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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5세 청소년의 수학 소양 성취격차와 관련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심리적 

자원과 학교풍토의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5)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과 학교수준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심리적 자원과 학교

풍토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다층모형 분석 결과, 청소년의 성취동기, 직업포부,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유의미

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에 부모의 교육적 지원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포부가 성취에 차별적 효과를 발휘하는지 상호작용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호작용의 효과는 

정적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심리적 자원의 효과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본 학교풍토의 영향력은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교육의 질, 교사의 차별과 학생문화(학생불량)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취격차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학교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시도가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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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5년 UN이 상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교육분야 

목표인 SDG 4는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으로

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10개의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세부목표인 SDG 4.1은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평등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하에 15세 

청소년의 수학 소양 성취도를 결과지표로 삼고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실증적으로 모니터링하

기 위한 국제적-국가적 수준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OECD, 2016; UNESCO, 2015;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16).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중등교육의 수월성(excellence)과 형평성(equity)

은 각각 학생의 인지적 영역의 성취도 평가 점수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 격차로

서 측정되고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연구되는 중이다(Hanushek & Woessmann, 2011;

OECD, 2016; Schmidt et al., 2015).

특히, OECD에서 최근 발행한 2015년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

A)의 결과 보고서에서는 교육의 형평성을 포괄성(inclusiveness)과 공정성(fairness)으로 개념화

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PISA 2015 보고서는 가정배경의 영향(Impa

ct of social background: 성취수준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 성취격차(Performa

nce gap: 고성취와 저성취 학생들의 평균 점수 차이), 그리고 탄력성(Resilience: 고성취 집단의 

소외계층 학생의 비율)에 주목하여 2006년 이후 10년 간 그 추이를 제시하였다. 아래 [그림 1]은 

한국의 교육 형평성을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세 지

표 중 성취격차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2016). 2015년 한국의 성취격차

는 비교가능 국가들 중 성취격차가 최대값(Max)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6년에서 20

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국의 교육 형평성 추이(OECD,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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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학업성취 격차의 문제는 기실 교육학 분야에서 불평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

진 주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의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의 직

접적인 관계를 규명하였다. Coleman et al(1966)은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가

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며,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나 교사의 질과 같은 학교 내부 요인의 영향력

은 미미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경근, 2005; 박현진·김영화, 2010; 백병부,

2012; Jenks, 1972; Huang, 2015; OECD, 2016; Schmidt et al., 2015; Von Stumm, 2017).

이후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에 관한 연구들은 보다 세밀한 관점에서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의 효과가 전달되는 경로를 다각도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학업성취에 대한 의미 있는 타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고한 Wisconsin 모형에서 시작

되었다(Hauser, Tsai & Sewell, 1983; Sewell, Haller & Ohlendorf, 1970). Wisconsin 모형에 따

르면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높은 교육적 포부와 직업적 

열망을 확보하였을 때 학업성취 또한 향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귀속적 요인인 가정배경 

이외에도 후천적이고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 자원들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후 

Coleman(1988)은 이러한 사회심리적 자원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개념화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정배경의 매개요인들을 구명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으며, 상술한 사회심리적 

자원과 함께 학교관련 요인들이 중요한 학업성취 기제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의 연구들은 사회심리적 자원이 다른 유형의 자원과 다르게 타자와의 관

계를 통해 축적된다는 점에서 이것의 독립적인 효용성에 주목하였다(김경근, 2005; Astone &

AcLanahan, 1991; Coleman, 1988). 다시 말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일지라도 부

모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격려를 얻는다면,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 내 사회자본이 풍

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대, 관심, 규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심리적 

자원의 효과는 제 유형으로 나누어 보다 엄밀하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정의 사회경

제적 지위에 따라 사회심리적 자원의 보유 정도가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발휘한다는 결과를 고려해봤을 때(김수혜·황여정·김경근, 2010; 백병부·김경근, 2007), 사회심리

적 자원과 사회계층은 학업성취에 상호작용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사회심

리적 자원의 효과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고 이러한 차이에서 성취격차가 증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사회심리적 자원과 성취격차 관련 연구들은 이것의 효과를 개인수준에서 더욱 집중

적으로 다루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심리적 자원의 영향력은 학생이 소속된 학교환경에 

1) 출처: http://www.compareyourcountry.org/pisa/country/kor?l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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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평균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에서는 가정의 경

제자본보다 사회심리적 자원과 같은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유효한 변수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의 소득수준이 비슷한 학교일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이나 지원이 학업

성취 차이를 더욱 잘 설명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유의미한 학업성취 결정기제

로 보고되었던 학교의 학습 분위기, 교사와의 관계, 학생문화 등은 학교풍토 관련 변인으로 학교

수준에서도 분석되어야 할 사회심리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결손가정이나 가정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 긍정적인 학교풍토에서 보다 높은 성취를 거두기 쉽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학교풍토가 성취격차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환경요인임을 기대해볼 수 있다

(Berkowitz et al., 2017; O'malley et al., 2015).

