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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교사 변인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 교원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TIMSS 2007 자료를 활용하
였고, 연구 방법은 교사와 학생의 2수준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위계적 선형 모형(HLM)을 적용하
였다. TIMSS 2007은 기존의 조사와는 달리 특별히 교사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였고, 그 중 교사
의 전문성 계발 활동에 대한 문항이 상세하게 구성된 특징이 있다.
분석 결과, 첫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활용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교사 수준에
서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의 비율이 29.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간 차
이에 의해서 학생들의 성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교사 특성 변인 중 배
경 변인으로서는 교사의 성별이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이나 대학 전공, 수업 지도 준비 정도 등의 변인들은 학생들의 성적차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 특성 변인 중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동료교사와 수업 자료 준비 작업을 공유하는 교
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그렇지 않은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적 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교사가 최근 2년 동안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이나 연수에 참여한 활동은 학생들의 수학 성적 격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
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교사 특성, 전문성 계발 활동, 학업성취도, TIMSS 2007, 위계적 선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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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NCLB법 통과 이후,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교육생산함수(Educational Production Function)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학계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학교 수준의 요인 중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사의 질’1)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 특성’을 강
조하고 있다(Sanders, 1998). 교육에서 교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고(van Driel et al., 2001), Hattie(2003)는 5만 건 이상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학생들
의 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 근원으로는 학생 요인이 50%, 교사 요인이 약 30%이며, 가정
과 학교, 동료의 영향이 각각 5~10%임을 밝혀낸 바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구조를 학교 수준과 학생 수준으로 구분하여 학
교 효과와 학생 효과를 추출하려는 시도는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학교 수준
의 변인에 교사와 관련된 변인들을 투입하는 시도들이 증대되고 있다(성기선 1997; 백순근,
2003; 강상진 외, 2005 등). 그러나 연구의 설계에 있어 학교 수준 내에서 교사의 특성을 활
용하기 때문에 교사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도 효과 변량을 추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포
함되었던 변인의 측면에서도 교사의 성별이나 학력 등과 같은 배경 변인이나 교사의 사기
및 열의 등과 같은 심리적 태도 변인 등에 초점을 두었다.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와 학생
수준으로 다층화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이 어느 교사에 지도를 받느냐에 따
라 학생들의 성적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교사 수준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 관련 변인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관련하여 교사의 전문성
수준, 전문성 계발을 위한 노력 수준 등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전문성 결과를 대신할
수 있는 변인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를 활용하는 연구들은 상당 수 존재하지만
(Ehrenberg and Brewer, 1994; Monk, 1994; ; Rowan et al., 2002; Rice, 2008), 실제로 교사
의 전문성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교사
의 전문성 계발 노력 활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시도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1) ‘교사의 질’이라는 표현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teacher quality’라는 용어
를 직접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질’이라는 표현을 인격체에게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크기 때
문에 이하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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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ㆍ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는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이다. TIMSS
2007은 기존의 조사와는 달리, 특별히 교사에 대한 변인을 자세하게 구성하고 있고, 그 중
교사의 전문성 계발 활동에 대한 문항이 잘 구성되어 있다(김경희 외, 2008).
이 연구에서는 ‘TIMSS 2007’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 수준의 변인들이 해당 교사가 가르치
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간 차이에 의해서 학생들의 성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 수준의 변인으로 인적 배경 특성 수준의 변인을 넘어서 수업에
대한 준비, 학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 특히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하는 활동 등
을 활용함으로써, 각 변인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최근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교원의 특성에 대한 고려 특히 전문성 계발 노력 활동에 대한 강조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시적인 수준의 교육 정책 뿐 아니라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학생의 학업성취도 영향 요인
학생의 학업성취에 있어 학생 개인 특성을 넘어서는 학교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
즉, 학교 효과 연구를 중심으로 지난 40년 동안 학생의 학업성취도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Teddlie & Reynolds, 2000). 최근에는 위계적 구조(다층 구조)
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의 개발(Bryk & Raudenbush, 1992)로 학생의 학업성취
도를 설명하는 변인을 학교 수준과 학생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의 효과를 추출하는 연
구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Rutter, 1983; Purkey & Smith, 1983; Bryk, Lee & Holland,
1993; Goldstein, 2003 등).
학교효과연구의 주요 이론적 모델로 활용되어 왔던 Creemers(1994)의 학교 효과 모형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 구조는 네 가지 수준으로 구성될 수 있
다. 즉, 학생수준, 학급수준, 학교 수준 및 국가 맥락 수준이 그것이다. 이 중 학생수준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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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및 학교 수준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수준에서는 ① 태도, ② 사
회적 배경, ③ 과제투입시간, ④ 사용 기회 등의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데, 태도는 일반지능
과 선수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사회적 배경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문화적 유산을 의미
하며, 과제투입시간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사용 기회는 교과목 수
를 의미한다. 학급수준에서는 교육과정, 집단화 절차(완전학습, 능력별 집단화, 협동학습 등),
교사행동 등이 학교수준에서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배경, 평균적인 학생들의 성취
수준, 교장지도성, 의견 반영, 도시화 등의 항목이 고려된다.
구병두(1996)는 학업성취를 주제로 출판된 석박사 학위논문 646편과 국내외 각종 학술 연
구물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메타 분석하여 학업성취의 관련 변수로 가정환경변수, 학습습관
변수, 학습환경변수, 교사변수, 지능변수, 인지양식 변수, 창의성 변수, 자아개념 변수, 불안
변수, 학습습관 변수, 성취동기 변수, 인성 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한 바 있다(강상진 외,
2005 재인용).

