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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네이버후드 효과 연구가 가지는 방법론적 이슈를 고려한 실증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에 대한 네이버후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학교-네이버후드 3수준의 다수준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모형을 통해 학생들의 수능 점수에 대한 수준별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개인, 학교, 네이버후드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후드 효과의 정도는 과목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국어에 비해 영어 점수에 대한 네이버후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형 3을 통해 지역별 네이버후드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전 모형에 비해 네이버후드 효과의 정도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양천구, 강남구 등 일부 학교군에

서는 여전히 높은 네이버후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네이버후드 효과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격차와 관련하여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다수준 모형, 네이버후드 효과, 교육지리학, 공간적 자기상관

Abstract : This article examines neighborhood effects from a perspective on the geography of education, in the
context of growing attentiveness paid to spatial approaches to educational issues. In particular, spatially 
differentiated academic achievements are analyzed in the study. To that end, a multi-level modeling involving
individual, school, and neighborhood levels is employed. As a result, two major findings are found. First, it is
found in an analysis on neighborhood effects that the individual level has the highest influence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which is followed by school and neighborhood levels in order. Meanwhile, different 
neighborhood effects are observed among different school subjects, such that i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Korean Section and English Section have 3.6% and 5.6% ICC – which quantifies neighborhood effects
– respectively. Second, the degree of neighborhood effects tend to decrease in most regions as analysis moves
from model 0 to 3, but some regions still have higher neighborhood effects than others.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education policy implications because they help understand spatial inequality in education with 
quantifiable evidence.
Key Words : Multi-level modeling, Neighborhood effects, Geography of education, Spatial auto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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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교육현상에 대한 공간적 접근이 대두됨에 따라 다

양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GIS 및 

다양한 공간분석기법의 발달과 맥락을 함께 하는데, 이러

한 연구들을 교육지리학 연구라 명명할 수 있다. 사실, 교

육지리학의 학문적 논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으며, 그동

안은 교육학의 하위분야인 교육사회학 혹은 지리학의 하

위분야인 사회지리학 등으로 인식되어 왔다(추경모, 2012; 

Taylor, 2009). 엘슨(Elsen)은 1951년에 The Journal of 

Geography에 수록된 “교육지리학(The Geography of 

Education)” 논문을 통해 교육지리학 연구의 필요성에 대

해 논하였고(Elsen, 1951), 독일의 지리학자 로버트 게이

펠(Robert Geipel)은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교육지리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 교육지리학

의 본격적인 논의는 Hones and Ryba(1972)의 “교육지리

학은 왜 안되겠는가?(Why not a geography of education?)”

발표 이후로 볼 수 있다(Brock, 2016). 그들은 지리학이 다

양한 사회문화적 현상 연구를 위해 타 학문 분야와 접목하

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에 비해, 교육지리학은 그 유용성과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왔음을 밝

혔다. 예를 들어 교육지리학은 학군 혹은 스쿨버스 노선의 

설정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학업성취도의 공간

적 격차와 같은 교육 현상 분석까지 다양한 교육문제에 대

해 폭넓게 다룰 수 있다(Hones and Ryba, 1972). 특히, 학

업성취도의 공간적 격차와 같은 교육현상의 공간적 변이

는 교육지리학의 핵심 주제이며, Meusburger(2017)는 이

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네이버후드 효과

(neighborhood effects)를 언급하였다. 네이버후드 효과

란, “특정한 네이버후드(지역)에 속한 개인들이 유사한 행

위 혹은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구조적인 요인(이소영, 

2020a; 2020b; Lee, 2009; 2020)”으로, 공간효과(place 

effects) 혹은 맥락효과(context effects)로도 불린다(Dong 

et al., 2015). 이러한 네이버후드 효과 연구가 급증하고 있

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법론적 이슈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구성효과(compositional effects)와 맥락효

과(contextual effects)를 구별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즉,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합산(구성

효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특성과 관계없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같은 상위수준에서 미치는 영향(맥락효

과)”을 구분할 수 있는지이다(김형용, 2010). 이는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그것이 특정 지역으로의 진입

에 따른 영향인지 혹은 개인의 영향인지에 대한 논쟁과도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논쟁은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ing)의 적용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이

다. 다수준 모형은 종속변수에 대한 총 분산을 각 수준별로 

분해할 수 있기에, 학생-학교-네이버후드와 같이 일련의 

포섭적 구조를 가진 교육현상 분석에 유용하다. 즉,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각 수준별 영향력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하여, 다수준 모형을 활용하여 학업

성취도에 대한 네이버후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네이버후드 효과

네이버후드 효과(neighborhood effects) 연구는 1960년대 

허버트 갠즈(Gans, 1968)의 연구와 윌슨(Wilson, 1987)의 

저서인 �매우 소외된 사람들: 도심, 하류층, 공공 정책(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출판 이후, 급증하고 있다(Sampson et al., 

2002; Darcy and Gwyther, 2012; van Ham et al., 2012). 네

이버후드 효과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상이한

데, 일반적으로 네이버후드 효과는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s),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동료효과

(peer influences), 모방(imitation), 사회적 전염(contagion, 

epidemics) 등과 관련이 있으며(Manski, 1993), 맥락효과라

고 불리기도 한다. 네이버후드 효과란 “특정한 네이버후

드(지역)에 속한 개인들이 유사한 행위 혹은 선택을 하도

록 이끄는 구조적인 요인(이소영, 2020a; 2020b; Lee, 2009; 

