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F M S E, 30(1), pp. 260~267, 2018.                                                            www.ksfme.or.kr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통권91호, 2018.                        https://doi.org/10.13000/JFMSE.2018.02.30.1.260

- 260 -

다층모형을 활용한 수해양 계열 고등학교의 
학교만족도 인식 및 영향요인 탐색 연구

허  균

(부경대학교)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School Satisfaction of Fisheries Marine 
High School Students with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Gyun HEO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fluencing factors on school satisfaction of fisheries marine  
related high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subjects are 882 students who are fisheries marine related 
highschool. We analyzed data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4.3% can be explained by the school difference. ICC(Intra Class Correlation) is .043 
from the students’ variance(.552) and the school’s variance(.025). Second, achievement, self-esteem, 
depression, friend relation, and teacher relation are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satisfaction in the student 
level. Third, instruction satisfaction is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satisfaction in the school level.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fisheries marine related highschool.

Key words : School Satisfaction, Fiheries Marine Students, Hierachical Linear Modeling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970, gyunheo@pknu.ac.kr
※ 본 연구는 2016년도 (재)약수학술진흥회 교수학술연구비 지원사업(CD20170023)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Ⅰ. 서 론

최근의 학령인구의 감소로 사회적으로도 일자

리 문제 등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해양 계열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크

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변화 중 하나

는 지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학교 또한 

통폐합이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으로 진학을 

통해 직업탐색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반

면에 수해양 계열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가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직업탐색으로서의 

비중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반고와 

달리 고교 진학과 함께 수해양 관련 직업이나 진

로를 경험할 것으로 생각된다(Heo, 2013). 이러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

게 되는 것은 학교만족도가 될 것이다. 여러 연

구자들(Verkuyten & Thijs, 2002; Seo & Hwang, 
2009; Kim et al., 2013)에 따르면, 학교만족도는 

학교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 중단자도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Park & 
Huebner, 2005; Seo & Hwang, 2009)에 따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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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이 크다는 주장하

기도 하였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학교만족이 생활만족과 

관련이 높다는 부분은 쉽게 공감할 수 있다.
학교만족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

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학

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학교만족도 

보다는 학업성취도에 더 높은 관심을 두는데 있

을 수 있다.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고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곧 진학과 진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수해양 전공과 같은 전문

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교

에서의 생활 만족도나 학교에서의 흥미 등이 직

업 및 진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은 학교만족도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가 부족하였고, 특히 수산계열의 고

등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몇몇 연구들(Kim et al., 2003; Jo & Lee, 2007; 
Park et al., 2008)에서는 전문계열 고등학생의 학

교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Jo & Lee(2007)는 청소년패널연구를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 용인을 위험행동요인, 학교요인, 
가족요인으로 탐색하였다. Park et al.(2008)은 농

업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를 분석하였고, Kim et al.(2003)은 상업계열의 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

도 하였다. 수산 계열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

열에 특화된 교육만족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해양 계열 고등학

생들의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해양 계열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의 학

교수준의 설명량은 어떠한가?
둘째, 수해양 계열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학생수준의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

한가?
셋째, 수해양 계열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학생수준 변인과 학교수준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 만족도

학교만족도란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

교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나

타낸다. Baker et al.(2003)은 학교생활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학교만족의 주체나 대상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였

다. 학교 만족도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학교

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으로 구분하

거나, 학교만족의 주체에 따라 학생 뿐 아니라 

교사의 관점이나 학부모 관점으로 범위를 확장시

켜 비교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정도를 탐색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었다(Yoo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학교 만족도를 학생들이 느

끼는 학교 및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

도로 개념화하였다.