따라서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심리적 자원과 학교풍토의 영향력은 개인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수준에서도 분석 가능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다층모형

은 집단에 내재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단과 개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통계

적 방법이므로(Raudenbush & Bryk, 2002), 사회심리적 자원과 학교풍토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다층적 접근으로 탐색되는 편이 타당하다. Brookover et al(1979)에 따르면 학교에 내재

된 학생의 사회심리적 자원은 소속집단인 학교관련 환경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서, 이를 개인차원에서만 분석하게 되었을 때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하기 쉽다.

다시 말해 학교조직 내에서 축적되는 사회심리적 자원과 학교풍토를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적용

하여 개인수준에서 분석하게 된다면 학교(집단)수준에서 파생된 효과를 학생(개인)의 속성으로 

추론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Kerlinger & Lee,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취격차와 관련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사회심리

적 자원과 학교풍토의 효과를 개인수준과 학교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사회심리적 자원 중 학업성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러한 사

회심리적 자원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학교관련 변인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성취에 어떠

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성취격차 완화기제로서 사회심리적 자원

의 효과성을 보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개인 및 학교 수준의 사회심리적 자원과 학

교풍토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성취격

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정책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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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심리적 자원과 학업성취

교육학에서 정의하는 사회자본은 학생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모나 지역사회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적 규범, 부모를 포함한 가족 내 다른 성인들의 존재 및 그들과의 유대, 학생의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타자가 주는 신뢰감과 같은 사회심리적 자원을 내포한다(Coleman,

1988). 이러한 사회자본은 학업성취에 대한 의미 있는 타자의 영향을 새롭게 확인한 Wisconsin

모형의 대두와 함께 확장된 개념이다. 성취와 관련 학생의 포부나 그들을 둘러싼 사회전 관계와

의 상호작용 등 사회심리학적 변인과 학교풍토 등 학교의 과정변인들이 영향요인으로 주목 받

기 시작했다. 예컨대, 학업성취 결과에 따라 학생의 포부나 부모의 기대 혹은 교사와 학생의 상

호작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다시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에 따라 가정 내 인적자본·경제자본·문화자본은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사회자

본은 이와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김경근, 2005; 오욱환, 2013; Astone

& McLanahan, 1991). 이렇듯 사회심리적 자원이 학업성취에 있어 관심을 받게 된 까닭에는 이

것이 지닌 가변적인 속성에 기인한다. 사회심리적 자원은 가정배경에 영향을 받는 경제자본과 

문화자본과는 달리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축적된다는 것이다. 사회계층과 관련하여 사회심리적 

자원의 효용성을 지지하는 학술적 논의는 비록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기회 및 교육결과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나, 자녀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애정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부모의 경제자본은 사회적 자원을 통해 전달된 다는 것이 중론이다(Coleman, 1988; 김경근,

2005; 오욱환, 2013). 이와 더불어  Astone & AcLanahan(1991)는 가정 내 사회심리적 자원의 질

적인 측면에 주목하며 부모의 교육적 열망이 학업성취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사회계층에 따라 보유하는 사회심리적 자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를 수밖에 없

다는 주장들도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교육 불평등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일

군의 학자들에 의해 비롯되는 것으로서(Sewell et al. 1970; Kerckhoff, 1976), 그들에 따르면 학생

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학업성취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용자원을 불균등하

게 제공받는다. 특히 가정의 소득격차는 가정 내 사회자본 또한 이질화시킨다는 관점(오욱환,

2008)과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변수용·김경근,

2008; Lareau, 1987)들은 이를 더욱 지지한다.

사회심리적 자원의 한 형태인 학생의 기대교육수준과 포부 또한 사회계층에 따라 상이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높은 열망을 가지

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포부를 낮추는 경향을 보인다(김두환, 2008; Kerckhoff,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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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두환(2008)은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관계가 대학진학 포부 및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사회적 결속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적 효과

를 발휘한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학교 내 중요한 사회심리적 자원으로 간주되는 교사와의 관계

도 가정배경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교사

와의 친밀도가 학업성취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와의 친

밀도가 더욱 효과적이라 보고되었다(김두환, 2005). 이러한 결과는 불리한 여건에 놓인 학생들에

게 공식적 교육기관인 학교의 사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심리적 자원과 학업성취(achievement)의 관련성을 주요하게 보고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크게 두 영역에서 사회심리적 자원이 축적될 수 있다. 하나는 가정으로부터 얻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가정 밖 학교에서 획득하는 것이다. 가정 내의 사회심리적 자원은 부모의 결혼상태, 학생

과의 동거여부가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Coleman(1988)은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 자녀의 괄

목할만한 학업성취가 이들의 어머니들이 자녀학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주목하며 부모

의 교육적 관여가 일종의 사회자본으로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

다. 이와 유사하게 McLanahan & Sandefur(1994)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는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비행행동 또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모와 자녀의 교육기대와 

성취수준이 일치될 때 이를 동조된 교육열망(aligned educational aspiration)이라 하며 자녀의 

교육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다(Kim & Schneider, 2005). 이렇듯 교

육에 있어 가정 내 사회심리적 자원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제공한다.