2020)”으로, 개인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한 지리적인 맥락

을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적 틀로 활용된다. 최근 네이버후

드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 네이버후드 존재 

유무뿐만 아니라 네이버후드 효과 발생의 메커니즘에 대

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학자들마다 네이버후드 효과 메

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주요 메커니즘

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Jenks and Mayer, 1990; 

Dietz, 2002, Lee, 2009; 2020). 첫 번째는 사회적 전염

(social-contagion 혹은 epidemic theory) 이론으로, 사회적 

행동 양식 등이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으로부터 전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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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집합적 사회화(collective socialization) 

이론이다. 집합적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인 행동

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역할모델(role-model)의 존재

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존경할만한 어른이 있

다면, 아이들은 자신 역시 열심히 노력하면 그 어른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제도

적(institutional) 이론이다. 이는 그 지역사회의 학교 및 문

화시설, 사회봉사기관 등 인근 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해당 기관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에 초점이 있다. 네 번째는 경쟁(competition) 이론이다. 

경쟁이론은 앞서 밝힌 세 가지 메커니즘과 달리,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승자(winner)의 존재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다섯 번째는 상대적 박탈(relative-deprivation) 

이론으로, 이 역시 사회적･경제적으로 성공한 자의 존재

가 주변 이웃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네이버후드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

슈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공간단위 선택의 문제이며, 또 

하나는 구성효과와 맥락효과의 구분이다. 다수준 모형의 

활용은 이 두 가지 이슈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 즉, 다수준 

모형을 활용하면 특정한 교육결과에 대해 학생 개인의 영

향인지, 학교의 영향인지, 혹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영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각 수준의 

영향력 정도 역시 비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학 분

야에서는 일찍부터 다수준 모형의 효용성에 주목해왔다

(Boyd and Iversen, 1979; Burstein, 1980; Raudenbush, 1988).

2. 다수준 모형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ing)은 단일수준의 모형이 

아닌 하나 이상의 스케일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

다. 원문으로는 Multi-level Model(ling), HLM(Hierarchical 

Linear Model), Mixed-effects Model, Random-effects Models,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s, Covariance 

components models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국

내에서는 다층모형(김소연･김영호, 2013; 강상진, 2016; 

백영민, 2018), 다수준 모형(이창로･박기호, 2013; 2017), 

다수준 분석(박유민, 2013), 위계선형모형(이희연･노승

철, 2010), 혼합모형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만큼 모형의 명세화 역시 연

구목적에 따라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보편적

으로 사용되어온 단일수준의 모형은 지역에 따른 차이보

다는 어떤 현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경향성 혹은 일반적 

특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보편적 경향성을 넘어 지역의 

특수성 혹은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수준 모형은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적 맥락을 중시하는 지리학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주고(Jones and Duncan, 1996), 현실의 

복잡성을 보다 더 잘 반영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지

리학에서도 Jones(1991)의 연구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논

의되기 시작하였다.1) 이러한 다수준모형의 기본가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Jones, 1991). 

첫째, 우리 사회는 개인-학교-네이버후드와 같은 일련

의 포섭적인 구조(nested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다. 둘째, 그로 인하여 네이버후드 효과 혹은 맥락효과, 

공간효과라고 불리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인 ‘포섭적인 구조’란, 

하위수준의 데이터가 상위수준에 포섭되어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각종 교육현상은 포섭적인 구조를 가진 대

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개인(level 1)

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level 2), 그 학교는 지역사회

(level 3)에 소속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고려할 때 학

생 개개인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이다. 이는 두 번째 가정인 공간적 자기상관과 관련이 있

는 내용으로(Jones, 1991), 동일한 상위수준의 집단에 속

한 하위집단 혹은 개인은 서로 의존적이고 비교적 동질적

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들의 성적 혹은 행동은 유사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같

은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

한 측면에서 상위수준에 의해 발생하는 하위수준의 차이 

혹은 동일한 상위수준 내에서의 하위수준의 유사성 등을 

공간효과, 그룹효과(group effects), 네이버후드 효과라고 

부를 수 있다(Dong et al., 2015). 즉, 다시 말하면 상위수준

(예: 지역)의 맥락이 더 낮은 수준의 결과(예: 학생의 성적)

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맥락효과, 공간효과, 그룹효과, 네이

버후드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준 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네이버후드 효

과는 크게 ‘공간 단위 내의 네이버후드 효과(intra-local 

neighborhood effects)’와 ‘공간 단위 간의 네이버후드 효

과(inter-local neighborhood effects)’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다수준 모형은 ‘공간 단위 내의 네이버후드 

효과’만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기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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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모형에서 지역 간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하기 위한 다

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기존 

다수준 모형과 공간통계모형을 결합하는 방법이다(예: 김

소연･김영호, 2013; Do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Lee(2009; 2020) 연구에 착안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이 작

동하는 범위를 탐색하여 그 범위를 측정스케일과 일치시

켜 공간 단위 간 네이버후드 효과를 고려하였다(자세한 내

용은 이소영 2020a; 2020b 참고).

