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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1차에서 5차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

교 2학년 시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영어 교과 학업성취와 사교

육 참여 및 사교육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학업성취의 

자기회귀적 속성에 착안하여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을 통하

여 사교육 참여와 영어성취, 사교육비와 영어성취 간의 종단적 관계를 모

형화하였다. 

또한,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의 인과효과를 추론하고자 사전공변인 통제방

법으로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inverse probability treatement weight, 

IPTW)를 활용하였다. 기존의 종단모형에서 역확률 가중치 방식은 각 시점

별 가중치를 곱하여(product weight) 적용하였으나 이는 처치 간 독립성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높은 상관을 갖는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의 연

속적 처치 상황에서는 이 가정이 위배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시 

추정을 통하여 오차항 간 처치 간 상관을 추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모형으

로 4시점의 경향점수 및 역확률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분형 처치인 사교

육 참여에 대해서는 다변량 프로빗 회귀모형(multivariate probit 

regression)을, 연속형 처치인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적용하여 사전 공변인으로 인한 선택편의를 조정

하였다. 또한, 이렇게 산출한 최종 가중치를 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하여 가

중치 적용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교육 참여의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중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와 영

어교과 학업성취의 종단적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사교육 참여가 영어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연도별 변화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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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2. 이전 시점의 영어교과 학업성취가 이후 사교육 참여

에 미치는 영향의 연도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사교육 참여의 자기회귀적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교육비의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 중학교 2학년부터 고

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중등학생의 사교육비와 영어교과 

학업성취의 종단적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사교육비가 영어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연도

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이전 시점의 영어교과 학업성취가 이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의 연도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3. 사교육비의 자기회귀적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분석에는 SPSS 22.0, Mplus 7.0 및 STATA 14.0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참여 및 비용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사교육의 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교육과 같이 연속적 참여가 이루어지며, 시

점 간 상관이 높은 처치 변인의 인과 추론을 위해서 종단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선택편의를 조정하지 않은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앞 시점의 변인을 충분히 통제한 경우,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은 유사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인 이전 시점의 

성취도 및 사교육 참여와 같은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연구에서는, 사

교육 효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교육 참여 및 비용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곱 가중

치를 적용한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모형에 비하여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의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시점의 사교육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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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의 경우, 기존에 유의하였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효과도 선택편의 조정 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단모형에서도 충분한 공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 시간의존 및 시간불변변인을 통제하기 어

려운 종단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는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교육비와 같이 연속성을 갖는 변인 역

시 일반화 경향점수를 통하여 다양한 처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전 시점의 영어성취가 이후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가중치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비가중치 모형에서는 

모든 시점에서 이전 시점의 영어성취가 이후 시점의 사교육 참여 및 비용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택편의를 조정

함에 따라 모든 시점에서 영어성취가 이후 시점에서 사교육비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에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이 이후에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고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사전 학업성취 그 자체라기보다 학생의 개인적 특질, 배경, 학교 특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에도 이전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는 이

후 시점의 참여 및 비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택편의 조정에 의하여 사교육비의 영향력은 모든 시점에서 일정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은 이전 시점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고 지속적

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상술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

하였다.

주요어 : 사교육 효과, 종단모형, 자기회귀모형, 선택편의, 경향점수, 일

반화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

학  번 : 2015-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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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열된 사교육 문제의 해결은 공교육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이자 교육 정

책의 영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목표로 다루어져왔다. 사적 영역에

서의 교육 참여가 정책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

인 현상으로 이는 한국에서 사교육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토록 국내에서 사교육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그 목적과 맞

닿아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보충 목적의

(remedial) 학습이라기보다 선행학습으로 대표되는 수월성(enrichment)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김진영, 2007).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사

교육은 대체적으로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는 목적보다는 다른 학생에 비하

여 더 나은 성취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성격이 강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적

으로 사교육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 속에서 과열된 사교육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박정주, 2011) 공교육 파행,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와 같이 과중한 사교육 부

담은 교육 정책의 영역이 아닌 계층 및 지역 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성낙일, 홍성우, 2008)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1980년 7.30 교육개혁 이후의 과외수업 금지, 1995년 5.31 교육개

혁 이후의 방과후 학교, 2000년대 EBS 연계 및 선행학습 금지 등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도입,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여전히 정

책적 화두로 남아있다.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1천억원으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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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2천억원(1.3%p) 증가하였고 중등학교에서의 월평균 사교육비 및 1인

당 사교육비는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통계청, 

2017). 2010년대 이후 2015년까지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작년 사교육비 총액 및 1인당 비용이 증가한 점, 2010년대 이후 학생 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통계청, 2017), 학생 개

인 측면에서 사교육비가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일각에서는 사교육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기 이

전에 어떠한 이유로 사교육이 이토록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 그 원인과 실태, 그리고 효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으며 그러한 인식 속에 사교육을 둘러싼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중 실증 연구의 영역에서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직접적

인 이유인 학업성취를 기준으로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왔

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육 관련 종단 자료들이 구축됨에 따라 다

변량, 다층 모형을 적용한 종단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교

육의 효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를 다룬 횡단시점 연구는 이전 시

점 공변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교육의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업성취는 이전 학업성취

와의 상관이 높다는 점에서 이전 시점의 학업성취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경우, 해당 시점에서의 사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횡단시점의 공변인은 시간 전후 관계가 불명확하여 결과를 

효과로 해석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반면, 종단연구의 경우, 전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횡단시점 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종단

모형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등 한정된 학

교급 내에서의 사교육 효과를 다루었다(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신

종호, 김용남, 부은주, 서은진, 2008; 박순흥, 한기순, 2013; 김성연, 2013; 

도승이, 김성식, 2014). 실제로 사교육은 중학교 시점부터 고등학교 시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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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교육과 학업성취 간의 연속적 인과를 

장기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종단연구모형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연도별 변화율이 동일

하다고 가정하여 평균변화율을 추정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등학교 학

생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교육 참여가 학업성

취에 미치는 영향이 연도별로 일정하다는 가정은 다소 비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게다가, 기존 종단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위계선형모형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은 변인 간의 직접 효과만을 설정할 수 있

기 때문에, 다시점 상황에서 간접효과는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는 물론, 직접 

및 간접 효과를 반영하여 시점별로 처치 변인의 영향력을 달리 모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종단모형은 다시점에

서의 공변인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횡단시점의 

선형모형과 같이 많은 공변인을 직접 투입하기 어려우며 특히, 공변인이 

시간의존변인인 경우 더욱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종단 연구에서는 다수의 공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Ye & Kaskutas, 2009; 이진실, 2013). 

이러한 구조방정식에서 다수의 공변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

법 중 하나가 경향점수(propensity score)의 역확률 가중치(inverse 

probability treatment weight, IPTW)이다. 사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다수의 

공변인을 통제하는 방식 중 하나인 경향점수를 활용한 연구(상경아, 2006; 

김지하, 김정은, 2009; 윤유진, 김현철, 2016; 홍순상, 홍윤표, 2016)가 있으

나, 다시점 종단모형에서 활용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 1차에서 5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종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중등학교 학생의 사교

육 참여 및 비용과 영어 교과 성취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다. 서울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7). 또한,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사교육은 주로 영어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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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과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중에서도 영어 교과는 지난 10년 

간 교과 가운데 가장 높은 사교육비 총액 및 1인당 사교육비를 기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2014; 통계청, 2017). 게다가 영어 사교육은 조기교육 목

적의 유초등 사교육에서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중등 사교육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수학과 더불어 다른 교과에 비해 그 지속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높고 그 과열 양상을 여실히 드러내

는 서울 지역 자료를 토대로 영어성취와 사교육의 종단적 영향을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는 처치로서 갖는 성격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할 때, 중학생의 

63.8%, 고등학생의 52.4% 가량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통계청, 2017). 

즉, 사교육 참여 여부는 일종의 사건(event)의 관점에서 사교육에 참여하

지 않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이질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사교육비에 따라 다른 처치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교육비를 연속적인 처치로 보고 그 효과를 

탐구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이를테면, 사교육 참여 자체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계 소득은 사교육 참여보다는 사교육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례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700

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에 비해 13%p 정도 낮게 나타났으나 사

교육비는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이러한 차이

로 인하여, 사건(event)이라는 관점의 사교육 참여와 연속적 처치인 사교

육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은 경향점수를 산출하여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

로 사전 공변인에 의해 발생하는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 이전 학업성취가 

이후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라는 점을 반영한 자기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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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autoregressive model)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각 시점의 처치가 

이전 시점의 처치와 갖는 상관을 고려하여 각 시점의 경향점수를 독립적

으로 추정하지 않고 사교육 참여에 대해서는 다변량 프로빗 회귀

(multivariate probit regression) 모형을,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학업성취가 갖는 자기회귀적 속성은 여러 선행연구(박현정, 상경아, 강

주연, 2008; 이수정, 임현정, 2009; 김성연, 2013 등)에 드러나있음에도 구

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활용한 기존 성장모형에서는 

측정변인 간 회귀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변량 위계선형모형에서

는 사전 성취도를 투입하더라도 연속적 성격을 갖는 처치 변인과 결과 변

인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

회귀모형을 통해 연속적 속성을 갖는 사교육 참여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영어 교과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의 영향을 살

펴봄에 있어 자기회귀적 성격을 갖는 처치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을 다

시점에서 통제하여 기존 성장모형에 비하여 엄밀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자 한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점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학생의 

사교육과 학업성취 간의 상호 인과 관계를 종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

기회귀모형을 통하여 기존 종단분석에 활용된 성장모형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하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가계 및 학습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중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이 영어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함으로

써 실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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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학생의 영어 사교육 참여 및 비용과 학업성취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업성취를 다룬 기존의 

종단성장모형 연구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변화율(기울기)를 추정하는 

것과 달리 학년별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교육 참여의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중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와 영

어교과 학업성취의 종단적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사교육 참여가 영어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연도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이전 시점의 영어교과 학업성취가 이후 사교육 참여

에 미치는 영향의 연도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사교육 참여의 자기회귀적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교육비의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 중학교 2학년부터 고

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중등학생의 사교육비와 영어교과 

학업성취의 종단적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사교육비가 영어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연도

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이전 시점의 영어교과 학업성취가 이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의 연도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3. 사교육비의 자기회귀적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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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교육의 개념과 한국의 사교육이 갖는 특징

사교육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대상과 목

적, 교육 내용에 따라 범위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

이다. 좁은 범위에서 사교육은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김경식, 이

현철, 2011)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외연이 확대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

교육은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은 물론,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과외, 학원 등

의 교육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윤종혁, 2003; 한수경 

외, 2015). 이와 같이, 넓은 의미로 정의된 사교육의 개념은 공교육의 개념

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규정되는 개념1)이며 Bray(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 그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목적에 따라 사교육은 크게 보충(remediation) 목적의 사교육과 수월성

(enrichment)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Baker et al, 

2001). 보충(remediation) 목적의 사교육은 공교육을 통하여 충분한 성취를 

달성하기 어려운 유형의 교육 내용을 위한 사교육과 저성취를 보이는 학

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포함한다. 이 중 전자의 경우, 공교육

의 교육 과정 및 제반 여건이 갖는 한계 상 별도로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예체능 사교육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교육은 국내에

서 문제로 제기되는 공교육을 저해하는 성격이 아닌 공교육을 보완하는

1) Stevenson과 Baker(1992)는 ‘shadow education’라는 용어를 통하여 사교육 현상
을 규정화하였으며 이는 공교육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교육의 특징을 담고 있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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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월성(enrichment)을 위한 사교육은 보완 목적의 사교육이라는 

관점에서는 참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성취를 위하여 이

루어지는 사교육을 의미한다. 즉, 수월성을 위한 사교육에는 교육을 통하

여 타인보다 더 좋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교육에 대한 경

쟁적 관점이 투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사교육의 

과열 양상 역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을 기준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사교육을 바라보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한 국제비교연구가 몇 차례 수행되었다. 대

표적으로 Baker 외(2001)는 수학ㆍ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의 

1995년 자료를 바탕으로 41개 국가의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의 

결정요인(determinants)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교육은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을 통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더 나은 성취

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저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보완목적으

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TIMSS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

다. 김진영(2007)은 기존의 Baker 외(2001)의 연구가 누락변인로 인한 편의

(omitted variable bias)와 횡단 자료의 활용으로 성취도와 사교육 간 내생

성 문제(endogeneity)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교육의 원

인과 결과에 관하여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성취

를 보였으며 이 지점에서 대체적으로 보완적 성격의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확연히 구분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이종재(200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월성을 위한 사교육이 한국에

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며, TIMSS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 역시 대상 연

령 및 연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교육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과 대체적인 경향성에 있어 다른 특질을 보인다는 점은 사교육과 학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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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연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사교육이 이루어지

는 배경과 참여 결정요인에 따라 그 양상과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교육과 학업성취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교육과 학업성취에 관한 선행연구

사교육과 학업성취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두 변인 중 연구의 질문에 의

해 설정되는 설명변인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와 학업성취도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사교육을 참여 여부 내지 유형과 같은 처치변