2. 학교 만족도와 관련 변인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선행연

구들로부터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이를 다층분

석을 위한 개인 차원과 학교 차원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의 일반 특성 변수로 성별, 가정, 친

구관계,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교사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

별의 개인적 특성은 다양한 연구자들(Verkuyten 
& Thijs, 2002; Danielsen et al., 2009; Seo & 
Hwang, 2009)에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또, 가정

과 친구관계 등도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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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Jo & Lee, 2007;  Seo & 
Hwang, 2009). 학생들의 자아인식과 관련된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Bandura, 1986; Park & 
Choi, 2007) 등도 주요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교사학생 관계도 중

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교사학생 관계의 중요성을 보고하는 연구들

(Danielsen et al., 2009; Seo & Hwang, 2009; Kim 
& Kim, 2011)이 있어 왔다. 학업성취도 역시 학

생들의 학교생활 만족과 밀접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Jo et al., 2013).
학교와 관련된 특성 변인으로 학교규모, 학교

지역, 학교시설 등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교규모는 학교 생활이나 만족에 중요한 

변수임을 밝히는 연구(Seo & Hwang, 2009)등이 

있고, 학교의 위치 및 교육 여건과 사회 문화적 

만족도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Hwang & Kim, 
2006)도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변인과 학생의 특성

변인들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

았다.

3. 다층모형

다층모형(Raudenbush & Bryk, 2002)은 서로 다

른 수준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학교만족도의 경우 개인 수준에서의 학교만족도

와 학교수준에서의 만족도가 있을 수 있다. 학생

수준에서의 잔차와 학교수준의 잔차 등이 존재하

는 것이다. 다층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이 학생의 특성에 기

인하는 것인지 학교의 특성에 기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서 학교

만족도가 개인의 어떤 특성과 학교의 어떤 특성

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다. 
다층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기초모형과 연구모

형을 활용해서 분석하게 된다(Raudenbush & 
Bryk, 2002). 

기초 모형은 독립변인에 의한 설명 없이 종속

변인과 다층적인 특성만 반영된 모델이다. 기초

모형의 1수준 모형은 수식(1)과 같다. 여기서 Yij
는 종속변인으로 개인의 학교만족도 수준을 나타

내며, β0j는 j번째 학교의 평균을, γij 는 무선오

차, 즉 개인이 학교 평균으로부터 편차를 나타내

는 것으로 이 값의 분산(
 )은 개인수준의 변량

을 나타낸다(Raudenbush & Bryk, 2002). 

       ∼  ········· (1)

      ∼  ········· (2)

기초모형의 2수준 모형은 수식(2)와 같다.  

는 표본 전체 평균을 는 학교효과, 즉 전체 

평균과 j번째 학교 간의 차이를, 는 학교 수준

에서의 변량을 나타낸다. 
연구모형은 개인수준 변인과 학교수준 변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으로 'intercepts and slopes as 
outcomes model'(Raudenbush & Bryk, 2002) 이라

고 불린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 가정, 학교 변인

들 간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변인들

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분산의 차를 구할 수 있

도록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해양 전공 관련 고등학교 학생들

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 응답자는 초기에 3,436명이었고, 이들 

중 일반고, 외국어고, 예술고, 전문고 등을 제외

한 11개의 수해양 전공 관련 학교의 자료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들 학교들로부터는 1,001명

의 자료가 추출되었으며, 분석과정에서 설문 응

답이 성실하지 않거나 분석하고자 하는 설문 문

항의 전체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는 제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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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처 최종 분

석을 위한 연구 대상은 882명이었다.

2.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으로 활용한 학교만족도 문항은 Seo 

& Hwang(2009), 한국고용패널(Chae et al., 2005), 
Hallinan(2008)에서 활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

문 문항은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 진다” 
등과 같은 4문항으로 이뤄져있다. 응답은 5점 척

도(아주그렇다=5, 전혀그렇지않다=1)로 이뤄져 있

다. 문항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만족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인들은 먼저, KYPS(Lee et al., 2008)에서 