III.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교육데이터의 포섭적 구조를 고려하여 

각 수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실증적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모형을 3수준으로 명

세화하였으며, 1수준은 학생 개인, 2수준은 학생들이 속한 

학교, 3수준은 그 학교가 속한 네이버후드로 설정하였다. 

데이터의 포섭적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네이버후드의 공간단위는 이소영(2020a; 2020b)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학구’로 설정하였다.2)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 도출에 기여함은 물론, 상위수준의 공

간 단위 간 자기상관을 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학구는 “통학 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학구도안내서비스 홈페이지). 

1) 종속변수의 선정

다수준 모형 분석을 위해서 학생들의 개별 수능 점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교

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에듀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uData Service System, 이하 EDSS)에서 제공받

았다. 그중 수능 표준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시간적 범위

로는 2017학년도(2016년 11월 시행)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활용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이며, 개별 데

이터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70%를 샘플링 후, 다시 한 번 

70%로 랜덤 추출하여 생성되었다. 활용 과목은 국어와 영

어 영역에 대해서만 한정하였다. 

2) 독립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수준

의 수능 점수이며, 독립변수는 개인수준/학교수준/네이

버후드수준 3수준으로 구분된다. 다수준 모형 분석에 있

어서도 여타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다수준 모형 분석을 위한 모형 구축방법으

로는 크게 하향식(top-down)방법과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희연･노승철, 2012), 본 연

구에서는 기초모형으로부터 점차 변수를 단계적으로 추

가해나가는 상향식 방법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

된 독립변수는 표 1과 같다. 

(1) 개인수준 독립변수

첫 번째로,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Del Bello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네

이버후드 효과 역시 성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에 주

목하였다. DeLuca et al.(2012) 연구에 따르면 빈곤한 지역

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교육결과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에 유리한 작

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Oberwittler(2007) 역시 빈곤지

역에서의 네이버후드 효과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

향이 성별에 따라 상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점을 

그림 1. 3수준 모형 데이터의 포섭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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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학생들의 성별을 개인수준의 독립변수로 투입

하였다. 

(2) 학교수준 독립변수

① 학급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학급 수 대비 재적 학생 수의 비중’으

로,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통

상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육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지만, 역설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다른 교육여

건 때문에 나타난 ‘결과’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즉, 학급

당 학생 수는 ‘교육적 선호도’의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다(우명숙, 2013).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두 가지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값이 작을수록 

교육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두 번째, 값이 클수록 학생들

이 그 학교를 얼마나 선호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

고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② 정규교원 대비 비정규교원의 비중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교원의 비중 역시 학교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그러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교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기간제 교사와 같은 비정규교

원의 비중이 높으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직･간접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다(김지하･우명숙, 

2011; 임천순 등, 2011). 두 번째는 기간제의 비중이 높을

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인데, 이는 주로 사립학교에 해당된다(조현국, 2013; 

최형재, 2014; 김지우･이건학, 2019). 사립학교의 경우 공

립학교와 달리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

으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조현국, 201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 대비 

비정규교원(기간제 교사)3)의 비중이 학생들의 인지적 영

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수로 투입

하였다. 

③ 급식비 지원 학생 비중

교육자원의 형평성은 학생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

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수직

적 형평성은 사회･경제적 배경, 장애 등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지원을 예로 들 수 있다(정동욱 등, 2011). 급식비 지

원도 일종의 수직적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복

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급식법(시행 

2019.7.24.)｣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 따라 “보

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혹은 지방자

표 1. 최종 선정 변수

구분 수준(영역) 변수 산출 출처

종속변수
개인수준

(국어: 75,621, 영어: 75,462)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과목별(국어, 영어) 표준점수)　

에듀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EDSS)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정보공시

∙에듀파인

∙나이스

독립변수

개인수준 성별 더미변수(여학생 기준)

학교수준

(167)

교육여건 학급당 학생 수 학생 수 / 학급 수 

교원 직위별 교원현황 (기간제 교원 + 강사) / 정규교원

교육지원

(재정)

급식비 지원 현황 급식비 지원학생 수 / 재적학생 수

1인당 평균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 / 재적학생 수 

학생지원

동아리활동 현황 동아리 참여 학생 수 / 재적 학생 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수 / 재적 학생 수 

독서활동현황 독서활동 학생 수 / 재적 학생 수 

지역수준

(46)*

인구학적 특성 준학령인구(연령) 전체 인구 대비 19세 이하 비중 SGIS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사회경제적

속성

주택유형 전체 주택 대비 아파트 비중

건축연도별 주택 건축연도(1989년 이전 비중)

교육환경 사교육 시설 현황
학생 100명당 사교육 시설:

(학원 + 교습소) / 준학령인구 * 100
서울특별시 교육청

*성북3학교군과 성동광진1학교군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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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지원 대상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

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 해당한다. 이

에 재적학생 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 수의 비중은 많은 연

구에서 교육지원을 대변하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류방

란 등, 2006; 임천순 등, 2011; 정동욱 등, 2011; 정동욱 등, 

2014). 본 연구에서도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급

식비 지원 학생의 비중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어떤 관

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수로 투입하였다. 

