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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단자료를 이용한 학교효과 추정 계  모형: 척도 수와 NCE 수와의 비교

최길찬(崔吉燦)1) 

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다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학교효과 추정 모형인 3수  계모형을 제안

하고, 측정척도의 속성에 따라 학교효과 추정치의 통계  추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

다.  이를 해 미국의 한 도시 교육구의 3학년의 집자료를 모의실험자료의 집으로 이용하

다.  이 자료는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62개 학교의 각 학년도별 3학년 수학성 과 읽기성

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를 기 로 무선복원추출 방법을 통해 모의실험 (Monte Carlo 

Simulation)의 조건에 따라 2,000개씩의 자료를 산출하고, 그 자료를 이용하여 동등화된 척도 수

와 NCE 수간의 학교효과 추정치의 통계  추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학교효과 추

정 모형을 통해 산출된 학교효과 추정치들이 NCE 수를 이용할 때와 동등화된 척도 수를 이

용할 때 통계  추론에 있어 아주 미미한 차이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즉 학교효과 추

정치 간의 등 상 계수, 학교평균 성장률간의 상 계수 둘 모두 평균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

다. 

I. 서론

  

국가의 교육에 한 책무성이 강화되면서 학교교육효과의 산물로 측정되는 학생의 성장

과 변화가 21세기 교육의 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법령인 “한 

학생도 뒤처짐없이”(No Child Left Behind: NCLB, 2002)가 선포된 후, 각 단 학교는 2014년까지 

매년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에게 주정부가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물론 학부모를 포함하는 일반 에게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법령이 발효된 후, 미국 교육계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한 검사의 개발

과 학업성취 수행기  설정(performance standard), 학업성취 변화를 추정하기 한 통계  모형

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에서는 유사 종단자료를 이용한 학교효과 추정 계  모형을 제안하고, 학교효과를 

추정할 때 측정척도의 선택에 따라 추정치의 통계  추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한다. 학교

효과 추정에 이용되는 자료의 성격, 즉 자료 수집을 한 연구 설계  측정척도상의 문제에 따라 

통계  모형의 선택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학교효과 추정의 통계  추론과 그 실제  의미도 달

라진다. 따라서 어떤 측정척도, 어떤 종단  자료, 어떤 통계  모형을 이용하느냐 하는 세 가지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학교효과 연구에 해서 실제 인 시사 을 다고 할 수 있다.

학교효과 추정을 한 종단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흔히 패  자료

(panel data)라 불리는 것으로, 개별 학생을 시간에 따라 반복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다. 다른 하나는 다 코호트 자료 (multiple cohorts)라 불리는 것으로, 개별학생을 반복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학년을 반복 으로 여러 해에 걸쳐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연구의 

목 에 따라 이 두 가지 방법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서 자

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을 개별 으로 이용하여 추정한 학교효과 추정치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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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자료 수집은 기본 으로 측정시 이 여러 번이기 때문에 측정척도를 어떤 방식으

로든 동등화하여야 한다. 여러 번의 측정치를 비교 가능한 하나의 공통척도 (common scale)로 동

등화시키는 것을 검사 동등화(test equating)라고 하는데, 척도의 성격에 따라 검사 자체를 동등화

해서 얻어진 척도 수 (equated scale score: 이하 SS)와 찰검사 수를 정상분포곡선을 이용하

여 동간척도로 변환하는 정상분포변환 수(normal curve equivalent: 이하 NCE)로 나  수 있다. 

자는 학생의 성취도의 시간에 따른 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후자는 NCE 수를 구

하기 해 이용된 규 집단(norming population)내에서의 시간에 따른 상 인 변화만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NCE 수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하여 NCE 수를 이용하여 학교효과를 종단 으

로 추정할 때에는 해석상의 주의와 제한 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CE 척도는 척도구성과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학교 장에서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는 학교효과 추정모형을 제안하고, 척도의 성격이 

학교효과의 추정치의 통계  추론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서 실제 수집된 유사종단 코호트 자료를 2,000개의 모의실험자료로 새로 구성한 후, 척도의 

성격에 따라 추정치들이 서로 다르게 산출되는지를 분석하 다. 

Ⅱ. 종단자료를 이용한 연구설계  척도의 성격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변화  성장을 기 로 하여 학교효과를 추정하기 할 때 먼  결정

해야할 두 가지 문제는 어떤 종단자료의 설계를 이용하느냐와 어떤 측정척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종단자료의 설계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흔히 패 자료 (panel data)를 이용한 

종단연구설계(longitudinal study design)이다. 이 방법은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시간 혹은 학

년에 따라 반복 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를 들어, 학생 A의 3학년 때의 성취도, 4학년 때의 성

취도, 그리고 5학년 때의 성취도를 측정하여 수집한다. 이 게  시간에 따라 학생의 반복 측정치

를 수집하는 설계가 종단연구설계이다(Linn, 2001). 이러한 설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는 

통계  모형은 학생의 발달  측면에서 성장곡선의 형태를 추정하고, 추정된 성장곡선이 학생의 

배경변인  학교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한다. 이와 같은 통

계  분석방법은 1980년  후반이후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며, 재 성장모형 (growth 

modeling) 혹은 잠재변인 성장곡선 모형(latent growth curve analysis)이란 이름으로 리 활용되

고 있다(Bryk & Raudenbush, 1987; McGardle & Epstein, 1987; Gibbons, Hedeker, Waternaux, 

& Davis, 1988; Muthen & Curran, 1997; 최길찬, 1999; Seltzer, Choi, Thum, 2003).  