활용하고 있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3문항, 학업성

적 1문항, 우울 6문항, 친구관계, 부모관계, 교사

관계를 묻는 문항 각각 3문항, 5문항,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은 문

항으로 이뤄져 있다. 응답은 5점 척도로 이루어

졌으며, 필요한 경우 역코딩을 실시하여 점수가 

높으면 해당 변인의 의미도 높게 코딩하였다. 다

음으로, 고용패널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 및 환

경에 대한 문항 7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

은 “학교 건물과 교실의 상태가 깨끗하고 좋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응답은 5점 척

도로 이뤄졌다. 
그 외에도 2수준 변인들로 지역, 학교수준 시

설 환경만족도, 학교수준 수업에 대한 만족도 등

의 변인들이 추가 되었다. 학교수준 시설 환경 

만족도는 개인수준의 변인들을 학교 수준으로 평

균을 내어 활용하였다. 학교수준 수업에 대한 만

족도는 학교 알림이 정보를 이용하여 수집되었

다.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처리와 다층모형 분석을 

위해 SPSS와 HLM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미싱 데이터(Missing data)는 분석과정에

서 삭제하여 처리하는 옵션을 주어 사용하였다. 

3. 연구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원의 변인과 학교차원의 

변인들을 구분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변인들을 투입하여 분산

의 차를 구할 수 있도록 네 가지 모형을 설정하

였다. 기초모형(Model 1), 학생수준 기초 변인 모

형(Model 2), 학생수준 개인특성 추가모형(Model 
3), 학교수준 특성 추가모형(Model 4)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중 학교수준 특성 추가모형(Model 4)을 중

심으로 수식화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1수준 모형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학업성취자기존중감

우울친구관계

부모관계교사관계  

 ∼  

(2) 2수준 모형

       학교유형   학교지역 

 수업만족   학교시설  

∼ 
 

           ․․․   

Ⅳ. 결 과

1. 기초모형(Model 1)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기초모형(Model 1)은 

<Table 1>과 같다. 기초모형은 독립변인이 투입

되기 전 학생 수준(Level 1)과 학교 수준(Level 2)
의 분산정보로부터 설명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로부터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수준 

변량, 학교 수준 변량, 그리고 학교만족도에 총 



허 균

- 264 -

분산 중 학교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 비율 즉 

ICC(Intra Class Correlation)를 알 수 있다. <Table 

1>에서 학생들의 분산(
 )은 .552로 나타났으며, 

학교간의 분산()은 .025로 나타났다. ICC는 

.043로 약 4.3%를 학교 간 차이로 설명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Model 1

Coefficient SE p

Intercept 3.250 .054 <0.001

Variance & etc. estimation
Student Variance

(
 )

.552

School Variance
() .025

chi-square 39.89293

ICC .043

Rate of Explain 
Variance estimation

Student Level(%) -

School Level(%) -

<Table 1> Based Model (Model 1)

2. 학생수준 기초 변인 모형 (Model 2)

Model 2의 학생수준 기초 변인모형은 기초모

형(Model 1)에 성별과 SES 변인을 추가한 모형이

다. 성별이나 SES 변인은 학교 만족도 뿐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의 설명변인들로 알려져 있다. 
<Table 2>와 같이 Model 2에서는 설명변수 투입

결과 성별과 SES는 학교 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S는 학교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며,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서 

학생들의 분산(
 )은 .539로 나타났으며, 학교간

의 분산()은 .021로 나타났다. 조건부 ICC는 

.038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별 설명분산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변인 외에 개인들이 가지는 많은 특성들이 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Model 3을 설정하

고 탐색해 보았다.

Variables
Model 2

Coefficient SE p

Intercept 3.174 .152 <0.001
SES .123 039 0.002

Gender -.237 .071 <0.001

Variance & etc. estimation
Student Variance

(
 )

.539

School Variance
() .021

chi-square 1954.12

ICC .038

Rate of Explain 
Variance estimation

Student Level(%) 2.4

School Level(%) 16.0

<Table 2> SES & Gender Variables Model (Model 2)

3. 학생수준 개인특성 추가 모형 (Model 3)