④ 학생 1인당 평균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는 “특정 목적을 위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목적사업비

는 교육재정 측면에서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 번째는 

형평성의 측면으로, 단위학교에 추가적인 예산 배부를 통

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한다는 것이다(김민희, 

2014). 두 번째는 교육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단위학교에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목적사업비가 단위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

할 수 밖에 없다(김영길, 2016).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목적사업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학교에 목적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⑤ 동아리 활동 참여 비중

다섯 번째로 비교과활동 중 하나인 동아리 활동 참여 비

중을 학교 수준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2010학년도 이후 

학생선발의 다양화 및 특성화라는 취지에서 학생부종합

전형(당시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었다. 그와 관련하

여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동아리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김보경 등, 2015).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종류인 동아리활동의 본래 목적은 학생들

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증진, 자기효능감 증진 등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교육부, 

2015; 김한솔･장여옥, 2019에서 재인용).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과 함께 동아리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

이 활발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학

생들은 핵심역량 증진이라는 내재적 목적으로 동아리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도움이 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외재적 목적으

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속성

을 고려하여 동아리 활동4)이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⑥ 방과후학교 참여 비중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

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

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을 의미한다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홈페이지). 방과후학교는 1995

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도입’을 시

작으로 199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몇 차례 정책적

인 변화가 있었으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있다(이희현 등, 2019). 이와 관련하여 많

은 연구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가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 향상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에 실제 효과성이 있

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의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채재은 등,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각 

학교의 재적학생 수 대비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중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⑦ 독서활동 참여 비중

독서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비

판적 사고력 등 다양한 역량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적인 인재상에도 부합한다(박삼열 등, 2011). 그러한 학생

들의 독서활동에 대해 교사는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

리지침｣ 제15조3(독서활동상황)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기

록부에 기록하게 된다. 그와 같은 독서활동 기록은 학생들

의 인지적 사고과정과 어떻게 학생들이 성장해나가는지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영

임, 2017). 그러나 그렇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독서

활동내용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독서활동은 그 자체가 가지는 순기능이 목적

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학입시를 위한 하나의 전략 혹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독서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학교의 재적 학생 수 대비 

독서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를 변수로 투입하였다.

(3) 네이버후드 수준 독립변수

① 인구학적 특성(준학령인구 비중)

첫 번째 네이버후드 수준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특성으

로, 해당 네이버후드의 전체 인구 대비 0~19세 연령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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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또래 집단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다 강한 네트워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네이버후드 효과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el Bello et al.(2015) 역시 성과와 관

련하여 네이버후드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수를 네이버후드 크기(neighborhood size)를 대변하는 변

수로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준학령인구의 집중은 우리

나라의 교육적 맥락에서 생각해볼 때,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적 선호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도 활용이 가능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개념을 차용하여 전체 연

령대비 0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비중이 높으면 

또래 집단과 상호교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홍은광(2018)은 0~20세를 학령

인구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볼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준학령인구5)’라고 명명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도 홍은광(2018)이 제안한 ‘준학령인구’의 개념을 

차용하고, 연령의 범위는 0~19세까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② 전체 주택 대비 아파트 비중 

우리나라는 1975년 “도시계획법령으로 아파트만 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 지구”를 설정하였다(손정목, 2003). 관

련법은 2003년 삭제되었지만, 아파트 지구 설정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밀도 고층 아파트 단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배선혜, 2020). 그 이후로 아파트 중심문

화가 형성되면서(배선혜, 2020),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단

순히 주거공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곳에 사는 입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공간

이기도 하다(주경식･박용우, 2010; 이소영 등, 2017에서 

재인용). 특히 서울의 강남 대치동, 강서 목동, 강북 중계

동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유사한 집단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 교육에 열의가 많다는 공통

점이 있다(주경식, 2004). 이에 많은 연구에서 아파트의 가

격과 학업성과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바(최은영, 2004; 

하영주･이원호, 2013), 연구자는 아파트의 집중도 역시 학

업성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변수로 추가하였다. 

③ 주택의 건축연도 

네이버후드 수준의 세 번째 독립변수는 건축연도로 설

정하였다. 사실상 소위 말하는 ‘강남’의 신화와 더불어 오

늘날 서울시의 사회･공간적 구조를 형성한 데에는 1970~ 

1980년에 시행한 수도권 인구재배치 계획(1977~1986)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서울시는 도심(강북)에 집

중된 인구 및 기능의 분산을 위해서 인구재배치 계획을 시

행하였다. 해당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이용하여 강북에 있던 다수의 명문고들을 강남

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강남 이전 

지원책과 함께 서울시 종로 일대에 집중되어있던 학원들

의 이전 역시 권장하였다. 관공서와 공공시설의 이전도 이

루어졌으며, 학교들의 이전 이후 아파트 분양 및 주민이주

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시가 1979년 완공된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1989년 완공된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등이다(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목동 

역시 1983년에 발표된 ｢목동지구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학교 이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계획되

었다(손정목, 200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에

서 재인용). 특이한 점은 그 당시 건축된 아파트들의 다수

가 아직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주택대비 1989년 이전 주택의 비중

을 변수로 투입하여 학업성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

하는 건축연도별 주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979년 이전

부터 2016년까지 전체 건축연도별 주택 대비 1979년 이전

의 주택과 1980~1989년 주택의 비중을 합산하여 비중을 

산출하였다. 