인으로 설정한 연구와 사교육비를 변인으로 설정하여 학업성취와의 관계

를 고찰한 연구가 있다. 이 장에서는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의 종단적 영

향에 초점을 둔 주제를 고려하여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의 향상 효과 여

부보다는 사교육과 학업성취를 다루는 연구 방법론의 관점에서 선행연구

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교육과 학업성취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설문을 통하여 이루어졌

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등

의 연구보고(강무섭, 임연기, 김흥주, 김재웅, 1991; 윤정일, 1997)와 같이 

기관의 연구보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사교육과 학업성취

에 초점을 맞춘 성격의 연구는 아니었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사교

육 참여 이유, 유형, 시간, 금액 등 사교육 실태를 묻는 문항 가운데 사교

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을 통하여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강무섭 외(1991)의 연구는 중학생 3,888명, 고등학생 3,947명, 대학신입생 

2,260명을 대상으로 하여 과외수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문항 중 과외수업의 효과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 간 다소 간 차이는 

있으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신입생 모두 긍정적 답변을 하였고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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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효과를 더욱 크게 인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윤정일(1997)의 초중등학생 과외실태 조사연구에서는 중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과 교사, 학부모집단까지 포함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중 

학교수업과 과외수업 중 어느 쪽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은 결

과, 초등학생은 15.9%, 중등학생은 33.8%, 대학생 집단은 25.9%가 과외수

업을 답하였다. 특히, 수험횟수가 가장 많은 중등학생 집단에서는 과외수

업을 택한 학생이 학교수업을 선택한 학생보다 많았고 학부모의 경우, 

75%가 과외수업을 선택하여 과외수업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인식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설문을 통하여 사교육의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구체

적으로 성취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자기보고식(self-report) 문항을 통하여 사

교육의 효과를 묻는 것은 실제 사교육으로 인한 학업성취도의 변화를 과

대 혹은 과소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식

(2003)은 연구를 통하여 인지된 사교육의 효과와 실증 연구를 통하여 추정

된 사교육의 효과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설문 시 표집

에 있어 체계적인 층화군집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성취 향상도를 

묻는 문항에 있어 설문 설계(사교육만을 묻는 것인지, 학교 수업과의 비교

를 묻는 것인지)에 따라 응답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초기 연구가 

갖는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설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

는 실제 학업성취를 나타낸 자료와 사교육 참여 여부, 사교육비, 개인 및 

학교 배경 변인을 묻는 설문을 결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두 

시점의 변화점수를 통한 집단 간 평균 차 검증(t검증), 공변인을 투입한 중

다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연구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대동, 성병창, 길임주(2001)의 연구는 인문계 30개교의 자연계 1학급을 

군집표집한 뒤 2차례의 수능모의고사 점수를 활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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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학생용 질문지를 통하여 부모학력, 소득, 문화자본 등의 배경 변

인과 학원 및 과외 여부, 지능, 교육 포부, 성별 등의 개인 변인과 지역 변

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공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원 및 과외 

참여 여부는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효과는 다소 나타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학교변인을 더미로 

처리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인에 의한 차이인지를 보기 어렵다는 한계

가 있었다. 또한, 학교더미변인을 투입한 후 설명량 증가를 학교 효과로 

해석하였으나 실제로 두 시점의 자료를 활용한 것은 공변인으로 활용한 

성취도뿐이므로 횡단적 자료를 통하여 효과를 살펴보기는 어렵다.

오영수, 윤정식(2003)의 연구는 대구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생을 표본으

로 사교육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의 수학과 영어 교과 점

수 변화를 비교하였다. 두 시점 간의 변화점수의 집단 간 차가 처치의 차

이인 사교육의 효과라고 가정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상위 20%, 중간 

60%, 하위 20%로 집단을 나누어 성취도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전체 집단에 대해서는 사교육 여부에 따라 영어, 수학 교과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상위, 하위 집단에서는 두 교과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중간 집단의 경우, 수학 교과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는 사교육과 학업성취 이외에 다른 변인을 고려한 다변량분석연

구도 진행되었다. 상경아, 백순근(2005)은 서울 소재 1개 고등학교를 대상

으로 고등학생들의 수학 과외 참여가 수학 학업성취도, 수학에 대한 태도,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측정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통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학 과외 경험 정도와 수학 학업성취도는 3

번의 시점에서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외에 참

여하는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들에 비하여 교과에 대한 태도 및 자기조절

학습 수준도 더 높았다. 이 연구는 이전 연구와 달리 두 번 이상의 시점에

서 수학 과외가 수학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

석하였으며 인지적 측면에서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태도와 자

기조절학습 등 정서, 동기적 측면의 변인도 고려하였다. 또한, 과외 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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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분석자료 및 
대상

분석방법 통제변인 설정 주요결과

강무섭 외
(1991)

설문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

과외수업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윤정일
(1997)

설문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

중학생 집단에서 과외
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음

한대동 외
(2001)

수능모의고사점
수, 설문

중다회귀분석

개인 특성 변인
(지능, 교육포부, 

성별), 
개인 배경 변인
(부모학력 소득, 

문화자본), 
지역, 사전성취도

유의하지 않음.

오영수, 
윤정식

수학, 영어 
사전사후 

t검증 -
전체 집단의 경우, 
영/수 모두 정적 효과

<표 Ⅱ-1> 사교육과 학업성취를 분석한 초기 선행연구(패널 자료 구축 이전)

유형을 세 집단(지속적 과외, 간헐적 과외, 비과외)으로 구분하여 과외 유

형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편, 오영수, 윤정식(2003)의 연구와 상경아, 백순근(2005)의 연구는 공

통적으로 특정 1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비가 맞지 않는 등 표집 

과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평균 차

이 검정(t검정)에 있어 다른 개인 및 학교 수준 공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

으므로 효과는 편의된 추정치(biased estimate)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

로, 공변인과 관련하여 처치 집단과 유사한 비처치집단을 설정하여 처치집

단이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의 반사실적(counterfactual) 상황을 가정한 처

치 효과 비교가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의 인과 추론(causal inference)은 어

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들은 설문으로 이루어진 초기 연구와 달리 실제 학업성취 자

료를 활용하여 사교육의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공변인 설정에 있어 누락된 변인이 많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변인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변인 설

정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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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성취도점수
(하위 집단 : 중간 집
단의 수학 교과만 유
의)

상경아, 
백순근
(2005)

고등학교 
수학성취도

(3시점)

반복측정 
다변량분산분
석(MANOVA)

사전성취도 정적 효과

이와 같이 2000년대 초반까지 학업성취와 사교육에 관한 실증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었다. 

개인, 학교 수준의 다양한 변인이 누락된 점, 표집의 문제, 효과 및 변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횡단면 설계 등의 공통적인 문제는 대단위로 

수집된 종단자료를 통하여 해결 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한국교육

종단연구(KELS),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종단 자료의 구축을 통하여 

개선되었다. 학교, 교사 수준의 다양한 변인을 개인 수준의 변인과 결합하

여 활용할 수 있고 여러 시점의 반복 측정 자료를 통하여 종단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 패널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후 학업성취와 사교육

에 관한 연구에는 다층 모형 및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응용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김현진(2007)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1, 2차(2004, 2005년)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배경과 학교교육,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

방정식모형(SEM)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기본 모형에서는 인지

적 성취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은 정적 계수를 나타낸 사교육 변인(사교육

시간, 사교육비)이 경로를 추가하여 매개 효과를 설정한 확장 모형에서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업성취를 인지

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효능감이라는 정의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개

념으로 정의하여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사교육 변인

과 인지적 변인이 국어, 영어, 수학 세 교과의 총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차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여러 공변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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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효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변인을 모형 내에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는 

회귀모형과 달리 구조방정식모형의 경우, 많은 변인 간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 내에서 공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Ye & Kaskutas, 2009; 이진실, 2013). 

이와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 외에 위계선형모형(HLM)을 통한 연구도 상

당수 이루어졌다. 박현정, 상경아, 강주연(2008)은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자료(1차~3차)를 활용하여 학생 배경 특성(성별, 사전성취도, 가구소득)과 

학습 심리적 특성(수학 내재적 동기, 수학 자기효능감)을 통제한 후 중학생

의 사교육 참여가 수학 교과 학업성취도 및 향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2

수준 선형 성장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 경

험은 수학 성취도 평균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사교육 참여 패턴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세 집단(지

속적 사교육, 간헐적 사교육, 비사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사교육 

참여가 학년에 따른 성취도 성장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교육참여가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변화

는 물론, 사교육 참여 패턴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종호 외(2008)의 연구 또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의 3개년도 자료(1

차~3차)와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활용한 2수준 성장모형을 통하여, 중

학생의 사교육 참여가 학업성취도, 자기조절 학습능력, 내재적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 개입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 

개입은 조절 변인으로서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며 내재적 학습동기를 높이

는 데는 사교육이나 부모의 개입보다 학교에서의 교육 만족도가 정적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개입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

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개입과 사교육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이 없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 변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

지 않았던 부모의 개입이라는 변인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



- 15 -

의가 있다. 한편, 국어, 영어, 수학 성취도를 평균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교과 별 사교육 참여가 차별적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평균에 의

하여 교과 간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수정, 임현정(2009)의 경우, 한국교육종단연구(KELS)의 3개년(1차~3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배경 변인(사전성취도, 성별, 부모학력), 교수 학습 

요인 변인(수업의 질, 수업참여도), 개인 학습 활동 변인(독서시간, 학습시

간)을 투입한 중다회귀모형을 통하여 사교육비가 중학생의 수학과 영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교육비보다는 

학교 수업 관련요인이나 개인 학습시간이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일 것이라 예측됨에도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독

서 및 개인 학습 시간 등의 변인을 모형 내에 설정하였다는 의의를 갖는

다. 그러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교 수준 변인이 충분히 

모형 상에 설정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박현정(2010)은 한국교육종단연구의 4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교육비 변화와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 및 수업이해도 변화 간의 영

향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 1 시점에서 수학 성취도 혹은 수업이해

도가 높은 학생이 중 1 시점은 물론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 1 시점의 사교육비 수준은 수학성취도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학 수업이해도 향상에는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횡단 

시점에서의 변인이 아니라 그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보고 그것이 학업성

취와 수업이해도와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

러나 이 연구에서는 수학 성취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공변인이 통

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모형에서 추정된 영향이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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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종단 연구가 사교육 여부 및 사교육비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박현정, 신택수, 하여진, 이준호(2011)의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5

개년도 자료와 LPAMS 모형을 활용하여 사교육비 지출 패턴을 분석하였

다. 이 연구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변인 중 하

나가 성취도로 설정되어 사교육에 대한 성취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저성취를 보이는 학생일수록 전반적인 사교육

비도 낮고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사교육비를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패턴

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라는 비교적 장기간 자료를 통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순홍, 한기순(2013)의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

생의 수학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참여의 효과를 선형 성장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수학 성취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생의 수학성취도를 연구한 박현정 외

(200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김성연(2013)은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1차부터 3차년도 자료를 활용

하여, 사교육 경험 여부, 사교육 시간, 사교육 비용이 수학,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다변량 다층 성장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

과, 학생 개인 배경과 학습심리 특성을 통제한 후, 사교육이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이 높아지면서 효과가 감소하였다. 이 연구

는 영어와 수학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단변량 모형

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변량 모형을 적용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최근에는 기존 2수준 성장모형이 학교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을 고려하여 3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도승이, 김성식

(2014)의 연구는 학교 변인을 투입한 3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교육 참여는 국어, 영어, 수학 세 교과 모두 초기 시점에서의 학업

성취와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지만 성취 향상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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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분석자료 및 대상 분석방법 통제변인 설정 주요결과

김현진
(2007)

한국교육고용패널
1, 2차 자료

구조방정식
(SEM)

-
인지적 성취
: 부적 영향

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한국교육종단연구 
1~3차 자료

2수준 
선형

성장모형
(HLM)

학생 배경 변인
(성별, 월소득, 사전성취
도), 
학습심리적 특성변인
(수학 내재적동기, 수학 
자아효능감)

수학 성취 
: 정적 영향
수학 성취 성장
: 유의하지 않음

신종호 외
(2008)

한국교육종단연구 
1~3차 자료

2수준 
선형

성장모형
(HLM)

문화자본, 학교수업만족
도, 
자기조절 학습능력, 내
재적 학습동기

성취도 초기값 : 
유의한 정적 영향, 
성취도 성장 : 유
의한 효과 없음

이수정, 
임현정
(2009)

한국교육종단연구 
1~3차 자료

중다회귀
(OLS)

개인 배경 변인
(사전성취도, 성별, 부모
학력)
교수학습요인 변인
(수업의 질, 수업참여도) 
개인학습활동변인
(독서시간, 학습시간)

수학 성취
: 정적 효과
영어 성취
: 정적 효과

박현정
(2010)

한국교육종단연구 
1~4차 자료

다변량
성장모형
(HLM)

-

사교육비
수학성취도 향상
: 유의하지 않음.
수업이해도 향상
: 정적 영향

박현정 외
(2011)

