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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는 설문의 대안적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앵커링 비네트(anchoring vignettes) 방법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의 학생 설문에 적용되고 있다. 수학이 주영역이었던 PISA 2012에는 ‘수학교사의 지
원’과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에 대해 각각 상, 중, 하 수준의 비네트를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12
개의 구인에 대한 응답 결과와 연계하여 조정된 결과를 제시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PISA 수학 설문 결과를 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비네트 중 수준과 상 수준 모두에
서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상 수준의 비네트에 대해서 더 높은 척도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학
생의 응답 성향일 수도 있으나 비네트 문항이 우리나라의 수학 교실 상황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남학생보다 여학생, 읍면지역보다 대도시, ESCS 상 수준보다는 하 수준, 직업계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원척도 점수와 비네트 조정척도 점수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수학 학습에서의 성실
성’과 ‘수학 수업에서의 인지 활성화’ 구인에 대한 조정의 폭이 컸다. 수학 성취도 점수와 설문 원척도 점수, 조
정척도 점수간의 상관계수는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응답 성향과
수학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향후 비네트를 사용하는 설문 조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앵커링 비네트, PISA, 수학 정의적 영역, 설문 문항
ABSTRACT. The anchoring vignettes method as an alternative to the questionnaire using the Likert scale was newly
applied to the student survey in the 2012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The three levels of
vignettes (high, medium, and low levels) were included in the student survey related to ‘Teacher Support’ and
‘Classroom Management’ in mathematics, the main domain in the PISA 2012. Based on responses to the vignette
questions, the PISA provided adjusted scaled scores for 12 student survey constructs. This study re-visited the
responses of the vignettes as well as the relevant survey construct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Korean students. The
study findings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response patterns for the Korean students on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and developing survey tools using vignettes.
KEYWORDS: anchoring vignettes, PISA, mathematics affective domains, surve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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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리커트 척도에 기반한

I. 서론

설문 조사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리커트

․

일반적으로 설문 조사에 기반한 데이터의 경

척도는 선호도와 태도, 성격적 특성, 사회적 감

우 데이터의 결과가 참값과 다르게 보고될 수

정적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응답

있는데, 이는 문항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정한 방

자들이 설문에 제시된 서술적 내용에 관계없이

향성을 가지고 응답하는 개인의 응답 성향

체계적인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 즉, 일정한 응

(response style)이 조사 결과에 내포되었기 때문

답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도 함께

일 수 있다(O'Neill, 1967). van Herk, Poortinga, &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기 초반에 이러한 경

응답

편의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Primi et al., 2016, p. 39).

(response bias)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는

따라서 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응답 성향을

데, 여기에는 사회적 규준(norms)에 비추어 자신

고려하여 설문 조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을 좋게 보이도록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

데, 기존 설문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제기되고

른 응답 편의, 질문 내용과 상관없이 문항에 대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앵커링 비네트(anchoring

해 보다 더 동의하는 쪽으로 응답하는 일종의

vignettes)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이 주어진 상

‘타협’(acquiescence)에 따른 편의, 응답에 있어서

황에 대한 짧은 글 즉 비네트(vignettes)를 읽고

극단적인 응답을 선호하는 데 따른 편의(extreme

이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척도에 따라 이후 자

response bias)가 포함된다(Paulhus, 1991, 재인용).

기 보고식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앵커링(anchoring)

이러한 응답 성향에 따른 연구는 국제 비교 연

하여 수정하는 것이다(Primi et al., 2016).

Verhallen

(2004)은

성향을

응답

구에서 주로 수행되었는데(Van Herk et al., 2004;

앵커링 비네트 방법은 국제 비교 연구 OECD

Hamamura, Heine, & Paulhus, 2008), 한 예로

PISA의 다섯 번째 주기이자 수학이 주영역이었

Hamamura et al.(2008)은 유럽에 비해 동아시아계

던 PISA 2012 학생 설문에 처음 적용되었다.

사람들이 설문에 응답할 때 상대적으로 모호하

PISA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읽

거나(ambivalent) 중도적(moderate)으로 응답하며,

기 영역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학생, 학교, 학부

이는 동아시아계 사람들이 보다 변증법적인 사

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실시한다. PISA의 주

고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국가 간 상이한 문화를 고

한편 응답 성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

려한 타당하고 활용 가능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

로 국가 간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별 국

이다. 한편 PISA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적 성취

가의 맥락 내에서 응답 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가 높은 국가의 정의적 성취가 낮고, 반대로 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지적 성취가 낮은 국가의 정의적 성취가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학생의 성별, 학교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는

급, 개인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

대체로 인지적 성취와 정의적 성취가 정적 상관

경제적 지위에 따른 집단 특성에 따라 설문 조

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상반

사에 대한 응답 성향이 다른지를 탐색하고 대안

된 경향은 설문에 응답하는 국가의 문화에 따른

적인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설문 도구 개발

학생의 응답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있다. 이를 고려하여 PISA에서는 설문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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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의 개선을 위해 앵커링 비네트 방법을

용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

도입하였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PISA 2012의 수학 영역에서
매우 높은 인지적 성취를 보이지만 학생들이 자

II. 이론적 배경

기 보고 방식으로 응답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수학에 대한 자아 개념, 자아효능감 등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낮은

1.

앵커링 비네트의 개념 및 방식

정의적 특성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응답 성향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

PISA에서 제시한 앵커링 비네트 방법을 적용하

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의 척도로 조사한 결

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데이터 분

과만을 토대로 개인의 의사나 성향을 파악하기

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

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응답자가 척도 중

해 첫째, 앵커링 비네트의 개념과 방식, PISA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는 응답자 개인이 가지고

2012 학생 설문에 도입된 앵커링 비네트 방법의

있는 언어적 감각이나 표현 양식이 반영될 수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다.

있으며, 개인 및 사회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도

둘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PISA 비네트 문항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의사 표현이 매우 신중한

대한 실제 응답을 분석해 봄으로써 비네트 방법

개인의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 또는 ‘전혀 그렇

적용을 위한 가정(assumption)의 부합성, PISA 비

지 않다’와 같은 극단적인 항목을 선택하지 않

네트 문항에 대한 우리나라 데이터의 적용 적절

을 수 있다.

성 등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PISA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King et al.(2004),

비네트 방법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응답 성향을

King & Wand(2007), Hopkins & King(2010),

조정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

Kapteyn et al.(2007) 등이 앵커링 비네트를 활용

고자 한다. 특히 비네트 응답의 차이를 분석하는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앵커링

데 있어 PISA 연구 및 우리나라 대규모 평가 연

(anchoring)’은 ‘고정시킨다’, ‘정박한다’ 등의 의

구에서 주요 관심 변수인 학생 성별, 학생의 사

미가 있지만, 우리말 표현은 비네트를 제공하여

회경제적 지위 지수, 학교급에 따라 비네트 응답

자기 응답에 대한 범위를 조정 또는 한정한다는

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가간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심리학 분야에서

비교가 아닌 우리나라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는

‘앵커링’이란 표현을 번역 없이 이와 유사한 의

설문 조사에 대한 비네트 개발을 위한 기초 정

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Kwon, Seo, & Jung,

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2), 본 연구에서도 해당 용어를 번역하지 않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

고 ‘앵커링 비네트’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식

한 설문 결과를 앵커링 비네트 방법을 적용하여

은 비네트 문항 또는 문항군을 활용하여 자기

재분석한 첫 번째 사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응

보고식 평가·설문에 대해 응답 성향의 체계적

답 성향과 수학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향후

차이를

설문 조사 도구를 개발할 때 비네트 방법의 적

bias) 중 참조 집단 효과(reference group effect)를

조정함으로써

측정

편의(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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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는데 기여한다(He, Buchholz, & Klieme,
2017).

