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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에듀데이터를 사용하여 2008 년부터 2010 년
까지 전국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다. 학교 단위의 학업중단율을 분석한 결과, 첫째, 전국적으로 학업중단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확인되었다.
다만, 그 변화 정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특히 울산 및 부산의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2010년 학업중단율 평균을 각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변화
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 농림업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중단율 증가세를 보였다. 넷째,
기초학력미달률은 학업중단율의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확인되어 기초학력미달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업중단율
도 높았으며, 동시에 학업중단율도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교육적 노력 측면에서는 교원수가
많을수록,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수록, 교원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을 실시할수록 학업중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책무성, 교육 현장 및 교육정책과 관련된 시사점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학업중단, 기초학력미달, 학교유형, 수준별 이동수업, 교원성과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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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등학교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이 시기의 중요한 과업
에는 졸업 후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학업능력, 사회적 기술 습득, 안정적인
정서를 발달시키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면, 이는 개인의 직접적인 학업능력 형성뿐 아니라 직업적 성공과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전반적
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한 해에 전체
학령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평균 4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한국교육개
발원, 2011). 이러한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율은 OECD 28개국 평균인 13%(OECD, 2009)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에 학교 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부족하기에 증가하는 학업중단율의 심각성은 간과해서는 안 된
다(유진이, 2009).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삶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 습득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과 더불
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보다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소속감 상실(최영애, 2006), 낮은 삶의 만족도(신현숙․구본용,
2002), 교육기회의 상실(전경숙, 2006)과 함께, 높은 비행율을 보인다(조용태․배영태, 2003). 학업
중단 학생 개개인의 이와 같은 부정적 경험은 이들을 보호하고 교정하기 위한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요한 인적자원들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약화의 요
인으로도 지적된다(김민, 2001). 따라서 학업중단을 가져오는 원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교육적 개입을 모색하는 과업은 사회복지의 성격을 넘어서 경쟁
력 강화를 위해서도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업중단의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유형은 학업중단의 원인을 학업중단자의 개인적 특징에 초점을 두는 연구로 다수의 연구
들이 이에 해당한다. 즉,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인구학적 변인, 사회·가정배경, 가족구조, 학업
동기 및 학습태도 등을 일반졸업학생들과 비교하여, 학업중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한다. 예를 들
면, 낮은 지적 능력과 학업성취(Combs & Cooley, 1968),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낮은 교육적 기대
와 교육적 지지 수준(Howell & Frese, 1982),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Hahn, 1987), 낮은 자존감과
학업동기(유성경 외, 2000), 한 부모 가정이나 양친이 없는 경우 등(Rumberger, 1983)에서 학업
중단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업중단 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선별하고 이
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암묵적으로 학업중단의
책임을 각 개인과 가정에 돌림으로써 학업중단 현상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관점의 형성을 제약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변화의 지역별, 학교유형별 현황 및 학교 관련 요인 탐색 151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개입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은 학업중단의 원인을 학업중단 학생들이 속했던 학교의 특성에서 찾으려
는 연구들로 상대적으로 소수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Lee & Burkam, 2003; Rumberger, 1995).
이 중 대다수의 연구들은 학업중단 위험이 높은 학교의 특성으로 각 개인의 특성을 학교수준에
서 통합한 변인을 사용하여, 학교의 평균 성취수준, 학교의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소수민족 학
생비율 등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학교일수록(Rumberger, 1995),
학교의 평균 학업성취가 낮을수록(Montmarquette, Viennot-Briot & Dagenais, 2007) 학업중단
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 특성 측면에서 학업중단의 이유를 설명하는 연구
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학생들의 개인특성에 의해 결정지어진 학교 변인 외에 구체적인 교과 운
영 방식과 같이 학교의 적극적인 교육적 노력 및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들은 극히 소수이다(Lee & Burkam, 2003).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율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원인들이 지
목되고 있는데, 이 중 본 연구의 관심은 학교 차원의 학력신장 노력이다. 2008년 이후 정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평가로 전환하고, 2010년부터는 해당 결과를 학교정보공시제
도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일제고사", 2011). 이러한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학교들
은 학력신장 노력을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예: 0교시 운영, 강제보충수업 등: 대전일보, 2011), 더 나아가 시험부정
(예: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임실교육청의 성적조작 사건)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국단위의 학력 강조는 최근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교육적 개입으로 볼 수 있으
며, 이와 학업중단율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흥미로울 수 있다. 먼저,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학력 강조와 같은 교육적 개입과 학업중단율과의 관계에 대해 김성
기(2009, 2011)는 과도한 학업강조는 학습 흥미 상실로 인해 학업중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
았으며, 윤경철 외(1999)는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 차원의 효과적 교과 운영이 낮은 학업중단율
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학력에 대한 학교책무성 강조의 움직임과 학업중단율의 변화가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는 것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율의 변화 추세를 각
지역별, 학교유형별로 살펴보고 학업중단율이 높은 지역과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함의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 학력의 주요 지표인 기초학력미달률과 학업중단율
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학교의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강조하고자 하며, 이러한 학
교의 학력신장 노력과 학업중단율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특성을 탐색함으로써 학
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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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의 학교를 전집하여 제공
하는 가장 대표성이 있는 <에듀데이터>를 사용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고등학교의 학
업중단율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학교 차원의 구체적인 교육적 노력을 포함한 다양한 학교 특
성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의 변화 추세는 지역별(16개 시·도), 학교유형별(일반계/특목계/실
업계 등)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교 학력이 낮을수록(기초학력미달률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증가하는가?
셋째,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의 변화 추세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 변인(학교배경/학교자원/
학교운영)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업중단의 개념과 현황
‘학업중단’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끝내지 않고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
는 것을 의미한다(권이종, 2010). 이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과거, ‘학교중도탈락’, ‘학교거부’, ‘학
교회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나, 2002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2003년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 42조에서 ‘학업중단’을 공식 용어로 규정
한 이후, 용어가 통일되었다. 유진이(2009)에 따르면, ‘학교중도탈락’이라는 용어는 학교를 그만
두는 원인을 학생 개인에게 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학업중단’은 귀책사유를
사회와 학교에 두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인식은
‘학업중단’ 자체는 개인적 결정이기는 하나, 그러한 결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와 사회
적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2010년 현재 1.06%로 한해 평균
6-7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학업중단율
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 다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는 개별 학교
단위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학업중단 현상과 학교의 책무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는 유
용하지 않다. 만약, 학업중단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개별 학교의 책무성으로 모아진다면,
개별 학교 학업중단율의 변화율, 즉 증가 혹은 감소율을 직접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듀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단위의 학업중단율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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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을 다양한 학교 변인과 관련 지어 봄으로써 학업중단과 학교 책무성의 고리를 보다 상세
히 밝히고자 한다.
<표 1> 학업중단율 추이
(단위: 명, %)
연도
2007