④ 사교육 시설의 분포 

네이버후드 수준의 마지막 독립변수로, 사교육 시설의 

분포 현황을 선정하였다. 교육열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

는 하나의 특수성이며, 이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논의되는 

것이 사교육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며 발전적인 교육을 이루는 것이지

만(송기창, 1999),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적인 관계라기보

다는 입시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하나의 차별적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박소현･이금숙, 2015). 

즉, 사교육의 접근기회가 공간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또 

다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주경식･김경

숙, 2004).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교육 시설의 분포를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광의의 사교육 개념

은 과외교육, 학원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개념

도 포함한다. 하지만 협소한 의미의 사교육은 학원, 교습

소, 과외교육 등에 국한된다(송기창, 1999). 본 연구에서 

칭하는 사교육이라 함은 후자에 해당된다. 분석을 위한 자



이소영

- 24 -

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습소’와 ‘학원’ 

데이터6)를 사용하였다.

2. 다수준 모형의 명세화

다수준 모형은 모형을 어떻게 명세화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다수준 모형의 명세화는 크게 무조

건 모형(unconditional model)과 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건 모형은 다시 임의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과 임의계수모형(random 

slope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 

모형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무조건 모형

다수준 모형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독립변수도 투

입하지 않고 오직 절편만을 고려한 무조건 모형의 분석이

다. 후속 모형 명세화를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기초모형(base-model)이라고도 불린다(강상진, 

2016).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수준별 분

산비중의 파악이 가능한데, 이는 네이버후드 효과 연구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Oberwittler, 2007).

2) 조건 모형

모형의 간명화를 위해서 모형 1, 모형 2는 모두 임의절편

모형으로 설정하였고, 모형 3에서는 사교육 시설 변수에 

한하여 임의계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모형별 최종 투입 변

수는 표 2와 같다. 

다수준 모형 추정 시, 중심화 변환은 크게 ‘전체평균 중

심화 변환(grand-mean centering)’과 ‘집단평균 중심화 변

환(group-mean centering)’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Raudenbush and Bryk, 2002), 본 연구에서는 전체평균 

중심화 변환을 선택하였다. 

다수준 모형 분석과 관련하여 추정방법의 선택 역시 이

슈사항이다. 통상적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 혹은 MLE)을 많이 사용하는데(Hox et al., 2018), 최대

우도법은 상위수준의 샘플사이즈가 적으면 임의효과

(random effects)가 과소 추정되는 한계점이 있다(Hox et 

al., 2018; 백영민, 2018). 그러한 한계점에 따라 상위수준

의 샘플 수(집단의 수)가 적다면 최대우도법보다는 제한

적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Snijders and 

Bosker, 2011; Finch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하여 제한적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제한적 최대우도법을 활용할 경우 우도비 테스트 등

을 통한 모형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모형 

간 적합도 비교시에는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다(Snijders 

and Bosker, 2011; Finch et al., 2014; 백영민, 2018). 중심

화 변환을 비롯한 데이터 전처리, 다수준 모형 분석, 모형

의 시각화 등은 R 3.6.0을 활용하였고, 지도화를 위해서는 

ArcMap 10.5를 활용하였다. 다수준 모형 추정을 위해서는 

R의 nlme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초모형 분석 결과

기초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고정효과의 

절편 값을 통해 모집단의 전체 평균의 확인이 가능하다. 

표 2. 수준별 최종 투입 변수 및 모형의 명세화

모형 투입 변수 비고(설정)

기초모형 없음 무조건 모형

모형 1 개인수준 변수 (성별)

조건모형

임의절편모형

(random intercept model)모형 2

모형 1 + 학교수준 변수

(학급당 학생 수 + 급식지원비중 + 1인당 평균목적사업비 + 정규교

사대비 기간제 교사 비중 + 동아리활동 참여 비중 + 방과후학교 

참여 비중 + 독서활동 참여 비중) 

모형 3

모형 2 + 네이버후드(중학구)수준 변수

(19세 이하 비중 + 아파트 비중 + 1989년 이전 건축물 비중 + 학생 

100명당 사교육 시설)

(※ 사교육 시설은 임의계수설정)

임의계수모형

(random coefficient model / 

random slop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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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의 수능 국어표준점수의 평균은 

100.70점, 영어표준점수의 평균은 101.28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개

인의 수능 점수에 대한 각 수준별 분산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수능 점수에 대한 개인-학교-네이

버후드 수준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국어와 영어 모두 개인의 영향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학교, 중학구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수능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의 불평등 측면

에서 지역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값이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이하 ICC)7)이다. ICC는 같은 집단 

내에 소속된 개체(구성원)들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네이버후드 효과의 정량적인 측정에 주

로 사용된다(Oberwittler, 2007). 분석 결과, 국어 수능 점

수에 지역 간 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3.6%, 영어는 5.8%로 

산출되었다. 즉, 개인차가 학생들의 수능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네이버후드 효과 역시 상당하

며,8) 과목별로는 국어보다는 영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도로 네이버후드 효과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네이버후