 다른 설계 방법은 유사종단설계(quasi-longitudinal design)이다. 이 방법은 특정 학년

의 학생 성취도를 매년 측정하여 수집하는 형식을 취한다. 를 들면, 2000년도 3학년 학생의 성

취도, 2001년도 3학년 학생의 성취도, 2002년도 3학년 학생의 성취도를 자료로 해서 3학년 학생들

에 한 학교효과  교육효과를 종단 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동일 학생의 능력을 반복 측정하는 

종단연구설계와 달리, 특정 학년의 성취도를 반복 으로 수년에 걸쳐 수집하기 때문에 유사종단연

구설계 혹은 다 코호트(multiple-cohorts) 설계라고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자료는 자료수집이 

상 으로 용이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제정한 학교책무성평가(NCLB)에서 연구설계 

방법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큰 심이 집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통계

 모형은 앞의 종단자료를 이용한 성장모형보다 덜 발달되어 있고(Willms & Raudenhush, 1989), 

구체 인 통계  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한 학교효과 연구의 신천지라 할 수 있다.

  종단자료를 이용한 학교효과 연구에 있어서 측정척도의 문제는 종단자료 연구설계의 

문제와 맞물려 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공교육 체제 내에서 학교효과를 추정하여 학교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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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이용되는 척도는 NCE 수와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을 이용하여 동등

화된 척도 수이다(Yen, 1986).  Seltzer 등의 연구(Seltzer, Frank, & Bryk, 1994)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척도 수는 성장모형에 용하기에 가장 한 척도이다.  척도 수는 학년 혹은 시간

의 연속선상에서 직선 으로 동등화된 수이기 때문에 이론 으로 학생의 성취도를 하나의 공통 

척도 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속성 (measurement property)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척도 

수상의 변화는 시간에 따른 능력의 인 변화를 의미한다. 학생의 수학 척도 수가 시간에 따

라 변한다면, 이는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가 반 한다고 가정하는 학생의 인 수학능력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NCE 수는 검사가 시행된 규 집단 내에서의 상 인 치만을 나타내

다. 따라서 한 학생의 NCE 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할 때, 그 변화는 반드시 학생의 

인 학업능력의 변화를 반 하지 않을 수 있다. 를 들어 학생의 인 학업능력이 시간에 따

라 증가하 더라도 NCE 수가 산출된 규 집단 내에서의 상 인 치가 변화지 않았다면 

NCE 수는 시간에 따라 동일한 수를 갖게 된다. 반 로 한 학생의 인 학업능력이 시간

에 따라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학생의 NCE 수는 시간에 따라 차 커지는 양상을 보일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NCE 수를 이용한 종단연구는 시간에 따른 학생의 인 학업능

력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제한 을 갖는다. 

NCE 수가 가지는 측정척도상의 제한 에도 불구하고 종단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데

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자료해석상의 용이 때문이다. 교육 장에서 교육행정가나 학

부모가 선호하는 척도이다. 보통 NCE 수는 평균이 50, 표 편차가 21인 표 수이다.  따라서 

NCE 수는 학생의 규 집단 내에서의 상 인 치 악이 동등화된 척도 수에 비해 용이하

다. 둘째로 학교효과 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자료수집의 용이성이 크다. 척도 수를 얻기 한 검

사 동등화는 주로 공통문항을 여러 시 의 검사에 포함시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는 검사의 개

발단계에서 어떤 문항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한 구체 이고 체계 인 계획이 필요하며, 검사실시 

이후에도 척도를 동등화시키기 한 기술 인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이에 비해 NCE 수는 각 

측정시 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 규 집단 내에서 수를 표 화시키기 때문에 그 차가 척

도 수에 비해 훨씬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종단자료설계와 척도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때 우리의 심사는 앞서 언 한 패 자료 

종단설계와 코호트자료 유사종단설계에서 동등화된 척도 수 신 NCE 수를 이용하는 것이 학

교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이다. Goldschmidt, Choi, & 

Martinez(2003)는 패 자료를 이용한 학교효과연구에서 척도 수 신 NCE 수를 이용할 때 어

떠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학교효과를 추정하는 통계모형을 척도 수와 NCE 

수에 동일하게 용하여, 학교의 출발 시  평균과 평균 성장률을 추정하 다. 이들 학교효과 

추정치들을 이용하여 학교 순 를 정하고, 그 순 상 (rank-order correlation)을 비교한 결과, 순

상 계수가 .9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척도 수를 이용한 학교순 와 NCE 수를 이용한 학

교순 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코호트자료 유사종단설계에서 학교효과

를 추정할 때, 척도 수 신 NCE 수를 이용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게 하는지를 확인

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용하 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NCE 수와 척도 수간의 학교효과 추정치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모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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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실험 방법(Monte Carlo Simulation Study)을 채택하 다. 모의자료실험 방법은 일반 으로 다양

한 모의실험 설계 요인을 정하고, 정해진 요인에 따라 무선 이고 반복 으로 많은 자료를 산출한

다. 모의실험 방법의 가장 장 은 산출된 자료의 수가 방 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는 특정 하나

의 자료를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에 비해 일반화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모의실험자료의 구체 인 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의 한 도시 교육구의 3학년의 집자료를 모의실험자료의 집으로 이용하

다. 이 자료는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62개 학교의 각 학년도별 3학년 수학성 과 읽기성

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98년도 3학년의 수학과 읽기 성 , 1999년도 3학년의 수학과 읽기 

성 , 2000년도 3학년의 수학과 읽기 성 , 2001년도 3학년의 수학과 읽기 성 , 그리고 2002년도 

3학년의 수학과 읽기 성 을 포함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학생수는 37,700 이었으

며, 평균 으로 각 학교당 학생수의 평균은 약 130명 정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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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교수
표집 학생수