선행연구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 밖 학교에서의 사회심리적 자원의 효과에도 주목한다.

하지만 가정 내 사회심리적 자원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달리 학

교로부터 획득되는 사회심리적 자원의 효과는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 그 효과와 양상이 다르

다고 보고된다.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성취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지만(Fan, 2012; Friedrich et al., 2015; Morin, 2014), 국내의 경우, 이러한 교사-학생의 관

계의 독립적인 효과가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관측되기 어렵다는 결

과도 제시되었다(백병부․김정숙, 2014).

교우관계로부터 획득되는 사회적 자원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다소 상이하

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수학성취에 대한 친구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었으며

(Boucher et al., 2014), 미국 시카고의 공립학교에서 범죄환경에 노출된 친구의 존재와 학업성취

의 부정적 관련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Burdick-Will, 2018). 한편 국내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다(이재훈 ·김경

근,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 내 사회심리적 자원의 영향을 보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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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근거하여 학교풍토의 개념적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자 한다.

2. 학교효과 

Coleman et al의 연구(1966)는 사회계층에 따라 교육결과의 불평등이 엄존한다는 것을 실증

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는 곧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계층 간 교육격차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군의 교육학자들은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을 탐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

울였다. 이러한 노력들은‘학교효과연구(Educational effectiveness research)‘로서 학교 관련 요인 

중에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는 중이다. 특히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의 개발로 인하여 학교효과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였으며, 관련 

연구는 발전을 거듭하는 중이다(Bryk & Raudenbush, 1992). 실제로 다층모형은 학교수준의 분

산과 학생수준의 분산을 모두 추정함으로써 학교효과를 더욱 타당하게 설명하는 데 유용한 통

계적 접근으로 일컬어진다(Raudenbush & Willms, 1995).

교육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효과적인 학교란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충족시키

는 학교로서 이러한 학교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강조,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자세, 지속적

인 동기 부여를 갖는 학교를 의미한다(Rutter et al., 1979).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학교의 

경제적인 자원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학교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다(Greenwald, Hedges & Laine, 1996). 특히 학교의 이러한 특성은 투입-과정-산출 모형에서 

과정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학생 개인의 특성 및 부모의 학생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 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Haghighat, 2005).

한편 학업성취에 관한 학교변인으로는 설립유형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합치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Coleman et al(1982)의 연구에서는 학교설립 유형에 따라 

학교 간 학업성취도 차이가 다르고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지만, 개인특성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는 사립학교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포착된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Lubienski & Lubienski. 2006).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는 학교설립 유형과 함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학교관련 변인

으로는 학교풍토, 학생문화, 학생-교사의 관계 등이 확인되었다(Chubb & Moe, 1990; Palardy,

2015; Moller et al., 2014; Ruiz, McMahon & Leonard, 2018).

학교풍토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분석한 Brookover et al(1979)에 따르

면 학습능력에 대한 교사의 평가, 교사의 평가와 기대에 대한 학생의 인식, 학생의 무능력감 등

이 성취에 영향을 발휘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학교문화는 학교조직 내 구

성원들의 사회적 행동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며 동시에 구성원의 가치와 태도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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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을 지닌 규범체제로서 작용한다. 이처럼 학교풍토 관련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에 따라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며, 이러한 풍토는 교사와 학생의 기대나 행위에 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컨대, 학교풍토는 학습결과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간 상호작

용 관계의 총체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풍토와 관련 청소년기의 학생문화 또한 학업성취의 주요 설명기제로 설명된다. Coleman

(1961)은 청소년기 사회심리적 특성인 반항심과 또래문화에서 비롯된 ‘반학습 규범(anti-learning

norm)’이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문화 연구의 효시로 그의 ‘청소년 

사회(The Adolescent Society)’는 미국 중서부 지역 고등학교 학생집단의 가치풍토를 실증적으

로 조사하여 교사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청소년들만의 가치와 문화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비

학구적 학생문화가 낮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생태학적 관점에

서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부정적인 또래 문화에서 비롯되는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청소

년기 학생들의 저성취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Forrest, et al., 2014; Wang, et al.,

2014). Shapira-Lishchinsky & Ben-Amram (2018)은 폭력적인 학교문화가 학생들의 수학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실증적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Ruiz, et al (2018)은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분석을 활용하여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 수준과 범죄율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 또한 엄존함을 밝혔다.