한국교육종단연구 
1~5차 자료

LPAMS 
모형

-
사교육비 지출 패
턴에 대한 성취도
의 유의한 효과

박순홍, 
한기순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 
1~3차 자료

2수준 
선형

성장모형
(HLM)

- 수학 : 정적 효과

김성연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 
1~3차 자료

다변량
성장모형
(HLM)

학생 개인 특성(성별), 
학생 배경 특성
(사전 성취도, 부학력, 
월소득), 
학습심리적 특성
(내재적동기,자아효능감)

영어, 수학
: 정적 효과
(시간에 따른 기울
기 감소)

<표 Ⅱ-2> 사교육과 학업성취를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패널 자료 구축 이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박현정 외, 

2008; 신종호 외, 200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2수준 

다층모형이 학교수준의 통제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음을 반영하여 

보다 엄밀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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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이, 
김성식
(2014)

한국교육종단연구 
1~3차 자료

3수준 
선형

성장모형
(HLM)

개인 수준 변인
(성별, SES)
학교 수준 변인
(학교평균SES, 지역, 학
교평균자기조절학습)

사교육참여
초기값 : 정적영향
향상도 : 유의하지 
않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단위 종단연구 자료가 구축되면서 다층, 다변

량 모형을 통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표 

Ⅱ-2>에서 살펴볼 수 있듯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는 종단자료의 경우에도 

연구물에 따라 공변인의 설정이 상이하여 공변인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물론 횡단시점에서의 변인 간 연관성을 나타내는 

전통적 회귀분석 모형에 비하여 이와 같은 종단적 추세를 분석하는 최근

의 연구는 변인 간의 영향력을 대체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는 하나, 

종단 분석 역시 공변인에 대한 통제 없이 인과 관계(causality)를 예측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과장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5개 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

한 선행연구(박현정 외, 2011)는 분석 결과에 대하여 공변인의 영향을 통제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 관계라기보다 ‘연관(association)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종단연구 역시 

인과 추론(causal inference)에 있어서 가장 중핵적인 고려 사항은 공변인

의 통제3)라 할 수 있다. 특히, 처치(treatment)를 기준으로 처치집단과 통

2)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한 성장모형은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그런데 위계적 선형모형 역시 회귀분석의 확장으로, 설명변인의 외생성
(exogeneity)를 가정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사회과학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회귀분석 모형만으로 충족되기는 어려우며 이 가
정이 지지되지 못하면 설명변인과 오차항(error term) 간 상관이 발생하게 되는 
내생성의 문제로 편의추정량이 산출된다(gauss-markov theorem). 

3) J. S. Mill에 따르면, 인과 추론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시간적 선행성, 공변성, 비
허위적(non-spurious) 관계이다. 상관 즉, 공변성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때, 
그것이 인과 관계라는 추론이 가능하려면, 설명변인이 결과변인에 대한 시간적 
선행성을 갖추고 다른 대체가능한 설명없이 둘 간의 공변성이 비허위적 관계이
어야만 한다. 따라서, 대체가능한 원인(공변인)을 통제하는 것은 인과 추론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회귀분석과 같은 선형모형 자체는 인과가 
아닌 상관(correlation)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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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단을 분류한 후, 해당 처치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공변인이 

누락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처치의 효과가 오염(confound)되는 현상이 일

어나게 된다. 이를테면, 사교육이라는 처치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조건(공

변인)이 종속변인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는 사교육의 효과

에 있어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에서 패널 자료의 구축을 전

후로 활발히 활용되기 시작한 분석 방법 중 하나가 경향점수(propensity 

score, PS)이다. 경향점수는 처치변인을 종속변인으로, 공변인(통제변인)을 

설명변인으로 하는 별도의 회귀식(logit, probit) 모형을 설정하여 개인이 

처치를 받을 확률을 산출하며 이 확률을 경향점수라 한다. 이 방법은 처치

에 참여할 확률을 이용하여 공변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인과 관계를 

추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점수를 활용한 연구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교육 경험이 수리영역 수학능력시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상경아(2006)의 연구가 있다. 통제변인인 가구소

득, 부모학력, 여성보호자의 지원, 수학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효능감, 

개인 공부 시간, 희망교육수준을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사교

육 처치집단에 속할 경향점수를 산출 및 적용한 뒤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과에 대한 흥미나 효능감이 높고 혼자 학습하는 시간이 긴 학

생들의 경우, 사교육 수강 여부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

았고 반대의 경우, 사교육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대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조정하기 위하여 경향점수를 

활용한 다른 연구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1차, 2차 자료를 활용하

여 사교육이 상위권대학진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지하, 

김정은(200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상경아(2006)의 연구와 달리 이분

형 처치(binary treatment)가 아닌 다분형 처치(multi-valued treatment)의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반화 경향점수(generalized propensit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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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GPS)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국어와 영어 교과의 경우, 개인 및 학

원사교육은 상위권대학 진학확률과 수능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

하였으나 수학의 경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선행연구는 사교육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를 추정하여 편의

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상경아(2006)의 연구의 

경우, 편의가 통제된 상황이라면 간명한 연구모형을 통해서도 의미있는 연

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지하, 김정은(2009)의 연구는 각 

교과별로 사교육을 학원과 개인 과외로 나누어 사교육의 유형에 따른 차

별적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갖는다. 다만, 경향점수를 활용한 두 연

구는 공통적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이라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향점수 산출에 활용된 자료를 제외하면 횡단면 연구에 해당하

여 종단적 변화를 밝히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 효과를 탐색한 연구 중 경향점수를 활용

한 사례로 윤유진, 김현철(2016)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통계청 사교

육비 조사 2013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경향점수매칭 후 종속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방과후 학교 참여, ebs 이용 여부에 따른 처치와 통

제 집단 간의 성취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동일한 통제변인을 투

입한 중다회귀모형(OLS)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 참여는 모든 학

교급(초, 중, 고)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그 효과는 중학교

에서 가장 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모

든 학교급에서의 사교육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일반 회

귀모형과 비교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자료의 설계와 관련하여 첫째, 학업성취도의 경우, 실제 점수가 

아닌 담임 교사가 보고한 백분위의 중앙값을 활용하였고 과목별 차이 역

시 고려되지 못하였다. 둘째, 학교급을 모두 합하여 사교육의 효과를 추정

하였기 때문에 학년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

로, 사전 성취도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사교육의 효과는 여전히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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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분석자료 및 
대상

분석방법 통제변인 설정 주요결과

상경아
(2006)

한국교육고용
패널

1, 2차 자료

경향점수매칭
(PSM)

종속표본 t검정

개인 특성 변인
(수학 흥미, 수학 효능감, 개
인 공부 시간, 희망교육수준)
개인 배경 변인
(소득, 부모학력, 여성보호자
의 지원)

수리(가) : 유의하
지 않음.
수리(나) : 정적 효과

<표 Ⅱ-3>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사교육과 학업성취를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

또한, 홍순상, 홍윤표(2016) 역시 사교육과 ebs 시청이 수능 수학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향점수매칭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t검증 

및 회귀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사교육 참여 집단이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하여 모든 방법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교육과 ebs 시청이라는 서로 연관된 처치를 고려하여 경향점

수매칭, 회귀분석, t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고 비교하였

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사전성취, 부모의 학력 등 중요 변인이 누락

되었으며 수학성취도의 경우, 고3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를 활용하

였는데 자연계와 인문계 구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연계와 인문계의 수학 

교육과정 내용과 출제 범위가 크게 다르므로 사교육의 효과는 혼재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수행된 두 연구는 모두 경향점수매칭을 통하여 추정한 효과와 통제

변인을 투입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에 대한 

함의도 제시하였다. 다만, 경향점수를 산출하는데 두 연구 모두 사전 시점

의 공변인이 아닌 처치 여부와 동일한 시점의 변인을 설정한 것은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 설정은 경향점수의 기본 가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해당 공변인은 처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 처치의 영향을 받은 

변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령, 해당 시점의 수업 이해도는 지난 

1년 간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영향을 받는 변인일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정된 계수를 사교육의 효과라 해석하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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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김정은
(2009)

한국교육고용
패널

1, 2차 자료

일반화
경향점수(GPS)
중다회귀분석

(OLS)

개인 특성 변인
(성별, 개인공부시간, 출생순서, 능력)
개인 배경 변인
(소득, 친부모 동거여부, 부모학
력, 자녀기대교육수준, 자녀의 수)
고등학교 특성 변인

국어 : 유의하지 않음
영어 : 유의하지 않음
수학 : 수능성적에 
정적영향

윤유진,
김현철
(2016)

통계청 
사교육 자료

2013

경향점수매칭
(PSM)

종속표본 t검정
중다회귀분석

(OLS)

개인 특성 변인 (성별)
개인 배경 변인
(소득, 주소득원, 성별, 부학
력, 모학력, 방과후학교 참여, 
EBS 참여)
지역

초, 중, 고 정적영향
중학교에서 가장 
크고 고등학교에서
는 상당히 감소

홍순상, 
홍윤표
(2016)

한국교육종단
연구 6차 

패널
(2010)

경향점수매칭
(PSM) 

중다회귀분석
(OLS)

개인 특성 변인
(성별, 수업이해도, 수업집중
도, 부모 지원에 대한 인식)
개인 배경 변인
(소득, 교육비, 방과후학교 
참여, EBS 참여)
지역

수능수학성취에 대
한 정적영향

패널 자료 구축 이후에 이루어진 학업성취와 사교육에 관한 연구는 종단 

및 다층 분석이라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 

개관 및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을 통하여 통제되지 않은 공변인과 그로 인한 누락변인편의

(omitted variable bias)와 관련한 문제이다.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 중에는 

동일한 설명변인과 종속변인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라 통

제변인이 상이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특히 그 중에는 다른 선행연구 결

과에 비추어볼 때, 통제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상의 한계, 혹은 연구자의 모형 설정 등으로 누락된 변인(omitted variable)

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누락변인편의는 추정치 산출에 있어 

바람직한 추정치의 조건 중 하나인 불편성(unbiasedness)을 위배하는 결과

로 이어져 처치변인의 영향 및 효과를 과대 혹은 과소추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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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처치에 대한 사전 공변인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선택편의에 

의하여 처치효과 추정에 오염(confound)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일반적인 

회귀모형을 활용하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형 

상에 많은 공변인을 투입하게 된다. 이 경우, 공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많은 모형을 투입함으로써 독립변인 간 높은 상관으로 발생

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차원성 증가(curse of dimensionality)

로 인하여 회귀계수의 불안정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구조

방정식과 같은 모형에서는, 이와 같이 시점 간 상관을 맺고 있는 수많은 

변인을 모형에 투입할 경우, 상술한 문제로 인하여 비양정치 행렬

(non-positive matrix)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추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는 처치 집단에 속할 확률을 별도의 식을 통하여 산출함으로써 다중

공선성이나 차원성 문제없이 많은 공변인의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간명성(parsimony)을 갖춘 모형은 안정적인 모

수 추정이 가능하며 인과 추론(causal inference)의 관점에서 보다 엄격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경향점수를 활용한 기존의 사교육 효

과 연구는 횡단면 연구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고 일부 연구는 처치보다 이

전 시점의 공변인이 아닌 해당 시점의 공변인을 활용하여 인과 효과 추론

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시점의 사전 공변인을 통

하여 산출한 경향점수를 가중치로 종단모형에 적용한다면 다수의 공변인

으로 발생하는 선택편의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성장모형은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평균변화

율(기울기)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사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해마다 동일하다고 가정하

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형이 현실을 적절한 수준에서 간단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비현실적 가정일 수 있다. 중등학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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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학생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만큼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역시 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다면 사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업성취의 자기회귀적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이 있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측정변인인 학업

성취 간에는 회귀식을 설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구조방정식

이 공변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도 관련된다(Ye & Kaskutas, 

2009; 이진실, 2013). 또한,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한 성장모형의 경우에도 

통제변인으로 사전성취도를 투입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한 변인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 일변량 회귀모형의 특성 상 이전 시점의 학업성취도가 이후 

시점의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즉, 이전 시점의 

결과 변인이 이후 시점의 처치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후 시점의 결

과 변인(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월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의 사교육은 사전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위계선형 성장모형으로 종단적으로 처치 변인과 

결과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한계가 있으며 자기회귀모형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연속처치와 결과 간의 관계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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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SELS)의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울교육종

단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층화군집표집을 통하여 선

정, 2010년 1차 조사(당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코호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해당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

까지 9개 년도의 종단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6차 

데이터(2015년)까지 공개된 상태이다.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는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연도별 결과 변인(영

어성취도) 및 처치 변인(사교육 참여 및 비용)과 경향점수 산출에 있어 필

요한 개인 및 학교 배경 변인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학생, 학부

모, 학교장, 교사에 대한 상세한 문항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 특성 및 배경 

변인은 물론 정서 및 동기 관련 변인, 학교 변인까지 포괄하고 있어 다른 

자료에 비하여 경향점수 산출에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패널자료에 비하여 비교적 충분한 학교 수와 학교 당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시점부터 고등학교 시점까지의 성취도 

변화를 추적한 데이터 중 비교적 최근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분석은 1차 년도(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4,654명 

중 이후 일반계고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4차 년도 

학생 ID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별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학생 ID 혹은 학

교 ID가 없는 학생은 분석에서 제외4)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인 학업성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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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변인인 사교육 참여 여부, 사교육비가 모두 결측인 학생은 제외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사례수는 2,993명이다. 