비율(%) 학교별 평균 표집학생수

62 25 30.2

62 50 60.5

62 75 90.7

<표 1> 표집 조건(Sampling Conditions)

둘째, 집자료로부터 <표 2>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반복 무선복원표집을 하 다. 즉 

집으로부터 25%의 학생을 표집하여 첫 번째 데이타를 만들고, 표집된 학생을 다시 복원하여 복

원된 집으로부터 다시 25%의 학생을 표집하여 두 번째 데이타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2,000번 반복하여 집의 25% 학생으로 구성된 2,000개의 데이타를 비하 다. 같은 방식으로 

집의 50%의 학생으로 구성된 2,000개의 데이타와 집의 75%의 학생으로 구성된 2,000개의 데이

타를 비하 다. 결과 으로 분석에 이용된 총 데이타의 수는 각 조건당 2,000번씩 총 6,000개 이

며, 이들 자료는 학생의 수학  읽기 시험의 동등화된 척도 수와 NCE 수, 다양한 학생의 배

경변인, 학교배경변인을 포함한다. 

셋째, 이 게 구성된 데이타에 포함된 학생의 척도 수와 NCE 수를 다음 에서 제시

된 학교효과추정 모형을 통해 분석하 다.  

넷째, 분석의 결과로 아래의 4개의 추정치를 산출하 다. 

① 학교 평균 출발  성

② 학교 평균 성장률

③ 유형 A 효과 (Type A effect: Willms & Raudenbush, 1989; Raudenbush & Willms, 

1995): 학생의 개인배경변인을 통계 으로 통제한 후의 학교 평균 성장률.  유형 A 효과는 학교의 

정책  교육처지의 효과, 학교의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s), 그리고 사회배경  요인의 효과를 

포함한 효과를 의미한다.

④ 유형 B 효과 (Type B effect: Willms & Raudenbush, 1989; Raudenbush & Willms, 

1995): 학생의 개인배경변인 뿐 아니라 학교의 맥락효과  사회배경  요인의 효과를 통계 으로 

통제한 후의 학교 평균 성장률.  유형 B 효과는 유형 A 효과와 조 으로 학교가 임의 으로 통

제할 수 없는 학생배경변인의 효과  학교의 맥락효과 등을 통제한 학교의 순수한 정책  교육

 처지의 효과만을 포함한다.  

다섯째, 4개의 학교효과 추정치들을 기 로 학교의 순 를 산출하 다.  를들어, 집 

학생의 25%를 포함한 첫 번째 데이타의 척도 수에 근거한 학교순 를 정하고, 같은 첫 번째 데

이타의 NCE 수에 근거한 학교순 를 정하 다.  이러한 학교순 는 2000개의 25% 학생 표집 데

이타 마다 각각 산출되었고, 50% 표집 데이타와 75% 표집 데이타에도 동일하게 용되었다. 

여섯째, 25% 표집 데이타의 척도 수를 이용하여 얻어진 2,000개의 학교효과순 와 같은 

데이타의 NCE 수를 이용하여 얻어진 2,000개의 학교효과순  데이타를 이용하여 순 상 계수

를 구하 다.  50% 표집 데이타와 75% 표집 데이타에도 동일하게 용하 다. 

Ⅳ. 학교효과 추정 모형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는 3단계의 계  구조를 갖는다. 즉 각 측정년도에서의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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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개인배경변인이 1단계를 구성하고, 측정시 이 2번째 단계의 자료이며, 학교의 배경변인 

 학교 정책 변인이 3번째 단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유사종단설계는 측정

시 이 2번째 단계를 구성하는 반면, 패 자료를 이용한 종단설계에서는 학생의 배경변인이 2번째 

단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3단계 계자료를 이용하여 3개의 3수  계모형(3-level hierarchical 

model: 이하 HM)을 제시하 다.  모형 Ⅰ은 학생  학교의 배경변인 포함되지 않는 기 모형 

(unconditional model)이다.  모형 Ⅱ에서는 모형 1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학생수 에 학생특성변

인을 투입함으로써 학생간 여러 특성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 다. 모형 Ⅲ은 학생수  변인과 함

께 학교의 교육 로그램(intervention program) 참여 여부를 학교정책변인으로, 학교의 제반 특성

들을 학교배경변인으로 하여 학교수  모형에 추가하 다.  

 1. 모형 Ⅰ

1수  모형(학생수 )은 다음과 같다.

        (1) 

Yijt 은 t시 (t=1, … T)에서 j학교(j=1, … J)의 i학생(i=1, … I)의 성 이다. βjt0 는 t 시

에서 j학교의 평균성 을 나타내는 모수치이며, rijt 는 각 시 에서의 무선오차를 나타낸다.   

2수 은 모형은 동학년간(between-cohort; within school) 모형이다. 여기에는 시간 변인

을 투입하여 학교별 출발  평균과 성장률을 추정한다.

         (2)

Timeit 는 θj0 가 첫해의 학교성 , 즉 j학교의 첫해 평균성 을 나타내도록 하기 해서 

첫해의 값을 0으로 조정하 다(Timeit = 0, 1, …, 4). 그리고 θj1 은 j학교의 매년 성  향상 정도

(성장률)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2수  모형은 각 학교의 평균 수가 시간의 변화(Timejt)에 따

라 언되도록 하는 회귀식을 구성하여 학교수 의 선형성장모형(linear growth modeling)을 구체

화한 것이다. ujt 은 연도별로 학교 평균이 무선 변동(random fluctuations)하는 것을 나타낸다. 