2008

2009

2010

구분
재적생
중단자
비율(%)
재적생
중단자
비율(%)
재적생
중단자
비율(%)
재적생
중단자
비율(%)

초등학교
3,829,998
20,450
0.53
3,672,207
17,644
0.48
3,474,395
11,634
0.33
3,299,094
18,836
0.57

중학교
2,063,159
20,101
0.97
2,038,611
19,675
0.97
2,006,972
15,736
0.78
1,974,798
18,866
0.96

일반계고
1,347,363
15,477
1.15
1,419,486
16,145
1.14
1,484,966
17,418
1.17
1,496,227
21,368
1.43

전문계고
494,011
17,466
3.54
487,492
18,305
3.75
480,826
17,105
3.56
466,129
17,519
3.76

계
7,734,531
73,494
0.95
7,617,796
71,769
0.94
7,447,159
61,893
0.83
7,236,248
76,589
1.06

주 : 1)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한 학년도로 함. 2010년
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0. 3. 1 ~ 2011. 2. 28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0. 4. 1 기준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임
5) 학업중단자 수에 유학·이민·사망자수는 제외됨
6)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2. 학업중단과 관련된 학교 변인
학교효과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학교의 다양한 특성들과 교육결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왔
으며, 학업중단과 학교 특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 소수의 연구들은 학교 안에서 파생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병환, 2007).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학교가 가진 특성들이 보호요인
으로 작용하였으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고 부적응 양상이 크게 나타나
학교 특성이 보호요인보다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지승희 외, 2003). 또한, 학
업중단 학생들은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학교변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학교의 엄격한
규율이나 학교생활에서의 흥미 상실 등을 학업중단 사유로 지적하였다(김성기, 2009, 2011).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 변인들은 크게 학교의 구조적 특성, 학교자원, 학교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학교 구조는 지역적 위치(도심, 도심주변, 지방 등)와 학교 유형
(사립/공립, 인문계/전문계), 학교 규모(교원 및 학생 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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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에 관련한 연구는 학교가 도심의 빈민지역에 위치하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위치한 경우, 학업중단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서우석 외, 2007). 또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카톨릭계의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업성취가 높고 학업중단율은 낮은 것으로 보
고하고 있으며(Bryk & Thum, 1989; Rumberger & Thomas, 2000), 전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간
의 학교 효과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exander & Pallas, 1985; Lee & Burkam,
2003).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계보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데(한국교육개발원, 2011), 학교의 규모와 학교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세부
적인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일부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학교들이 중간 및 소규모의 학교들보다
학업성취가 낮고 학업중단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서우석 외, 2007; Lee & Burkam, 2003;
Lee & Smith, 1997),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교 규모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McNeal Jr, 1997; Phillips, 1997).
학교 자원은 교사인력, 물질적 자원 등을 모두 포함하며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포괄한다.
이러한 학교자원에는 학교의 예산총액, 발전기금, 도서관 및 장서 등의 교육시설, 교사 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학생 수 대비 교사비율이 낮고(McNeal Jr, 1997; Rumberger & Thomas, 2000)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가 좋고 교육에 열정적일 때 학교의 학업성취가 높고 학업중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nnaway, Carnoy, & Hanushek, 1993). 그러나 이러한 학교 구조와 학
교 자원은 일반적으로 각 학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인적자원이나 구조에 대한 통제권이 더욱 작다. 따라서 학교가 보다 재량적인 노력을 투
자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운영 변인 중 교사의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Rumberger & Palardy, 2005).
교육과정에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수준, 교수 효능감, 선택교과과정의 수, 교
수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수록 학생의 학업성
취가 증가하고 학업중단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moran, 1996; Lee & Croninger,
2001). 교사의 학생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교수방식과 비효율적 처벌방식 및 규율 등은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저하시키고 학업중단을 야기하는 반면,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등은 학업중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윤철경 외, 1999; Crespo & Michelena,
1981). 따라서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교과
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영어교육프로그램) 여부는 학업성취 및 동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수한 교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으로 시작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제도 역시 학교운영 변인 중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이철구, 2011). 이외에도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한 상담실의 운영실적, 폭력심