1차 년도 자료의 경우, 경향점수 산출을 위하여 활용하며 사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기 위하여 모형 상에서 이용되는 자

료는 2차 년도(중2)부터 5차 년도(고2)까지의 자료이다. 결측 처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후술하였다.

2. 연구변인 및 결측처리

  가. 연구변인

이 연구에서 이용하는 종속변인은 2차(2011년)부터 5차(2014년)까지의 

영어 교과 학업성취도 수직척도점수이다. 영어 교과를 설정한 이유는, 통

계청 사교육비 조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교육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업 

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영어와 수학에 집중되어있다. 이중에서도 영어 교과는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또한, 수학 교과의 경우, 중학교 시점에서는 동일한 교육 과정을 배

우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계열에 따라 다른 내용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중

간 시점에서 사교육 역시 다른 처치를 받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

일 학년에서 동일 내용을 학습하는 영어 교과로 한정하였다. 학업성취도 

점수는 다른 학년의 점수 간 비교 가능하도록 수직척도화 점수를 활용하

4) 단, 학생 ID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 ID가 있다면, 학교 수준 변인을 만드는
데(aggregate) 활용하였다. 이는 학생 수준 변인을 평균하여 학교 수준 변인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학교 당 사례수 감소에 따라 학교 전체에 대한 대표성에 문
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학교 수준 변인은 본 
분석의 대상이 되는 2,993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학교에서 일반계고로 
진학하지 않은 학생(해당 학교에서 표집된 전체 학생)를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 27 -

며 1차 학업성취도의 경우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공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모형의 처치변인인 영어 교과 사교육 참여 여부의 경우, 2차 이

후 자료는 연도별 사교육 참여 여부 대신 사교육 시간 변인이 제공되므로 

이를 미참여(0), 참여(1)로 재코딩5)하였다. 참고로 처치변인과 수직척도화

점수가 동일 년도의 자료인 경우, 선후 관계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교육종단연구의 경우, 학업성취도 조사를 학기 말 시

점에 별도로 시행하므로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하다.

두 번째 모형의 처치변인인 영어 교과 사교육비의 경우, 학부모 설문 자

료의 영어 교과 사교육비를 활용하였다. 학부모 설문 자료에는 각 교과별 

사교육비를 묻는 문항에 앞서 전체 사교육 여부를 질문하는데 해당 문항

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각 교과별 사교육비는 논리적 결측이 

된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측이 아닌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교육비를 0으로 바꾸어 코딩하였다. 또한, 비용의 

특성 상 정규성을 위배하기 때문에, 로그 변환(log transformation)하여 분

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통계 결과에 제시하였

다. 그리고 비용의 특성 상, 지나치게 큰 이상치(outlier)는 계수가 과대 혹

은 과소추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향점수를 산출한 후, 극단

적인 가중치를 갖는 개체와 더불어 통계청의 사교육비 실태 조사(2017)를 

참고로 하여 각 시점별 월 사교육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는 제외하

였다.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사전 공변인6)은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5) 또한, 원자료에는 영어 교과에 대한 사교육 참여 뿐 아니라 이전 문항에서 모든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해당 사항 없음(-7)으로 코딩되어있
다. 이는 영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미참여(0)로 재코딩하였으
며 나머지 결측만을 순수한 의미의 무응답 및 결측으로 간주하였다.

6) 경향점수는 자료 내에 존재하는 사전 공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방법이므로 중
요변인을 누락하는 경우, 편의는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러나 경향점수가 별도의 
회귀식을 통하여 많은 공변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며, 공선성보다 통제
에 목적을 두는 방법이라고 해서 수십 개 이상의 많은 변인을 모형에 투입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Brookhart 외(2006)의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처치 및 
결과변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이라면 처치변인의 효과에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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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명 내용

종속
변인

영어성취도 2차~5차년도 영어 수직척도화 점수

처치
변인

영어 교과 사교육 참여
연도별 사교육 참여 여부
(미참여-0, 참여-1)

영어 교과 사교육비 영어 교과 월 사교육비(만원)

공
변
인

개인 
특성 
변인

남학생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1) 여자(2)

응답을 남학생(1), 여학생(0)으로 재코딩

학교영어교사에 
대한 인식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 7문항의 평균

다음은 학생이 현재 받고 있는 학교 수업의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과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십
시오(5점 리커트).

1) 수업을 열심히 하신다.
2) 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다.
3)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4)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5) 학생들의 높은 성취 수준을 기대하신다.
6) 과제를 꼼꼼히 검사하신다.
7)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
인하신다.

학교영어수업에 
대한 만족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도 2문항의 평균

다음은 학생이 현재 받고 있는 학교 수업의 분위기와 

<표 Ⅲ-1> 연구 변인

설정하였다(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이수정, 임현정, 2009; 김지하, 

김정은, 2009; 김성연, 2013; 윤유진, 김현철, 2016; 홍순상, 홍윤표, 2016). 

크게 개인 특성 변인, 개인 배경 변인과 더불어 학생이 소속한 집단의 특

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 변인(도승이, 김성식, 2014; 하여진, 2015)를 함

께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변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표 Ⅲ-1>에 제시하

였다.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이전 시점의 부모의 사교육 권고 여
부는 이후 사교육 참여를 예측하는 상당히 강력한 변인이지만 그 자체가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처치 및 결과변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과 상관분석을 통
하여 변인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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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과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5점 리커트).

3)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고 기다려진다.
4) 학교수업이 내 공부에 도움이 된다.

사전 학업 
성취도(중1)

1차년도(중1) 영어 수직척도화 점수
중2 시점의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사전 공변인으로 
설정

개인 
배경 
변인

사회경제적 배경

부학력, 모학력을 연한으로, 월소득은 정규성을 위하
여 자연로그변환. 각각을 Z점수로 변환하여 세 변인
의 평균

초등학교 졸업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
업(3), 대학교 졸업(4), 4년제 대학 졸업(5), 대학원 
석사(6), 대학원 박사(7)를 연한으로 변환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1), 2년제 대학(2), 4년제 대학(3), 대
학원석사(4), 대학원박사(5)을 연한으로 변환

부모의 
학업 지원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업 지원을 묻는 8문항 평균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다음 활
동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5점 리커트)

1) 집안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3) 자녀의 공부를 직접 가르친다.
4) 자녀에게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5) 과외나 학원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6) 자녀의 공부를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는다(학원, 
과외, 문제지 등).
7) 자녀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한다.
8)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자녀를 격려한다.

학교 
수준 
변인

중학교 
사립 여부

공립(0)/사립(1)

고등학교 
사립 여부

공립(0)/사립(1)

학교평균 
영어성취

해당 학교 학생의 전년도 영어성취도의 평균
(aggregate)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

학생의 전년도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교 평균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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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측처리

일반적으로, 결측 처리 시 완전한 자료(complete data)를 가진 응답자만

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 제거(listwise deletion)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

다. 그러나, 결측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제거 방식은 사

례수 감소 뿐 아니라 표집 설계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삭제하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 상황이 아

니라면 추정된 모수에 대한 편의를 발생시키며 통계적 검정력을 낮춘다

(Allison, 2001). 또한, 분석에서 부분 정보만을 가진 응답자라 하더라도 결

측 처리 방식을 통하여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추정 모수의 편의(bias)를 줄

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부분 정

보만 있는 학생들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1)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경향점수 산출 모형의 결측 처리

사교육 참여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위한 경향점수 및 역확률 가중

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각 시점별로 사전 공변인 중 결측이 있는 변

인을 EM 대체(EM imputation)로 처리하였다. 연속변인의 경우, SPSS에서 

EM처리를 한 후, 범주변인에 대하여 STATA에서 대체 1회를 완료하여, 총 

2,993명에 대하여 완전자료를 생성하였다. 결측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를 

여러 번 수행한 후 결과를 통합하는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이 가

장 바람직한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외, 

2010).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은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 비용에 대한 결정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편의를 조정하는데 있으므로 단

일 대체법 중 가장 모수에 대하여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EM대체를 적

용하였다(Graham et al, 2003; Graham, 2009; 홍세희 외, 2010). 

대체를 완료한 후, 여러 문항으로 이루어진 부모의 학업지원, 학교 영어

교사에 대한 인식,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문항들을 평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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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변인을 생성하였다. 부모의 교육기대, 부모학력과 같은 변인은 연한으

로 바꾼 뒤 대체하였으며 각각을 Z점수로 변환한 뒤, 로그월소득 Z점수와 

평균하여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을 생성하였다. 

  2) 사교육 참여 자기회귀모형의 결측 처리 

영어 사교육 참여가 영어성취에 미치는 종단 영향을 분석하는 자기회귀

모형에는 범주변인을 다루는데 가장 강건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

진 가중최소제곱법 계열의 WLSMV 방식을 적용하였다(Brown, 2006). 이 

방식은 자료 내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수준에서 가능도 함수를 만

드는 완전정보최대가능도추정(full information mMaximum likelihood, 

FIML)과 달리 변인 간의 요약 정보인 분산-공분산 행렬을 활용한다는 점

에서 제한된 정보(limited information)에 기반한다. 그러므로 이 방식은 완

전정보최대가능도추정방식에 비하여 자료 내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모수 

추정에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결측 처리를 위하여, 

Rubin(1978)이 제시한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7)을 20회 실시하여 분

석에 활용하였다. 

다중대체 방식은 모수의 변동성(variability)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가설 

검증 시 더욱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 

7) 다중대체는 EM방식으로 대체를 하여 결측이 없는 자료를 n개 생성한 후, 해당 
자료세트마다 분석을 하여 분석결과를 통합한다. 이 때, 모수 추정치는 각 자료
세트마다 얻어진 모수, 즉 n개의 모수를 평균한 값이 된다. 한편, 표준오차는 각 
세트의 표준오차를 평균(대체 내 분산, within-imputation)하는데 그치지 않고, 변
동성을 고려하여 n회의 추정을 통해 구한 모수추정치의 평균으로부터 각 세트의 
추정모수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나타내는 대체 간 분산(between-imputation 
variance)을 함께 반영한다. 다중대체를 n회 수행하여 얻는 모수 추정치와 그에 
대한 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Rubin, 1986; Rubi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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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ghunathan, & Rubin, 1990; Li et al, 1991; 홍세희, 2010). 다중대체는 대

체 횟수를 늘릴수록 더욱 정확한 결과를 제시한다. 관련 연구에서는 5회 

이상 대체하는 경우,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결측 비율이 높거나 더욱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20회 

이상을 권장한 바 있다(Graham et al, 2006; 홍세희, 2010). 이 연구에서 역

시 이 기준을 적용하여 20회 대체를 적용하였다. 자기회귀모형에 포함한 

변인의 결측 비율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변인 시점 유효 사례수(명) 전체 사례수(명) 결측비율(%)

영어성취도

1차 2940 2993 1.77 

2차 2944 2993 1.64 

3차 2946 2993 1.57 

4차 2881 2993 3.74 

5차 2818 2993 5.85 

영어
사교육 참여

1차 2850 2993 4.78 

2차 2899 2993 3.14 

3차 2895 2993 3.27 

4차 2848 2993 4.84 

5차 2741 2993 8.42 

<표 Ⅲ-2> 사교육 참여 자기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인의 결측 비율

  3) 사교육비 자기회귀모형의 결측 처리

한편, 사교육비를 추정하는 모형에서는 완전정보최대가능도 방식8)을 이

8)  완전정보최대가능도법에서는 특정 개체가 실제 갖고 있는 변인 행렬을 해당 변
인이 결측인지를 나타내는 행렬(selection matrix)와 모든 변인의 행렬의 곱으로 

나타낸다(Enders & Bandalos, 2013). 예를 들면, 자료 내에 3개의 변인   

가 있을 때, 개체 i의 가 결측이라면, 해당 개체의 관측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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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이 방법은 분산공분산행렬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

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에서 가능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생성한 후 그 

합인 전체 가능도함수의 값을 최대로 하는 모수를 추정하므로 사례수 감

소가 심한 목록별 결측 제거(listwise deletion)9)를 거치지 않고 계수 추정이 

가능하며 결측을 대체하지 않아도 참값에 가까운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Arbuckle, 1996; 홍세희 외, 2010). 이는 전통적인 단일 대체법

(single imputation)이 추정된 모수에 대한 편의(bias)를 불러일으키거나 표

준오차를 과소추정하여 가설 검증에서의 제 1종 오류를 증가시킨다는 점

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과 함께 가장 권장

되는 결측처리법이다(홍세희 외, 2010). 