가. 학생 수준 변인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취도 차이를 설명하는 학생 수준 변인과 학교 수준 변인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의 개인적 배경으로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고려
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학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강상진 외, 2005)와
성별이 학업성취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성
기선, 2006) 등이 있다. 또한 Creemers(1994)의 모형에서 다룬 바와 같이, 부모의 최종학력,
수입, 1인당 교육투자 경비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수준이 높을 때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는 실증적 증거들은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었다(Coleman et al., 1966; Jencks &
Brown, 1975; 이종승, 1981 등).
학생의 교과에 대한 흥미, 자신감, 효능감, 교과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 교과에 대한 긍정
적 인식 및 적극적 태도와 향후 진로에 대한 높은 포부 수준 등이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바 있다(김아영․조영미, 2001; 김종한,
2001; 백순근, 2003; 성기선, 2006 등).
박정․홍미영․김성숙(2000)의 연구에서도 학생수준에서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① 학습동기 변수 중 진학기대, 과목 자신감, ② 방과 후 시간활용 중 방과 후 독서시
간과 수학과외/학원수강 시간, ③ 개인배경 등이 크게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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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수준 변인
학교수준의 변인으로 Purkey와 Smith(1983)는 학교 경영 특성, 교사의 지속적이 안정적
근무, 교원의 연수활동, 학부모의 참여와 지원,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 체제, 교육구의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고, Scheerens(1992)는 효과적인 학교 연구를 종합적으로 개관한 결과, 학
생 성취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학교의 특징으로 교육적 지도성, 성취 지향적 정책, 질서정
연하고 편안한 분위기, 명확한 목표, 높은 기대, 학생진전의 평가체제, 교사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등을 든 바 있다(강상진외, 2005 재인용).
박정․홍미영․김성숙(2000)의 연구에서도 학교 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학교 특성 중에서 학교 위치, 수준별 소집단 수업, 교사특성 중 교사의 최종학력
변수 등을 제시한 바 있고, 성기선(1997, 2000)의 연구에서는 학교 수준에서 학부모의 관심
도, 가정배경 평균, 학생의 입학성적 및 학습열의의 평균 등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학교 수준 변수로서 정교사 자격증 소비자의 비율이나 학교 고유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학교 풍토, 교사의 협조체제, 교육과정 조정과 다양화, 학생 자치회의 운영 등의
변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관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김석수, 1998; 강정원, 2001;
남현우․이기택, 2002; 김경성, 2003).

2. 교사 특성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교 수준의 변인으로 교사의 특
성 변인 활용되고 있다. 교사의 특성 변인의 영향력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 수준에서 성별, 교사의 교직경력 및 최종학력(백순근, 2003), 교사의 자질 및 가치
관과 연관된 교사 효능감(김아영․차정은, 2003), 교사의 사기와 열의(김석수, 1998; 성기선,
2000), 교사의 비지시적이며 진보적인 수업방식 및 수업 준비 정도(Traub & Weiss, 1973),
협동학습에 의한 수업(정문성, 1994), 교사의 민주적인 행동 유형(White & Lippitt, 1960) 등
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생에 대한 태도가
온화하고 배려 깊을수록, 교사가 학생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 역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성기선, 1997).
교사의 특성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면, 특성의 핵심 구성 변인은 교사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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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 할 것이다. Shulman(1986)이 교수적 내용 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뒤 교사의 전문성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었다. 이종
재(2004)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자기의 활동에서 구현할 수 있고 학생들의 변화를 파
악하고 교육적 필요를 충족해 교육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의 ‘역량’으로 전문성을 규정
한 바 있다.
실제로 교원의 전문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 계발과 관련하여 현직 교육의 정도(강
정원, 2001), 수업자료에 관한 협의 정도(남현우․이기택, 2002), 교원의 연수 활동(Purkey &
Smith, 1983) 등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하나인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 2007’ 자료를 활용
하였다. TIMSS 2007 결과는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fo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총 50개국 23만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평가결과로서 우리나라는 150개교의 중학교 2학년 5,448명의 학생들의 표집으로 참가하
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이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 모형의 특성상 이들 대상 중 유
효한 통계적 응답치를 제공한 대상자에 한해 통계 분석 대상으로 투입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전국 16개시도의 중학교 150개교, 수학 교사 226명, 중학교 2학년 학생 3,218명이다.
분석 자료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를 중심으로 학생이 포함된 구조(nested
structure)를 취하고 있다.