아울러 성취격차의 주요 설명기제로서 학교 자체의 사회적 특성이나 교사와 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형태에 주목한 논의들은 교사 기대의 효과를 강조한다(Rosenthal & Jacobson, 1969;

Brophy & Good, 1974; Jamil, Larsen & Hamre, 2018). 학교 내 사회심리적 자원으로 교사의 기

대는 자기충족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라 정의된다. 자기충족예언론에 따르면 학생이 교

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인간행동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메커니즘으로서 

자기충족예언은 학생의 학업적 성공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실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간주

하며 교사와 학생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이와는 반대로 교사의 부정적 기대와 편견

은 교실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의 위협으로 저성취를 야기할 수 있다(Peterson et al., 2016;

Jacoby-Senghor, et al., 2016). 학생의 성취와 관련 교사의 기대는 학생 학습풍토에 직접적인 영

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사들 통해 체득하게 되는 기대 및 태도가 학교라는 사회

적 장면에서 적절하다고 지각하는 일종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기대와 평가는 성취에 직결되기 쉽고, 이러한 가정에서 국내외 연구들은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

와 사회적 지원이 학업적 성공의 주요한 요인임을 밝혔다(Fan, 2012; Friedrich et al., 2015;

Morin, 2014; 곽수란, 2012; 문정선·문경숙, 2018; 정혜원·원정은·박소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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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데이터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자원 및 학교풍토 요인들과 수학 소양의 관계를 실증적

으로 규명하고자 OECD에서 2000년부터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최신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6년에 발표된 PISA 2015는 72개

국(OECD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37개국)의 만 15세 학생 약 54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비례층화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168개교 총 5,749명(고 145개교 

5,201명, 중 23개교 54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협력적 문제해결 영역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설명변인인 사회심리적 자

원 관련 측정변수의 이상값을 제외한 168개교 5,58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변수설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변수들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수

학 소양은 PISA 2015 수학 소양 성취도 평가를 통해 제시되는 측정 유의값(Plausible Values)을 

활용하였다. 측정 유의값이란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에 의해 추정된 학생 능

력 점수를 산출하고, 그 능력 점수의 사후 분포로부터 10개의 성취능력 모수 추정값을 임의 추출

하여 제시된 값이다(OECD, 2017)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수학 소양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10개의 측정 유의값을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PISA 2015 원자료가 제공하는 학생, 학교장, 교사,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의 주요 독립변인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사회심리적 자원은 크게 개인수준

과 학교수준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는데, 개인수준에서는 청소년의 직업포부 및 성취동기와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을 사회심리적 자원의 측정변수로 삼았다. 직업포

부는 국제표준직업분류체계(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에 따라 

30세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군의 지위점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로 측정하였다. 성취동기와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 및 교육적 지원은 PISA

2015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복합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내용과 신뢰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학교수준의 사회심리적 자원 변인으로는 교사의 차별에 대한 학생의 인식

2) OECD 회원국 전체 학생들이 평균 500점, 표준편차 100점이 되도록 척도화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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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심리적 자원 변수들 또한 교육맥락 주요 변인으로 PISA 2015 원자

료에서 제공한 관련 설문문항의 합산값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사회심리적 자원과 함께 본 연구

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학교풍토 관련 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먼저 긍정

적인 학교풍토를 저해하는 교사 및 학생관련 요인은 학교장이 인식하는 교사태만과 학생불량으

로 원자료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복합지표로 활용되었다. 교육 책무성을 나타내는 학교 변인으로 

학교가 학업성취도 데이터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문문항 응답을 더미변수(0=공개

안함, 1=공개함)로 측정하였다. PISA 2015에서 제공한 표준화된 복합지표들은 문항반응 이론

(Item Response Theory)에 기반하여 산출되었으며, 아래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0.7이상으로 연구모형에 투입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OECD, 2017).

<표 1> 사회심리적 변인 측정문항 및 신뢰도 

신뢰도 문항내용

개인수준

성취동기 .852

Q1. 나는 대다수 또는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기 원한다.

Q2. 내가 졸업할 때 최상의 기회들을 선택할 수 있기 원한다.

Q3. 무엇을 하든 최고가 되기 원한다. 

Q4. 나는 스스로가 야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Q5. 나는 학급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기 원한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
.889

Q1. 나의 부모님은 교육적 노력과 성취를 지원해주신다. 

Q2.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신다. 

Q3.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해주신다. 

부모의 학습지원 .834

Q1. 자녀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얼마나 자주 의논하십

니까?

Q2. 얼마나 자주 자녀와 식사를 하십니까?

Q3. 자녀의 숙제를 얼마나 자주 도와주십니까?

Q4. 자녀가 수업에서 어떠한 성취를 거두는지 얼마나 자

주 물어보십니까?

Q5. 자녀를 위해 학습자료(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학

습 가이드)를 얼마나 자주 구하십니까?

Q6. 일상에서 교과목(과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자녀와 함께 얼마나 자주 의논하십니까?

Q7.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대해 자녀와 함께 얼마나 자주 

의논하십니까?