3수  모형(학교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3a)

        (3b)

Φ00, Φ10 은 각각 출발시 의 체 평균 성 과 체 평균 성장률을 나타낸다. 무선 효과인 

Vj0 는 출발 시 에 있어서 체 평균으로부터 j학교의 편차를 보여 다. 동일한 방식으로 Vj1 은 

j학교 성장률과 체 평균 성장률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2. 모형 Ⅱ

모형 Ⅱ에서는 1수  모형에 학생배경변인들이 포함된다. 특수교육(SPED; SPED 이수=1, 

이외=0), 소득층(LOWSES: 낮은 SES=1, 이외=0), 어 미숙달(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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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P=1, 이외=0), 성별(Girl: 여학생=1, 남학생=0), 소수인종(Minority: 흑인과 히스패닉=1, 이외=0) 

등이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다. 1수  모형은 다음과 같다.

           

  
       (4)

이제 βjt0 는 에서 말한 5개의 학생수  변인에 따른 연도별, 학교별 차이를 조정한 이

후에 t 시 에서 j 학교의 성취도 평균을 나타내는 모수치가 된다. 이들 학생 수  변인들은 체 

평균에 한 편차 수로 조정되었다(grand mean centering). 학생 수  변인들의 회귀계수는 시

(t)과 학교(j)에 상 없이 고정된 것으로 가정되었다 (즉, βjt1=β1, βjt2=β2, …,  βjtK-1=βK-1,).

다음의 (5), (6a), (6b)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2수  모형과 3수  모형은 모형 1과 동일

하게 제시될 수 있다.

         (5)

        (6a)

        (6b)

 3. 모형 Ⅲ

모형 Ⅲ에서 1수  모형과 2수  모형 앞서 제시한 모형 Ⅱ와 동일하다. 다만 3수  모형

에서 새롭게 학교의 정책변인과 맥락변인을 모형에 포함하 다. 여기에서 사용될 정책 변인은 그 

학교의 교육 로그램(educational intervention program)의 참여이다(참여한다면 1, 그 지 않다면 

0). 학교특성 변인에는 소수인종의 비율(%Minority), 소득층 비율(%LOWSES), 어미숙달자 비

율(%LEP)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학교 특성 변인들은 첫 해(t=0)에서 해당 특성들의 학생 변인

을 학교별로 통합(aggregates)함으로써 산출하 다. 그러므로 3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학교정책변인을 제외한 학교 변인들은 모두 체 평균값을 심으로 조정되었다(grand 

mean centering).

               

 
   (7a)

               

 
   (7b)

Φ00 는 학교의 맥락변인이 비슷한 학교들 에서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의 출발

에서의 평균 성 을 나타내게 된다. Φ01 는 학교의 맥락변인이 비슷한 학교들 에서 로그램 

참여 학교와 참여하지 않은 학교간의 출발 시 에서의 평균성 의 차이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Φ10과 Φ11은 각각 학교의 맥락변인이 비슷한 학교들 에서 비참여 학교의 평균 성장률과 두 학교

간의 성장률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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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NCE 수과 척도 수간의 비교를 한 모수치들

<표 2>는 두 수를 기반으로 분석을 각기 수행했을 때 산출되는 결과를 비교하기 해

서 필요한 모수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4개의 하 모형에서, NCE 수와 검사 수를 사용했

을 때 각기 산출되는 출발  상태에서의 학교 평균 추정치(
∧

θ j0: the empirical Bayes(EB) 

estimates of school mean initial status) 크기를 비교하 다. 모든 학교들은 각 하 모형에 의한 

추정치의 크기에 따라서 두 수별로 순 가 정해지고, 그 다음 두 순  간의 상 (rank-order 

correlation)을 계산하 다.  

둘째, 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장률의 추정치(
∧

θ j1: the empirical Bayes(EB) estimates of 

school improvement/ growth rate)를 비교하 다. 다시 말해서, NCE 수와 척도 수는 서로 다

른 성장률 추정치를 산출하게 되고, 그 크기에 따라서 각기 학교별 순 를 정할 수 있다. 4개의 

하 모형별로 두 수에 의해 산출된 성장률의 크기에 따른 학교 순 를 비교하고 순  상 을 

산출하 다.  

셋째, 모형 Ⅲ의 결과를 사용하여, 학교 성장률에 한 유형 A와 유형 B의 효과를 산출

하 다. 세 개의 학교특성 변인을 맥락(contextual) 변인으로, 학교의 로그램 참여 변인을 정책 

변인으로 본다면, 학교 성장률에 한 유형 A와 유형 B의 효과는 <표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유형 A 효과는 세 개의 맥락 변인과 정책 변인의 효과가 포함된다. 반면 유형 B 효과는 맥락 

효과를 통제하고 정책변인 효과만을 포함한다. 두 수별로 유형 A와 유형 B 효과 크기에 따라 

학교 순 를 정하고,  순 간의 상 을 산출하 다.  

<표 2> NCE 수와 척도 수 모수 추정치의 비교

연구 문제               모수치 

 1) 학교 평균 출발  성

   (School mean initial status)


 2) 학교 평균 향상/성장률

   (School improve/growth rate)


 3) 유형 A 효과

    

         

     

 4) 유형 B 효과

    
   

Ⅴ. 분석결과

 1. 기술 통계

<표 3>은 매년 학생들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그 결과는 5년 동안 학생 모집단의 변화

가 다소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히스패닉계 학생이 체 학생의 43%에서 

53%로 꾸 히 증가한 이다. 반면에 아시아계 학생과 백인 학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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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특성

비  율

체
1998

(n=6884)

1999

(n=7863)

2000

(n=7812)

2001

(n=7109)

2002

(n=8040)