의건수 등도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과 같은 학교환경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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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중단과 관련된 사회적 변인
전통적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은 개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의 외국어 고등학교 등과 같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도 학업중단이 증
가하는 것을 보면, 학업중단 현상은 전통적인 이론에서 설명되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변인에 의
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급격한 사회 가치관의 변화, 도덕적 위기 현상
등은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병환, 2007).
이러한 사회적 변인은 크게, 지역사회의 비교육적 문화, 교육환경과 학생과의 상호작용 측면
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지역사회의 비교육적 문화는 청소년 유해 시설이 근접해 있는
지역 사회 환경, 지나친 학력을 강조하는 사회 가치관, 학교의 지나친 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경
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청소년들의 학업 동기를 저하시키고 학업 및 진로에
서의 성취보다 유흥과 향락 문화에 노출되어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학
교의 부적응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또래 집단을 접할 기회가 증가하여 비행 등에 연루되어 학
교를 떠날 위험도 존재한다. 이외의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문제 청소년과 학업중단 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부족을 들 수 있다(서우석, 2007). 이러한 위기 청소
년을 지원해주고 부적응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대안학교와 위기청소년 상담센터 수도 학업
중단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용모, 2010). 또한 최근에는 불건전한 인터넷과
게임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장기간 학교 무단 결석이 잦아지고 궁극적으로 학업중단
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이병환, 2007).
사회적 변인 중 교육환경과 학생과의 상호작용 측면으로는 청소년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교사-학생관계, 부모-자녀관계,
또래 관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들은 독립적이기 보다 주어진 사회 환경과 학교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와 부모가 학생의 흥미와 잠재력을 인정하고 교육적으
로 지원하여 학생이 교사를 신뢰할 때 학교교육에 의의를 두고 학업중단 의도가 낮게 나타나며,
자기조절 수준과 학교적응이 높은 것(문은식, 2003; Ryan, Stiller, & Lynch, 1994; Vallerand et
al., 1997)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 요인으로
기초학력미달률, 학교구조, 학교자원, 학교운영에 초점을 두어 세부 변인들을 설정하고 이러한
학교 특성 변인들과 학업중단율의 변화 양상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률이 학업중단율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학교구조, 학교자원, 학교운영과 관련된 다
양한 변인들을 투입하고, 통제 후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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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학교별 학업중단율의 변화가 어떠한지, 그리고 다양한 학교특성
변수들은 이러한 학업중단율의 변화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문제와 현재 사용 가능한 <에듀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분석 모형은 학교별로 2008년, 2009
년, 2010년 자료가 내포된 형태의 위계적 선형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연구에
서 사용되는 위계적 모형은 학교에 학생이 내포된 모형, 혹은 학생에 그 학생의 여러 반복 측정
치들이 내포된 모형이지만, 현재 <에듀데이터>에서는 학교를 기본 단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
어, 학교를 분석단위로 하되, 2008년 이래 세 개의 학교별 측정치가 개별 학교에 내포되어 있는
위계적 선형 모형을 사용하였다. 제공된 전체 학교 수는 2,252개였으나, 분석 모형에 따라 변수
별 결측치를 제외하여, 가장 많은 변수가 사용된 모형 3의 경우, 전체 2,218개의 고등학교가 분석
되었다.

1. 사용 변인

1) 학업중단율
학업중단율은 각 연도별 학교별 학업중단자 수에 일괄적으로 1 을 더한 뒤1) , 각 연도별 학교
전체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된 학업중단율은 비율값으로 범위가 0∼100
%로 제한된다. 이러한 범위의 제한은 일반적인 회귀모형에서 분석이 곤란하며, 이를 적절히 회
귀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비율을 자연로그값으로 전환하여 로짓을 산출하였으며, 이 로짓
변수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기초학력미달률
2010년 실시된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 학교별 기초학력미달률이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
되었다. 기초학력미달률은 전체 학교 학생들 중 교과과정을 50% 미만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판
정되는 학생들의 비율로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구
1) 1을 더한 이유는 비율의 로짓 전환 과정에서 학업중단자 수가 0인 경우는 해당 로짓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처리는 학업중단자 수가 0으로 동일한 두 학교의 학생수를 반영하여, 100명 중 학
업중단자가 0명인 경우와 1000명 중 학업중단자가 0명인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분석에 적절
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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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지표가 된다. 해당 정보는 국어, 영어, 수학의 세 과목별로 제공이 되었으며, 본 분석에서
는 세 과목의 학교별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학업중단율과 마찬가지로
비율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을 더한 뒤 자연로그값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동일하
게 실시하여 산출된 로짓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3) 학교특성 변인
아래의 학교특성 변인들은 모두 2010년의 정보들이 사용되었다. 다양한 학교특성 변인들을
투입한 목적은 어떠한 학교특성이 학업중단율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동
시에 이러한 학교특성의 영향을 고려하고도 기초학력미달률이 학업중단율 변화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다.