학교수준 교사의 차별 .782 

Q1.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나를 덜 부르신다. 

Q2. 선생님들께서는 실제 나보다 내가 덜 똑똑한 

사람이란 인상을 주신다. 

Q3.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나를 더 혹독하게 

대하신다. 

Q4.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신다. 

Q5.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내 성적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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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주요 설명변인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수학성취 관련 독립변수로서 개인수준

에서는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수학 학습시간을 선정하였으며, 학교수준 변수로는 설립유형, 학

교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교육의 질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학생들을 준거집단

으로 하여 여학생에게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사용되었다. 가정배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부모의 교육수준은 국제교육표준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에 따

라 0) 무학(none), 1)초등학교(primary education), 2)중학교(lower secondary), 3)직업계 고등학

교(vocational/pre-vocational upper secondary), 4)일반계 고등학교(general upper secondary),

5)전문대(vocational tertiary), 6)일반 4년제 및 대학원(theoretically oriented tertiary and

post-graduate)와 같이 학력의 위계수준이 반영된 연속변수로서 양친 중 교육수준이 더 높은 값

으로 측정되었다. 수학 학습시간은 일주일 동안 학교의 수학 수업시수에 따라 학습한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된 값을 사용하였다. 설립유형은 공립을 준거집단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1의 값으로 

신뢰도 문항내용

엄격하게 채점하신다. 

Q6.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게 모욕감을 

주신다.   

교사태만 .806

Q1. 학생들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은 교사들 때

문에 학생들의 학습이 얼마만큼 저해되고 있습니까?

Q2. 교사들의 잦은 결근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이 얼마만

큼 저해되고 있습니까?

Q3. 변화를 기피하는 교직원들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이 

얼마만큼 저해되고 있습니까?

Q4. 수업 준비를 잘하지 않은 교사들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이 얼마만큼 저해되고 있습니까?

학생불량 .832

Q1. 학생의 무단결석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이 얼마만큼 

저해되고 있습니까?

Q2. 수업을 빼먹는 학생들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이 얼마

만큼 저해되고 있습니까?

Q3.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학생들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이 얼마만큼 저해되고 있습니까?

Q4.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들 때문에 학생들의 학

습이 얼마만큼 저해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의 질 .868

Q1. 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들의 대다수는 유능

하고 헌신적이다. 

Q2. 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성취기준은 높다. 

Q3. 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수 내용과 방법에 

만족한다. 

Q4. 내 자녀의 진척 상황을 학교가 잘 모니터링 한다. 

Q5. 내 자녀의 진척 상황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정기적

으로 학교로부터 제공받는다. 

Q6. 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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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한 더미변수로 측정되었으며, 학교수준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자료에서 제공한 부모의 사회

경제문화적 지위(Index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점수의 학교 평균값을 활용하

였다. 학교교육의 질은 학교풍토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학교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설문문항 분석에 기반을 두어 원자료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단일지표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층모형에서는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연속변수가 전체 평균으로 중심점 교

정한 값(grand mean centering)으로 투입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관심변인인 사회심리적 자원 및 학교풍토의 효과가 개인 및 학교수준

의 배경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상호작용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모형에 상호작용

항을 투입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변수를 전체 

평균으로 중심점 교정한 값으로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5세 청소년은 학교(집단)에 내재된 학생(개인)으로 표집되었다(OECD,

2016). 다층모형은 이처럼 집단에 포함된 개인을 분석단위로 상정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다층모

형의 기본 가정이 개인은 그가 속한 집단의 특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연구자가 

설정하는 가설과 자료가 위계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층구조를 지닌 표

본을 분석할 때 연구자가 단층적인 통계모형을 사용하면, 자료의 위계적 구조로 인해 연구결과

는 타당성이 결여되기 쉽다(강상진, 1995).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분석의 단위를 고려한 추정방법

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다층모형이 적합하다

(Raudenbush & Bryk,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을 모두 분석에 반

영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2수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1수준 모형

       ⋯      ⋯  

 2수준 모형 

              ⋯    

         

           …

           (Ws, s=1, …,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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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1수준 모형의 는 j번째 학교에 있는 i번째 15세 청소년의 수학 소양성취도 평가 

점수를 의미하고, 는 절편값을 ,  , ..., 는 개인수준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뜻한다. 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로서 평균 0과 분산 의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2수준 모형은 

각 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학 소양성취에 대해 학교수준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다. 2

수준 방정식에서 는 학교에 따라 다른 무선효과(random effect)로 설정되었고, 각 학생수준 

변인들의 영향력은 고정효과(fixed effect)로 추정되었다. 는 수학 소양성취에 대한 전체 표본

의 총평균값을 나타내며,  , ..., 는 학교수준 변수를 의미한다. 이 같은 학교수준 변수들

이 학교 평균에 미치는 영향력은  , …, 을 통해 추정되며, 는 평균 0과 2수준 분산 

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청소년의 수학 소양성취와 사회심리적 자원 및 학교풍토 요인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 분석을 다음과 같이 네 단계를 거쳐 수행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기초모형