여학생 49.1 49.3 49.2 48.6 49.4 49.3

흑인 19.0 20.8 20.9 18.8 17.1 17.5

아시아인 12.6 15.6 13.7 12.9 12.7 8.4

히스패닉 48.0 42.2 44.6 48.6 51.5 53.0

기타 3.1 2.6 2.4 2.3 2.2 5.7

백인 27.3 18.8 18.4 17.4 16.5 15.4

ELL 47.5 44.9 49.3 50.7 43.4 39.7

무상 식 85.1 87.3 88.8 87.1 75.3 77.6

특별교육 5.5 8.2 6.9 4.5 0.5 7.1

      과목

  연도

읽기 수학

NCE 수 척도 수 NCE 수 척도 수

1998 37.1 588.6 43.3 586.1

(n=6884) (20.6) (43.6) (20.8) (40.6)

1999 40.9 594.9 49.1 596.3

(n=7863) (20.4) (44.3) (21.9) (43.6)

2000 43.5 599.9 53.1 603.5

(n=7812) (19.5) (43.1) (22.7) (45.3)

2001 44.5 604.7 54.5 618.6

(n=7109) (19.4) (42.4) (22.1) (44.1)

2002 46.7 609.3 57.7 614.8

(n=8040) (19.4) (42.4) (22.3) (44.4)

 다른 변화는 2001년 표집에서 단지 0.5%만이 특별 교육(special education)에 한 요구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 다는 이다. 이것은 다른 연도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치이다. 이것이 자료입

력이나 자료 리에서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표 3> 학생 특성에 한 기술 통계 (단  : %)

<표 4>는 5년간 체 표집에서의 NCE 수와 척도 수의 체 평균과 표 편차이다. [그림 1]과 

[그림 2]는 평균 성장 곡선과 모형 1에 의해 조정된 성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찰 수에 의

한 곡선과 모형에 의해 조정된 곡선간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학생들의 성장을 분

석하기 해서 선형 모형이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연도별 NCE 수와 척도 수의 과목별 평균  표 편차

* n은 사례수, (  )는 표 편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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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vs. Model Predicted Trends (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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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찰 수평균 성장곡선과 모형 언 수(Model-based predicted) 성장곡선 (NCE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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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찰 수평균 성장곡선과 모형 언 수(Model-based predicted) 성장곡선 (척도 수)

2. 모형 Ⅲ의 분석 결과: 효과 크기(Effect size)

모형 Ⅲ에 의해 산출된 과목별, 표집조건별 분석 결과를 <표 5>과 <표 6>에 제시하

다.  NCE 수와 척도 수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하여 모형에서 추정된 모수들은 효과 크기

(effect size)로 제시되었다. 이 효과 크기는 모수값을 종속변인의 표 편차로 나눔으로써 계산하

다 (Cooper & Hedges, 1994).  체 으로 효과 크기는 표집조건과 과목에 계없이 NCE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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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수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이 성장률(Φ10)의 추정에 있어서도 동일하

게 나타나고 있다는 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왜냐하면 두 수 체제에서 성장률은 보통 실

질 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Selzer et al., 1994; Goldschmidt et al., 

2003). 이 연구에서는 추정된 성장률 수치 자체는 두 수체제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 척도를 효

과 크기로 환하면 그 차이가 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성장률의 추정치는 

호안에 표시됨).

<표 5> 읽기 성취도 분석 결과 - 효과 크기: 모형 Ⅲ

표집 조건 25% 표집 50% 표집 75% 표집

읽기성취도(SAT-9) NCE 척도 수 NCE 척도 수 NCE 척도 수

학생수  설명변인

  Special Education (β1) -0.48 -0.47 -0.48 -0.47 -0.48 -0.46

  LowSES (β2) -0.34 -0.35 -0.35 -0.36 -0.35 -0.37

  LEP (β3) -0.42 -0.43 -0.42 -0.43 -0.42 -0.44

  Girl (β4) 0.11 0.11 0.11 0.11 0.11 0.11

  Minority (β5) -0.47 -0.48 -0.47 -0.48 -0.47 -0.48

학교별 출발  평균
(parameter estimate) (Φ00)

(38.7) (591.1) (38.6) (590.9) (38.5) (590.8)

학교수  설명변인

  % Minority (Φ01) -0.73 -0.68 -0.83 -0.79 -0.90 -0.86

  % Low SES (Φ02) 0.30 0.31 0.34 0.35 0.37 0.37

  % LEP (Φ03) -0.55 -0.73 -0.51 -0.69 -0.47 -0.65

  LAAMP Effect (Φ04) 0.04 0.01 0.00 0.01 0.00 0.01

학교별 평균 성장률 
(parameter estimate)(Φ10)

0.10

(2.24)

0.11

(4.98)

0.10

(2.24)

0.11

(4.99)

0.10

(2.25)

0.11

(5.00)

학교수  설명변인

  % Minority (Φ11) 0.07 0.05 0.08 0.07 0.09 0.07

  % Low SES (Φ12) -0.08 -0.08 -0.08 -0.09 -0.09 -0.09

  % LEP (Φ13) 0.10 0.14 0.10 0.014 0.10 0.13

  LAAMP 효과 (Φ14) 0.00 0.00 0.00 0.00 0.0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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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학 성취도 분석 결과 - 효과 크기: 모형 Ⅲ

표집 조건 25% 표집 50% 표집 75% 표집

수학성취도(SAT-9) NCE 척도 수 NCE 척도 수 NCE 척도 수

학생수  설명변인

  Special Education (β1) -0.57 -0.56 -0.57 -0.56 -0.57 -0.56

  LowSES (β2) -0.31 -0.32 -0.32 -0.34 -0.33 -0.34

  LEP (β3) -0.15 -0.15 -0.15 -0.15 -0.15 -0.15

  Girl (β4) 0.01 0.00 0.01 0.01 0.01 0.01

  Minority (β5) -0.55 -0.56 -0.55 -0.56 -0.55 -0.56

학교별 출발  평균
(parameter estimate) (Φ00)