사교육비의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은 전술한 사교육 참여 분석모형과 달

리, 이분형 변인이 아닌 연속변인이므로 완전정보최대가능도 추정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별도로 결측을 대체하거나 사례를 제거하지 

않고 편의가 적은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사교육비의 경우, 사교육 참여

에 비하여 결측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만, 3000명에 가까운 대표본이며 

결측 연구에서 상당한 편의를 가져오는 비율(25% 내지 30% 이상)은 아니

   이에 따라, 전체 공분산행렬이 아니라 전체 공분산행렬의 부분행렬인 개인별 공
분산행렬을 이용하여 개인 수준의 로그가능도함수를 구한다. 각 개인은 독립적이
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므로 개인 수준의 가능도함수의 곱은 개인의 로그가능
도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이 전체 로그가능도함수가 된다. 아래 식

에서 는 개체 i가 가진 완전 자료의 개수,  는 관측된 자료의 벡터, 와 

는 각각 i가 가진 자료에 대한 평균 벡터(subvector), 공분산행렬(submatrix)로 μ, 
Σ의 부분정보를 담고 있다(Enders & Bandalos, 2013).

   ln    

  ln 

ln 


   

′
     

                 ln  
  



 

9) 다른 결측제거법인 대응별 결측 제거(pairwise deletion)의 경우, 사례수 감소의 측
면에서는 목록별 결측 제거보다 낫지만 변인에 따라 사례수가 크게 변화하는 단
점이 있다. 게다가, 행렬을 통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양정
치 행렬(positive definite matrix)를 요구하는데 대응별 결측 제거는 양정치 행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추정 상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홍세
희 외, 2010; 이기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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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완전정보최대가능도 방식을 통해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반

영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변인 시점 유효 사례수(명) 전체 사례수(명) 결측비율(%)

영어성취도

2차 2944 2993 1.64 

3차 2946 2993 1.57 

4차 2881 2993 3.74 

5차 2818 2993 5.85 

로그
영어사교육비

1차 2454 2993 18.01 

2차 2574 2993 14.00 

3차 2618 2993 12.53 

4차 2529 2993 15.50 

5차 2486 2993 16.94 

<표 Ⅲ-3> 사교육비 자기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인의 결측 비율

3. 연구모형

  가.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

  1) 이분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

경향점수는 1983년 Rubin과 Rosenbaum에 의하여 제안된 방법으로, 처

치와 결과 간의 인과 효과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이를 보정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처치 외의 결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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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실험실과 같이 완벽히 통제하기란 사실 상 불가

능에 가깝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출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의 차이를 처치의 효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림 Ⅲ-1] 사전 공변인 고려 여부에 따른 모형 비교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와 같이 영어 사교육 참여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할 때,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단순히 성취도의 

차이를 추정하여 이를 사교육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영어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는 사교육 참여 이외에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 학

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성취도 차이를 오로지 사교육 참여에 의한 효

과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그림 Ⅲ-1]의 왼쪽). 특히, 성취도 간에는 

시점 간 상관이 높으므로 이전 시점의 성취도를 통제한다면([그림 Ⅲ-1]의 

오른쪽) 해당 시점에서 사교육 참여는 효과가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변인은 사전 성취도 외에 사전 사교육 참

여, 사회경제적 배경(SES) 등 여러 변인이 존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처치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처치변인 외에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인들에 차이가 존재하여, 그것이 결과변인의 차이를 야기할 때, 이를 선택

편의(selection bias)라 한다. 즉, 이러한 선택편의는 누락변인편의의 문제

이기도 하다(Heckman, 1979).

경향점수는 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 공변인을 투입하여 실제 

처치집단과 사전 처치를 받을 비슷한 확률이 비슷한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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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때, 각 개인이 처치 집단에 속할 확률이 경향점

수가 된다. 경향점수의 산출에는 일반적인 이분형 처치의 경우, 이항 로짓

(binary logit) 혹은 이항 프로빗(binary probit) 모형을 활용한다. 이 방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공변인의 균형(balance)을 확보함으로써 선택 편

의(selection bias)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향점수를 통한 인과 추론은 Rubin의 인과모형(rubin causal model, 

RCM)에 기반하고 있다. Rubin의 인과모형에서 원인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다시 말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결과에 대한 효과에 관심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의 효과는 통제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결과변인에 대한 처치의 효과(effect of treatment over control on the 

outcome)라 할 수 있다.

이때의 처치(treatment)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Holland, 

1986). 첫 번째, 노출가능성(exposability)이다. 이는 모든 개체는 원인에 노

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어떠한 학생이 사교육

을 받을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 그 학생을 포함하여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

육의 인과 효과를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은, 

조작가능성(manipulability)으로, 처치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별, 인종과 같이 개체마다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의지 혹은 선택으로 변화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처치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처치효과는 다음 <식 3.1>과 같이 정의된다.

∆                      <식 3.1>

  : 개체 i가 처치를 받았을 때 기대되는 결과

  : 개체 i가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결과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이 처치효과를 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한 개체는 처치를 받거나 혹은 처치를 받지 않은 상태 하나만 존재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치효과를 개인 수준에서 추정한다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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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 대신, 어떠한 처치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의 평균적인 차이

로서 처치효과를 추론하게 된다. 이를 평균적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ATE)라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식 3.2>

다만, 이 경우에도 처치가 온전히 무선적(randomly)으로 일어나지 않는

다면 집단 간 차이를 처치효과라 볼 수 없다. 즉, 다음과 같이, 공변인(X)

이 주어진 상황에서(조건부), 처치와 결과변인은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처치에 대한 조건부 독립성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CIA)이라 한다(Rosenbaum & Rubin, 1983). 

    ⊥                    <식 3.3>

또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경향점수, 즉, 처치를 받을 확률의 분포가 

서로 공통되는(overlap)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가정 역시 필요하다. 만약, 

사전 공변인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확률을 예측하였는데 통제집

단에 속하는 모든 학생의 사교육 참여 확률이 매우 낮고 처치집단에 속하

는 모든 학생의 사교육 참여 확률이 그보다 높다면 위의 가정은 성립할 수 

없다. 이를 공통 영역의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이라 한다. 이러

한 두 가지 가정을 강한 무관성(strong ignorability assumption)이라 하며, 

이 가정 위에서 경향점수를 이용하여 인과효과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처치의 강한 무관성이 성립한다. 단, 그 역은 성립

하지 않는다(Rosenbaum & Rubin, 1983).

    ⊥                     <식 3.4>

특정 개인이 실제로 처치집단에 속하는 사건과 속하지 않는 사건은 동시

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exclusive event)에 해당하는데 경향점수는 이러한 

점을 유사한 특질을 갖는 다른 개인을 설정하는 방법에 착안하여 대체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향점수(특히, 매칭법)은 처치집단에 속하는 개체

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개체가 통제집단에 있다면 그 개체의 변화를 처치

집단에 속하는 개체의 변화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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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factual)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osenbaum & Rubin, 

1983).

따라서 이 방법은 처치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조정하기 때문에(Rosenbaum & Rubin, 

1983) 인과 추론(causal inference)에 있어 보다 엄밀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처치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별도의 식을 통하여 경향점수를 산출

하므로 많은 공변인을 고려함에도 불구10)하고 일반적인 회귀모형과 달리 

공변인 투입으로 인한 차원성(dimensionality)을 증가시키지 않아(Rajeev & 

Sadek, 2002) 모형이 간명(parsimonious)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향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는데 <식 3.5>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식 3.6>은 프로빗 회귀모형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T는 처치

변인(참여=1, 미참여=0)을, 는 처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공변인을 나타

내는 행렬을, 는 계수를 나타내는 모수 벡터를 의미한다. <식 3.5> 좌변의 

항은 승산(odds)을 자연로그로 변환한 로짓(logit)을, <식 3.6> 좌변의 는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의 누적확률밀도함수(c.d.f)이다.

ln   
   

                <식 3.5>

        

⇔           
           <식 3.6>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치인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끼치는 공변인

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교육 참여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프로빗 회

귀식을 통하여 경향점수를 산출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공변인이 처치변인 및 결과변인에 비하여 앞선 시점의 변인이어야 

10) 경향점수 산출의 목적은 집단 간 공변인의 특성을 가급적 유사하게 만들고자 하
는데 있으므로 일반회귀분석과 달리 많은 변인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 경향점수는 모형 설정에서 몇몇 변인이 누락되는 경우에도 처치 
효과 추정에 있어 강건성(robustness)를 보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Drake, 
1993). 이 점에서 경향점수 산출방식은 누락변인편의(omitted variable bias)의 측
면에서 기존 회귀분석보다 강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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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간적 선후 관계가 불명확하

기 때문에 인과 추론이 어려운데 이는 횡단 자료를 이용한 회귀모형에서 

인과 관계 해석이 어려운 것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산출된 경향점수는 전통적인 방법인 매칭(matching) 외에도 

역확률 가중치(inverse probability treatment weighting, IPTW), 층화

(stratification) 등의 방법으로 활용된다(Austin, 2011). 이 가운데, 이 연구

에서 활용하는 역확률 가중치 방법은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개체가 각 집

단에 속할 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개체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Hirano & Imbens, 2001). 역확률 가중치는 다음의 <식 3.7>을 통하여 산출

된다. <식 3.8>은 개인 i의 경향점수를 의미한다.

   


  

 
                 <식 3.7>

  


 


 




  


              <식 3.8>

여기서 는 개체 i의 역확률 가중치를 의미하며, 는 처치 여부(1=처치

집단, 0=통제집단)를 나타내고  는 개체 i가 처치를 받을 확률을 의미하는 

경향점수(PS)이다. 단, 이는 모수로서 그 값을 알 수는 없으므로 다음 식 

<3.9>, <3.10>과 같이 주어진 공변인을 통하여 예측한 확률의 추정치

(estimate)로 산출한다(Hirano & Imbens, 2001). 

  




 

 
                 <식 3.9>

 


 



 






  



              <식 3.10>

처치(통제)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개체는 낮은 가중치를, 처치(통제)집

단에 속할 확률이 낮은 개체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게 되는 이 과정은 인

위적으로 무선할당(random assignment)에 근접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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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층화 표집에 있어 각 단위에서의 표집확률을 곱

하여 가중치로 부여하는 식으로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조정하는 방식과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Morgan & Todd, 2008; Austin, 2011). 이러한 역확률 

가중치 방식은 전통적인 매칭 방법의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수 감소를 해

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자료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아 다층모형과 동일 개체를 반복 관찰한 종단자료를 활용하는 모형에 

대하여 적합한 것(Raudenbush, Hong, & Rowan, 2002)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역확률 가중치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양극단에서 매

우 크거나 작은 값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추정에 있어 소수의 개체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Kurth et al, 2006). 이러한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이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stabilized 

inverse probability weight)이다.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는 기존 역확률 가

중치의 분자에 공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을 곱하

여 극단적인 값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Xu et al, 2010). 안정화 역

확률 가중치의 계산과정은 아래의 <식 3.11>과 같다.

  

 
  

  

 


  

 




  


  








  

    <식 3.11>        

여기서 와 는 각각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안정화 상수(stabilizing 

constant)로 각 집단의 사례수를 각 집단의 가중치의 합으로 나눈 것을 의

미한다.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는 이 안정화 상수를 가중치에 곱한 것이다. 

안정화 상수는 공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집단에 속할 확

률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종단분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역확률 가중치를 보

완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활용하여 처치에 영향을 끼치는 사전 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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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인한 선택편의를 조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연속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향점수는 이분형 처치 상황에서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Rubin & Rosenbaum, 1983). 이후, 경향점

수는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면서 점차 일반화된 상황에서의 처치를 다루는

데까지 확장되었다. Imbens(2000)는 이분형 처치가 아니라 여러 범주를 갖

는 다분형 처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 경향점수(generalized 

propensity score, GPS)를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

형(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여러 범주를 갖는 처

치에 대하여 선택편의를 조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Imbens, 2000; Imai 

& Van Dyk, 2004). 

또한, 후속 논문에서(Hirano & Imbens, 2004)는 일반화 경향점수를 더욱 

확장하여 복권 당첨금(lottery prize)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연속형 처치

에 대한 선택편의 조정 방식에 대하여 제안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이러

한 연속형 처치를 더욱 확장하여 정규분포 외에 포아송 분포, 감마 분포 

등 다른 분포를 따르는 다양한 처치11) 상황에도 적용되고 있다. 회귀분석

의 경우,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선형회귀모형에서 나아가 연결함수(link 

function)을 활용한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으로 

발전하였다면, 처치가 갖는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경향점수는 일반화 선형

모형의 일종인 이분 로지스틱 내지 프로빗 모형에서 시작하여 정규분포 

및 로그선형모형과 같은 다른 일반화 선형모형으로 확장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단, 이와 같은 일반화 경향점수는 기존 이분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에 

11) STATA의 gpscore2, glmdose 등을 이용하면 정규분포, 이항분포 외에 감마분포, 
역정규분포, 음이항분포, 포아송 분포 등 다양한 분포를 따르는 처치 변인에 대
한 경향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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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완화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Imbens(2000)는 이를 약한 무관성의 

가정(weak unconfoundedness)라 명명하였다. 아래 식에서 는 해당 처

치를 받았을 때의 잠재적 결과, 는 개체에게 할당된 처치를 의미한다.

