20 3.650 0.671

교수방법2
하위 20 2.500 0.761

0.809 38　 0.423
상위 20 2.300 0.801

교수방법3
하위 20 3.600 0.754

1.055 38　 0.298 　
상위 20 3.350 0.745

교사효능감
하위 20 3.200 0.696

1.249 　 38　 0.219　
상위 20 2.963 0.489

연구모형에서는 잔차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 매락변인의 유의한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두 그룹간 점수는 비슷한 패턴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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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층연구의 맥락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교사효과를 다중소속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생과 교사

간 다중 소속관계에 기초한 교사효과 분석을 위해 TIMSS 2015 한국 중

학교 2학년 과학 학업성취도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2 수준 모형을 적용

하였다. 선행연구들로부터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교육맥락

변인을 사용하여, 기초모형, 통제모형, 연구모형의 세 가지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학생 수준의 변인들은 통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교사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다중소속다층모형에서 추정된 교

사 층위 변량의 비중, 교사 수준 맥락변인의 효과, 교사 수준의 개별 잔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 수준의 변량 비중과 관련하여, 과학교과목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

과보다 1.7%p 정도 큰 값이 추정되었다. 교사 수준의 변량은 우선 과학

교사 215명 전원으로부터 추정된 변량을 반영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과

학교과를 담당하는 다수의 교사들이 학생의 과학 학업 학업성취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러한 변량 성분은 위계적 선형모형으로는 추정될

수 없는 값이다. 왜냐하면, 위계적 선형모형은 학생과 교사가 1:1로 위계

구조를 이룰 때만 교사변량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성기선(2006)의 결과에서 학교(교사) 수준의 변량이 학생 수준

에 비해 1/25 정도로 작음에도 여전히 과대평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교가 서로 분리되지 않은 층위를 모형에 반

영함으로써 교사 변량원과 학교 변량원이 혼재되어 추정치가 과대추정될

여지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변량 추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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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층위를 구분하였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교사들을 전혀 누락시

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추정될 여지가 크게 줄어된 것으로 보인다. 임

현정과 김양분(2012)은 수준별 이동 수업으로 인해, 해당 교사가 학급의

일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과 해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

구에서 추정된 교사 수준의 변량 추정치는 학생과 교사 간 다중소속 관

계를 반영하지 않고 TIMSS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훨씬 개

선된 변량 추정치를 제공하는 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선된

변량추정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교사층위의 전체적인 교사효과 규모인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교사 수준의 맥락 효과 분석에서는 교직경력, 교사효능감, 학업성공

강조, 교수방법 1, 교수방법 2 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수방법 3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특히 학업성공강조 변인은 동일한 TIMSS 2015자료

를 활용한 곽영순, 박상욱(2018), 상경아 외(2017)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IMSS는 2단

계 층화표집 방법을 통해 국가별 학생 표본을 구성할 때 가중치를 사용

한다. 구체적으로 표집가중치와 반복가중치를 사용하는데, 선행연구들에

서 가중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직접 고

려하는 대신 표본변량과 대체변량 공식을 적용하여 표준오차를 구하였

다. 이렇게 구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통계적 검증은, 표본변량

과 대체변량으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엄격한 표준오차

와 유의성 검증이 적용된다. 환언하면, 학업성공강조 변인이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은 것은 표준오차 계산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는 TIMSS에 적용된 가중치들을 직접 활용하여 분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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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좀 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현정과 김양분(2012)의 연구에서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관계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교직경력 변인이 우수 학력 그룹에서 유

의하게 나타난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학생의 개인적 배경의 효과를 통

제한 이후 유의한 것으로 발견된 효과로서 어쩌면 당연해야 할 것 같은

효과임에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과연 교직경

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차 연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또한 김아영과 차정은(2003) 및 이현숙, 신진

아, 김경희(2013)에서 교사의 내적 변인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김민성 외(2012)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입장

이지만, 그 외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교

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 이외에 실제 수업현장에서 교사들에게서 중요한

또 다른 변인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추가적이고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현숙, 신진아, 김경희(2012)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의 내적 변인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깊은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논의 외에도, 내적 변인 이외에 교사의 수

업(teaching)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

양분, 임현정, 김난옥(2012)은 교사의 영향력과 수업관련 변인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의 학업성취도 차이에는 학교 간 차이 이외에도 학

급과 교사의 배경 및 수업관련 변인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교사의 질 관련 요인들(예, 학력, 경력 등)이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

로, 교사의 교수방법 관련 변인 3개를 투입하였다. 이중 교수방법 3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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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처음 개발한 문항이 아니고, 실제 TIMSS 설문 문항에 포함된

문항이다. 특히 과학교과의 수업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자주 이루어

질 것 같고, 실제로 교사들이 그렇게 해야만 바람직할 것 같으면서도, 행

동으로 실천하기에는 남다른 교사의 노력과 수고가 개입되어야 하는 변

인이다. 새로운 원리와 개념을 자주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들여야 하는 노력과 수고가 많이 필요한 점은 자명한 일이다. 학

생 중심의 교육과정에 본보기가 되는 교사의 교수방법인 것으로 여겨지

고, 특히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긍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교사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발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사 수준의 맥락변인들은 연구방법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다수의 교사들이 개별 학생에게 할당되는 가중치만큼 교사변

인의 점수가 분할되어, 해당 교사들의 점수가 합쳐져서 활용되었다. 일종

의 집합적 교사효과(collective teacher effects)를 평가할 수 있는 변인이

다. 아울러, 학생들과 교사가 교실 또는 학교에서 가지는 맥락도 함께 반

영되었다.