으로 공변량을 제외한 종속변수만 투입한 모형이다. 이러한 기초모형은 학교 간 분산에 대한 정

보를 제시함으로써 독립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 분산을 개인수준과 학교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

는 것의 타당성을 제공한다(Raudenbush & Bryk, 2002). 이후 연구모형 1에서는 개인수준 변수

만을 포함하였고, 연구모형 2에서는 개인수준 변수의 상호작용항(부모의 교육수준*학생의 직업

포부)을 투입하였다. 연구모형 1과 2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수학적 소양 성취에 영향을 

주는 개인수준 배경변인과 사회심리적 자원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수준 변인들과 수학적 소양 성취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형3과 

4를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명세화 하였다. 먼저 연구모형 3은 개인수준 설명변인들과 

함께 학교수준 배경변인을 비롯한 학교풍토를 나타내는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이후 생태학적 관

점에서 최근 학교풍토 연구가 주목하는 학교배경에 따른 학생문화의 차별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모형 4에 상호작용항(학교 SES*학생불량)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 3.5 버전 프

로그램의 lme4 pacakage을 통해 전술한 다층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R 3.5 버전 프로그

램의 mice package를 활용하여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수학적 소양 성취점수 10개의 측정 

유의값(plausible value)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중대체법(multiple impuation)을 이용하여 독

립변수의 결측치를 처리하였다3).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정리하여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3) 단 하나의 대체값을 구하는 단일대체법(single imputation)과 다르게 다중대체법은 다수의 후보값 중 무작

위로 대체값을 구한 후, 각각의 자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그렇게 추정된 계수를 수학적으로 통합하여 

구하는 방법이다(Little & Rubin, 2002). 본 연구에서는 Barnes, Lindborg & Seaman(2006)의 제안에 따라 5
회의 반복을 통해 결측치 대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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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모형의 회귀식

수준 회귀식

기초모형 
1수준      

2수준    

모형1

1수준

 성별부모의교육수준학생의직업포부

학습시간성취동기부모의정서적지원

부모의교육적지원 

2수준

 
 
.
.
 

모형2

1수준

 성별부모의교육수준학생의직업포부

학습시간성취동기부모의정서적지원

부모의교육적지원 

부모의교육수준학생의직업포부

2수준

 
 
.
.
 

모형3

1수준

 성별부모의교육수준학생의직업포부

학습시간성취동기부모의정서적지원

부모의교육적지원 

부모의교육수준학생의직업포부

2수준  
.
.
 

 설립유형학교시험관련풍토

학교교육의질교사의차별

교사태만학생불량

모형4

1수준

 성별부모의교육수준학생의직업포부

학습시간성취동기부모의정서적지원

부모의교육적지원 

부모의교육수준학생의직업포부

2수준  
.
.
 

 설립유형학교시험관련풍토

학교교육의질교사의차별교사태만

학생불량학교학생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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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결측치대체율 

성별 5581 0.48 0.5 0

부모교육수준 5581 4.6 0.85 1.00%

직업포부 5581 55.86 14.96 8.80%

학습시간 5581 209.59 76.72 1.80%

학습동기 5581 0.34 0.98 0.60%

부모정서적지원 5581 -0.16 0.96 0.60%

부모교육적지원 5581 -0.57 1.02 0.90%

수학소양점수(측정유의값1) 5581 523.78 99.59 -

수학소양점수(측정유의값2) 5581 522.55 99.35 -

수학소양점수(측정유의값3) 5581 524.26 98.5 -

수학소양점수(측정유의값4) 5581 525.25 99.27 -

수학소양점수(측정유의값5) 5581 522.86 100.85 -

수학소양점수(측정유의값6) 5581 522.06 99.99 -

수학소양점수(측정유의값7) 5581 523.06 99.12 -

수학소양점수(측정유의값8) 5581 522.09 99.57 -

수학소양점수(측정유의값9) 5581 525.24 99.91 -

수학소양점수(측정유의값10) 5581 522.7 100.23 -

학교설립유형 168 0.66 0.47 -

학교평균SES 168 -0.2 0.33 -

시험관련 풍토 168 0.87 0.34 -

학교교육의 질 168 -0.05 0.32 -

교사의 차별 168 8.35 0.72 -

학생불량 168 -0.3 1.17 -

교사태만 168 -0.48 0.99 -

Ⅳ. 연구 결과

종속변수 이외의 어떠한 설명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 분석 결과, 학교 간 분산

(2738***)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효과(random effect) 내 분산 성분을 추정

한 결과 학교 간 분산과 학생 간 분산(7252)을 합한 총분산(9990)에서 학교 간 분산이 차지하는 

집단 내 상관(ICC, 7252/9990)이 .274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수학 소양 성취도 