⊥                    <식 3.12>

Rosenbaum과 Rubin(1983)에 의하면, 강한 무관성 가정은 사전 공변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잠재적인 결과 변인과 처치 변인은 독립적임을 뜻

한다. 그러나 일반화 경향점수에서의 약한 무관성의 가정은, 사전 공변인

이 주어진 상황에서 개체에게 할당된 처치가 해당 처치를 받았을 때의 잠

재적 결과와 독립적이라는 가정이다(Imbens, 2000). 즉, 이러한 가정은 이

분 처치보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경향점수를 확장하기 위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연속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 추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Hirano와 

Imbens(2004)는 사전 공변인이 주어졌을 때, 연속형 처치의 정규분포 상에

서 해당 처치값이 나타날 조건부 확률을 연속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 경향

점수로 정의하였다. 개체 i의 사전 공변인 행렬  가 주어졌을 때, 처치인 

가 나타날 확률인 일반화 경향점수는 아래의 <식 3.13>과 같이 산출된

다. 이 때, 는 공변인에 대한 모수 벡터, 는 조건부 확률분포의 분산 모

수를 나타낸다.

    ∼                    

 







    


              <식 3.13>

식을 살펴보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연속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 경향점수

는 회귀식을 통하여 추정한 잔차와 잔차분산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확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산출되는 일반화 경향점수의 경우, 이분형 처치가 아니

기 때문에 매칭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그 역수를 가

중치로 활용하는 역확률 가중치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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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14>

이와 같이 연속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 경향점수 역시, 극단적인 값을 갖

는 경우 해당 개체의 영향력이 추정 상 과대하게 반영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이분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와 마찬가지로, 안정화 역확률 가중

치를 활용할 수 있다(Robin et al, 2000). 연속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 경향

점수의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역시 이분형의 경우와 동일하게, 공변인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해당 처치값이 나타날 확률을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

된다. 다시 말해, 연속형 처치의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는 처치 변인의 주

변확률분포(marginal probability distribution) 상에서 실제 처치값이 나타날 

확률을 공변인을 고려하였을 때의 조건부 분포에서 해당 처치값이 나타날 

확률의 역수에 곱한 값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3.15>과 같

다.

 


     

∗ 

        ∗  ∗  ∗ 



            <식 3.15>

이러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 경향점수를 통한 선택편의 조정방법은 측

정된 변인에 대해서만 통제 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Coleman & Hernán, 

2008).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애초에 결과 

변인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측정이 불가능한(immeasurable) 변인이라면 경

향점수 모형에서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중요한 변인이라

도 자료 상에 누락되어있다면 경향점수를 이용하여 해당 공변인에 대하여 

동등성이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속성에 대해서

는 차이를 보일 수 있고12) 이것이 혼동변인(confounding variable)로 작용

하여 효과의 과대 혹은 과소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향점수에 대한 여

12) Drake(1993)의 시뮬레이션 연구에 다르면, 경향점수 추정 모형에서 명세화 오류
(misspecification)가 있는 경우에도 처치효과는 상당히 강건(robust)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관련 처치변인 및 결과변인과 상당한 관계를 갖는 중요 변인을 누락
하지 않는 것이 경향점수 모형 설정에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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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선행연구(Coleman & Hernán, 2008; Thoemmes & Ong, 2016)는 이러한 

모형 설정 오류(misspecification)이 존재하는 경우, 가중치를 반영하더라도 

선택편의가 온전히 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Imai와 

Ratkovic(2015)은 특히, 종단모형에서 활용되는 곱 가중치가 모형의 오류

에 더욱 민감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정 및 자료 상의 한계가 존재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모형 상에 

모든 사전 공변인을 포함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가정의 충족 여부를 

온전히 검증하기란 매우 어렵다(Thoemmes & Ong, 2016). 이러한 경향점

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여러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측정되지 않았거나 측정 불가하지만 시간과 관련된 변인을 반영

할 수 있는 종단모형과 결합할 경우, 경향점수가 갖는 맹점을 보완하면서

도 동시에 다수의 변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종단모형에서 더욱 엄밀한 인

과관계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특정 시점에서 사교육의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횡단 시점의 공변인만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횡단 모형에서는 공변인과 처치변인, 결과 변인 간의 시간 전후 관계도 불

분명할뿐더러 일반적으로 학업성취가 이전 시점의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

을 갖는다는 점에서 해당 시점의 공변인만으로는 온전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이전 시점의 학업성취도를 통제하

게 되면 횡단 자료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시간의 흐름까지 효율적으로 통

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다시점 모형에서의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

여러 시점에서 처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다시점 처치의 선택

편의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곱 가중치(product weight)가 주로 활용

된다(Hong & Raudenbush, 2008; Imai & Ratkovic, 2015; Thommes & Ong, 

2016). 그 이유는 매칭방법의 경우, 시간의존 처치변인(time-varying 

treatment)에 적용하게 되면 시점에 따라 감소하는 사례수가 급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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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기 때문이다(Thommes & Ong, 2016; Kupzyk & Beal, 2016). 또

한, 매칭과 층화의 경우, 처치변인의 시간의존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편의가 증가한다는 맹점도 존재한다(Robins & Hernán, 2009).

반면, 곱 가중치 방식은 사례수의 감소 없이 다시점에서 시간불변 공변

인 및 시간의존 공변인의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며 

따라서, 공변인 통제가 어려운(Ye & Kaskutas, 2009; 이진실, 2013) 종단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경향점수를 

이용한 곱 가중치 및 안정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Bray, 

Almirall, Zimmerman, Lynam, & Murphy, 2006; Thommes & Ong, 2016). 

여기서,    ,   는 각각  시점까지의 처치변인, 공변인을 의미한

다.

  
  




      

  


 

  





  
  




      

  

     
 

  





는시점   

<식 3.16>

위의 <식 3.16>과 같이, 곱 가중치는 각 시점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

다. 또한, 이는 곱 가중치가 시점 간 처치가 해당 처치 이전 시점까지의 공

변인과 처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독립성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확률 이론에서, 

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단지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곱과 동일

하기 위해서는 두 사건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조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이것을 다시점으로 확장한 가정을 연속적 무관성(sequential ignorability)라 

한다(Robins, 1999; Imai & Ratkovic, 2015). 이는 어떤 시점 이전까지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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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공변인이 주어진 상황이라면(조건부), 해당 

시점의 특정 개체가 갖는 처치 변인은 무선적으로 할당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중치 방식은 일변량 모형인 선형모형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Hong과 Raudenbush(2008) 역시 선형모형의 관

점에서 시점에 의해 변화하는 처치 변인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위

한 방법으로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형에서는 두 

번째 시점의 처치와 첫 번째 시점의 처치와는 공분산 관계만을 설정한다.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Ⅲ-2]의 왼쪽에 해당한다. 구조방정식의 관점에

서 보자면, 이 모형은 각 시점의 처치를 외생변인(exogenous variable)으로 

간주하므로 각각의 분산을 별도로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시점의 

처치변인( )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공변인( )으로 발생하는 선택편의를 

가중치로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인들이 두 번째 시점의 처치변인

(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식 3.12>와 같이 2번째 시점의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해당 시점의 처치

( )에 대한 사전 공변인( )뿐 아니라 이전 시점의 처치( )에 대한 사전 

공변인() 역시 투입하는 것이다. 

[그림 Ⅲ-2] 선형모형과 구조방정식에서의 종단 가중치 비교

그런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처치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는 이

와 모형이 달라진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번째 처치변인( )는 더 이상 외

생변인이 아닌 내생변인(endogenous variable)이 되며 첫 번째 시점의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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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의 영향력은 을 통하여 간접적으

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 이러한 시간의존 처치변인의 내

생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편의를 불러올 수 있다(Kupzyk & Beal, 2016). 기

존 선형모형에서의 가중치는 처치 간 간접효과를 설정할 수 없는 상황에

서 모든 이전 시점 이전의 공변인으로 인한 이후 시점 처치의 내생성을 모

형에 고려하기 위한 것13)이라 할 수 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종국적인 목적은 사전 공변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

택편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각 시점 처치 간 간접 효과가 설

정되어있는 경우, 두 번째 시점 처치()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위

해 이전 시점 처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공변인()을 다시 투입하는 것

은 반복하여 편의를 조정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 오른쪽 그림에서 에서 

로 가는 경로는 이미 이 동일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에 영향을 미치

는 공변인의 영향력 역시 통제된 상황이라는 가정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종단 구조방정식을 활용하는 이 연구에서는 기존 선형모형

의 관점에서 제시된 종단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각 시

점 별 처치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공변인만을 각 시점 별 가중치를 산

출하는데 활용하였으며 이렇게 산출한 각 시점 별 공변인을 곱하여 최종 

가중치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단, 이러한 곱 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시점이 증가할수록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아지는 문제가 있

다: 일반적으로 역확률 가중치를 활용할 때에는, 가중치가 지나치게 극단

적인 경우, 해당 개체의 영향력이 과대 혹은 과소 반영되는 점에 유의하여

야 한다. 이는 특히, 몇몇 개체의 가중치가 매우 큰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된

13) 이러한 선형모형의 가중치 역시 논의의 여지가 있다. 특정 시점의 가중치는 이
전 시점까지의 모든 처치와 모든 사전 공변인을 고려한 즉, 결합확률분포 상에서 
산출된다. 이는 이전 시점까지의 모든 처치와 공변인을 하나의 결합확률분포 상
에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점 간 처치와 시점 간 공변인 간에는 시간적인 선
행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간접적 관계가 존재한다. 즉, 각 시점 별 
결합확률분포가 존재하는 것인데 선형모형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여러 시점의 
결합확률분포를 통합(pooled)하여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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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이 활용된다. 하나는, 전

술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값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가중치를 갖는 일부 개체를 표본에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연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10을 기준으로 이보다 가중치가 큰 개체를 제거하거

나 상위 2.5%, 하위 2.5%의 값을 제거14)(truncation) 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

된다(Rubin, 2001; Patorno et al, 2013; Thoemmes & Ong, 2016). 이 두 가

지 방법을 활용하면 극단적인 가중치가 추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시점 간 처치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은 종단모형에서 위반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이다. 종단모형에서 시간의존변인은 여러 시점에서 반복 측정

(repeated measurement)된 변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의 경우, 대개 이

전 시점의 변인과 상관을 맺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변인이 처

치변인인 경우, 앞서 서술한 시점 간 처치의 독립성 가정을 위배하게 된

다. 이는 달리 말해, 종단 모형에서 여러 시점의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위

한 곱 가중치의 가설이 오히려 종단 모형 상황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엄격

한 가정임을 뜻한다. 

또한, 사전 공변인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조건부 독립성 역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복 측정되어 시점 간 상관이 높은 처치 변인이라면 

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전 공변인을 통제하기란 사실 상 불가능에 가

깝기 때문이다. 이 경우, 측정될 수 없거나 측정 가능하지만 자료 상에 누

락되는 공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오차항 간에는 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각 시점 간의 처치가 갖는 자기상관이 크다

면, 이를 독립으로 간주하여 곱 가중치를 산출하게 되면 그 값이 지나치게 

크게 산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개체들 간의 가중치 차를 증가시켜 결과

14) 단, 두 연구(Patorno et al, 2013; Thoemmes & Ong, 2016)에서 경향점수 혹은 가
중치의 극단치를 제거(truncation)하는 것은 효과 추정치에 약간의 편의(bias)를 발
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만, 시점이 많은 종단모형에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가중치로 인하여 훨씬 큰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5% 절사 방법(Rubin, 2001)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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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오히려 계수의 편의 역시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처치변인인 사교육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이전 시점의 

사교육이 이후 시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신인철, 

김기헌, 2010; 김혜숙 외, 2011; 박정주, 2011; 김혜숙 외, 2012; 도승이, 진

하늘, 최린건, 김록현, 2015; 이진실, 2016) 후술할 결과에서도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의 시점 간 상관은 대략 .6~.7로 나타났다(<표 Ⅳ-10> 참고). 따

라서, 각 시점의 가중치를 독립적으로 산출한 후, 그 곱을 최종 가중치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위배를 최소화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처치변인인 사교

육 참여와 사교육비의 선택편의를 조정하는 경향점수 모형에서 시점 간 

오차항의 상관을 반영하는 동시 추정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사교육 참

여 변인의 경우, 종속변인이 이분형인 여러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는 다

변량 프로빗 회귀(multivariate probit regression)모형을 활용한다. 이는 일

변량 프로빗 회귀를 확장한 것으로, 추정 시 오차항 간 상관행렬을 반영하

여 모수 추정이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이분형 종속변인을 갖는 여러 개

의 식을 모의 최대가능도추정법15)(simulate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동시추정한다. 다변량 프로빗 회귀모형은 각 식의 이붆

형 종속변인의 기저에 연속성을 갖는 잠재변인이 있음을 고려하며 따라서 

오차항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또한, 사교육비의 경우, 연속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규분포를 따르

는 처치 간의 상관을 고려하는 SUR을 적용하여 오차항 간 상관을 고려하

고자 한다. 추정은 통상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통해 얻

은 잔차 간 상관을 잔차 상관행렬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로 다시 설정16)하

15) 식이 2개인 경우, 즉, 이변량 프로빗 회귀모형을 제외하면 로그가능도함수는 폐
형 해(closed form solution)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3개 이상의 식을 동시 
추정하는 다변량 프로빗 회귀에서는 GHK 알고리듬과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

16) 일반화최소제곱법은 이론적으로 잔차 간 상관모수로 이루어진 행렬 Σ을 이용한
다. 그러나 실제 잔차 간 상관모수를 알 수 없으므로 OLS를 통해 얻은 잔차 상

관을 상관모수에 대한 추정치( )로 이용하는데 이를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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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정모수에 가중행렬로 활용하는 일반화최소제곱법(generalized least 

sqaure, GLS)을 통해 이루어진다(Zeller, 1962).