2. 연구 모형 및 측정 변인
가. 연구 모형
이 연구는 학생의 수학 성적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교사 수준과 학생 수준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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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교사 수준 변인 중에서도 교사가 전문성 계발을 위
해 노력하는 측면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설명
하는 학생 수준의 변인과 교사 수준의 변인은 [그림 1]과 같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생 수준의 투입변인으로는 성별, 부모학력 등과 같은 개인
배경 변인과 기대하고 있는 교육 수준,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도 및 효능감, 수학과목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 등이 활용되었다.
교사 수준의 변인으로는 교사의 연령, 성별, 교직경력, 최종 학력, 대학에서의 전공, 교사자
격증 소지 여부 등과 같은 개인 배경 변인과 수업 준비도, 소속 학교에 대한 인식, 전문성 계
발 노력 등이 포함되었다. 전문성 계발 노력 변인은 구체적으로 수업과 관련하여 주요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수업 자료를 공유하며, 동료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동료교사가 본인의 수
업을 참관 하는 등의 상호작용 수준 변인과 수업과 관련된 연수 참여 변인으로 구성된다.

교사
수준






배경변인(연령, 교직경력, 학력, 전공, 자격증)
수업 준비
학교에 대한 인식
전문성 계발 노력
- 수업 관련 상호작용 : 논의, 자료 공유, 상호 참관
- 연수 참여

수학교과
학업
성취도

 배경변인(성별, 부모학력)

학생
수준

학생 수준

 기대교육수준(교육포부)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도 및 효능감
 수학과목에 대한 필요성 인식

[그림 1] 연구 모형

나. 측정 변인
1) 종속변인

분석의 주된 관심은 교사 특성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인은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되고, 해당 자료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TIMSS
2007 수학 성적을 활용하였다. TIMSS 2007 수학 평가의 내용 영역은 수, 대수, 기하, 자료와
확률이고, 인지 영역은 알기, 적용하기, 추론하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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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속변인의 문항구성 및 내용
구분

변수명

종속변인

수학성적

해당 문항 및 내용
수, 대수, 기하, 자료와 확률 등 4개 내용 영역에 대한 총 215개 문항 점수 총합

2) 학생 수준 독립변인

이 연구에서는 교사 변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교사 수
준 변인을 활용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생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수준 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는 것은 교사 특성과 학생의 학업성
적 간의 순수한 관계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생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는
학생수준의 변인들로 성별, 부모학력, 교육포부, 수학과목에의 흥미, 수학과목의 필요성 인식
등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표 2> 참조).

<표 2> 학생수준 독립변인들의 문항 구성 및 내용
구분
학생 수준
배경변인

변수명

해당 문항 및 내용

성별
여학생=0, 남학생=1
부모학력*) 초등학교 졸업=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중등후 비고등=4, 전문
대학 졸업=5, 대학교 졸업=6, 대학원 이상=7
기대교육
교육포부 고등학교 졸업=1, 중등후 비고등=2, 전문대학 졸업=3, 대학교 졸업=4, 대학
수준
원 이상=5
교과에 대한 수학과목 나는 대체로 수학을 잘 한다
인식
흥미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이하 같음)
및
나는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더 많이 했으면 한다
효능감 나는 반 친구들에 비해 수학을 더 어렵게 느낀다
(8문항) 나는 수학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수학은 내가 잘하는 과목이 아니다
나는 수학 내용을 빨리 배운다
수학은 지루하다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과목 나는 수학이 나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이하 같음)
인식
나는 수학이 다른 교과 학습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문항)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을 잘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수학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