드 효과를 지도화하였고, 그림 2를 통해 지역별 네이버후

드 효과의 편차를 살펴볼 수 있다. 지역별 네이버후드 효

과를 살펴보았을 때, 국어와 영어 모두 거의 유사한 공간

적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 1학

교군, 강남 2학교군,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 3학교군, 양천

구 위치 강서 3학교군 등이 높은 네이버후드 효과를 보였

다. 그렇지만 표준편차를 통해 지역별 네이버후드 효과의 

편차를 확인한 결과(국어: 3.75, 영어: 4.86), 영어 점수에 

대한 지역별 네이버후드 효과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 모형 1 분석 결과

표 4는 기초모형에 개인수준의 독립변수인 성별 더미를 

투입한 모형 1의 분석 결과이다. 우선, 고정효과를 살펴보

면 국어와 영어 모두 여학생이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

표 3. 기초모형 분석 결과

 국어 영어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절편(Intercept) 100.70*** 0.86 117.75 101.28*** 1.02 99.62

임의효과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1수준(개인) σ2 321.33 17.93 310.56 17.62

2수준(학교)  60.28 7.76 71.26 8.44

3수준(중학구)  14.09 3.75 23.63 4.86

ICC (3수준) 3.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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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기초모형: 각 지역별 임의효과(네이버후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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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학업성취도 관련하여 여학생의 구성 비율(학

교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김지

우･이건학(20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투입된 변수가 이전 모형에 비하여 어느 정도

의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일반적으

로 OLS와 같은 일반선형회귀에서는 결정계수() 산출

을 통해 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수준 모형

은 그와는 추정방식이 상이하므로 결정계수의 산출이 어

렵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설명된 분산(explained variance 

혹은 explained proportion of variance)’의 개념으로 대체

하여 활용한다(Snijders and Bosker, 2011; Leckie and 

French, 2013). 설명된 분산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Snijders and Bosker(2011)가 제안한 방법

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1-(후속모형의 총분산/이전 모

형의 총분산)).9) 그 결과, 개인의 성별은 전체 수능 점수 변

동의 약 1% 정도 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성별은 학생들의 수능 점수 차이를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모형 2 분석 결과

표 5는 모형 1에 학교수준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이다. 우선, 학교수준 변수를 투입하였

을 때, 고정효과의 특징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학급당 학생 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

면 국어와 영어 수능 점수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음의 관계

로 나타났다. 즉, 국어와 영어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질수록 미약하게나마 수능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의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는 교육여건이 개선된다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각 학교의 재적 학생 수 대비 급식비 지원 인원

의 비중은 학교수준의 변수 중 수능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급식비 지원 학생 비중이 클수록, 각 학교의 

수능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많다는 것은 그 학교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학생이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교원의 비중이 수능 점

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국어 점수에 

대해 비정규교원의 비중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 점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간제 교사

의 비중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조현국(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 그러한 경향성은 주로 사립학교에서 나타나는 것

으로 알려졌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

은 투입된 표본학교 중 사립학교가 60.5%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을수록 국어

와 영어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

째는 동아리 활동 자체가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같

은 입시와의 관련성으로, 동아리 활동과 같은 다양한 비교

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학교의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높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독서활동 참여 

비중 역시, 독서활동의 참여 비중이 높을수록 국어와 영어 

수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 역시 유

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표 4. 모형 1 분석 결과

 국어 영어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절편(Intercept) 94.60*** 0.90 105.50 95.87*** 1.05 91.49

1수준 성별더미(여학생)  4.14*** 0.22 18.70  3.67*** 0.22 16.79

임의효과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1수준(개인) σ2 319.87 17.89 309.42 17.59

2수준(학교)  58.81 7.67 70.02 8.36

3수준(중학구)  13.10 3.62 22.34 4.7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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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 참여 비중이 높을수록 국어와 영어 성적 모두 높게 나

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방과후학교가 교육격차 해소, 사

교육비 경감, 교육 복지의 실현 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이희현 등, 2019), 이러한 결과는 교육의 형평

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모형 2에 투입한 학교수준의 변수들은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상당량 설명해주고 있었다. 모형 1에서와 동

일한 방식으로, 설명된 분산을 계산했을 때, 국어는 약 

13.6%, 영어는 약 17.7%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별 네이버후드 효과를 지도화하였을 때에도, 그림 3과 

같이 이전에 비하여 군집패턴이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모형 3 분석 결과

다음은 지역수준의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의 결과이다. 

모형 3의 가장 큰 특징은 사교육 시설 변수를 임의계수

(random coefficient 혹은 random slope)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네이버후드로 규정한 각 중학구에 학생 100명

당 학원과 교습소가 얼마나 분포하는지에 따라 수능 점수

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상이하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형 3에서는 수능 점수에 대한 학생 수 대비 사교육 

시설 분포의 영향력이 각 중학구마다 산출된다. 그리고 고

정효과를 통해서는 평균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국어 

점수에 대한 사교육 기관의 계수는 2.68으로, 평균적으로 

표 5. 모형 2 분석 결과

국어 영어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절편(Intercept)  96.06*** 0.59 164.19  97.52*** 0.63 153.89

1수준 성별더미(여학생)   4.12*** 0.22 19.02   3.67*** 0.21 17.18

2수준

학급당 학생 수 -0.19* 0.09 -2.15 -0.29** 0.09 -3.14

급식지원비중 -67.90*** 5.51 -12.32 -80.98*** 5.69 -14.22

1인당 평균목적사업비   0.00*** 0.00 -6.11   0.00*** 0.00 -6.58

정규교사대비 비정규 교사 4.41 2.46 1.80  5.81* 2.49 2.33

동아리활동 참여 비중  2.44** 0.71 3.44   2.70*** 0.72 3.75

방과후학교 참여 비중   8.26*** 1.51 5.48   7.93*** 1.53 5.17

독서활동 참여 비중 2.76* 1.21 2.28  2.65* 1.23 2.16

임의효과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1수준(개인) σ2 319.87 17.89 309.42 17.59