(1) 학교배경 변인
16개 시도 정보, 일반계 등의 고등학교 유형, 공사립 등의 학교 설립 유형이 각각 더미변수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2) 학교자원 변인
방과 후 학교 연간총지원금액(해당 값에 0.1을 더한 뒤, 자연로그값으로 전환), 학교급식 지원
액(자연로그값 전환), 학교예산총액,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이 0인 경우2), 0 이상의 학교발전기
금 접수금액,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수 등의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또한, 전체 및 남녀 학
생수와 교원수, 상담실 여부 등의 변수 역시 학교자원 변인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3) 학교운영 변인
구체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의 정보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교과교실제 지정 여부, 자율
학교지정 운영여부,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여부,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여부, 교원성과상여금 차
등지급율 등의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심의 건수,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실적, 외부전문가의 상담실적 등도 학교운영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2. 분석모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각 연도별 학교의 학업중단학생 비율을
기본 분석 단위로 하는 2수준 다층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인들을 각 모형별로 살
2)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약 20%의 학교에서 접수기금이 0 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발전기금이 0 인 경우는 0
이상인 경우와 질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0 인지 여부를 별도의 더미 변수로 생성하여
실제 접수 금액 변수와 함께 모형에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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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모형2
기초학력미달률 (로짓)

학교특성변인

2008년
2009년

학교배경 변인
시도 정보/고등학교 유형/학교 설립 유형

2010년

모형3

학업중단율(로짓)

학교자원 변인
방과후학교 연간총지원금/학교급식 지원액/학교예산총액/학
교발전기금 접수금/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수/학생수/교원
수/상담실

학교운영 변인
교과교실제 지정/자율학교지정/수준별 이동수업/영어교육프
로그램/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학교폭력심의 건수/전문상
담교사의 상담실적/외부전문가의 상담실적

모형1
: 기초모형

[그림 1] 학업중단율 분석 모형

1수준에서는 개별 학교의 3년간 학업중단율 로짓의 변화를 모형화하였으며, 2수준에서는 개
별 학교의 특성을 모형화하였다. 개별 학교별로 2008년, 2009년, 2010년의 학업중단율 로짓을 확
인한 뒤, 해당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구성하고, 연도를 시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본 분석
에서는 2008년을 -2, 2009년 -1, 2010년을 0 으로 코딩하여, 해당 모형의 절편은 2010년의 학업중
단율에 대한 로짓을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주요 공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특성 변
수들이 2010년의 자료들이므로 이와 관련한 해석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 1. 기초모형

1수준:

Yti = π 0i + π 1i ⋅ Yearti + eti , eti ~ N (0, σ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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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준:

π 0i = β 00 + r0i , r0i ~ N (0,τ 00 )

π1i = β10 + r1i , r1i ~ N (0,τ11 ) , Cov(r0i , r1i ) = τ 01
이 모형에서   는 세번째 연도에 해당하는 2010년의 학업중단율 로짓의 평균을 의미하며,

  는 기울기로 3년간 학업중단율 로짓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또한,  는 1수준, 즉 연도별 변
화에 있어서의 잔차를 의미한다.  는 2010년 학업중단율 로짓의 평균에 대한 학교별 무선효과
를,  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업중단율 로짓의 증가율에 대한 학교별 무선효과를 각각
의미한다.

모형 2. 모형 1 + 2010년 학교별 기초학력미달률 로짓 변수 투입

1수준:

Yti = π 0i + π1i ⋅ Yearti + eti , eti ~ N (0, σ 2 )
2수준:

π 0i = β 00 + β 01 ⋅ SchBeli + r0i , r0i ~ N (0,τ 00 )

π1i = β10 + β11 ⋅ SchBeli + r1i , r1i ~ N (0,τ11 ) , Cov(r0i , r1i ) = τ 01
모형2는 모형 1에 비해 기초학력미달률의 로짓에 해당하는    변수가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추가된 계수인   은 2010년 학업중단율 로짓의 평균에 대한 기초학력미달률 로짓의 효과
를,   은 2008년 이후 학업중단율 로짓의 변화율에 대한 기초학력미달률 로짓의 효과를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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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 모형 2 + 다양한 학교별 배경 변수 투입(학교배경 변인을 투입)

1수준:

Yti = π 0i + π1i ⋅ Yearti + eti , eti ~ N (0, σ 2 )
2수준:
60

π0i = β00 +β01 ⋅SchBeli +∑β0q ⋅ Xqi +r0i , r0i ~ N(0,τ00)
q=1

60

π1i =β10 +β11 ⋅SchBeli +∑β0q ⋅ Xqi +r1i, r1i ~ N(0,τ11), Cov(r0i,r1i ) =τ01
q=1

모형 3은 모형 2에 추가하여 여러 학교 수준 공변인들이 포함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성되는
회귀계수는 2010년 학업중단율 로짓 평균과 학업중단율 로짓의 변화율에 대한 해당 학교수준
공변인의 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위해 SAS 9.2 버전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위계적 선형 모형의 분석을
위해 proc mixed 구문이 사용되었다. 또한 다양한 그래프 작성을 위해 R 2.13.1 버전이 활용되
었다.