.970

.737

*) TIMSS는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1997)을 활용하여 정규교
육 이수 수준을 구분하고 있다. 4에 해당하는 학력수준은 중등졸업 후 비고등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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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학력의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학력이 각각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등으로 구분되는데, 부모학력 변수 구성을 위해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기대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
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교과에 대한 인식은 수학과목에의 흥미도
및 효능감과 수학과목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변인 별 구성 문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교과에 대한 인식 변인 중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도 및 효능감 변인은 다음과 같은 8가지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나는 대체로 수학을 잘 한다, 2) 나는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더 많이 했으면 한다, 3) 나는 반 친구들에 비해 수학을 더 어렵게 느낀다, 4) 나는 수학 공
부하는 것이 즐겁다, 5) 수학은 내가 잘하는 과목이 아니다, 6) 나는 수학 내용을 빨리 배운
다, 7) 수학은 지루하다, 8)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등이다. 우선 다른 문항과는 성격이 다른
3, 5, 7 문항을 역코딩 후, 변인 구성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구성된 모든 변인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해당 8개 세부 문항을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도 및 효능감 변인으로 결합하여, 결합점수
를 산출하여 해당 변인의 수치로 입력하였다.
수학교과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 역시 1) 나는 수학이 나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수학이 다른 교과 학습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내가 진학하
고자 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을 잘 할 필요가 있다, 4)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수학을 잘 할 필요가 있다 등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세부항목
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결합됨을 확인하여, 해당 변수
들을 수학교과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
하였고, 해당 결합점수를 입력하였다.
3) 교사 수준 독립변인

학생들의 수학성적에 영향을 주는 교사 수준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 배경, 수업 준비,
전문성 계발 변인 등을 활용하였다2)(<표 3> 참조).
2) TIMSS 2007의 수학 교사 설문지 문항의 영역 구분에 따르면, 교사 배경 영역에 나이, 성별, 교직 경력이 포
함되고, 교사 자격 및 수업 준비 영역에 최종 학력, 대학 전공,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 수업 지도 준비 정도
가 포함되며, 전문성 계발 영역에 동료 교사와의 협의 횟수 및 전문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연수 참여
여부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자료가 우리나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나 최
종 학력 등은 교사 자격 관련 변인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교사의 배경 변인으로 포함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변인의 변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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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사 수준 독립변인들의 문항 구성 및 내용
구분
교사수준
배경변인

수업준비

전문성 계발

변수명

해당 문항 및 내용

연령
성별
교직경력
최종학력

25세 미만=1, 25∼29=2, 31∼39=3, 40∼49=4, 50∼59=5, 60이상=6
여교사=0, 남교사=1
근무 연한
고졸미만=1, 고졸=2, 고졸후 비고등=3, 전문대학=4, 대학교졸=5, 대학원
이상=6
수학과, 수학교육과, 기타*))
미소지=0, 소지=1
수(5문항), 대수(4문항), 기하(6문항), 자료와 확률(3문항) 전체 18문항
예) ‘수’ 주제의 경우, 0과 자연수를 계산하기, 어림하기에 대하여
잘준비되어있지않음=0, 어느정도준비되어있음=1, 매우잘준비되어있음=2
특정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논의
(전혀 또는 거의 안함=0, 한 달에 2～3회=1, 일주일에 1～3회=2, 매일
또는 거의 매일=3, 이하 같음)
수업 자료 준비 작업 공유
타교사의 수업을 관찰
본인의 수업을 다른 교사가 비공식적으로 관찰
수학 교과내용(불참=0, 참여=1, 이하 같음)
수학 교수법
수학 교육과정
수학과 정보 기술의 통합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나 문제 해결력 강화
수학 평가
교사의 직무 만족도(매우 낮다=1, 낮다=2, 보통이다=3, 높다=4, 매우 높다=5)
학교의 교육과정 목표에 대한 교사의 이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행에 대한 교사의 성과 정도
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교사의 기대
학생의 학업 성취를 위한 학부모의 지원
학교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학교 자산에 대한 학생들의 배려
학교 생활을 잘 하려는 학생들의 의지

대학전공
교사자격증
수업 지도
준비 정도
동료
교사와의
상호작용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
연수 참여

학교에 대한
인식

소속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

신뢰도

.970

.529

.782

.806

*) 기타졸업이 reference group임.