관련 연구인 하여진(2015), 이진실(2016)의 연구에 의하면, 오차항 간 상

관을 허용하는 SUBP(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일반 프

로빗 모형과 비교한 결과, 처치 간 상관을 고려할 경우, 시뮬레이션과 실

제 자료 모두에서 극단적인 값이 줄어들고 모수의 편향도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에서 다시점 구조방정식 모형에 오차항 상관을 고려하여 추정

한 이분형, 연속형 경향점수를 결합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점, 그리고 연속형 처치에 이를 적용

한다면 영어 사교육 참여와 영어 사교육비가 영어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엄밀한 인과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나.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 AR)

학업성취의 경우, 특정 시점의 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이전 시점의 학업성취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성

취 관련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이전 시점의 학업성취도를 설정하는 경

우가 많다(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이수정, 임현정, 2009; 김성연, 

2013 등). 즉, 이전 시점의 성취와 이후 성취의 상관이 높고 이후 시점의 

학업성취가 갖는 분산(variance)의 상당 부분을 이전 시점의 성취로서 설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계열의 각 관측값이 선행된 관측값에 의존하는 경우를 회귀

식으로 모형화한 것을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이라 한다

(Gujarati, 2009). 변인 의 시점에서의 값이 이전 개   시점의 

값에 영향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모형화할 수 있으

며 이를  모형이라 한다.

    
  



                  <식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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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상수를 의미하고, 는 시점에서의 값이 시점의 값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를 의미한다. 는 백색 잡음(white noise)

으로 회귀식에서의 오차항(error term)과 유사한 의미, 즉 이전 시점의 

값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자기회귀모형 중 직전 시점의 시계열만이 다음 시점 시계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는  모형은 다음 <식 3.1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식 3.18>

자기회귀모형은 시계열 모형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정상성(stationarity)을 

가정하고 있다. 어떠한 시계열 {  } 가 강한 정상성(strict stationarity)을 만

족한다는 것은, 어떠한 시점들의 결합밀도확률함수가 시간 축의 이동에 따

라 불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식 3.19>

여기서, 모든 양의 정수 α와 n에 대하여 성립하여야 한다. 이는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시계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는 유한개의 관측값으로 시계열 예측을 

모형화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에 따라 1차 및 2차 적률

(moment)로서 결합확률밀도함수를 설명하며 이를 약한 정상성(weak 

stationarity)의 가정이라 한다.

이는 첫째, 평균이 시간 축에 평행하며 둘째, 분산이 일정하고 셋째, 시

계열 간의 공분산(covariance)은 특정 시점과 관련 없이 오직 시점 간 간격

에만 의존한다는 세 가지 가정을 포함한다. 또한, 일반적인 회귀식의 가정

과 마찬가지로 오차항의 정규분포, 변인과 오차항 간 독립성, 오차항 간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기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3.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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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20>

이와 같은 가정에 따라 모형의 경우,  의 분산 및  과    의 

공분산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φ가 –1과 1사이의 범위를 갖는 것은 φ가 

오직 이 범위에 존재할 때,  의 분산이 수렴하기 때문이다.

   
 




  

      
 




        <식 3.21>

이러한 자기회귀모형 중 대표적인 것은 ,  모형으로 이 중 

은 가정과 계산과정이 간단하면서도 많은 자료의 자기회귀적 속성

을 잘 설명할 수 있어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기회귀모형은 구조방정식과 결합하여 종단 모형으로 활용

되어왔다(Selig & Little, 2012). 예를 들어, 3시점을 다루는 일변량 자기회

귀모형(univariate autoregressive model)을 구조방정식 형태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Ⅲ-3]와 같다(도식화의 편의 상, 오차는 표현하지 않았다). 

[그림 Ⅲ-3] 일변량 자기회귀모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업성취는 자기회귀적 속성을 갖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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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이므로 이와 같이 모형화할 수 있다. 즉, 어떠한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얻은 영어점수는 이후 2학년 때 점수에, 다시 2학년 때 영어점수는 3학

년 때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모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변량 자기회귀모형을 확장하면 여러 변인의 종단적 변화를 살

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래 [그림 Ⅲ-4]의 이변량 자기회귀모형

(bivariate autoregressive model)이다. 이 연구의 맥락에서는 학업성취와 

더불어 사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교육 참여 및 비용 역시 상당 부분 이전 시점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회귀적 속성만을 반영하여 해당 변인끼리의 경로만을 설정

하지 않고 사교육과 학업성취, 학업성취와 사교육 간의 관계 역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은 변인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적절

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 Ⅲ-5]이다. 

[그림 Ⅲ-4] 이변량 자기회귀모형 

   

[그림 Ⅲ-5] 이변량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이와 같이 자기회귀 관계 갖는 변인 간에 교차 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자

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이라 한다(Selig & 

Little, 2012). 이 모형을 활용하면 자기회귀 속성을 갖는 변인의 변화는 물

론, 서로 다른 변인 간의 영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원인의 시간적 선행성을 담보할 수 없는 횡단 연구의 한계

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Ⅲ-5]에서 가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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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면 가 의 원인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첫 번째 시점의 자료만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과 은 상관을 맺고 있으므로 어느 쪽을 원인변인으로 설정하든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횡단 모형의 경우,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를 원인변인으로 설정하였다면 역인과(reverse causality)의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이처럼 횡단 시점에서는 살

펴볼 수 없는 종단적 인과 관계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해당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 사교육과 관련한 연구로는 사교육 참여와 사

교육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향상효과 간의 종단적 관계를 탐색한 박정주

(2011)의 연구와 EBS 수능강의 수강과 사교육 간의 관계를 다룬 길혜지, 

김혜숙(2015)의 연구가 있다.

이 모형을 통해 영어 사교육과 학업성취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본다면, 

사교육 처치와 영어성취의 자기회귀적 관계는 물론, 사교육 참여 및 비용

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학업성취가 이후 사교육 참여 및 비용

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의 모형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종단모형에서 

직간접 효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선형모형과 구분되

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단, 이 연구의 모형 설정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약간 다른 지점이 

있다. 먼저, 이 연구의 모형은 동일 연도 자료의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이 해

당 연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이를 테면, 중학교 

2학년 시점에 답한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이 해당 시점에 측정한 영어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교차지연에 가까운데 

같은 시점에 포함된 자료이지만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은 지난 1년에 대한 

것이며 학업성취는 이 이후에 측정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이 이후 시점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설정

하지 않았다. 즉,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이 3학년 시점

의 영어성취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설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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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중1) 2차(중2) 3차(중3) 4차(고1) 5차(고2)

1차(중1) 1 .737 .692 .687 .610

2차(중2) - 1 .719 .680 .615

3차(중3) - - 1 .724 .647

4차(고1) - - - 1 .767

<표 Ⅲ-4> 5개년도 영어 교과 수직척도 점수 간 상관계수(N : 2,993)  

유와 동일한데 설문의 구조 상, 사교육은 지난 1년 범위를, 학업성취는 1

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년의 사교

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이후의 학업

성취에는 직접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간접적 관계만을 설정하였다. 선형모

형에서는 이와 같은 간접 경로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효과를 설정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도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사교육 처치가 

중학교 3학년에 미치는 효과는 중학교 3학년의 사교육 처치를 거치거나 

중학교 2학년의 영어성취를 거쳐 가는 것에 가깝다. 한편, 해당 시점에서 

측정한 영어점수가 이후 1년 간 사교육 참여 혹은 비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차 경로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성취를 모형화하는데 있어 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

기 위하여 자료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기본 가정을 충족하

는지 살펴보았다. 

평균과 분산이 약간씩 변화하기는 하지만 뚜렷한 추세를 가지고 변화하

지 않았다(기술통계의 <표 Ⅳ-1> 참고). 엄밀한 의미에서 평균과 분산이 변

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에서 활용한 수직척도 점수는 학년급

에 따라 평균이 상승하도록 선형변환한 점수이므로 평균 변화는 어느 정

도 의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상성은 충족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17).

17) 전통적인 시계열 모형과 같이 미래의 성취에 대한 예측은 아니므로 차분을 통하
여 자료를 변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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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고2) - - - - 1

이와 함께, 시점 간 상관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특정 시점의 성취도가 이전 

시점의 성취도와 보이는 상관계수가 .7 수준으로 일정18)하게 나타났다(<표 

Ⅲ-4> 참고). 연도에 따라 상관계수가 약간 변화는 있으나 위 모형에서 φ

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근사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보다 이

전 시점의 성취도와는 일관되게 상관계수가 감소하여 공분산에 대한 가정 

역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취의 자

기회귀적 속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종단모형이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여 대체적인 인과 관

계를 파악하는데 횡단모형에 비해 이점을 갖기는 하지만 처치 변인 및 결

과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공변인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여전

히 그 영향에는 편의가 포함된다. 그러한 점에서 앞서 살펴본 경향점수 역

확률 가중치는 종단 구조방정식 모형인 자기회귀모형을 보완할 수 있다. 

  다. 연구모형 요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경향점수를 활용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의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 구조방

정식을 통한 자기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사교육 참여 및 비용과 영어성취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한다. 이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요약한 것이 

다음의 [그림 Ⅲ-6]과 [그림 Ⅲ-7]이다.

18) 단, 시점 간 결측빈도가 다르므로 시점 별 사례수는 약간 차이가 있다. 상관 산
출에 활용된 사례수는 1차 2,940명, 2차 2,929명, 3차 2,931명, 4차 2,866명, 5차 
2,768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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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사교육 참여 분석 모형

[그림 Ⅲ-7] 사교육비 분석 모형

중2 시점의 경우, 이후 시점과 달리 이전 시점인 중1 시점의 영어성취도

와 사교육 참여 변인이 모형 상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변인에 

대한 통제는 경향점수 모형을 통하여 가중치로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중1 

시점의 사교육 참여의 경우, 중2 시점 사교육 참여를 예측하는 매우 강력

한 변인이다. 그러나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임과 동시에 정규성을 위배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경향점수 모형으로 온전히 통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상당한 예측력을 갖는 변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모

형 설정 오류(misspecification)에 해당하여 선택편의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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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따라서, 중1 시점 사교육 참여라는 사전 공변인을 통제하기 위

하여 경향점수를 활용한 김준엽, 박인용, 시기자(2016)의 연구19)를 참고하

여 해당 변인은 직접 자기회귀모형에 투입하였으며 경향점수 모형에는 중

1 시점의 영어성취도 변인만을 투입하였다.

또한, 특정 시점의 성취도와 그 이전 시점의 성취도의 잔차 간에는 상관

을 설정하였다. 이는 성취도 역시 자기상관이 상당히 높은 변인으로 모형

내에 변인으로 반복 측정된 성취도를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치 

변인인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의 경우, 오차항 간 상관을 고려하는 모형으로 

경향점수를 산출하였으므로 잔차 간 상관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향

점수는 처치 변인과 결과 변인에 동시에 미치는 사전 공변인을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성취도를 설명하는 여러 변인(개인의 습관, 여러 심리

적 변인, 학교의 특성 등)을 모두 통제하기 어렵다. 자료 내에 이 모든 변

인이 측정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그 중 일부는 측정이 불가하다는 문제

도 존재한다. 즉, 이 경우 역시 누락변인으로 인한 편의를 피하기 어렵다

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반복 측정된 자료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모형 상 잔차 간 상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윤정숙, 유성경, 홍세희, 

2012). 이 연구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성취도의 잔차 상관을 설정하였다.