Ⅳ. 연구결과
본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민국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 관한 정
보가 수집된 <에듀데이터>로, 최근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의 변화 실태를 가장 정
확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정보이다. 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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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문제 1: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의 변화 실태

1) 지역별 변화 양상
각 지역별 학업중단율 변화 양상은 어떠할까? 지역별로 다양한 요인들이 단위학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실태를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무런 학교별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 1의 기초모형을 각 지역별로 분
석하여, 2008년 이래 각 지역별로 학업중단율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가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
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고정효과에 대한 해석의 편의를 위해 <표 3>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2]를 제시하였다.
[그림 2]는 16개 지역별로 기초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된 고정효과 절편 및 기울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보아 학업중단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만, 그 변화 정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2010년 당시의 학업중단율 평균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의 대도시가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2008년 이후 부산, 울산의
학업중단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지역은 울산으로, 울산은
2008년 당시에는 학교별 학업중단율이 나머지 지역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2010년에는 대구보다
더 높아, 학업중단율의 증가 정도가 나머지 시도에 비해 뚜렷하게 높다. 반면, 광주는 학업중단
율의 증가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2008년과 2010년간의 차이가 대단히 낮은 수준이
다. 부산과 대구의 비교도 흥미로운데, 두 지역은 2008년 당시 학업중단율은 거의 유사했지만,
부산에서의 학업중단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서의 학업중단율 평균 수준은 뚜렷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무선효과는 학교별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 3>의 결과를 참조하면, 2010년 학업중단율
로짓에 있어 학교별 차이가 가장 심한 지역은 제주도이며         , 대전은
가장 학교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역시 대전과 유사한
수준의 학교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08년 이후 학업중단율의 변화율에 있어 학교별 차이
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며        , 가장 작은 지역은 광주, 경기 등으로
학교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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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별 모형 1 기초모형 분석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4.003***

-4.162***

-4.366***

-3.928***

-4.147***

-3.924***

-4.310***

-3.913***

(0.039)

(0.080)

(0.089)

(0.070)

(0.110)

(0.092)

(0.137)

(0.045)

0.102***

0.183***

0.100*

0.133***

0.063

0.135***

0.244***

0.132***

(0.025)

(0.038)

(0.040)

(0.038)

(0.049)

(0.055)

(0.065)

(0.022)

0.294***

0.633***

0.580***

0.412***

0.534***

0.263***

0.781***

0.535***

(0.040)

(0.113)

(0.110)

(0.078)

(0.145)

(0.105)

(0.195)

(0.060)

0.078***

0.042***

0.053***

0.066***

0.000

0.028

0.099***

0.000

(0.017)

(0.032)

(0.025)

(0.024)

(0.043)

(0.047)

0.208***

0.323***

0.173***

0.176***

0.297***

0.304***

0.212***

0.362***

(0.017)

(0.039)

(0.026)

(0.024)

(0.038)

(0.055)

(0.043)

(0.019)

고정효과
2010년 평균
학업중단 로짓,

π 0i
평균 변화율,

π 1i
무선효과
2010년 평균,

r0i
변화율,

r1i
1수준 잔차

eti
고정효과
2010년 평균
학업중단 로짓,

π 0i
평균 변화율,

π 1i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96***

-3.956***

-3.900***

-3.869***

-3.738***

-3.950***

-3.988***

-3.994***

(0.089)

(0.108)

(0.087)

(0.086)

(0.081)

(0.073)

(0.071)

(0.187)

0.143***

0.069

0.158***

0.074

0.111**

0.160***

0.149***

0.126

(0.040)

(0.041)

(0.043)

(0.038)

(0.038)

(0.033)

(0.026)

(0.063)

0.751***

0.749***

0.636***

0.752***

0.749***

0.778***

0.751***

0.931***

(0.125)

(0.155)

(0.120)

(0.125)

(0.119)

(0.109)

(0.099)

(0.277)

0.072***

0.006

0.060***

0.054***

0.069***

0.051***

0.021***

0.048***

(0.028)

(0.030)

(0.036)

(0.029)

(0.032)

(0.026)

(0.017)

(0.036)

0.217***

0.260***

0.291***

0.276***

0.311***

0.304***

0.211***

0.139***

(0.029)

(0.041)

(0.040)

(0.034)

(0.036)

(0.031)

(0.022)

(0.036)

무선효과
2010년 평균,

r0i
변화율,

r1i
1수준 잔차

eti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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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별 학업중단율의 변화(기초모형)