(45.4) (589.7) (45.3) (589.4) (45.2) (589.2)

학교수  설명변인

  % Minority (Φ01) -0.97 -0.95 -1.12 -1.11 -1.22 -1.21

  % Low SES (Φ02) 0.44 0.47 0.51 0.54 0.55 0.58

  % LEP (Φ03) -0.40 -0.55 -0.35 -0.50 -0.30 -0.45

  LAAMP Effect (Φ04) -0.26 -0.01 -0.03 -0.02 -0.03 -0.02

학교별 성장률
(parameter estimate)(Φ10)

0.16
(3.53)

0.17
(7.14)

0.17
(3.55)

0.17
(7.16)

0.17
(3.55)

0.17
(7.17)

학교수  설명변인

  % Minority (Φ11) 0.13 0.11 0.14 0.13 0.15 0.14

  % Low SES (Φ12) -0.10 -0.11 -0.11 -0.11 -0.11 -0.12

  % LEP (Φ13) 0.06 0.09 0.06 0.09 0.06 0.09

  LAAMP Effect (Φ14) 0.01 0.01 0.01 0.01 0.01 0.01

 3. NCE 수와 척도 수에 기 한 학교 순 의 상 (rank-order correlation): 

   출발시  평균과 성장률(모형 Ⅰ ～ 모형 Ⅲ)

<표 7a>, <표 7b>, <표 7c> 는 분석 모형 Ⅰ, Ⅱ, Ⅲ에 따라 각각 출발시  평균성 과 

성장률에 해서 두 수 체계에 의해 각기 추정된 학교 순 의 상 을 계산한 것이다.1) 순  상

(rank-order correlation)을 계산의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먼  NCE 수를 사용하여 얻은 학

교별 출발시  평균 수(
∧

θ j0_NCE)의 EB 추정치(EB estimates) 크기에 따라서 학교 등수를 결정하

다. 그 다음 동일한 방식으로 척도검사 수를 사용하여 EB 추정치를 구한 다음 그 크기에 따라 

학교 등수를 결정한 다음, 이들 등수 간의 순  상  계수를 계산하 다(즉, Corr_rank (rank(
∧

θ

j0_NCE), rank(
∧

θ j0_SS)). 성장률의 학교간 순  상 을 구하는 것도 동일한 차와 방법에 의해서 계

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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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수는 평균 .90, 그리고 최하 .71에서 최고 .99까지의 범 를 보 다. Spearman 상

계수는 평균 으로 출발 성 에 해서는 .98, 성장률에 해서는 .95의 상 을 보 다. Kendall 

Tau 계수는 약간 낮은 상 을 보 는데, 출발 성 에 해서는 .91, 성장률에 해서는 .86의 상

을 보 다. 표집 조건에 따라서는 체로 일 된 경향을 보인 반면, 분석 모형이 복잡해짐에 따라

서는 상 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최  4% 정도로 상 으로 크

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7a> NCE 수와 척도 수에 기 한 학교 순  상  계수(모형 Ⅰ)

Spearman 상 계수 Kendall (Tau) 상 계수

표집

(%)
과목

출발  상태*

(
∧

θ j0)

성장률**

(
∧

θ j1)

출발  상태*

(
∧

θ j0)

성장률**

(
∧

θ j1)
R25 읽기 0.99 0.97 0.94 0.89

수학 0.99 0.96 0.95 0.89

R50 읽기 0.99 0.97 0.94 0.88

수학 0.99 0.96 0.95 0.91

R75 읽기 0.99 0.97 0.95 0.87

수학 0.99 0.98 0.96 0.91

* Corr_rank (rank(
∧

θ j0_NCE), rank(
∧

θ j0_SS)

** Corr_rank (rank(
∧

θ j1_NCE), rank(
∧

θ j1_SS)

<표 7b> NCE 수와 척도 수에 기 한 학교 순  상  계수(모형 Ⅱ)

Spearman 상 계수 Kendall (Tau) 상 계수

표집

(%)
과목

출발  상태

(
∧

θ j0)

성장률

(
∧

θ j1)

출발  상태

(
∧

θ j0)

성장률

(
∧

θ j1)
R25 읽기 0.98 0.96 0.89 0.85

수학 0.98 0.98 0.92 0.90

R50 읽기 0.98 0.96 0.89 0.84

수학 0.98 0.98 0.93 0.91

R75 읽기 0.98 0.96 0.89 0.84

수학 0.99 0.98 0.93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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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rman 상 계수

Corr (rank_NCE, rank_SS)

Kendall (Tau) 상 계수

Corr (rank_NCE, rank_SS)

표집 과목 Type A Type B Type A Type B

R25 읽기 0.98 0.98 0.90 0.91

수학 0.98 0.98 0.90 0.90

R50 읽기 0.98 0.98 0.91 0.91

수학 0.98 0.98 0.91 0.91

R75 읽기 0.98 0.98 0.90 0.90

수학 0.98 0.98 0.91 0.91

<표 7c> NCE 수와 척도 수에 기 한 학교 순  상  계수(모형 Ⅲ)

Spearman 상 계수 Kendall (Tau) 상 계수

표집

(%)
과목

출발  상태

(
∧

θ j0)

성장률

(
∧

θ j1)

출발  상태

(
∧

θ j0)