분산의 27% 정도가 학교 수준 특성에 좌우되는 반면에 73%는 학생 수준 특성에 의해 설명된다

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수학 소양 성취의 학교 간 차이가 실증적으로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층모형 분석을 통해 성취 격차를 설명하는 변인들을 좀 더 탐색해볼 여지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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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아래 <표 4>는 본 연구에서 4단계 위계적 접근을 통해 설정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1단계 모형에서 청소년의 수학 소양성취에 대한 개인수준의 배경요인의 영향을 살

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12.83***)과 학습시간(0.09***)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더 많은 시간을 학습하는 학생일수록 수학 소양성취 점수 또한 향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을 통제한 후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심리적 자원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직업포부(1.04***), 성취동기

(17.63***), 부모의 정서적 지원(3.48**)이 보다 높은 수학 소양성취 점수를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교육적 지원의 영향력은 정적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인 돼, 그간 한국의 학업성취 설명기제로서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김수

혜·황여정·김경근, 2010; 변수용·김경근, 2008; 정제영·정예화, 2015)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Coleman(1966)의 초기 연구에서 성취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데 중요한 사회심리적 자

원으로 지목됐던 성취동기의 영향력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이와 더불

어 미래 직업에 대한 학생의 포부수준도 수학 소양성취 점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2단계 모형에서 직업포부의 영향력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상호작

용항을 넣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직업포부가 높을수록 수학 소양성

취 향상에 정적인 관련성은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효과 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의 설명력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인수준 변인들이 투입

된 모형1과 모형2에서 설명된 총분산은 동일하게 19%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522.11*** 3.52 521.99*** 3.53 647.50*** 25.98 653.35*** 25.77

개인 수준

성별(여학생=1) 0.60 2.85 0.62 2.85 -1.17 2.71 -1.12 2.70

부모교육수준 12.83*** 1.39 12.88*** 1.39 11.26*** 1.40 11.28*** 1.40

직업포부 1.04*** 0.08 1.04*** 0.08 1.00*** 0.08 1.00*** 0.08

학습시간 0.09*** 0.02 0.09*** 0.02 0.09*** 0.02 0.09*** 0.02

성취동기 17.63*** 1.19 17.62*** 1.19 17.58*** 1.19 17.55*** 1.19

부모정서적지원 3.48** 1.22 3.45** 1.22 2.95* 1.22 2.97* 1.22

<표 4> 15세 청소년의 수학 소양성취 다층모형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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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교수준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 3의 분석결과 학교평균 SES(76.19***)와 학교교육 

질(17.44*)의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며, 학교풍토 관련 요인으로 교사차별(-13.17***)과 학생불량

(-5.58**)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모형에서 확인된 개인수준 변인

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학교수준 변인들의 독립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설명력과 관련하여 기초모형과 비교했을 때 모형 3에 의해 학교수준의 분산 또한 

82% 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수학 소양성취와 학교수

준의 평균 SES(76.19***)가 개인수준의 부모학력(11.26***) 보다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 B SE B SE B SE

부모교육적지원 0.89 1.12 0.88 1.12 0.81 1.12 0.80 1.11

상호작용항

부모교육수준*

학생직업포부 
0.05 0.09 0.03 0.09 0.04 0.09

학교 수준

설립유형

(1=사립)
6.97 4.82 6.04 4.78

학교평균 SES 76.19*** 7.24 77.14*** 7.16

시험관련 풍토 -4.04 6.26 -3.17 6.18

학교교육의질 17.44* 7.32 19.25** 7.23

교사의 차별 -13.17*** 2.93 -13.75*** 2.90

교사태만 1.25 2.28 0.53 2.28

학생불량 -5.58** 1.99 -2.92 2.39

상호작용항

학교 SES*

학생불량
9.34＋ 4.82

무선효과

분산 성분

2수준(학교) 1568*** 1568*** 488.3*** 467.4***

1수준(학생) 6497 6497 6494.6 6496.2

전체 8065 8065 6982.9 6963.6

ICC 0.194 0.194 0.070 0.067

설명된 분산

( 
)

2수준(학교) 0.427 0.427 0.822 0.829

1수준(학생) 0.104 0.104 0.104 0.104

총분산 0.193 0.193 0.301 0.303

주) ＋p<.10, *p<.05, **p<.01, ***p<.001



668  아시아교육연구 19권 3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인지적 성

취에 가정배경의 집합적 효과(ecological effect at aggregate-level)가 지대함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Belfi, Haelermans & De Fraine, 2016).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또한 수학 소양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학교 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수

학 소양 평균 성취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학

교풍토는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차별이 심할수

록 성취 점수가 낮게 예측되었다. 이와 함께 학교수준에서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들의 불

량한 태도와 불성실함도 수학 소양성취도 점수와 부적인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술한 

결과는 성취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학교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의 수학 소양 성취도 평균점수가 공립학교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6.97),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학교설립 유형의 뚜렷한 차이는 포착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는 개인수준 및 학교수준 독립변인들과 함께 학교수준 변인들 간 상호