잔차분석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TIMSS 2015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도 점수획득에 관여한 교사 수준의 개별 잔차를 사용

하여, 효과적인 교사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통제모형과 연구모

형에서 계산된 잔차 값과 잔차 순위에 대한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

를 활용하여 학업성취 수준의 이질성에 관계없이 효과적이며, 보상여부

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효과적인 교

사상을 깊이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효과적인 교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종단연구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

가 구축되면 학생의 성취도에 관한 비교육적 요인을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여건이 성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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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양질의 교사효과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학생의 학습 또는 교육적 진보와

관련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맥락을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반

영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교사,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또는 교육청)

단위의 층위가 학생의 학업성장 여부에 미치는 영향(impacts)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학생들의 전학과 상급학교 진학에 관

한 데이터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시간 경과에 따른 학생들의 이

동성(mobility)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고 있다. 이와는 다

른 맥락이지만, 2-3년 내에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의 효과도 연속적이거나, 집단적일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연속적 교사효과(successive teacher effects)나 집단적

교사효과(collective teacher effects)는 학년 경과에 따라, 혹은 특정 연도

내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개입되는 모든 교사의 효과를 모형화하여 분

석될 수 있는 교사의 효과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동일 교과

에 대해 다수의 교사로부터 받은 수업은 아직 중·고등학교에서는 낯설지

만, 대학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교육 방식의 교육과

정을 고등학교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렇듯, 변화하고 있거나, 앞으로 변화될 우리나라 교육현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학생 수준의 종단연구 자료에, 학생을 직접 가르친 교사들을 연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패널을 구축하는 것도 검

토해 볼 만한 과제로 여겨진다. 교사 패널을 구축할 때는, 학교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왜냐하면, 다층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교사 보다 높은 상위 층위

의 사례 수가 충분하여야 하는데, 학교와 교사만 연계할 경우, 교사와 학

교의 층위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갖추어진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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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연구 자료를 감안해 볼 때, 대체적으로 학교 당 교사수가 불과 몇

명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교육지원청 등 교육관련 국

가기관의 영향력과 책무성도 함께 평가할 수있다는 점에서, 180여개의

지역교육청을 상위 층위로 포함시키는 작업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학생들 전체에 대한 학교의 효과가 아니라 개별학생들에 대한 학교효과’

라고 정의한 어느 학자의 문구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한 매킨지 보고서(Barber & Mourshed, 2007; Mourshed, et.

al., 2010)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과다한 행정업무의 경감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나 학교의 효과성을 강조한 나머지 학교나 교사의 서열만

조장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효과적인 선생님은 시간이

흘러도, 학생 개인들의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제로 증명될 수 있도록 교사효과 평가 정책도 함께 병행될 때,

보다 훌륭한 교사효과 평가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곽영순, 박상

욱(201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교사 수준의 변량이 많이 않은

나라에서, 잔차분석을 통한 줄세우기 작업은 교사들에게나 국가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변량의 크기가 작으면 잔차의 범위도 그

리 크지 않을 것이고, 잔차 변산도의 폭도 넓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경쟁을 유도하거나 격차를 조장하는 문화가 생기지 않도록 각

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효과

분석에 있어, ‘교사의 대표성’과 관련한 제한점을 가진다. TIMSS 2015

자료는 2단계 층화군집표본설계를 통해 기본적인 관심을 학생에게 두고

표집하고 있기 때문에 TIMSS 2015 자료에 포함된 교사들은 교사 모집

단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효과는 주

어진 표본 내에서 의미를 가지며 일반화에는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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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focused on the statistical method

which can disentangle teacher effects under multiple membership data

structure where students are nested within multiple teachers. In many

previous studies investigating teacher effects using multilevel

modeling approaches, the level of teacher looked unclear superficially

because teacher level variables seemed to be used at either teacher or

school level. In this regard, the random and fixed parameters of

teachers’ hierarchy appear to technically misrepresent the pure part of

teachers effects, hence statistical inference. Thereby much attention

should be paid when to determine the level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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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ultiple membership data structure, students are assumed to

be usually nested within more than one teacher. In the most part of

school settings, multiple membership structured data are more

common than the purely hierarchically structured one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n reality, in spite of the nature of the data

which are based on multiple membership structure, many of those

data have been analyzed by HLM technique without considering

deeply the complextiy of data. Very important sources of variances

have been omitted by this approach.

This study started from the interest of the advantage of the

multiple membership modeling, which could prevent the loss of the

sources of variances. Using TIMSS 2015 Korea 8th grade science

data, the multiple membership multilevel modeling was applied to

cleary disentangle teacher effects. Teacher effects were analyzed by

means of teacher level variances, teacher level contextual effects, and

the teacher level residuals. 215 teachers and 5,309 students from 150

schools a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cience achievement score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 Teacher efficacy, job satisfaction,

academic success scale, teaching career, and three teaching method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 set.

It is found thant the proportion of teacher level variance is 7.83%

under unconditional model, which is greater by around 1.7%p

compared to the previous results. This figure is very meaningful on

the point that none of teachers were omitted in estimating the

variance parameter, and that this mount of collective teach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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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alculated as introduced by Heck(2009). Only a teaching method

variable(teaching method 3) is found to have positive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cience achievement score. The teaching method

3 stresses teacher’s sincerity to explain and introduce new sciend

concept and knowledge to his/her class students. From the residual

analysis, the teacher’s individual residual values were calculated to be

used as their own effectiveness for the student’s outcome. If it is

reminded that initially the individual residuals were allowed to vary

among teachers as random effects, the amount of variance has the

information for teachers to perform or to reveal the distinctiveness in

terms of whatever he/she got to care for their students. It is

uncertain that how much can be done by the proportion of teacher

level variance, but it seems evident that, if well combined from

multiple teachers, the collective teacher effects could have even more

contribution to their students.

keywords : Teacher effects, TIMSS 2015, middle school

students, science achievement, multiple membership

multilevel modeling. M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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