위의 식 (1)에서   는 비네트 문항 수준
(      )을 반영한 응답을 나타내며,   는

비네트를 도입한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 연구
자들은 응답 성향이 자기 보고식 응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즉, 설문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이외에 문항 응답에 체계적인 경향,

자기 보고식  번째 (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새롭게 비네트 조정된 응답(   )은

 ∈    의 범위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응답에 대한 개인적 성향 차이가 조

그러나 비네트를 적용한 설문 응답의 조정 또

사 도구에 기반한 데이터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는 변형(transformation)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확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앵커링 비네트는 이를

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전제된다

조정하는

(Von Davier et al., 2017). 첫째, 비네트 수준을

하나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Von

진술하고 있는 문항군은 엄격히 서열화(ordered)

Davier et al., 2017).
비네트를 활용한 응답 반응의 조정 절차를 설

되어야 하며(예,         ), 둘째, 비네트

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특성(target trait)

문항에 대한 응답 반응은 개인의 진점수(true

에 대해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가상 인물의

scale

행동에 대해 진술하고(비네트 문항 작성), 응답

은 비네트 질문과 자기 보고식 질문에 동일한

자가 진술된 특성 수준 각각에 대해 자기 보고

잠재 특성(latent trait)에 기반하여 응답한다. 넷

식 설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비네트 문

째, 응답 성향은 개인의 잠재 특성 하에서 응답

항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체계적인 차이는 응답

자 수준에서 발생하므로 응답 성향은 모든 문항

성향에 대한 차이로 인식하는 반면, 관련된 일반

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이러한 응답 성향의

가정하고, 자기 보고식 설문 문항에 대해 동일하

차이와 실제 특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고,

게 비네트 조정이 가능하다.

values)를 반영한 것이며, 셋째, 응답자들

응답 성향에 따른 관심 설문 문항의 응답을 조

이러한 비모수 방식을 적용한 비네트 방법의

정(correcting)함으로써 측정 편의를 감소하는 전

이해를 돕고자, 비네트 문항이 낮음(   )-높음(   )

략으로 비네트 문항을 활용한다(He et al., 2017).

2개의 수준으로 진술문이 작성된 경우를 예를

King과 Wand의 연구에서는 비네트와 자기 응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경우 위의 식 (1)에

답을 결합한 조정된 설문 응답 결과를 산출하는

대응하면, 비네트 조정된 설문 응답은    의

방안으로 비모수 방식(nonparametric method)을

규칙에 따라        중 하나의 값을 갖게

소개하였다(King & Wand, 2007, p. 5).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조합을 살펴보면

①      이면 비네트 조정
응답 결과    , ②      인 경우
   , ③      이면    , ④
     이면    , ⑤      이면
다음과 같다.








   
⋮


 

   
if
   
if

if
     
⋮
   
i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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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값을 갖게 된다(King & Wand, 2007).
다만 제시된 5가지의 비네트 응답 반응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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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

학생 설문에서의 앵커링 비네트

방법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수준이 다른 여러
개의 비네트 진술문에 대해 동일한 응답을 보이

OECD 주관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에

거나(예,      ), 의도하고자 하는 내재적 구

서는 첫 주기인 PISA 2000부터 4점 리커트 척도

인이 조금 더 ‘낮은’ 차원을 함축하고 있는 비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트에 높은 응답을 보이고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매우 그렇다’)의 자기 보고 방식으로 학생 설문

비네트에 반대로 낮은 응답 항목을 선택한 역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학 성취가

응(reversal)의

높은 학생이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등 정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예,

     ).
PISA 2012를 분석한 비네트 관련 연구를 살펴
보면, He et al. (2017)은 64개국의 학생 자기 보
고식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비
교 연구의 타당도 점검 차원에서 비네트의 효과
성을 연구하였다. 특히 수학교사의 지원과 학급
운영 구인에 대해 국가 간 비교 가능성 및 예측
타당도(predictive validity)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으로 비네트 문항에 대한 학생 응답이 개인 및
문화 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네
트 문항을 통한 설문 구인의 재척도화된 응답
(rescaled responses) 결과가 조금 더 비교 가능성
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결과 관련 구인에 대한 국가 간 순위에도 변화
가 있었다(Von Davier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는 PISA 전체 데이터가 아닌 우리나라의 데이터
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비
네트 문항에 대한 응답 유형 및 관련 구인의 특
성을 살펴봄으로써 비네트 방식의 장점 및 한계
점을 파악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적 영역 높은 경향을 기대함에도 PISA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 핀란드 등 수학
성취가 높은 국가의 정의적 태도가 오히려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OECD, 2013)1). 이는 ‘매
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과 같은 극단
적인 응답을 하거나 또는 극단적 응답을 하지
않는 학생 개인의 응답 성향, 나아가 이 개인이
속한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문 결과에 대한 보다 신뢰롭
고 타당한 해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설문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PISA에서는 PISA 2012 학생 설문부터 대안적
설문 유형을 사용하여 응답 성향에 따른 국가
간 응답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된 결과를 산
출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앵커링 비네트 방법
을 도입하였다. PISA 2012에는 ‘수학교사의 지원
(ST82)’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ST84)’과 관련된
문항을 비네트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각 비
네트는 <Table 1> 또는 <Table 2>와 같이 해당
구인에 대해 하 수준(Low), 중 수준(Medium), 상
수준(High)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세 가지 교사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은 비네트를 읽고 가

1) PISA 2012에서는 정의적 영역과 관련한 지표를 OECD 평균 0, 표준편차 1의 지표로 산출하는데, 수학에
대한 내적동기에 대해 우리나라(-0.20), 일본(-0.23), 핀란드(-0.22),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에 대해 우리나라
(-0.36), 일본(-0.41), 핀란드(-0.27) 등과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PISA 순위가 높음에도 정의
적 영역의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남(OEC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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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바를 4점 리커트 척도

과 연계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때 12개의 구인

로 응답한다(OECD, 2014).