성장률

(
∧

θ j1)
R25 읽기 0.97 0.87 0.88 0.76

수학 0.98 0.96 0.92 0.88

R50 읽기 0.97 0.87 0.88 0.73

수학 0.98 0.96 0.92 0.90

R75 읽기 0.97 0.86 0.88 0.71

수학 0.99 0.98 0.93 0.90

 4. NCE 수와 척도 수에 기 한 학교 순 의 상 : 유형 A 와 유형 B(모형 Ⅲ)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유형 A 효과의 Spearman 상 계수는 .98로 표집조건

이나 과목에 계없이 매우 높다. 비슷하게 유형 B 효과의 상 도 .9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

다2). 앞 에서 살펴보았던 것에 따라 측할 수 있는 것처럼, Kendall Tau 상 계수는 략 .07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단지 유형 A 효과와 유형 B 효과의 크기에만 심이 있는 것이라면, 

<표 8>의 결과로부터 NCE 수체제나 척도 수 체제(Scale score)는 분석 결과에 있어서 미미한 

차이만을 가져온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표 9> NCE 수와 척도 수에 기 한 유형 A 효과와 유형 B 효과에 한 학교 순  상  계수(모형 Ⅲ)

 5. 모수 추정치(parameter estimate)와 효과 크기(effect size)의 검증: NCE 수와 척도 수

이 연구의 궁극 인 목 은 학교 평가와 로그램 평가에서 요하게 사용되는 NCE 

수와 척도 수가 학교 성 의 성장을 평가하는 데 어느 정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를 분석

하는 것이다. <표 9a>부터 <표 9c>까지는 모형Ⅰ부터 모형 Ⅲ까지 각각의 표집조건에 따라 NCE 

수를 이용하여 산출된 평균 성장률(Φ10_NCE)과 척도 수를 이용하여 산출된 평균 성장률(Φ10_NCE)

간의 상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 이들 추정치들의 효과크기 간의 상 계수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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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수 ES1 ES2

표집 과목 Φ10
Raudenbush 

효과크기
비율* 차이 비율 차이

R25 읽기 0.99 0.73 0.94 -0.006 1.19 0.97

수학 0.98 0.81 0.96 -0.004 1.05 0.36

R50 읽기 0.99 0.89 0.94 -0.006 1.20 0.92

수학 0.98 0.97 0.96 -0.005 1.01 0.07

R75 읽기 0.99 0.95 0.94 -0.005 1.19 0.79

수학 0.98 0.98 0.96 -0.005 1.01 0.05

상 계수 ES1 ES2

표집 과목 Φ10
Raudenbush 

효과크기
비율 차이 비율 차이

R25 읽기 0.99 0.86 0.94 -0.005 1.21 0.72

수학 0.98 0.89 0.96 -0.006 1.05 0.23

R50 읽기 0.99 0.94 0.94 -0.004 1.20 0.62

수학 0.97 0.97 0.96 -0.005 1.03 0.10

R75 읽기 0.98 0.95 0.94 -0.005 1.18 0.55

수학 0.96 0.98 0.96 -0.006 1.02 0.08

<표 9a>의 첫째 열은 NCE 수와 척도 수를 각기 사용하여 추정된 Φ10 들 간의 상 이다. 모든 

모형에서 이 상 은 약 .96에서 .99의 은 범  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Goldschmidt 등의(2003) 연구에서와 같이 연도별 성장률의 표 화를 한 효과 크기의 

산출에서 두 가지 다른 공식을 용하 다. 하나(ES1)는 일반 인 계산 방법이다(Cooper & 

Hedges, 1994). 다른 하나(ES2)는 Raudenbush와 Feng(2001)이 제안한 방법으로 성장률의 추정치

(Φ10)을 그 변량의 제곱근(τ10
1/2
)으로 나 는 것이다. NCE 수와 척도 수로 각기 산출된 두 효

과 크기의 상 은 둘째 열에 제시되었다. 약 .62에서 .98의 범  내에서 평균 .90의 상 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모의실험에서 2,000번의 반복계산을 통해 구해진 성장률과 표 편차에 기 하고 있

기 때문에 통 인 효과 크기 산출 방식에 의한 것보다 약간 낮게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 셋째 열과 넷째 열은 ES1과 ES2에 있어서 NCE 수와 척도 수를 각각 이용하

여 산출된 값 성장률의 추정치의 차이와 비율을 구한 것이다. 이 결과들은 에서 논의된 결과들

을 더욱 확인해 다. 두 수 체제간의 차이는 표집 크기, 표집 조건, 그리고 모형과 무 하게 매

우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a>  NCE 수와 척도 수를 이용하여 얻어진 성장률(Φ10)간의 상 계수와 

효과 크기(effect size: Φ10 / τ10
1/2) 간의 상 계: 모형 Ⅰ

 *비율 = NCE 수의 효과크기 / 척도 수의 효과크기

 **차이 = NCE 수의 효과크기 - 척도 수의 효과크기

<표 9b> NCE 수와 척도 수를 이용하여 얻어진 성장률(Φ10)간의 상 계수와 

효과 크기(effect size: Φ10 / τ10
1/2
) 간의 상 계: 모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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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수 ES1 ES2

표집 과목 Φ10
Raudenbush 

효과크기
비율 차이 비율 차이

R25 읽기 0.99 0.87 0.94 -0.006 1.20 0.71

수학 0.98 0.62 0.96 -0.006 1.05 0.25

R50 읽기 0.99 0.94 0.94 -0.004 1.19 0.61

수학 0.97 0.97 0.96 -0.006 1.03 0.10

R75 읽기 0.98 - 0.94 -0.006 1.19 0.54

수학 0.96 0.98 0.96 -0.005 1.02 0.08

<표 9c> NCE 수와 척도 수를 이용하여 얻어진 성장률(Φ10)간의 상 계수와 

효과 크기(effect size: Φ10 / τ10
1/2
) 간의 상 계: 모형 Ⅲ

결론 으로, 다 코호트 자료의 유사 종단연구설계를 통한 학교 향상도 평가라는 제한된 

목 에서 학생 개인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수(fitted growth estimates)를 산출하고 그에 기 하