2) 학교 유형별 변화 양상
여기서는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본다. 현재 <에듀데이터>
에는 총 16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학교 유형별 학업중단
율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모형을 각 학교유형에 맞추어 분석한다. 다만, <표 4>에서
보듯이 일부 학교 유형은 사례수가 극히 적으므로(예를 들어, 현재 수산고는 8개 학교만 분석되
었음),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정효과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 유형별 학업중단 변화율을 그림으로 제시한 [그림
3]의 결과를 보면, 과학고, 외국어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다른 여타 학교 유형에
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기대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학업중단율 변화의 기울기는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
인 특목고 2가지인 과학고와 외국어고 사이의 학업중단율 변화율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과학고의 경우, 학업중단율은 오히려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어고의 경우는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의 변화율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업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증가율은 외국어고와 비
슷한 정도로, 사례수도 풍부하여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 상업고 역시 농림업 고등학
교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대단히 빠른 폭으로 학업중단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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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고등학교는 공업고에 대비해 볼 때, 그 변화가 주목된다. 2008년 당시 공업고가 농림업
고등학교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더 높았지만, 2010년 들어 역전되어, 농림업 고등학교에서의 학
업중단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4> 분석에 포함된 학교 수
학교유형
일반계
일반계특성화
특목고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종합고

분석에 포함된 학교 수
4,213
72
113
44
75
74
40
506

학교유형
공업고
상업고
수산고
실업계특성화
농림업
가사고
해양고

분석에 포함된 학교 수
387
304
8
470
259
45
11

[그림 3] 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의 변화(공변인 통제하지 않음)

다음으로 <표 5>의 전체 결과를 통해 무선효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0년 학
업중단율에 있어서 예술고, 특목고, 일반계 특성화고에서는 학교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예술고,         ; 특목고,         ; 일반계특성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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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이들 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른 학업중단율의 불균형이 다른 학
교유형에 비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 학업중단율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예술
고의 학교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예술고의 경우는 2010
년 현재 학업중단율과 2008년 이래 증가율 모두 개별 학교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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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2: 학교 학력과 학업중단율 간의 관계
학교 학력 수준과 학업중단율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별 기초학력미달률과 학업중단
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모형 2),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기초모형인 모형 1에
2010년 학교별 기초학력미달률 로짓을 공변인으로 추가 투입한 모형 2에 따르면, 학교별 성취
수준과 학업중단율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률이
높은 학교들일수록 2010년 학업중단율이 더 높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학교의 성취 수준이 낮은
학교일수록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별 학업중단율 로짓의 변화율과 학교별 기초학력미달률 로짓 사이의 상호작용 효
과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60여개의 공변인을 투입한 모형3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표 7>
참조). 모형 2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4]에 표현되었다. 구체적으로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률이 높았던 학교, 즉 상대적으로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학교일수록,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의 증가세가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중단율이 높은 학교, 그리고 그 정
도가 점차 증가하는 학교는 동시에 기초학력미달률 역시 높은 반면, 학업중단율이 낮고 그 증가
세 또한 완만한 학교는 기초학력미달률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그림 4] 학업중단율 로짓 변화율과 학교별 기초학력미달률 로짓 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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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형별 고정효과 및 무선효과(학업중단율과 기초학력미달률 중심)
고정효과
2010년 평균 학업중단 로짓,

π 0i

모형1
회귀계수
t 값

모형 2
회귀계수
t 값

-3.961***

-2.774***

-205.14

(0.019)

-90.27

(0.031)

2010년 기초학력미달률 로
짓

0.403***

모형 3
회귀계수

43.00

(0.009)

π 1i

0.303***

0.129***

14.37

(0.009)

(0.014)

0.181***

9.36

(0.019)
0.017***

2.86

0.031***

분산

r1i

0.609***

z 값
23.37

(0.010)

0.039***

0.275***
(0.008)

분산
0.218***

z 값
14.35

(0.015)
5.56

(0.007)
1수준 잔차eti

3.19

…

(0.026)
변화율,

2.33

(0.370)

(0.006)

r0i

…

0.860***

60여개 공변인 투입

2010년 평균,

22.33

…

2010년 기초학력미달률 로
짓

무선효과

-2.99

(0.529)

60여개 공변인 투입

평균 변화율,

t 값

-1.581***

0.038***

0.275***

z 값

0.128***

10.39

(0.013)
5.38

(0.007)
32.44

분산

…

0.033***

4.68

(0.009)
32.42

(0.008)