교사 배경 변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직 경력, 최종 학력, 대학 전공, 교사자격증 소지 여
부 등이 활용되었다. 대학 전공의 경우에는 수학과 졸업, 수학교육과 졸업, 기타 졸업 등으
로 구분하였고, 기타 졸업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여 더미 코딩하였다. 수업 지도 준비 정도
의 경우에는 수, 대수, 기하, 자료와 확률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 5문항, 4문항, 6문항, 3문항
으로 전체 18개 하위 영역으로 물었는데, 예를 들어 ‘수’ 주제의 경우 1) 0과 자연수를 계산
하기, 어림하기, 2) 언어, 수, 모델(수직선 포함)을 사용하여 분수와 소수를 나타내기, 3)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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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수를 계산하기, 4) 정수를 표현하기, 비교하기, 순서대로 나열하기, 계산하기, 5) 백분율
과 비율이 포함된 문제 풀기 등 각 항목에 대하여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음(=0), 어느 정도 준
비되어 있음(=1), 매우 잘 준비되어 있음(=2)로 코딩하여 전체 18 문항에 대한 평균 값을 입
력하였다.
TIMSS 2007은 기존의 조사와는 달리, 특별히 교사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였고, 그 중 교사
의 전문성 계발 활동에 대한 문항이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은
크게 다른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 참여로 나뉘고, 타교사와의 상호작용
노력은 1) 특정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논의, 2) 수업 자료 준비 작업 공유, 3) 타교사
의 수업을 관찰하거나 4) 본인의 수업을 다른 교사가 비공식적으로 관찰 하는 등 4개의 항
목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또는 거의 안함(=0)’, ‘한 달에 2～3회(=1)’,
‘일주일에 1～3회(=2)’, ‘매일 또는 거의 매일(=3)’으로 코딩하였다.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이나 연수 참여의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1) 수학 교과내용, 2) 수
학 교수법, 3) 수학 교육과정, 4) 수학과 정보 기술의 통합, 5)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나 문제
해결력 강화, 6) 수학 평가 등 총 6개 항목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아니오(=0)’, ‘예(=1)’로 코딩하였다.
소속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의 변인은 1) 교사의 직무 만족도, 2) 학교의 교육과정
목표에 대한 교사의 이해, 3) 학교의 교육과정 이행에 대한 교사의 성과 정도, 4) 학생의 학
업 성취에 대한 교사의 기대, 5) 학생의 학업 성취를 위한 학부모의 지원, 6) 학교 활동에 대
한 학부모의 참여, 7) 학교 자산에 대한 학생들의 배려, 8) 학교 생활을 잘 하려는 학생들의
의지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낮다(=1)’, ‘낮다
(=2)’, ‘보통이다(=3)’, ‘높다(=4), ’매우 높다(=5)‘로 입력하였다.
측정 변인별 일반적인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학생변인에서 수학적 흥미수준과 수
학에 대한 필요성 인식수준을 묻는 문항들에 대해 학생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흥미 정도의 경우, 필요성만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교사변인에서는 수업준비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서 수학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
해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준비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 교사 평균 1.65로 교사들이
본인이 가르치는 수학 교과의 내용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준비되어 있지 않음=0, 보통=1, 매우 잘 준비되어 있음=2).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 유형인 타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
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우선, 상호작용 수준의 경우에는 평균 0.73으로 전혀 안함 0, 월 2∼
3회 1, 주 1∼3회 2, 매일 3임을 고려할 때, 월 2회 내외로 타 교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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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볼 때, 수업자료를 준비할 때 타 교사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
이 평균 1.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념논의가 1.05였으나 본인이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본인의 수업을 타 교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참관하는 경우는 .2 수준으로 학교현
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형 투입 변인들의 기초 통계량
변인
종속변인
수학성적
설명변인
학생수준변인
성별(0, 1)
부모학력(1∼7)
교육포부(1∼5)
수학흥미도(1∼4)
필요성인식(1∼4)
교사수준변인
연령(1∼6)
성별(0, 1)
교직경력
학력(1∼6)
교사자격증(0, 1)
수업준비도(0∼2)
수학전공(0, 1)
수학교육전공(0, 1)
상호작용수준(0∼3)
개념논의
수업자료
수업참관
동교사의 수업참관
연수참여(0, 1)
내용
방법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학생역량계발
평가
전문성 계발 전체(0, 1)
소속학교 인식(1∼5)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3218

607.42

85.5

272.66

837.22

3218
3218
3218
3218
3218

0.49
4.14
4.05
2.41
2.9

0.5
1.48
0.76
0.67
0.61

0
1
1
1
1

1
7
5
4
4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3.31
0.37
13.45
5.31
1
1.65
0.3
0.65
0.73
1.05
1.52
0.22
0.15
0.36
0.47
0.48
0.4
0.29
0.21
0.33
0.44
3.22