2수준(학교)  12.88 3.59 12.92 3.59

3수준(중학구)  5.65 2.38 8.16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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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모형 2: 각 지역별 임의효과(네이버후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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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00명당 사교육 기관이 1단위 증가할 때, 국어 점수

는 2.68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value = 

0.054). 영어의 경우, 학생 100명당 사교육 시설이 1단위 

증가할 때, 영어 점수는 4.52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리하자면, 전반적으로 학생 100명당 사교육 시설이 

많이 분포할수록 국어와 영어 성적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 정도는 영어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지역별로 사교육 시설 분포에 따른 영향력의 편차가 

있었고, 과목별로 상위 5개 학교군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마찬가지로 모형 3에 대해서도 설명된 분산을 산출하였

다. 3수준의 투입 변수들은 국어와 영어 모두 학생들의 수

능 점수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0.9%, 영어: 1.5%). 하지만 3수준 분산에 대해서는 

이전 모형 대비 영어는 59.2%, 국어는 41% 설명하고 있었

다.10) 그리고 이들의 지역별 네이버후드 효과를 시각화하

여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전 모형

에 비해 네이버후드 효과의 정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국어와 영어 점수에 대해 모두 양천구 강서3학

교군과 강남구 강남2학교군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네이버후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

하자면 이 두 지역은 다른 변수로 통제하여도 여전히 ‘수능 

점수에 대한 지역의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큰 지역으로 볼 

표 6. 모형 3 분석 결과

 국어 영어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절편(Intercept)  95.81*** 0.61 157.79 97.75*** 0.61 160.02

1수준 성별더미(여학생)   4.12*** 0.22 19.07  3.68*** 0.21 17.26

2수준

학급당 학생 수 -0.24 0.09 -2.78  -0.33*** 0.09 -3.85

급식지원비중  -61.41*** 5.62 -10.93 -72.14*** 5.59 -12.90

1인당 평균목적사업비    0.00*** 0.00 -7.15  0.00*** 0.00 -7.75

정규교사대비 비정규 교사  3.95 2.46 1.60 5.19* 2.45 2.12

동아리활동 참여 비중   2.42** 0.69 3.54  2.77*** 0.68 4.06

방과후학교 참여 비중    9.46*** 1.48 6.38   9.41*** 1.48 6.37

독서활동 참여 비중  2.50* 1.15 2.18 2.38* 1.14 2.08

3수준

19세 이하 비중  0.20 0.21 0.95 0.33 0.21 1.53

아파트 비중   -0.11** 0.03 -3.62  -0.10*** 0.03 -3.58

1989년 이전 건축물 비중  0.00 0.04 0.02 -0.01 0.04 -0.33

학생 100명당 사교육 시설  2.68 1.35 1.99 4.53** 1.34 3.37

임의효과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1수준(개인) σ2 319.86 17.89 309.42 17.59

2수준(학교)  12.53 3.54 12.36 3.52

3수준(중학구)  1.50 1.23 1.9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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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모형 3: 상위 5개 학교군 (임의효과(임의계수))

국어 영어

학교군 임의효과(RE) 학교군 임의효과(RE)

1 강서3학교군 5.63 강서3학교군 4.23

2 강남2학교군 4.07 강남2학교군 3.84

3 중부3학교군 2.28 중부4학교군 2.52

4 강남3학교군 1.90 강남3학교군 1.48

5 중부4학교군 1.89 남부1학교군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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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통상적으로 AIC값은 낮을수록, 로그우도값은 높을수록 

모형이 개선된 것으로 보는데, 표 8과 같이 순차적으로 모

형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모형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네이버후드 효과 연구가 가지는 

방법론적 이슈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네이버후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3수

준 다수준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기초모형을 통해 개인별 수능 점수에 대한 각 수준

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즉, 수능 점수에 대한 개인의 영

향, 학교의 영향, 지역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분석 결과, 수능 점수에 대해 개인차에 의한 영향이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네이버후드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다만, 과목별로 영향력 정도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국어에 비해 영어 점수에 대한 학교와 지역의 

영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어에 비해 영어 

점수에 있어서 어떤 학교에 재학 중인지, 그 학교의 소재지

가 어디인지가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인수준 변수(성별)를 투입한 결과, 국어와 영어 모

두 여학생일수록 수능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였

다. 그러나 이전 모형에 비해 설명된 분산은 약 1%에 불과

하였다. 이에 따라 성별은 개인 간 수능 점수의 차이를 유

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다음 학교수준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모형 1에 비해 설

명된 분산량이 13.6~17.7% 정도로 산출되었다. 즉, 수능 

점수 변동의 13.6~17.7% 정도가 학교의 차이 때문에 발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특성 중 가장 강한 영향력

이 높은 변수는 전체 학생 대비 급식비 지원 학생의 비중이

었다. 이는 일종의 수직적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복지로, 수능 점수와는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외에 국어 점수에 대한 영향력은 방과후학교 참

그림 4. 모형 3: 각 지역별 임의효과(네이버후드 효과)