0.276***

32.0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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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문제 3: 학교특성 변인과 학업중단율 간의 관계
모형 2의 결과는 기초학력미달률의 학교 학력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학교 책무성 지표와 학업
중단율 변화의 관계의 파악에 초점을 둔 반면, 이하 모형 3에서는 기초학력미달률 뿐 아니라 다
양한 학교 배경 변인들과 학업중단율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모형 3은 60여개의 다양한 학교배경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으로, 이를 통해 2008년 이후
의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 변화와 다양한 학교 특성 간의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해당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주요 변인군 별로 통계적 관련성이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절편에 해당하는 2010년 학업중단율 로짓과 유의미한 통계적 관련성을 보인 변인들로는 먼저,
60여개의 학교변인을 통제한 결과에서도 2010년 기초학력미달률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율 로짓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 2에서 확인되었던 기초학력미달률과 학업중단율 간의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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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련성이 단순한 우연으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학교가 위치한 소재지별로는 서울보다 울산, 전북, 전남, 경북 지방에서 2010년 학
업중단율이 높았다. 학교유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일반계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
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공업 고등학교, 상업 고등학교, 실업계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에서 2010년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기초모형을 학교별로
적용한 결과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2010년 학업중단율이 낮았으나, 공변인을 통제한 현재
분석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자원 측면에서는 방과후학교지
원금액이 높을수록,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가 많을수록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운영
관련 변인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지 않을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았다. 또한 교원성과상여금
을 차등지급하지 않는 학교의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원성과상여금 비율이 30%,
50%, 60%인 경우보다 0%인 경우에 학업중단율이 높았다. 또한 학교폭력심의 건수가 많을수록,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실적이 많을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2008년 이래 학업중단율 로짓의 변화율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학교배경 변
인을 살펴보면, 2010년 학업중단율과 마찬가지로 2010년 기초학력미달률이 높을수록 학업중단
율의 변화율도 높았다. 학교소재지별로는 서울보다 부산, 인천, 울산, 충남, 경북에서 학업중단
율의 변화율이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특성화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실업계특성화
고등학교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의
변화율이 높았다. 학교자원 측면에서는 전체 교원수가 적을수록, 학교예산총액이 많을수록 학
업중단율의 변화율이 높았다. 학교운영관련 변인에서는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이 50%,
70%인 경우보다 0%인 경우에 학업중단율의 변화율이 높았다. 또한, 2010년 학업중단율과 마찬
가지로 학교폭력심의건수가 많을수록,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실적이 많을수록 학업중단율의 변
화율이 높았다.
또한 2008년 이후 변화율과 2010년 학업중단율 간의 관계 역시 흥미로운 결과를 제공한다([그
림 5] 참조). 이 분석에서는 초기값과 변화율과의 관계를 보다 편리하게 해석하기 위해 시간변인
의 코딩을 앞선 분석과 달리, 2008년을 0, 2009년을 1, 2010년을 2로 코딩하였다. 동일한 모형
3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절편과 기울기간 공분산 추정값은 -0.08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z=-8.95, p < .001). 이러한 결과는 공변인 투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형 2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모형 2: 공분산=-0.099, z=-9.59, p < .001). 이 추정치가 음수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나는 것은 2008년의 학업중단율이 높은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2008년 이래로 학업중단
율의 증가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결과에 따르면, 여러 학교 배경을 통제했을 때,
2008년에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율이 낮았던 학교들에서 2008년 이후 빠른 속도로 학업중단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의 여러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2008년 당시 학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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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낮았던 학교, 학업중단율에서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았던 학교들에서 학업중단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학업중단 현상이 과거 일부 특수한 학교들에서 벌어졌
다면, 최근에는 과거에 그러한 특성을 보이지 않던 학교들까지로 학업중단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 2008년 학업중단율 로짓과 2008년 이후 변화율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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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에듀데이터>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전국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변
화 실태를 살펴보고 학업중단율 변화에 영향을 주는 학교변인들을 탐색하였다. 대다수 선행연구
들이 학업중단에 대한 학생특성변인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과 운영 방
식과 같이 학교의 적극적인 교육적 노력 및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변인
들을 살펴봄으로써 학업중단의 현상과 원인 이해에 새롭게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요약
과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율의 변화를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학업중단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다만, 그 변화 정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특히 최근 3년간 부산 및 울산의
학업중단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울산은 2008년 당시에는 학교별 학업중
단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았지만, 2010년까지 가파르게 학업중단율이 증가하여 16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현재 분석만으로는 왜 울산의 학업중단율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추측이 어렵지만,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학업
중단율 및 학업중단의 이유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할 때,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
하여 학업중단 위험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진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대안학교
및 학교 부적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기관센터 등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학업중단율을 각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과학고등학교, 외국
어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 수준이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는 일반적인 기대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중 일반계고등학교보다 우수한 성취 수준의 학생들
이 진학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그 반대인 실업계고등학교 모두에서 학업중단율
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의 원인을 학생 개
인이나 가정배경으로 귀인하는 경향에 따르면, 공업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은 설명 가능하지만,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이 일반
계 고등학교에 비해 더욱 증가하는 것은 동일한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학업중단현상에 대해 기존보다 다양한 원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선발된 우수 학생의 진학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
이는 다른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학고의 경
우, 학업중단율은 오히려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감소하였지만 외국어고의 경우는 반대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이유는 학습 부진 등을 포
함하는 학교 부적응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 반면, 외국어 고등학교를 비롯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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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내신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 등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다(송준우, 2011). 또한 최근 외국어고등학교의 입학과정이 다양화되면서 영어 한 과목에
만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사회적 배려 제도로 입학한 경우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들도 보고되고 있다(이승태, 2010).
학업중단율과 관련하여 외국어고등학교의 입학제도, 학교 운영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주는 학교특성 중 기초학력미달률은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확인되
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도 높았으며, 동시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2010년 기준) 학업중단율이 더 빠르게 증가해오고 있었다. 따라
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낮은 학습 동기와 학교 만족도 등으로 인해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