1.02
0.48
9.44
0.46
0
0.45
0.46
0.48
0.4
0.71
0.83
0.43
0.4
0.33
0.5
0.5
0.49
0.45
0.41
0.47
0.23
0.51

1
0
1
5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3

6
1
35
6
1
2
1
1
2
3
3
2
3
1
1
1
1
1
1
1
1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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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연수참여 수준은 평균 .36으로 나타났고(참여안함 0, 참여함 1), 세부 항목으로는
수학교과의 교육과정,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 참여 수준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나 문제해결
능력 향상 연수 혹은 수학 평가 연수 등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영역을 결합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계발 노력 전체에 대한 점수는
.44 수준으로 나타났다(노력 안함 0, 노력함 1).

3. 분석 방법 : 위계적 선형 모형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TIMSS 2007의 자료는 학생 수준과 해당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수준에서 측정되는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계 구조의 자료
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HLM 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가. 기초모형
기초모형은 일체의 독립변인을 추가하지 않고, 단순히 종속변인과 학교구분만이 반영된
모델이며, 이를 통하여 자료 분석의 기초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음 단계 분석의 바탕이
된다(강상진, 1995). 이는 일원분산분석 무선효과모형(Raudenbush & Bryk, 2002)과 일치한
다.
1) 1수준 모형

       ,  ∼    
여기서 Yij는 종속변인으로 학생들의 수학성적을 나타내며, β0j는 j 번째 교사에 속한 학생
들의 평균을 평균을, γij는 무선오차, 즉 학생이 교사 평균으로부터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의 평균은 학생수준의 변량을 나타낸다.
2) 2수준 모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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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00는 표본 전체 평균을, U0j는 교사효과, 즉 전체 평균과 j번째 교사에 속한 학생 집단 간
의 차이를, τ200은 교사 수준에서의 변량을 나타낸다.

나.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학생수준 변인과 교사수준 변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으로 ‘intercepts and
slopes-as-outcomes model(Raudenbush & Bryk, 2002), 'Full model'이라고 불린다. 이 모형
에서는 학생 수준 변인, 교사 수준 변인이 모두 투입되었다.
1) 1수준 모형

        성별     부모학력     교육포부     수학흥미도     필요성 ,
 ∼     
인식   
2) 2수준 모형
      연령    성별    학력    수업준비도    수학전공   
수학교육전공    상호작용수준  개념논의 수업자료 수업참관 타교사에 의한 수
업참관    연수참여  내용 방법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학생역량계발 평가    

,   ∼    
1수준(개별 학생수준) 계수인   는 2수준(교사수준) 모델에서는 종속변수가 된다. 여기에
서 각 교사 단위 j에 대하여 벡터(U0j, U1j, U2j, …, Uij)가 다변량 정규로 분포하며, Uij의 각
요소는 평균이 0이며 변량 Var(Uij)가 τii임을 가정한다.
본 분석에서는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수학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효과가 교사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고, 교사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
다면 교사 변인 중 어떤 변인의 효과인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분
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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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교사 간 차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학생 차원과 교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보기 위해 학
생 학업성취도의 교사 내 변량과 교사 간 변량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교사 내 변량은 개별
교사에게 지도받은 학생들의 평균 수학 성적에서 그 교사에게 지도받은 학생들 간의 학업성
취도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교사 간 변량은 전체 교사에게
지도 받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으로부터 개별 교사에게 지도 받은 학생들의 평균 수학 성적
의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해당 수치는 일원변량분석 모형을 통해 산출한 학생수준과
교사수준의 변량을 의미한다.
기초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고, 여기에서 제시된 정보에 기초하여 이 연구
에서 설정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영향 변인에 대하여 교사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의
비율을 알아보고자, 집단내 상관계수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였다.
<표 5> 기초모형 분석 결과
수학성적
고정효과
전체수학성적평균(γ00)
무선효과
교사수준(U0j)
학생수준(γij)

회귀계수
604.121

표준오차
3.495

t값
172.846***

표준편차
47.877
73.393

변량분할
2292.197
5386.488

χ
1387.444***

2

df
225
df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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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를 보면, 교사수준에서 생성된 변량(τ00)는 2292.197이고, 학생수준에서 생성된 변량
2

2

(σ )은 5386.488이다. 집단간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χ =1387.4, p<.001). 기초
모형에서 나타난 종속변인의 총 변량 중에서 교사별 평균 차이의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 즉,
ICC는 다음과 같다.
 기초모형 