은 학습 결과와 관련한 학교에 대한 태도, 학습
활동과 관련한 학교에 대한 태도, 학교에 대한

Table 1. Anchoring vignettes (ST82)

소속감,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 수학 수업에서의

다음은 3명의 수학 선생님에 대한 설명입니

인지 활성화, 수학에 대한 도구적 동기, 수학에

다. 선생님들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읽은
다음, 마지막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대한 내적 동기, 수학 학습에서의 성실성, 수학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교사의 지원,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교사와 학

박수연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수학 숙제
를 냅니다. 그 선생님은 시험 전에 학생들

생 관계, 수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인데, 이 중 2

하 수준
비네트

에게 숙제에 대한 답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

<ST82Q03>

중 수준

니다. 박수연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업에 관
심이 있습니다.
최원호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수학 숙제
를 냅니다. 그 선생님은 시험 전에 학생들

비네트

에게 항상 숙제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ST82Q02>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를 <Table 3>과 같이 7

상 수준

최원호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김지영 선생님은 이틀에 한 번 수학 숙제를
냅니다. 그 선생님은 시험 전에 학생들에게

비네트

항상 숙제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김지영

<ST82Q01>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업에 관심이 있습니
다.

동일하게 응답한 경우, 3점은 하 수준과 중 수준

ST82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개의 구인 즉, ‘수학교사의 지원’과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은 앵커링 비네트 문항과 동일한 구
인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주어진 비네트에 응답
한 결과에 기초하여, 12개의 구인에 대한 설문
점 척도로 재산정했는데, 1점은 하 수준 비네트
보다 낮게 응답한 경우, 2점은 하 수준 비네트와
의 비네트 사이의 응답을 한 경우, 4점은 중 수
준 비네트와 동일하게 응답한 경우, 5점은 중 수
준과 상 수준 비네트 사이의 응답을 한 경우, 6

Table 2. Anchoring vignettes (ST84)
다음은 3명의 수학 선생님에 대한 설명입니
ST84

다. 선생님들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읽은

문항

다음, 마지막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 수준
비네트
<ST84Q03>
중 수준
비네트
<ST84Q01>
상 수준
비네트
<ST84Q02>

점은 상 수준 비네트와 동일하게 응답한 경우, 7
점은 상 수준 비네트 보다 높게 응답한 경우에
해당한다(OECD, 2014).
PISA 설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비네트

최원호 선생님의 학급 학생들은 자주 수업
을 방해합니다. 그 선생님은 종종 수업보다

문항에 대해 기대된 하 수준, 중 수준, 상 수준

5분 늦게 옵니다. 최원호 선생님은 수업을

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응답을 동일하게 응

잘 관리합니다.
김지영 선생님의 학급 학생들은 자주 수업

답하거나(tie),

역순으로

응답한

경우(order

을 방해합니다. 그 선생님은 항상 수업보다

violations)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PISA 연구에

5분 일찍 옵니다. 김지영 선생님은 수업을

서는 우선 동일하게 응답한 경우, 학생들의 자기

잘 관리합니다.
박수연 선생님의 학급 학생들은 조용하고

응답 보고를 낮게 응답한 점수(lower bound

질서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항상 수업
시간에 맞춰 옵니다. 박수연 선생님은 수업

score)에 근거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이는 가능한

을 잘 관리합니다.

점수의 범위 중 최저 점수로 재산정함을 의미한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다. 이 점수는 응답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더
높은 값보다는 응답자와 명확하게 관련되는 잠

실제로 PISA 2012 학생 설문에서는 앵커링 비

재적 연속체의 값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네트 문항에 대한 학생 응답을 총 12개의 구인

있다. 다음으로 비네트 문항에 대해 기대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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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ssible adjustment of item responses based on anchoring vignettes

항목

설명

전혀 그렇지 않다
1
앵커링 비네트 하 수준 비네트
문항
중 수준 비네트
1
상 수준 비네트
1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설문 문항
1
학생 설문 문항을
앵커링 비네트 문항과
연계하여 조정한 척도

그렇지 않다
2
2
2
그렇지 않다
2
하 수준 하 수준 하중수준과
중 수준
수준 비네트와
비네트 비네트와 비네트의
보다 낮음 동일 사이 동일
1
2
3
4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4
3
4
3
4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4
중 수준과
상 수준 상 수준 상 수준
비네트의 비네트와 비네트
사이 동일 보다 높음
5

6

7

*출처 : OECD(2014, p. 355)를 재구성함.

과 역순으로 응답한 경우는 동일하게 응답한 경

체적으로

우로 다시 분류한다. 즉, 학생이 중 수준 비네트

③

보다 상 수준 비네트를 더 낮게 응답하면, 중 수
준 비네트와 상 수준 비네트의 응답이 일치하도
록 재산정한다. 예를 들어, ‘하, 상, 중’으로 응답
하면 ‘하, {중, 상}’으로 재산정하는데, 괄호 안
은 중 수준과 상 수준의 응답을 동일하게 재산
정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 중,
상}’과 같이 동점으로 재산정한다. 이때 동점은
학생이 선택한 가장 높은 응답 범주에서 생성된
다. 예를 들어, 위에서 사용된 예(‘하, {중, 상}’)
에서는 응답자가 상 수준 비네트에 할당한 값을

① 



       이면

       이면 5,

②    이면 2,
3, ④    이면 4, ⑤
⑥    이면 6, ⑦

이면 1,







    이면 7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학생1은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대해 하 수준 문항은 낮
게, 중 수준 문항은 중간, 상 수준 문항은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을 예
로 들자면 수업 운영을 잘못하는 것으로 설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업 운영을 잘못한다고 판단
하고, 잘하는 것으로 설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학생

동점으로 생성한다. 그런 다음 위에 설명된 동일

이 다른 설문 문항들에 대해 응답한 4점 척도를

하게 응답한 경우의 방법에 따라 분석한다.

7점 척도로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문항1에

<Table 4>는 앵커링 비네트 방법으로 척도를
재산정하는 세 가지 예를 나타낸 것이다(Bertling

서 응답한 ‘그렇다(3점)’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
의 중 수준 비네트에 대한 응답 결과와 일치하

& Kyllonen, 2013; OECD, 2014). <Table 4>의 세

므로 (     ) ‘4점’으로 재산정된다. 문항2에서

학생의 응답 사례로 앵커링 비네트 방법을 살펴

응답한 ‘그렇지 않다(2점)’는 앵커링 비네트 문

보면 다음과 같다. 비네트 문항 수준이 3개이므

항의 하 수준 비네트에 대한 응답 결과와 일치

로, 식 (1)에 근거하여 7점 척도로 변환되며, 구

하므로(     ) ‘2점’으로 재산정된다. 문항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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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ample of scoring based on vignettes for three possible cases

항목

학생1의 응답
학생2의 응답
학생3의 응답
앵커링 비네트 문항의 응답에 앵커링 비네트 문항의 응답에 앵커링 비네트 문항의 응답에
동점이 없는 경우
동점이 없는 경우
동점이 있는 경우

앵커링 하 수준
비네트
문항에 대한 중 수준
응답 상 수준
학생 설문 문항 1
문항에 문항 2
대한 응답 문항 3
학생 설문
문항을
앵커링 연계 1
비네트 연계 2
문항과
연계하여 연계 3
재산정한
척도
*출처: Bertling & Kyllonen(2013)과 OECD(2014, p. 355)를 발췌하여 번역함.