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학교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문은식, 2003; 조용태․배영
태, 2003; Lee & Burkam, 2003). 본 연구에서 기초학력미달률로 대표되는 학교의 낮은 학업성취
가 학업중단율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의 다양한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
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개입은 학업중단 증가율을 상대적으
로 둔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둘 간의 이러한 관련성은 학교 단
위의 자구적 노력이 학업중단이라는 학생 개인의 결정을 방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그러한 처치-결과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자원의 측면에서는 방과후학교지원금이 2010년 학업중단율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방과후학교지원금은 농어촌 지역 혹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하여 자유수강권 등을 지급
하여 학생이 무료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지원금이 많을수록 그 학교 소속 학생 중에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을 수 있다. 이것은 학
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업중단율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서우석 외,
2007; Montmarquette et al., 2007). 또한 교원수는 학업중단율의 증가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나 교사의 수가 많을 경우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학생들의 부적
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예: 서우석 외, 2007).
마지막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업중단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공할수록 학업중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
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의 학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수
한 교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으로 시작
된 교원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은 교수-학습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학교의 운영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교원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을 실시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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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물론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교원성과상
여금의 차등지급과 학업중단율 간의 인과관계를 결론지을 수는 없으며 전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적 개입이 학업중단율의 감소 혹은 둔화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율
이 증가되는 현상은 과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와 같은 일부 학교에 국한된 문제로 여겨졌으나
점차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역시 주요 문제
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업중단을 개인의 결정과 책임을 넘어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에
일정 정도 그 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교육적 노력과
그 결과인 학업성취가 학업중단율에 주요한 관련 변인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의 교육적
책임을 증가시키는 노력은 학업중단의 감소에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
적으로 수준별 이동학습을 통하여 개별 학습을 증가시키며,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 교사간의
선의 경쟁을 통한 자극으로 기초학력미달자의 비율을 줄이는 노력들은 학력 신장뿐 아니라 학
업중단자를 줄이는 데도 긍정적일 수 있다. 실제 Crespo 와 Michelena의 연구(1981)에서 학교의
다양한 능력별 또는 수준별로 집단을 구성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한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유의
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여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는 능력 있는 교사들의 역할이다(Boyd, Grossman,
Lankford, & Loeb, 2006). 사실,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의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도와
학습결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왔지만(Belfield & Heywood, 2008), 본 연구에
서는 전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원성과급제도과 학업중단율
간의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세부 원인들은 학교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전문계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학업에 대한 부적응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교육당국에서는 현행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필요와 일치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즉, 전
문계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직업적성보다는 중학교의 성적이 부진하여 입학한 학
생들이 많으며,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업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서우석 외, 2007). 반면,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은 학업부적응의 면도 있으나, 대학입
시의 내신 성적에 대한 염려, 혹은 다양한 입학전형제로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학업의
난이도로 인한 학업중단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별로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등을 통하여 실제적인 학업중단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학업중단
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업중단율이 높아지는 만큼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예
방적 차원에서의 상담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업중단 후 학교에 복귀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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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학교의 설립, 직업학교와의 연결 등을 모색
하여 학업중단 학생들이 삶의 필수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범위가 학교의 물리적, 구조적인 특성에 국한되어 있어 학업중단에 영향
을 미치는 학교의 다양한 문화나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한 설명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학업중단의 예언 변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교특성 간의 차이를 다양한 측
면에서 비교하여 보다 세부적인 원인을 탐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학업중단율을 살펴보았는데 각 지역의 어떠한
특성이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자료의 제한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최근
울산의 학업중단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역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협조에 따라 다양한 지역별 정보들을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 근거할 때, 각 지역사회가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 사회학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에듀데이터>의 2008년부터 2010년의 한정된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선형모형
을 적용함으로써 각종 학교 특성들이 변화하기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한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본 결과는 2008년 이후 3년간의 전반적인 추세만을 살피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
요가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자료가 누적된다면 더 유연한 모형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은 일종의 상관분석으로 인과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
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탐색한 다양한 변인과 더불어 교사
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면담과 설문 등을 통하여 학교문화 및 학교구성원의 사회·심리적 변인
등을 수집하여 학교특성과 학업중단율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전수에 가까운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학교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결
과들은 좀 더 정교한 인과적 가설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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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hool Related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Dropout Rates*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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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ng-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dropout
rates and the school related factors using Edudata from 2008 to 2010 provided by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dropout rates according to school locations and school types.
Particularly. School dropout rates increased rapid in Ulsan and Pusan. In addition, school
dropout rates were increased rapid i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The underachievement rates predicted the school dropout rates and its change rates. At the
aspects of schools’ educational efforts, the dropout rates were low when schools run ability
based grouping and teacher performance based bonus system.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olic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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