  
×  = 29.85


 기초모형 

 기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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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 의하면, 수학성적에 영향을 변인들의 총 변량 중에서 29.9%가 교사 수준에서
설명되고, 나머지 70.1%는 학생 수준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는 교사특성 변인들이 학생성적
의 29.9%를 설명하는 것으로 학생이 어느 교사에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 학생 성적에 의존성
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간 차이에 의해서 학생들의 성적에도 차이
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교사 특성 요인 분석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변인과 해당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수준의 배경 변인, 수업 준비 및 전문성 계발 노력 변인 등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 수준에서 부모학력, 학생의 교육적 포부 수준, 수학과목에의 흥미도 등은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1단계 즉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졸업 혹은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졸업 등으로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5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포부에 있어서도 기대하는 교육 수준이 1단
계씩 높을수록 수학성적이 1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인간 척도를 고려하고서도
수학 흥미도 및 효능감이 수학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서, 부모 학력과 같은 가정·경
제적 배경 보다는 학생 자신이 수학 과목에 흥미가 있고, 자신감이 있을수록,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60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수준 변인을 살펴보면, 우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확인 결과, 교직경력의 경
우는 연령과 함께 투입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투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사 수
준 변인 중 개인 배경 변인으로서는 성별이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교사의 영향력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학력이나 대학 전공, 수업 지도 준비 정도 등의 변인들은 학생들의 성적차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계발 노력의 주요 항목인 동료교사와의 상호작용 수준과 연수프로그램 참여 정도
가 학생들의 수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료교사와 상호작용
노력은 ‘수업 자료 준비 작업 공유’ 항목에 대해서만 교사간 학생들의 성적 격차를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논의’ 나 ‘동료
교사의 수업 관찰’, ‘본인의 수업을 동료 교사가 비공식적으로 관찰’ 등의 항목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사가 동료교사와 수업 자료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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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는 활동을 거의 안함에서 → 한 달에 2～3번 → 일주일에 1～3회, 거의 매일 수준
으로 빈도를 높일수록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학성적이 7.8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이나 연수 참여의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수학 교과내용’과 관련된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이나 연수에 참여한 경우, 오히려 해당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더 낮았고, ‘수학 교수법’, ‘수학 교육과정’, ‘수학과 정보 기술의 통합’, ‘ 학생들
의 비판적 사고나 문제 해결력 강화’, ‘수학 평가’과 관련된 연수 참여의 경우, 학생들의 수
학 성적 격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교사 특성 변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변인
학생수준

계수

t-값

성별(0, 1)
부모학력(1∼7)

-4.053
5.325***

-1.472
6.726

교육포부(1∼5)
수학흥미도(1∼4)

19.183
60.409***

***

11.34
30.724

필요성인식(1∼4)
교사수준

-2.183

-0.98

연령
성별(0, 1)

2.04563
-12.2655*

0.753
-2.134

학력(1∼6)
수업준비도(0∼2)

0.577699
-3.35108

0.114
-0.803

수학전공(0, 1)
수학교육전공(0, 1)

0.498789
-1.9989

0.048
-0.204

동료교사와 상호작용수준(0∼3)
동료교사와 특정 개념 교수법 논의

-3.89391

-1.107
**

동료교사와 수업자료 준비 공유
동료교사의 수업 참관
동료교사에 의한 수업 참관
연수참여(0, 1)

7.815087
-4.75546

2.767
-0.672

1.138356

0.186
*

-2.157
0.806

내용
방법

-13.6545
5.011405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1.72247
4.201584