표 8. 과목별 모형별 모형적합도 비교

구분 모형 Test AIC logLik L.Ratio p-value

국어

기초 모형 (0) 651882.1 -325937

모형 1 0 vs 1 651536.6 -325763 347.530 <0.001

모형 2 1 vs 2 651332.3 -325654 218.299 <0.001

모형 3 2 vs 3 651328.9 -325645 19.329 0.013

영어

기초 모형 (0) 647979.6 -323986

모형 1 0 vs 1 647701.4 -323846 280.226 <0.001

모형 2 1 vs 2 647472 -323724 243.358 <0.001

모형 3 2 vs 3 647456.8 -323710 27.18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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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중, 독서활동비중, 동아리활동 참여 비중 순으로 높

았으며, 영어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 비중, 비정규교원비

중, 동아리활동 참여 비중, 독서활동 참여 비중, 학급당 학

생 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변수를 투입했을 때는 두 과목 모두 전체 변동의 약 

1%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수준 분산에 

대해서는 국어는 41%, 영어는 5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투입된 지역변수들은 국어 점수보다

는 영어 점수에 대해 더 잘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

정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생 100명당 사교육 시설이 학

생들의 수능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 3에서는 해당 변수를 임의계수로 투입하여 지역

별로 그 영향력의 편차를 살펴보았다. 학생 100명당 사교

육 시설의 분포는 국어와 영어 점수에 대해 양천구 강서3

학교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모형 3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역별 네이버후드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전 모형에 비해 네이버

후드 효과의 정도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양천구 강서3학

교군과 강남구 강남2학교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네이버후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네이버후드 효과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지도로 표현하는 

등 네이버후드 효과를 다수준 모형을 활용하여 지리학적

으로 접근하였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의의이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데이

터 구득의 문제로 인하여 성별 외에 다른 개인 특성, 가족 

요인, 지역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

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적 분석만으로는 네이버후드 

효과 발생 메커니즘의 다양한 측면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네이버후드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추후 

질적 접근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註

1) 지리학에서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s)의 

시초가 되는 연구는 Moellering and Tobler의 

1972년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직접

적으로 다수준 모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

지만, 데이터의 포섭적인 구조(nested structure 

혹은 hierarchical structure)을 고려하여 분산을 

분해하는 연구를 제시한 바, 지리학에서의 다수준 

모형의 시초로 볼 수 있다(Jones, 1991). 

2) 공간적 자기상관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공간단위(spatial unit)’

와 특정 현상이 발생하는 ‘공간 범위(spatial 

extent)’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다(Anselin, 1988; 

Anselin and Bera, 1998; Lee, 2001). 이를 반대

로 생각해보면 분석의 공간단위와 현상이 발생하

는 공간 범위가 일치한다면 공간적 자기상관은 발

생하지 않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공간적 자기상관의 메커니즘에 착안하

여 공간 범위와 공간단위의 일치를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을 통제하고자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이

소영 2020a; 2020b 참고). 

3)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교원으로 기간제 교사, 강사

를 포함하였으며, 정규교원에는 관리직 교원 혹은 

보직교원은 포함하나 비교수전문직(보건, 사서, 

상담)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는 비정

규교원에도 정규교원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4) 동아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와 학생자

율동아리를 모두 포함한다. 

5) 사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6세부터 대학교 학령인구 21세까지를 의미한다

(코시스 국가통계포털 참고).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사용하는 SGIS의 집계구별 연령별 인구데이터

는 5세 단위로 제공하므로 정확한 학령인구의 사

용은 어렵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그와 유사한 

5~19세(강우진, 2018) 혹은 미취학자까지 포함한 

0~19세(김감영･용환성, 2014) 등을 사용하고 있다. 

6)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제2조(정의)에 따라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경

우”를 말한다. 반면,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을 의미한다. 이때 교습

소에서 시행되는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등을 위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자세한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참조). 이러한 정의

를 감안할 때 교습소 역시 학원과 마찬가지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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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에서 비중 있는 사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

원뿐만 아니라 교습소 역시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

였다. 그리고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 2(학원의 종류)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과 교습

학원’만 분석의 대상에 포함한다. 평생직업 교육

학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습이 행해지

는 기관으로, 연구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

여 제외하였다. 단, 독서실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평생직업 교육학원 종류에 속하지만, 사실상 성인

과 초･중･고 학생들의 이용이 큰 구분 없이 이루

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서실은 분석에 포함

하였다. 

7) 3수준 ICC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수준 중학구  




   



8) 통상적으로 ICC가 5~6% 정도이면 상당한 정도의 

네이버후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Oberwittler, 

2007). 게다가 표본 수가 매우 큰 경우는 1%와 같

은 ICC도 실질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된다(박유민, 2013; Kreft and de Leeuw, 

1988에서 재인용). 

9) 국어의 경우, 1-(319.872+58.808+13.095)/(321.328+ 

60.282+14.091) = 0.01로, 개인의 성별은 국어 

수능 점수의 변동에 대해 1% 정도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영어 점수에 대한 설명된 분산을 산

출하면, 1-(309.417+70.018+22.239)/(310.556+ 

71.255+23.631) = 0.009의 값을 가진다. 

10) 국어 계산식: (5.645-3.329)/5.645 = 41.0% / 영

어 계산식: (8.163-3.329)/8.163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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