여 학교의 등수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어떤 측정척도를 선택하는가는 결과의 추론에 실질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패 자료를 이용한 종단연구설계에서 와는 달리(Goldschmidt 

et al., 2003), 측정척도의 문제는 실제 학교별 평균 성장률의 통계  추론에 있어 거의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 코호트 자료의 유사종단연구설계가 추이 자료(trends 

data)로부터 인 성장을 결과 으로 제거하고, 개인의 성장에 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

간에 따른 학교의 향상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Ⅵ. 논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단 연구설계를 검토하고, 종단연구 설계에서 가장 빈

번히 사용되는 측정척도인 NCE 수와 동등화된 척도 수의 측정속성을 종단연구 설계내에서 살

펴보았다.  한 다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유사종단설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3수  계모형을 

제안하고, 이 모형을 통해 산출된 학교효과 추정치들은 NCE 수를 이용할 때와 동등화된 척도 

수를 이용할 때 통계  추론에 있어 아주 미미한 차이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학교효과를 추정하기 한 다 코호트 자료 3수  계모형은 재 국내에서 수집되는 

자료에도 아주 합하게 용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학생 개인을 매년 반복 측정하는 자료

가 드물어 학교효과를 추정하는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 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모형을 

용하면 국내의 많은 자료들이 학교효과를 밝히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를 들어, 수능시

험 수는 형 인 다 코호트 자료이다. 시험을 보는 학생은 매년 달라지지만, 학교는 매년 동

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수능시험 수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의 특정 학교의 교육 효과를 반 하는 

요한 지표라고 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통계  모형을 통해 시간에 따라 각 학교의 교육효과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악할 수 있으며, 각 학교별로 교육효과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도 검토할 수 있다. 한 이러한 통계  모형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연구에서 수집한 , ,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자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학교효과를 연구함에 있어 새로운 연구설계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를 들어 한 지역에서 학생의 읽기 학업성취도를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종단 으로 수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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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자. 이 게 학생의 성취도 자료를 1998년부터 2002년도까지 수집한다면 4개의 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98년도 학생의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패 자료, 1999년도 학생의 2

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패 자료, 2000년도 학생의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패 자료, 마지막으로 

2001년도 학생의 2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게 여러 개의 코호트가 

패 자료를 갖는 종단연구설계를 다 코호트 패 자료(multiple-cohorts longitudinal data)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4개의 패 자료를 각각 따로 이용하여 학업성취도의 종단 인 변화를 연

구할 수도 있고, 다 코호트 유사종단연구 설계를 이용하여, 2학년 학생들의 성취도의 변화, 3학

년 학생들의 성취도의 변화, 4학년 학생들의 성취도의 변화, 그리고 5학년 학생들의 성취도의 변

화를 추 하여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료의 속성이 다 코호트 패 자료일 경우, 자료를 각

기 따로 분리하여 연구하기보다 그 속성을 반 하는 방법으로서 자료 체를 한꺼번에 이용하는 

통계  분석모형을 제안할 수 있다(Choi, 2005). 이러한 통계  모형은 한 학교 내에서의 코호트 

간의 상 과 패  자료 내에서의 학생내의 상 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계  모형이다. 이것은 학생

의 학업성취도 변화가 각 코호트 마다 어떻게 다른지, 학생의 출발  행동이 각 코호트마다 어떻

게 다른지, 특정 시 에서 투입된 학교의 정책  학교환경의 변화가 각 코호트의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 때문에 학교의 교육효과를 좀더 체

이고 통합 인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통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

1) 이 연구는 Spearman rank-order correlation과 Kendall Tau 두 가지 상 계수를 구하 다. 이

는 등 (ordinal ranks)의 상 을 분석하는 데 하다(Allen & Yen, 1979).

2) 유형 A 효과와 유형 B의 효과에서 모두 비슷한 상 을 보인 것은 모형에 투입된 학교정책 변

인이 학교 성취 수 이나 향상에 단지 미미하고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갖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성취도에 한 좀더 큰 향을 갖는 로그램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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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nitoring school improvement over years using a 3-level hierarchical model under a 
multiple-cohorts design: comparing scale score to NCE result 

Kilchan Choi2)

I examine the effect that the choice of the metric has on inferences about school 

performance when using a multiple-cohort school productivity model as a basis for such 

inferences.  Given the increased focus on school improvement over time, and the options of 

metric and modeling available to conduct analys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ether the 

choice of metric statistically or substantively effects decisions related to the assessment of 

school performance over time.  I propose a multiple-cohort school productivity model using 

quasi-longitudinal multiple-cohorts design that can be particularly useful in accountability 

settings.  In such models data collection is easier, compared to traditional longitudinal analysis, 

because students do not need to be followed and their data matched from year to year. In 

addition, it allows for the use of student samples (as opposed to the entire population of 

students in a school) in the evaluation of school performance, and may be less dependent on 

changes in tests over time.  I use Monte Carlo methods on a data set containing five years 

of data from a large ethnic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school district in order to examine 

the role of the metric in inferences related to monitoring school performance over time.  For 

the (admittedly limited) purpose of evaluating school improvement based on a multiple cohorts 

design, the metric chosen does not appear to influence the substantive inferences made when 

ranking schools based on fitted growth estimates.  In addition, and contrary to the case of 

designs based on student-level longitudinal data (Goldschmidt, Choi, & Martinez, 2003), the 

metric also has little impact on inferences concerning actual growth.  

2) UCLA / CRE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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