작용항을 투입하여 청소년의 수학 소양 성취도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

였다. 분석 결과 개인수준 및 학교수준 변인들의 영향력과 유의성은 이전 모형에서 추정했던 것

과 비교적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 SES와 학생불량 상호작용항의 수학소양 성취도와의 

관련성(9.34+)은 정적으로 파악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 평균 SES가 높은 학교에서는 학생불량 정도가 높더라도 청소년의 수학적 소양성취도 

점수가 높게 예측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학교배경에 따른 학생풍토의 차별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학 소양성취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심리적 자원의 독립적 

영향력을 개인수준과 학교수준에서 탐색하고, 이러한 사회심리적 자원이 부모의 사회계층 및 학

교풍토 변인과 상호작용의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

층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수준과 학교수준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심리적 자원과 학교풍토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사회심리적 자원은 제 유형에 따라 수학 소양 성취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사회심리적 자원 변수들 중 청소년의 성취동기, 직업포부,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에 부모의 교육적 지원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

구의 결과는 그간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구명해온 국내의 연구들과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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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것으로(김수혜·황여정·김경근, 2010; 정제영·정예화, 2015),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개입보다 부모의 정서적 배려와 관심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유효한 사회심리적 자원임을 시사한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비교 관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괄목할만한 학업성취 

결과 이면에 지나친 부모의 교육적 개입과 사교육을 위시한 과열된 학업경쟁을 지적하는 담론

(Yoon & Järvinen, 2016; Heyneman, 2013; Park, Byun & Kim, 2011)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적 관여는 동아시아의 유교문화

에서 형성되는 고유의 사회심리적 자원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지나친 성취압

력으로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안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

려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Ahn & Baek, 2012; Yang & Shin, 2008). 이러한 관점에 기대어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정서적 배려와 관심이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에 보다 긴요한 사

회심리적 자원임을 지지하는 바이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동조된 열망이라 볼 수 있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정적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개

인수준에서 수학소양 성취에 대한 성취동기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 사회심리적 자원이 가정배경과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취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불평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 내 사회심리적 자원의 효과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본 학교 내 사회심리

적 자원과 학교풍토의 영향력은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의 차별과 학생문화(학생불량)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학교의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취의 밀접한 

관련성은 한국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이 대개 거주지 근거리 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

해봤을 때, 일종의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로서 주변환경의 영향력에 주목한 교육격차 연

구와 궤를 함께한다고도 볼 수 있다(Burdick-Will, 2018; Pong & Hao, 2007). 또한 교사의 중요

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Fan, 2012; Friedrich, et al., 2015; Morin, 2014; 곽수란,

2012; 문정선․문경숙, 2018),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차별이 성취를 저해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기대와 사회

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정배경이 열악한 학생일수록 교사의 기대로부

터 받는 영향력이 크다는 선행연구와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김두환, 2005; Babad, Inbar &

Rosenthal, 1982).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환경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부족한 사회심리적 자원을 충족시킬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계층 

간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교사-학생의 관계가 보다 긍정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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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문화의 독립적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학교의 학생

문화로부터 수학 소양의 성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지대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친구효과(peer effect)가 중요한 기제임을 시

사 한다고도 볼 수 있다(Hanushek et al., 2003; Lin,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취격차를 줄이

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학교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학교가 저성취 학생에게 유용한 사회심리적 

자원을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나아가 이후 수행하는 연구에

서 교실활동(예: 수준별 이동수업)에서부터 제도적 조치(예: 혁신학교 정책)에 이르기까지의 다

양한 학교 교육과정의 영향과 이와 관련한 학교풍토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학술적 노

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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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o-psychological and School Climate Factors Relating to

Mathematical Literacy Skills of Korean Youth

: Evidence from PISA 2015*

4)

Kim, Suehy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associations of socio-psychological and school

climate factors with the mathematical literacy skills of 15 aged youth in Korea measured by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5. Appling a multilevel model

analysis into the PISA 2015 allowed to inform of what kinds of socio-psychological and school

climate factors are related to an increase of the mathematical literacy skills in PISA 2015

assessment at both individual and school levels. Results showed that a noticeable increase

of the math literacy remained in youth’s achievement-motivation, occupational aspiration and

parental emotional support at the individual level. The author conducted an interaction model

analysis for the math literacy gaps by a relation between youth’s occupational aspiration and

parental educational attainment but did not fin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A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examine to what extents school climate matters in the mathematical literacy

skills of youth. Key findings of school-level analyses suggested that school-SES, quality of

education, teacher’s fairness and student climate might make a difference. This article concluded

with a suggestion that the educational intervention should focus on fostering a positive school

climate and socio-emotional support for disadvantaged youth not to be left behind.

Key words: socio-psychological factors, school climate, multi-level analysis, PIS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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