서 응답한 ‘매우 그렇다(4점)’는 앵커링 비네트

수준 비네트에 대한 응답 결과와 일치하므로 ‘6

문항의 상 수준 비네트에 대한 응답 결과와 일

점’으로 재산정된다. 결과적으로 학생1과 학생2

치하므로(     ) ‘6점’으로 재산정된다.

의 실제 설문 문항 1 3의 응답이 각각 3, 2, 4

∼

다음으로 학생2도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대해

로 동일하였으나, 비네트 문항에 대한 응답에 있

동점이 없게 응답했는데, 학생2가 다른 설문 문

어 학생1보다 학생2가 하 수준, 중 수준 질문에

항들에 대해 응답한 4점 척도를 7점 척도로 변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

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생2가 문항1에서

하여 조금 더 엄격하게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

응답한 ‘그렇다(3점)’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의

다. 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실제 설문 응답은 학

중 수준과 상 수준 비네트의 응답 사이에 있으

생1은 4, 2, 6으로 학생2는 5, 4, 6으로 학생2의

므로(        ) <Table 3>에서처럼 ‘5점’으로

응답이 보다 높게 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재산정된다. 문항2에서 응답한 ‘그렇지 않다(2
점)’는 중 수준 비네트에 대한 응답 결과와 일치
하므로 ‘4점’으로 재산정된다. 문항3에서 응답한
‘매우 그렇다(4점)’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의 상

마지막으로 학생3은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서
중 수준과 상 수준 비네트를 동일하게 응답했는
데, 이때 4점 척도를 7점 척도로 변환하는 과정
은 다음과 같다. 학생3이 문항1에서 응답한 ‘그
렇다(3점)’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의 중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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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준 비네트에 대한 응답과 일치하는데, 앞에

다른 맥락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의해

서 서로 다른 수준의 비네트에서 동점이 나타난

가능하다. 즉 학생들이 “나는 수학을 빨리 배운

경우, 가능한 점수 범위 중 최저 점수로 재산정

다”와 같은 설문 문항이나 “우리 수학 선생님은

하기로 했으므로 중 수준 비네트와 일치할 때의

학생들을 돕는다” 등과 같은 학생 설문에 포함

‘4점’과 상 수준 비네트와 일치할 때의 ‘6점’ 사

된 모든 질문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이의 구간 중 최저 점수인 ‘4점’으로 재산정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를 동일한

다. 문항2에서 응답한 ‘그렇지 않다(2점)’는 하

기준에서 적용하여 응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수준 비네트에 대한 응답 결과와 일치하므로 ‘2

것을 의미한다(OECD, 2014).

점’으로 재산정한다. 문항3에서 응답한 ‘매우 그

결과적으로 실제 PISA 2012 예비시행의 결과,

렇다(4점)’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서의 상 수준

평가 참여국 전반에서 비네트 문항 중 ‘수학교

비네트에 대한 응답 결과보다 높으므로 ‘7점’으

사의 수업 운영’이 ‘수학교사의 지원’보다 좀 더

로 재산정한다.

동점이나 역반응이 적었으며, 이에 OECD PISA

지금까지 살펴본 앵커링 비네트 방법 즉, 비네

2012 본검사에서는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을 비

트에 기초한 리커트형 응답에 대한 대체 점수를

네트로 삼아 앞서 언급한 수학 관련 12개의 정

부여하는 방식은 설문 응답 점수를 재산정하는

의적 구인을 조정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OECD,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제시하며 다양한 국가 및

2014, p. 52, p. 354).

교육 시스템에서의 학생들의 응답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료만을 추출하여
실제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일환으로 비인

그러나 앞서 일반적인 비네트 방식과 마찬가

지적 구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문화

지로 PISA에서도 앵커링 비네트 방법을 사용할

적 차이로 인한 응답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때에는 몇 가지 가정이 있으므로 조정된 지수를

제안된 비네트 방식이 우리나라 자료에 적정한

해석할 때 다음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점수 재

지를 파악하고자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산정은 ‘비네트 등가성’, ‘응답 일관성’이라는 두

두 개의 비네트 문항 각각에 대해 비네트 수준

가지 주요 가정에 기초한다. ‘비네트 등가성’이

에 따른 응답 일관성을 점검하고자 동점이나 역

란 다른 응답자들이 비네트 시나리오를 동일한

반응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국내 설문에서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응답 일

도 비네트 활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국가수

관성’ 가정은 응답자가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비

준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지표로 성별, 지역규

네트 시나리오에 대해 평가(응답)할 때 동일한

모,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급별로 비네트 문항의

기준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원래

응답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의 앵커링 비네트 방법은 비네트 상황과 관련된
질문만을 연계하도록 개발되었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PISA 2012 학생 설문에서는 동일한 비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트 시나리오가 큰 세트의 다른 설문 문항들에
확장 적용하였다. 이러한 확장은 개인이 응답하

본 연구는 PISA 2012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네

는 기준은 같은 척도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서로

트 문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만 15세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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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5>는 PISA 2012

분포를 살펴보고, 둘째, ST82, ST84와 직접적으

학교 데이터 표집 규모 및 주요 특성에 대한 성

로 관련된, ‘수학교사의 지원’ 척도(MTSUP)와

별, 지역규모별,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 지수

해당하는 비네트 조정 척도(ANCMTSUP) 및 ‘수

(Index of Economic, Socio-economic and Cultural

학교사의 수업 운영’ 척도(CLSMAN)에 해당하는

Status: 이하 ESCS) 수준별, 학교급별로 분포를

비네트 조정 척도(ANCCLSMAN)를 주요 변인별

보여준다. ESCS는 OECD 참여국 기준 평균 0,

로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셋째, ST84에 기반하

표준편차 1로 척도화된 점수로, 상ㆍ중ㆍ하는 우

여 다른 설문 문항에 대한 비네트 조정 결과 분

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3등분(33.3%)하여 구

포를 성별, 지역규모별, ESCS 수준별, 학교급별

분하였다.

로 비교ㆍ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 지역규모, 학교급을 나타내

Table 5. PISA 2012 sample size of Korea

변수

구분

남
성별
여
읍면지역
지역규모
중소도시
대도시
경제·사회·문화적
하
중
지위 지수
상
(ESCS)
중학교
학교급
일반계고
직업계고
전체(인원수)

N(%)

2,691(53.5)
2,342(46.5)
700(13.9)
2,166(43.0)
2,167(43.1)
1,674(33.3)
1,683(33.4)
1,676(33.3)
295(5.9)
3,734(74.2)
1,004(20.0)
5,033(100.0)

분석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비네트
문항(ST82, ST84)에 대해 위의 주요 변수별 응답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변수명
CLSMAN
MTSUP
ATSCHL
ATTLNACT
BELONG
COGACT
INSTMOT
INTMAT
MATWKETH
SCMAT
STUDREL
SUB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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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
수학교사의 지원
학교에 대한 태도: 학습 성과
학교에 대한 태도: 학습 활동
학교에 대한 소속감
수학 수업에서의 인지 활성화
수학에 대한 도구적 동기
수학에 대한 내적 동기
수학 학습에서의 성실성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교사와 학생 관계
수학에 대한 주관적 규범

는 명목변수를 제외하고 설문에 기반한 관심 척
도 변수인 ‘수학교사의 지원’,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을 포함하여 학생의 수학교사나 수업에 대
한 의견을 묻는 변인들에 대해 PISA 2012에서는
문항반응이론(리커트 설문의 경우 partial credit
model)에 기반한 척도점수를 제공하는데,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로 척도
화된 점수이다(OECD, 2014, p. 312).
<Table 6>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PISA 주요 구
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로 모든 구인에 대해
OECD 평균 이하의 통계 결과를 보이며, 특히
‘수학 수업에서의 인지 활성화’ 및 ‘수학 학습에
서의 성실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 정도가 낮
게 나타났다.