Model 3의 학생수준 개인특성 추가모형은 

Model 2에 자아존중감, 우울과 같은 개인 심리적 

특성과 함께, 학업성적, 친구관계, 부모관계, 교사

관계의 개인적 관계특성을 추가한 모형이다.
Model 2에 Model 3과 같이 개인특성 변인들을 

추가했을 때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SES
와 성별은 유의하지 않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추가된 다른 개인특성 변인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적, 자아존중감, 우울,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3>에서 학생들의 분산(
 )은 .370로 

나타났으며, 학교간의 분산()은 .011로 나타났

다. 조건부 ICC는 .029로 나타났다. 
학교 만족도는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학교 차

원의 특성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탐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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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개인별 설명변인에 학교수준(2수준) 설명변

인을 추가한 모형을 Model 4로 설정하고 탐색해 

보았다.

Variables
Model 3

Coefficient SE p

Intercept 3.299 .081 <.001

SES .030 033 .367

Gender -.045 .060 .455

Achievement .118 025 <.001

Self Esteem .100 028 <.001

Depression -.123 .028 <.001

Friend Relation .188 037 <.001

Parent Relation -.031 .031 .320

Teacher Relation .276 028 <.001

Variance & etc. estimation
Student Variance

(
 )

.370

School Variance
() .011

chi-square 1637.27

ICC .029

Rate of Explain 
Variance estimation

Student Level(%) 31.4

School Level(%) 47.6

<Table 3> Student Attributes Model (Model 3)

4. 학교수준 특성 추가 모형 (Model 4)

Model 4의 학교수준 특성 추가모형은 Model 3
에 학교 유형(국립, 공립), 지역, 강의 만족, 학교

시설의 변인을 추가한 모형이다.
Model 3에 Model 4와 같이 학교 특성변인들을 

추가했을 때 학생수준의 변인들의 유의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대신 추가된 학교수준의 변

인들은 수업 만족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 학생들의 분산

(
 )은 .370로 나타났으며, 학교간의 분산()은 

.002로 나타났다. 조건부 ICC는 .025로 나타났다. 

Variables
Model 4

Coefficient SE p

Student
Level

Intercept .106 .781 .896

SES .031 .033 .351

Gender -.049 .061 .423

Achievement .122 .025 <.001

Self Esteem .100 .028 <.001

Depression -.120 .028 <.001

Friend 
Relation .189 037 <.001

Parent 
Relation -.029 .031 .353

Teacher 
Relation .278 027 <.001

School
Level

Type -.135 .112 .274

Area -.004 .045 .929

Instruction
Satisfaction .445 174 .043

Facility  -.216 .093 .059

Variance & etc. estimation
Student Variance

(
 )

.370

School Variance
() .002

chi-square  1637.63

ICC .025

Rate of Explain 
Variance estimation

Student Level(%) -

School Level(%) 81.8

<Table 4> School Attribute Model (Mod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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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과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수해양 계열에서의 학생들의 학교만족도

에는 전통적인 요인들이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나 

학교만족도 등에서는 사회경제적지위(Social and 
Economic Status)가 큰 비중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별이나 인종 등도 여러 연구들에

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Model 2의 사회경제적지위나 성별이 설명

하는 많은 부분들이 추가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해양 계열에서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는 

개인적 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업성적이나 자아존

중감 등은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반면 우울감은 부적인 영향을 주었

다. 개인수준에서의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는 학

교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 부

모와의 관계가 유의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수해양 계열간의 학교 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간 차이가 나

타난 곳은 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업 만족도가 학

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학교가 가

진 다른 특성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일반고와는 학교 수가 제한되어 있고 

학교가 가진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곳에서 나타

난 특성이라고 파악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점의 추가적 접근

이 필요하다. 먼저, 중심화 방법에 따라 학생수준

의 변인들의 효과와 학교수준의 변인을 분리하거

나 맥락적 효과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다층구조방정식을 통해 수준별 변인들의 인과관

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수해양 전공학생들이 

가지는 다양한 관점을 모형에 적용함으로서 학생

지도를 위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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