-0.304
0.74

학생역량계발
평가

0.308802
7.468344

0.051
1.278

교사수준변인의 설명량

32.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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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시사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학계에
서 등장했고, 변인 구조를 학교 수준과 학생 수준으로 구분하여 학교 효과와 학생 효과를
추출하려는 시도들이 국내․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Weber, 1971; Purkey &
Smith, 1983; Scheerens, 1992; 성기선 1997; 백순근, 2003; 강상진 외, 2005 등). 최근에는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강조되면서(Sanders, 1998) 학
교 수준의 변인에 교사와 관련된 변인들을 투입하는 시도들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학교 수준 변인 내에 교사 변인의 일부 즉, 교사의 사기 및 열의(김석수,
1998), 교사 효능감(김아영, 차정은, 2003) 등을 포함시켜 분석하는데 그침으로써, 교사의 배
경 변인 수준을 넘어서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변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교사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TIMSS는 국제수준의 수학․과학 학업성취도 추이를 조사하는 것으로, 학업 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교육맥락적 변인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TIMSS
2007은 기존의 조사와는 달리, 특별히 교사에 대한 변인을 자세하게 구성하고 있고, 그 중 교
사의 전문성 계발활동에 대한 문항이 잘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업성
취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학교 수준과 학생 수준으로 분석하고 학교 수준에 일부 항목
으로 교사의 배경 변인을 활용한 데 따른 한계를 직시하고 교사에 대한 다양한 변인을 구성
한 TIMSS 2007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교사의 다양한 특성들이 해당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
한 활동으로 동료교사와의 상호작용 활동과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활동 등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활용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교사 수준에서 설명
할 수 있는 변량의 비율이 29.9%로, 교사특성 변인들이 학생성적의 상당 부분(약 30%)을 설
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한 학
교효과 연구에서 나타난 교육기관의 영향이 통상적으로 10% 내외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큰 수치이다(Raudenbush & Willms, 1991). 그러나 국내 PISA 자료를 토대로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노국향, 2001)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고등학교’의 자료를 토대로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교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수학성취도 분산의 학교 수준 구성 비율이 4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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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이 어느 교사에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 학생 성
적에 의존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간 차이에 의해서 학생들의 성
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생 수준의 변인의 영향력은 약 70% 수준이고, 학생 수
준 변인 중, 배경 변인에서는 부모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학생의 향후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 수준 및 효능감 수준이 높을수
록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성
적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강상진 외(2005)의 연구, 수학교과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이 수학
성취도 점수에 의미있는 효과를 준다는 성기선(2006)의 연구, 학생의 교육 기대 수준의 긍정
적인 영향을 밝힌 연구(곽수란, 2003) 등의 결과와 일치한다. 학생 수준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부모 학력과 같은 가정·경제
적 배경의 영향력 보다는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효능감과 같은 학생의 심리적
태도와 특성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셋째, 교사 특성 변인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교사의 배경 변
인으로서는 성별이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여교사의 영향력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학력이나
대학 전공, 수업 지도 준비 정도 등의 변인들은 학생들의 성적차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최종학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주로 국제 비교 연구 자료를 활용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정․홍미영․김성숙,
2000; 백순근, 2003). 교사 특성 변인 중 배경 변인 보다는 전문성 계발 노력 부분의 영향력
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IMSS 2007 자료 중 국내 자료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이 연구
의 경우에는 최종학력이나 자격의 분포가 동질적이기 때문에 영향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
넷째, 교사 특성 변인 중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동료교사와 수업 자료 준비 작업을 공유하는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그
렇지 않은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적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수업자료와 관련하여 동료 교사와 교류하는 점이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 결과(김석수, 1998; 강정원, 2001;
남현우․이기택,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교사가 최근 2년 동안 전문성 계발 프로
그램이나 연수에 참여한 활동은 학생들의 수학 성적 격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계발에서 동료교사와
의 장학 활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선행 연구(주삼환, 1998 등)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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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향후 동료장학의 실천적 적용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전
문성 계발 연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결과는
현재의 교원 연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수준, 교육청 수준, 교육과학기술부 수준에서 향후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부분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TIMSS 2007 자료를 활용
했기 때문에 변수의 설정에 있어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문항을 활용해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 모형의 설계, 문항 개발, 조사, 분석 등 일
반적 연구 절차에 따르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TIMSS 2007 결과는 1개 연도
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서 다년도의
TIMSS 결과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결과 분
석이 세계적인 현상인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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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eachers' Traits on Student Achievement
-Focusing on Teachers' Efforts to Enhance Professionality in TIMSS 2007-

Lee, Hee-Sook (Kyungnam University)
Chung, Jae-Young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fluence of teachers' variables on student
achievement. In particular, various activities of teachers in order to enhance professionality
which have been neglected by previous studies are taken into accounts. And it trie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eachers' professionality development activities on their students
achievement. In this analysis, we used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2007 by making use of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IMSS 2007 consists of detailed
questions about teacher, especially teachers' activities of professionality development.
The results, first, show teacher-level variables explain 29.9% of the variance in student
achievement. This means student achievements can differ across teachers whom students
belong to. Second, in the teacher characteristic variables, gender variabl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xplaining students' mathematics achievement gap. The factors such as final
degree or a college major, instruction readines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among
variables corresponding to the teachers' efforts to enhance teacher professionality,
communicating with colleague teachers on the preparing teaching materials is significant
variable explaining student achievement. In contrast, the frequency of participating in teacher
professionality development programs or in-service does not explain their students'
mathematics achievement gap with a statistical significance.
Key words : teachers' traits, professionality enhancing activities, student achievement, TIMSS
2007, HLM

- 2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