평균
-0.26
-0.25
-0.29
-0.38
-0.32
-0.73
-0.39
-0.20
-0.54
-0.38
-0.12
-0.21

표준편차
0.78
0.89
0.91
1.03
0.84
0.99
1.05
0.99
1.04
0.93
0.90
0.95

최솟값 최댓값
-3.25 2.20
-2.86 1.84
-2.99 2.35
-3.38 1.21
-3.00 2.63
-3.88 3.20
-2.30 1.59
-1.78 2.29
-3.45 2.72
-2.18 2.26
-3.11 2.16
-4.25 3.86

․

정 혜 경 임 해 미

187

응답 결과를 성별, 지역규모별, ESCS 수준별, 학

IV. 연구 결과

교급별로 살펴보고 



검정을 통해 통계적 유

이 장에서는 PISA 2012 우리나라 학생 대상의

의도를 유의수준  =0.05에서 살펴보았다. ST82

수학 설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앵커링

비네트 문항은 3명의 교사에 대한 설명을 읽고,

비네트 문항 2개에 대한 학생 응답을 제시하고

상, 중, 하 수준으로 기대되는 수학교사의 지원

PISA 2012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교사의 지

에 해당하는 비네트에 대해 해당 수학교사가

원’,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 구인에 대한 학생의

“학생들의 학업에 관심이 있다”는 질문에 4점

자기 보고식 응답 결과와 비네트 문항을 통해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

조정된 ‘수학교사의 지원’, ‘수학교사의 수업 운

로 기대되는 결과는 상 수준의 비네트에 대해서

영’ 및 기타 구인에 대한 조정 결과를 성별, 지

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하 수준의 비네

역규모별, ESCS 수준별, 학교급별로 비교하여

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학 성취도 결과와 상

않다’이며, 중 수준은 그 사이의 응답으로 나타

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ST82 비네트 문항에 대해 여학생이

1.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

남학생에 비해 ‘하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조금 더 높게 응답

가. 비네트 문항

수학교사의 지원’ 응답

ST82 ‘

결과

했으며, ‘중 수준’에서는 극단값 즉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상 수준’에서

<Table 7>은 비네트 문항인 ST82 ‘수학교사의

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지원’에 대한 상, 중, 하 수준의 비네트에 대한

에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는 남학생과 여

Table 7. Response rates of teacher support vignettes by key categorical variables (%)

하 수준(Q03)
중 수준(Q02)
상 수준(Q01)
구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성 남 11.0 31.2 32.5 25.3 15.14 8.1 53.7 28.6 9.7 16.10 16.2 53.6 22.0 8.3 7.25
8.2 27.8 36.0 28.0
6.4 60.3 25.7 7.6
16.6 56.3 21.0 6.1
별 여
지 읍면지역 8.0 32.8 36.0 23.2
7.4 55.9 27.2 9.6
16.3 57.3 19.5 6.9
역 중소도시 10.4 29.5 33.8 26.4 7.33 7.3 56.8 27.2 8.8 0.65 16.4 53.9 22.8 6.9 3.57
규
7.3 57.1 27.3 8.4
16.4 55.0 21.0 7.7
모 대도시 9.7 28.7 33.9 27.8
8.7
30.6
35.0
25.7
7.0
60.7
24.6
7.6
56.1 20.9 6.9
하
ES 중 10.1 28.4 35.6 25.9 7.45 8.6 54.8 27.4 9.2 16.53 16.1
14.8
54.8 22.8 7.7 6.64
CS 상 10.4 29.8 31.6 28.2
6.3 54.7 29.7 9.3
18.3 53.6 21.0 7.1
6.3 54.2 31.1 8.4
17.8 51.8 20.9 9.4
학 중학교 11.5 22.4 35.9 30.2
교 일반계고 9.7 28.8 34.4 27.1 14.35 6.8 57.0 27.5 8.6 8.39 17.1 54.7 21.2 7.0 8.73
9.5 56.5 24.9 9.1
13.0 56.4 23.0 7.6
급 직업계고 9.5 34.5 32.4 23.5
9.7 29.6 34.1 26.6
7.3 56.8 27.2 8.7
16.4 54.9 21.6 7.2
전체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bold italic: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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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ponse rates of classroom management vignettes by key categorical variables (%)

하 수준(Q03)
중 수준(Q01)
상 수준(Q02)
구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성 남 3.2 15.1 37.8 43.9 47.96 16.2 41.9 30.5 11.4 32.15 33.8 55.9 7.9 2.4 25.81
11.7 47.5 33.2 7.6
34.1 59.8 5.4 0.6
별 여 1.0 9.4 43.6 46.0
지 읍면지역 3.5 13.5 40.1 42.9
14.8 45.4 31.7 8.0
31.7 59.4 7.2 1.7
역 중소도시 2.0 11.6 40.6 45.8 7.11 14.4 44.1 32.5 9.0 4.48 35.0 57.5 6.3 1.3 3.18
규
13.7 44.5 31.1 10.7
33.7 57.5 7.1 1.8
모 대도시 1.8 13.0 40.5 44.6
하
2.2
15.2
41.6
41.0
10.7
44.3
34.8
10.2
59.6 7.8 2.4
ES 중 2.2 13.0 39.6 45.3 24.66 13.6 45.0 31.4 9.9 29.55 30.2
34.1
58.0 6.5 1.3 22.52
CS 상 2.0 9.1 40.4 48.5
18.2 44.1 29.0 8.7
37.7 55.6 5.8 0.9
학 중학교 3.1 13.0 37.0 46.9
12.5 43.8 30.7 13.0
31.6 54.9 8.8 4.7
교 일반계고 1.4 10.1 40.9 47.6 99.00 15.4 44.0 32.0 8.6 24.53 36.4 56.7 5.9 1.0 53.42
9.7 46.4 31.2 12.6
25.7 62.3 9.3 2.7
급 직업계고 4.6 21.3 40.0 34.2
전체
2.1 12.5 40.5 44.9
14.1 44.5 31.8 9.6
34.0 57.7 6.7 1.6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bold italic: p<0.05

학생이 비네트 문항을 달리 인식하고 있으며, 여학

의 수업 운영에 해당하는 비네트에 대해 해당

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비네트의 수준에 맞는

수학교사가 “수업을 잘 관리한다”는 질문에 4점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의 ESCS에 있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 결

어서도 중 수준 비네트 문항에서 수준별로 차이를

과, <Table 8>에 따르면 비네트 문항인 ST84 ‘수

보였으며, 특히 ESCS 하 집단에서는 긍정적으로

학교사의 수업 운영’에 대한 성별, ESCS, 학교급

응답한 반면, ESCS 상 집단은 부정적인 응답 빈도

에 따라 비네트 수준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

가 다소 높았다. 아울러 학교급별에서는 하 수준에

었으며, ST82 ‘수학교사의 지원’ 비네트보다 더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

‘매우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다소

해 하 수준 비네트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높았고, 일반계고에 비해 직업계고 학생이 하 수준

부적인 응답의 다소 비율이 높았으며, 중 수준

비네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네트에는 극단값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즉, ‘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론적으로는 비네트

렇다’와 ‘그렇지 않다’), 반대로 상 수준 비네트에

문항 수준에 따라 낮은 수준은 부적인 응답을, 높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상

은 수준에서는 정적인 응답을 기대하게 된다.

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비네트의 수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응답한 것

나. 비네트 문항

ST84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

‘

응답 결과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SCS 수준별 차이를 살펴
보면, 하 수준 비네트에서는 ESCS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다소 부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고 상

ST84 비네트 문항은 3명의 교사에 대한 설명

수준 비네트에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

을 읽고, 상, 중, 하 수준으로 기대되는 수학교사

으로 더 높았다. 또한 학교급별에서도 집단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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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났다. 즉 직업계고 학생들이 상대적으

트 수준에 따라 기대된 순서로 응답한 것을 알

로 하 수준 비네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응답

비율이 낮았으며, 반대로 상 수준 비네트에서 ‘매

중 최소 3가지 수준에서 2가지 이상에 대해 동

우 그렇다’의 비율이 다소 낮았다.

일한 응답 반응을 보인 비율이 각각 54.5%와

한편 ST82와 ST84의 세 가지 수준별 비네트

60.5%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비네트의 질문 문
항에 따라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Table
7>과 <Table 8>의 ‘전체’ 비율에 따르면 하 수준
비네트의 경우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
다’의 비율이 ST82에서는 각각 34.1%, 26.6%인
반면, ST84는 40.5%, 44.9%로 나타났으며, 상 수
준 비네트의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비율은
ST82에서 각각 16.4%, 54.9%로, ST84에서 34.0%,
57.7%로 나타나, ST82에 비해 ST84에서 비네트
수준(하-중-상)에 따라 하 수준에서는 부적으로,
상 수준에서는 정적인 응답에 대한 동의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는 OECD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
(ST84)이 비네트 문항으로 적정함을 함의한다.

Table 9. Rates of order violation based on
vignettes (%)

비네트
비네트
문항 ST82 문항 ST84
순서화된 응답
15.5
23.4
(strick ordering)
27.7
31.7
동일 중, 상 동일
응답 하, 중 동일
4.9
18.4
(ties) 상, 중, 하 동일 21.9
10.4
역 응답(reversals)
30.0
16.1
계
100.0
100.0
특히 중 수준과 상 수준의 비네트 문항에 대
한 동일 응답이 높았다. 또한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ESCS별 학교급별로 기대된 순서화된
응답의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즉, ESCS 상 집
단에서 그 비율이 높았고,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다. 비네트 문항 수준에 대한 응답 일관성

PISA 2012 경우 전체적으로 약 25%가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비네트의 유형을 보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Von Davier et al., 2017). 앞서 언급하였

상대적으로 기대된 순서의 응답 비율이 낮았다.

2.

수학교사의 지원,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
구인에 대한 원척도와 비네트 조정척
도 점수 비교

듯이 PISA에서는 동점 비네트에 기반하여 가능
한 가장 낮은 비네트 조정 점수를 제시하고, 역
반응 비네트의 경우에 대해서는 동점으로 재배
정한 후 동점 규칙에 근거하여 조정된 응답을
산출한다(OECD, 2014, pp. 356-357).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료에 기반하여 동점 또
는 역반응 비네트 분포를 살펴본 결과, <Table
9>와 같이 ST82 비네트 문항의 경우 순서화된
응답은 15.5%로 PISA 2012 전체 결과에 비해 매

‘수학교사의 지원’,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 구
인에 대해 조정된 결과와 원래의 구인의 결과를
성별, 지역규모별, ESCS 수준별, 학교급별 조정
결과는 <Table 10>, <Table 11>과 같다. 먼저 ‘수
학교사의 지원’ 척도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의
경우 원척도(MTSUP)가 -0.25였으나 비네트 조정

–

이후에 0.11로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
다. 척도가 평균 0, 표준편차 1인 점을 고려할

우 낮았으며, ST84의 경우는 23.4% 정도만 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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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original and anchored scales of teacher support (MTSUP)

구분
성별
지역규모별
ESCS
학교급별
전체

남
여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하
중
상
중학교
일반계고
직업계고

원척도 점수(MTSUP)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0.27 0.95 -2.86
-0.23 0.83 -2.86
-0.28 0.86 -2.86
-0.29 0.89 -2.86
-0.21 0.91 -2.86
-0.29 0.89 -2.86
-0.24 0.89 -2.86
-0.23 0.90 -2.86
-0.29 0.94 -2.86
-0.25 0.89 -2.86
-0.26 0.91 -2.86
-0.25 0.89 -2.86

최댓값
1.84
1.84
1.84
1.84
1.84
1.84
1.84
1.84
1.84
1.84
1.84
1.84

비네트 조정척도 점수(ANCMTSUP)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0.17 1.00
-2.75 2.64
-0.05 0.87
-2.75 2.64
-0.20 0.94
-2.75 2.64
-0.13 0.92
-2.75 2.64
-0.07 0.96
-2.75 2.64
-0.12 1.01
-2.75 2.64
-0.11 0.92
-2.75 2.64
-0.10 0.89
-2.75 2.64
-0.13 0.92
-2.75 2.64
-0.09 0.89
-2.75 2.64
-0.20 1.13
-2.75 2.64
-0.11 0.94
-2.75 2.64

Table 11. Comparison of original and anchored scales of classroom management (CLSMAN)

구분
성별
지역규모별
ESCS
학교급별
전체

남
여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하
중
상
중학교
일반계고
직업계고

원척도 점수(CLSMA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0.26 0.78 -3.25
-0.26 0.77 -3.25
-0.35 0.68 -2.43
-0.25 0.78 -3.25
-0.24 0.81 -3.25
-0.35 0.74 -3.25
-0.24 0.79 -3.25
-0.19 0.80 -3.25
-0.17 0.97 -2.00
-0.25 0.77 -3.25
-0.33 0.73 -2.43
-0.26 0.78 -3.25

때 최솟값보다는 최댓값이 상승하였으며, 남학생

3.

최댓값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비네트 조정척도 점수(ANCCLSMA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0.16 0.88 -2.82 2.97
-0.06 0.81 -2.82 2.97
-0.23 0.83 -2.82 2.97
-0.12 0.87 -2.82 2.97
-0.08 0.84 -2.82 2.97
-0.17 0.88 -2.82 2.97
-0.10 0.83 -2.82 2.97
-0.08 0.84 -2.82 2.97
-0.06 0.96 -2.82 2.97
-0.08 0.79 -2.82 2.97
-0.27 0.99 -2.82 2.97
-0.12 0.85 -2.82 2.96

수학교사의 지원,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

에 비해 여학생이,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에서,

외 구인에 대한 원척도 점수와 비네트

직업계고에 비해 중학교, 일반계고에서 다소 크

조정척도 점수 결과 비교

게 조정된 경향이 파악되었다. ESCS 수준별로는
하 집단의 조정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다음은 수학교사의 지원, 수학교사의 수업 운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 구인에 대한 결과를 살
펴보면,

전체

평균의

점수

에 대한 결과를 성별, 지역규모별, ESCS 수준별,

(CLSMAN), 비네트 조정 점수가 각각 -.26에서

학교급별 조정 결과로 비교한 것이다. [Figure 1]

-.12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 집단별 결과 또한

은 성별에 따른 학생 설문 구인별 원척도 점수

전체적으로 ‘수학교사의 지원’에서 나타난 결과

(점선)와 비네트 조정척도 점수(실선)를 나타낸

와 유사하였다.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남녀 학생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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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한 태도 및 소속감, 수학 수업에서의

[Figure 2]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로

인지 활성화, 수학에 대한 도구적 동기, 수학에

학생 설문 구인별 원척도 점수(점선)와 비네트

대한 내적 동기, 수학 학습에서의 성실성, 수학

조정척도 점수(실선)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에 대한 자아개념, 교사와 학생 관계, 수학에 대

통해 구인별 원척도 점수가 읍면 지역이 가장

한 주관적 규범에 대해 OECD 기준으로 평균 이

낮고,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점차 높아진다는

하의 경향을 보였으며, 비네트 조정을 한 이후에

것을 알 수 있으며, 세 지역규모 모두에서 비네

는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그래프를

트 조정을 한 이후에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향

통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조정의 폭이 크다는

조정되었으나, 읍면지역의 조정의 폭이 대도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수학 수업에서

및 중소도시보다 적게 나타났다. 구인별로는 세

수학교사가 얼마나 인지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지역규모 모두에서 ‘수학 수업에서의 인지 활성

지원했는지를 묻는 ‘수학 수업에서의 인지 활성

화’와 ‘수학 학습에서의 성실성’에 대한 조정이

화’에 대해 가장 크게 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크게 일어났다.

남학생 집단에서 ‘수학에 대한 내적 동기’에 대
한 비네트 조정척도 점수가 원척도 점수보다 낮
게 나타났다.

(a)
대
도
시

(a)
남
학
생

(b)
중
소
도
시

(b)
여
학
생

Figure 1. Comparisons of original and anchored
scale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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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
수
준

(c)
읍
면
지
역

Figure 2. Comparisons of original and
anchored scales by area

(b)
중
수
준

[Figure 3]은 ESCS 상, 중, 하 수준별 학생 설
문 구인별 원척도 점수(점선)와 비네트 조정척도
점수(실선)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통해 구
인별 원척도 점수가 ESCS 하 수준에서 가장 낮
고, 중 수준, 상 수준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지
만 상 수준의 결과도 대부분 OECD 평균인 0보
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세 수준 모두에서 비네트
조정 이후 척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

(c)
상
수
준

었으며, 조정의 폭은 하 수준이 상 수준보다 크
게 나타났다. 수준별로 조정의 폭이 큰 구인을

Figure 3. Comparisons of original and

살펴보면, 하 수준과 중 수준에서는 ‘수학 수업

anchored scales by ESCS level

에서의 인지 활성화’, ‘수학 학습에서의 성실성’,
상 수준에서는 ‘수학 수업에서의 인지 활성화’에

[Figure 4]는 학교급별로 학생 설문 구인별 원

대한 조정이 가장 크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척도 점수(점선)와 비네트 조정척도 점수(실선)

한편 상 수준에서 ‘수학에 대한 내적 동기’에 대

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통해 세 지역규모

한 비네트 조정척도 점수가 원척도 점수보다 낮

모두에서 비네트 조정을 한 이후에 점수가 전반

게 나타났다.

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고등학교(직업계)의
조정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래프를 통해 구인별 원척도 점수는 고등학
교(직업계)가 가장 낮고, 중학교, 고등학교(일반
계) 순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조정의 폭이
큰 구인은 중학교에서는 ‘학습 활동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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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네트 조정된 구인과 수학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변화

‘학습 활동과 관련한 학교에 대한 태도’ 또는
‘수학 학습에서의 성실성’으로 나타났다.

비네트 조정에 따라 각 구인별로 수학 성취도
점수와의 관련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단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PISA 2012의 수학
성취도 점수는 지필 평가와 컴퓨터 기반 평가
점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각에 대해 행렬

(a)
중
학
교

표집 검사 구성 설계를 반영하여 5개의 유의측
정값(plausible values)을 제공함에 따라 이를 반

Ⓡ macro를 활용

영하기 위해 OECD(2009)의 SAS
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1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original
and adjusted scales based on vignettes

(b)
고
등
학
교
일
반
계

(PBT, CBT)

구인
수학교사의 지원
수학교사의 학급 운영
학교에 대한 태도 : 학습
성과
학교에 대한 태도 : 학습
활동
학교에 대한 소속감
수학 수업에서의 인지
활성화
수학에 대한 도구적
동기
수학에 대한 내적 동기
수학 학습에서의 성실성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교사와 학생 관계
수학에 대한 주관적
규범

(c)
고
등
학
교
직
업
계

지필 평가
원척 조정
도 척도
점수 점수
0.13 0.15
0.14 0.16
0.08 0.11
0.29 0.22
0.14 0.15
0.08 0.19
0.42 0.37
0.41 0.38
0.40 0.33
0.48 0.42
0.15 0.14
0.31 0.27

컴퓨터 평가
원척 조정
도 척도
점수 점수
0.16 0.16
0.17 0.17
0.08 0.11
0.27 0.21
0.16 0.16
0.13 0.21
0.35 0.33
0.36 0.35
0.37 0.33
0.47 0.40
0.15 0.14
0.27 0.25

Figure 4. Comparisons of original and
anchored scales by school level

<Table 12>의 원척도 점수와 비네트 조정척도
점수에 대해 지필 평가와 컴퓨터 기반 평가 결
과와의 상관계수를 비교해 보면 ‘수학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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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 활성화’ 변수에서 비네트 조정 이후 두

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가지 수학 점수 모두 상관계수가 다소 높아졌으

대된다.

나, ‘학교 태도: 학습 활동’, ‘수학 학습에서의 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응답

실성’,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은 다소 낮아졌으

성향, 원척도 점수와 조정척도 점수의 차이 등에

며, 그 밖의 다른 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비네트

서 나타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

조정 이후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

로 하는 설문을 개발할 때 시사점을 제공할 수

로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하여 수학 성취도와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논의점은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비네트 조정된 구인과 성

다음과 같다.

취도의 상관이 일관된 방향으로 높아지거나 낮
아지는 패턴은 파악되지 않았다.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비네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두 비네트
(수학교사 지원, 수학교사 수업 운영) 문항에 대
해 하 수준 문항에는 ‘그렇지 않다’, 중 수준 문

V. 결론

항에는 ‘그렇다’, 상 수준 문항에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하 수준 문항에서

앵커링 비네트 방식은 국제 비교 연구에서 국

‘전혀 그렇지 않다’와 상 수준 문항에서 ‘매우

가 간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설문 문항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응답 차이를 조정할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

타났다. 두 비네트 문항 중에서는 ‘수학교사의

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응답 성향을 고려하여

수업 운영’이 ‘수학교사의 지원’에 비해 상대적

척도 점수를 조정하는 앵커링 비네트 방법을 소

으로 순서화된 응답 비율이 높아 비네트 방식의

개하고 PISA 2012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네트 문항의 내용이

라 학생들의 앵커링 비네트 방법이 적용된 설문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비네트 방식의 활용 가

그리고 주목할만한 결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능성을 탐색하였다. 일반적으로 비네트 문항에

중, 상 수준의 비네트에 대한 동일 응답의 비율

대해 낮은 쪽으로 응답하는 경우, 실제 설문 문

이 높고 상 수준에서의 극단적 리커트 척도를

항은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조정되고, 비네트 문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극

항에 높게 응답하는 경우에는 실제 설문 문항은

단적 리커트 척도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의 성향

낮은 쪽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또

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으나, PISA 비네트 문항

한 비네트 문항군에 대한 응답들 중 극단치를

에 제시된 수학교사의 지원이나 수학교사의 수

포함하는 경우 실제 설문 문항의 응답에 대해서

업 운영 상황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일상적이

보다 중앙으로 접근하도록 조정되고, 반대로 비

지 않거나 학생들의 판단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

네트 문항군에 대한 응답들이 극단치를 포함하

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같

지 않고 중앙에 몰려있다면 실제 설문 문항은

이 수학 성적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습량이 많

조금 더 극단치 반응을 포함하는 쪽으로 조정된

은 국가에서는 이틀에 한 번 수학 숙제를 내고

다(Von Davier et al., 2017). 이와 같은 조정 과정

시험 전에 숙제의 답을 알려주는 수학교사의 지

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설문에서 보다 타당하

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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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 적절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화된

나, 다른 변수와 달리 ESCS 척도 점수에 근거하

응답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

여 임의적으로 삼등분하여 구분되었기 때문에

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앵커링 비네트 방법을

해석 및 활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집

적용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상황, 문화 등을 충분

단 특성이 명명변수가 아닌 설문지에 근거한 구

히 반영하여 학생들이 상, 중, 하 수준의 비네트

인에 의한 내재적 특성일 경우 이에 대한 적정

에 대해 명확한 ‘수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세

한 분석 방안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심하게 제작하고, 체계적인 설계에 따른 설문 및
척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비네트와 관련된 구인 외 10개의 구인
즉, 학교에 대한 태도 및 소속감, 수학에 대한

둘째, 성별, 지역규모, ESCS 수준, 학교급에

내적 동기 등에 대한 원척도 점수와 조정척도

따라 비네트 문항 수준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앞서 논의된 두 가지 구인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 ESCS 수준별, 학교

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수학 수업에

급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에

서의 인지 활성화’, ‘수학 학습에서의 성실성’ 구

비해 여학생이, ESCS 하 집단보다는 상 집단에

인에 대해 원척도 점수와 조정척도 점수의 차이

서 비네트 문항 수준에 대해 기대화된 순서대로

가 크게 나타났다. 먼저 ‘수학 학습에서의 성실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비네트 상 수준에 대

성’은 학교에서의 수학 학습 예를 들어 수학 숙

한 ‘매우 그렇다’의 비율과 비네트 하 수준에 대

제를 제때 끝마치거나 열심히 하는지, 수학 시험

한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수학 수업에 집중하고 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계적으로 공부하는지 등을 묻는 문항이다. 우리

비해 그 비율이 낮았다. 이처럼 비네트 문항에

나라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수학 학습에 성실

대한 집단별 응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설문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인에 대한 원척도

문항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문항을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 조정의 폭이 크

이해하고 해석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내포

게 나타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수학 수업에

한다.

서의 인지 활성화’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볼 때

셋째, 비네트 문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인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생각할

인 수학교사의 지원과 수학교사의 수업 운영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원척도 점수와 비네트

기회를 제공하는지 등을 묻는다. 이 문제에 대해

조정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학

서도 원척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생보다 여학생에서,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에서,

우리나라의 수학 수업이나 학습이 정형화된 방

직업계고에 비해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에 기인

조정이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한 것으로 보이며, 낮은 원척도 점수는 조정의

는 비네트 문항 수준에 맞게 ‘전혀 그렇지 않다’

폭이 크게 나타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최

또는 ‘매우 그렇다’ 등 명확한 순서화된 응답을

종적으로 산출된 조정 점수를 통해 각 구인에

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조정이 높게 일어난 점

대한 우리나라 학생, 그리고 집단별 특성을 보다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ESCS는 상 집단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보다 하 집단에서 좀 더 조정이 크게 나타났으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 비교 연구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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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설문 조사에서 학

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 해석을 정교화

생들이 집단별로 보이는 특성의 차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하려면 앵커링 비네트 방법과 같은 대안적 설문

비네트 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유의점

조사 방법을 도입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함

으로는 첫째, 비네트 문항과 직접 관련된 문항

에 있어서도 보다 세밀한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

이외에 다른 구인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 특히 교과에 대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

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순서화된 비네

구와 관련하여 성차 연구는 주요한 주제 중 하

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동일 응답이나

나이므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 성향을 고려한

역 응답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비네

앵커링 비네트 설문이 개발·적용될 필요가 있다.

트 방식의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반드시 점

지금까지 PISA 설문을 중심으로 앵커링 비네

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네트 문항의 내용에

트 방법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

따라 즉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응답

보았다. 앵커링 비네트 방법은 응답자의 응답 편

패턴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

의를 조정하는 데 일정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

기 보고식 리커트 타입의 설문 조사 도구를 활

는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 결과

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교육 맥락 및 상황에 적

에 대한 타당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한 비네트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구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교육에서 앵

에 연관 지어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

커링 비네트 방법을 적용한 설문을 개발하기 위

은 의미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학

한 절차 및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앵

생들의 응답 성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설문 응답

커링 비네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이 순서화된 응답을 할 수 있는 비네트 문항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설문 조사 방식에 대한

개발해야 한다. 이때, 역 응답과 수준별 동일 응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된 앵커링 비네트 방법에

답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 수준과 중 수준의

대한 논의가 수학교육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동일 응답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를 기대하는 바이다.

것이다. 둘째, 2~3개 정도의 비네트 문항을 개발
하여 예비검사 또는 파일럿 검사를 통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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