19) 이 연구는 경향점수매칭과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효과를 분
석하였다. 이 중 학생의 출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경향점수 
매칭 이후에도 통제되지 않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를 추가적으로 통제하기 위
하여 두 변인을 모형 상에 직접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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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영어
수직척도

점수

중1 2940 541.650 35.467 .301 -.070 429.000 635.000 

중2 2944 554.180 40.203 .408 -.272 411.000 655.000 

중3 2946 569.354 45.452 .357 -.523 423.000 664.000 

고1 2881 589.439 35.915 .929 .698 493.000 700.000 

고2 2818 626.307 29.527 .860 .483 549.000 750.000 

영어
사교육
참여

중1 2850 0.759 0.428 -1.211 -.533 0.000 1.000

중2 2899 0.756 0.429 -1.196 -.571 0.000 1.000

중3 2895 0.705 0.456 -.900 -1.192 0.000 1.000

고1 2848 0.620 0.485 -.495 -1.756 0.000 1.000

고2 2741 0.563 0.496 -.254 -1.937 0.000 1.000

영어
사교육비

중1 2454 17.926 17.085 7.266 134.652 0.000 400.000 

중2 2574 20.105 29.532 11.740 197.559 0.000 700.000 

중3 2618 20.856 33.322 10.299 148.017 0.000 700.000 

<표 Ⅳ-1> 주요변인 기술통계(N=2,993)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연구의 관심변인인 종속변인(연도별 영어 수직척도점수)과 처치변인(연

도별 영어 교과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

다. 정적 편포로 인하여 로그 변환한 사교육비는 변환 전과 변환 후를 모

두 제시하였다. 변환 후에는 왜도와 첨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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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2529 20.469 26.270 8.548 136.257 0.000 600.000 

고2 2486 18.761 24.888 8.822 158.392 0.000 550.000 

로그영어
사교육비

중1 2454 2.402 1.303 -1.003 -.402 0.000 5.994 

중2 2574 2.476 1.299 -.991 -.098 0.000 6.553 

중3 2618 2.376 1.439 -.759 -.744 0.000 6.553 

고1 2529 2.230 1.606 -.548 -1.432 0.000 6.399 

고2 2486 1.997 1.698 -.251 -1.780 0.000 6.312 

시점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남학생 - 0.544 0.498 -0.178 -1.970 0.000 1.000 

사회 
경제적 
배경

중1 0.000 0.815 -0.310 0.562 -3.950 2.694 

중2 0.000 0.814 -0.261 0.461 -4.209 3.415 

중3 0.000 0.810 -0.218 0.159 -3.249 2.558 

고1 0.000 0.808 -0.302 0.432 -4.062 2.662 

부모의 
교육기대

- 17.709 2.213 0.551 -1.204 12.000 21.498 

학교 
영어교사
에 대한 

인식

중1 3.945 0.792 -0.735 0.745 1.000 5.023 

중2 3.829 0.808 -0.662 0.813 1.000 5.019 

중3 3.821 0.821 -0.622 0.722 1.000 5.000 

<표 Ⅳ-2> 경향점수 산출변인 기술통계(N=2,993) 

 

경향점수 산출변인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단, 이 연구에서는 다시

점 모형을 다루고 있어 수십 개가 넘는 원 변인을 모두 싣는 것은 지면 상 

생략하였으며, 결측 처리 후 경향점수를 산출한 변인의 기술통계를 기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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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3.967 0.718 -0.493 0.562 1.000 5.000 

학교 
영어교사
에 대한 

만족

중1 3.306 0.957 -0.108 -0.252 1.000 5.009 

중2 3.158 0.950 -0.173 0.033 1.000 5.000 

중3 3.163 0.936 -0.198 0.181 1.000 5.000 

고1 3.300 0.888 -0.160 0.195 1.000 5.000 

부모의 
학업지원

중1 3.708 0.830 -0.518 0.039 1.000 5.000 

중2 3.568 0.768 -0.356 0.247 0.974 5.079 

중3 3.596 0.742 -0.260 0.203 1.000 5.000 

고1 3.594 0.707 -0.327 0.411 1.000 5.000 

학교평균 
영어성취

중1 552.084 15.248 0.547 0.402 512.714 609.619 

중2 563.733 18.655 0.282 0.070 523.955 621.304 

중3 569.962 20.305 0.404 -0.068 526.379 628.333 

고1 574.790 16.142 1.024 3.170 526.400 669.000 

학교평균
사회 

경제적 
배경

중1 6.159 0.257 0.385 -0.239 5.596 6.754 

중2 6.168 0.282 0.191 -0.951 5.554 6.846 

중3 6.154 0.277 0.662 0.016 5.622 7.003 

고1 6.159 0.304 0.005 1.186 4.248 7.067 

중학교 
사립여부

- 0.238 0.426 1.230 -0.488 0.000 1.000 

고등학교
사립여부

- 0.640 0.480 -0.584 -1.660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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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2 

사교육 참여
중3

사교육 참여
고1

사교육 참여
고2

사교육 참여

중2 사교육 참여 1.000

중3 사교육 참여 0.666 1.000

고1 사교육 참여 0.474 0.624 1.000

고2 사교육 참여 0.421 0.501 0.692 1.000

<표 Ⅳ-3> 연도별 사교육 참여 간 상관(N=2,993)

2. 사교육 참여와 영어성취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가. 경향점수 및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추정 결과

위와 같이 설정한 후, 시점 간 사교육 참여의 상관을 고려한 다변량 프

로빗 회귀모형을 통하여 4시점의 경향점수를 동시 추정하였다. STATA의 

mvprobit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명령어는 부록에 기재하였다. 

먼저, 경향점수 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이전, 일반 프로빗 모형에 

비하여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분상관계수(tetrachoric correlation)를 산출20)하였다. 이는 원래 

연속성을 가정하는 이분변인 간의 상관계수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시점 간 상관이 .6 이상으로 나타났고 시점에 따라 상

관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두 시점 떨어진 처치 간의 상관 역시 .5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시점 별 처치의 독립성 가정은 성

립하기 어려우며 측정할 수 없거나 해당 자료에서 측정되지 않은 모든 예

20) 단, 이 때 사분상관계수는 경향점수 산출을 위하여 2,993명에 대해서 사교육 참
여에 대한 결측을 처리한 상태에서 산출한 것이다. 다만, 사교육 참여의 경우, 결
측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결측을 포함하여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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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중2 사교육 참여

남학생 -0.092 0.052 -1.760 0.078 

사회경제적 배경(중1) 0.149 0.037 4.040 0.000 

부모의 교육기대 -0.001 0.012 -0.060 0.948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중1) 0.008 0.035 0.240 0.813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중1) -0.031 0.030 -1.050 0.294 

부모의 학업지원(중1) 0.024 0.031 0.790 0.428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중1) -0.002 0.004 -0.440 0.659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중1) 0.114 0.148 0.770 0.441 

중학교 사립 여부 0.040 0.059 0.670 0.501 

사전 영어성취도(중1) 0.004 0.001 4.800 0.000 

중3 사교육 참여

남학생 -0.128 0.049 -2.590 0.010 

사회경제적 배경(중2) 0.288 0.035 8.240 0.000 

부모의 교육기대 0.012 0.012 1.020 0.307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중2) 0.004 0.033 0.120 0.903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중2) 0.018 0.028 0.650 0.513 

부모의 학업지원(중2) 0.035 0.030 1.140 0.254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중2) 0.002 0.002 0.950 0.340 

<표 Ⅳ-4> 사교육 참여 경향점수 산출모형의 추정 결과(N=2,993)

측변인을 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전 공변인을 투입한 후, 

오차항 간 상관을 고려한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적용한 사교육 참여 경향점수 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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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중2) 0.070 0.105 0.670 0.506 

중학교 사립 여부 -0.009 0.055 -0.160 0.873 

고1 사교육 참여

남학생 -0.252 0.048 -5.250 0.000 

사회경제적 배경(중3) 0.258 0.033 7.730 0.000 

부모의 교육기대 0.022 0.011 2.010 0.044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중3) 0.019 0.030 0.630 0.531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중3) -0.043 0.026 -1.680 0.092 

부모의 학업지원(중3) 0.095 0.031 3.090 0.002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중3) 0.003 0.002 1.500 0.134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중3) -0.040 0.105 -0.380 0.702 

중학교 사립 여부 0.025 0.050 0.490 0.624 

고2 사교육 참여

남학생 -0.122 0.046 -2.630 0.009 

사회경제적 배경(고1) 0.230 0.034 6.790 0.000 

부모의 교육기대 0.012 0.011 1.050 0.293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고1) 0.016 0.035 0.470 0.640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고1) -0.037 0.028 -1.330 0.183 

부모의 학업지원(고1) 0.095 0.032 2.980 0.003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고1) -0.001 0.002 -0.510 0.611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고1) 0.175 0.066 2.640 0.008 

고등학교 사립 여부 0.051 0.044 1.160 0.246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사교육 참여를 예측하는데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전 영어성취도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인이 많은 것은 이후 시점의 식과 달리 강력

한 변인 중 하나인 사전 영어성취도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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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남학생이 일관되게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시점에서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영어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낮음21)을 볼 수 있

다. 또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시 모든 시점에서 이후 사교육 참여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학업지원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시점의 사교육 참여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일수록 부모의 

학업지원에 따라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기대는 고1 시점에,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은 고2 시점의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변량 프로빗 회귀모형을 통하여 각 시점 별 사전 공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을 분석한 후, 추정 모수를 이용하여 각 시

점의 방정식 별로 해당 학생이 처치집단에 속할 예측 확률을 추정하는 명

령어(mvppred)를 통하여 사교육 참여에 대한 경향점수를 생성하였다. 

다변량 프로빗 회귀모형과 각 시점의 처치가 독립적임을 가정한 일반 프

로빗 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반 프로빗 모형으로 각 시점의 가중치를 

독립적으로 추정한 경우, 가중치가 훨씬 크게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21) 프로빗 모형의 경우, 연결함수로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밀도함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프로빗 모형에서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가 다음과 같다.

         



    









   

     φ는 표준정규확률분포함수를 의미한다. 즉, 확률에 대한 해당 변인의 한계 효
과는 추정 계수에, 표준정규확률분포에 상의 조건부 평균을 넣은 곱으로 산출된
다. 선형모형과 달리, 각 계수가 종속변인에 대한 한계효과를 의미하지 않고 표
준정규확률분포함수(φ) 안에 전체 방정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이 까다
롭다. 로짓모형의 경우, 로그의 성질에 의하여 계수를 자연로그(exp)를 이용해 변
환하여 비교적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프로빗 모형은 그러한 성질이 적
용되지 않아 해석이 번거롭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계수보다 계수의 부호(방향)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Mplus에서는 ML계열의 경우, 로짓 모형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WLSMV에서는 프로빗 모형만이 가능하다. 로짓 모형이 해석에 있어서는 간단하
지만, 다변량 모형의 경우, 로짓과 달리 프로빗 모형은 오차항에 대한 공분산행
렬을 허용하기 때문에 더욱 넓은(general)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Tra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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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통계량 2차 3차 4차 5차 최종

역확률
가중치

평균 1.992 1.995 1.995 1.993 22.366 

표준편차 1.371 1.105 0.723 0.492 52.799 

최댓값 11.503 12.180 8.472 5.797 1373.570 

최솟값 1.069 1.055 1.123 1.149 1.540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평균 1.000 1.000 1.000 1.000 1.086 

표준편차 0.196 0.234 0.251 0.219 0.892 

최댓값 2.858 3.682 3.318 2.619 18.257 

최솟값 0.470 0.386 0.511 0.530 0.068

<표 Ⅳ-5> 사교육 참여 분석모형의 역확률 가중치와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의 

기술통계량 비교(N=2,993)

관련 선행연구(하여진, 2015; 이진실, 2016)과도 일치한다. 일반 프로빗 모

형을 통한 가중치 산출에 대한 명령어 및 구체적인 결과는 부록에 제시22)

하였다.

4시점에서 동시 추정한 경향점수를 바탕으로 해당 처치(참여 혹은 미참

여)에 속할 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산출한 뒤, 극단적인 값을 줄이기 위

하여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아래 <표 Ⅳ-5>는 역확률 가중

치와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비교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안정화 상수를 곱하지 않은 일반 역확률 가중치는 시

점별 최댓값이 10을 넘는 경우가 있고 최종 가중치의 최댓값이 1300을 넘

는 등 오차항 간 상관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체 간 가중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전 공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해당 처치

를 받을 확률을 곱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값을 

22) 일반 프로빗 모형으로 산출한 가중치와 비교하면, 평균(1.195)으로 다변량 프로
빗 모형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최댓값은 매우 크게(149.798), 최솟값(0.037)은 작
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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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칭, 역확률 가중치 등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사전 공변인의 영향력을 

조정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향점수를 활용한 이후 집단 간 사

전 공변인의 영향력이 통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Rosenbaum와 Rubin(1983), Hirano와 Imbens(2004)의 연구는 경향점수를 활

용한 후, 사전 공변인 간 밸런스를 살펴보는 과정이 이후 분석 결과를 인

과효과로 추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경향점수매칭, 혹은 역확률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전에 비하여 사전 공

변인에 대한 밸런스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로 처

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t검증이 활용된다. 특히, 이는 매칭을 활용하는 경

우, 매칭 전과 후를 직관적이고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며 역확률 가

중치 방식에서는 가중 t검증(GPS adjusted t-test, Hirano & Imbens, 2004)

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여, t검증은 해당 공변인의 일변량 분포(univariate 

distribution)만을 살펴보는 것인데 실제 분석은 여러 변인이 동시에 이루는 

다변량 분포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t검증 결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해당 공변인의 영향

력이 다변량 분포에서 통제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산출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 프로빗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인의 영향력이 더 이상 처치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단, 원래 경향점수를 산출한 모형은 사교육 참

여(처치)에 영향을 미치는 4시점의 식에서 오차항 간 상관을 허용하는 다

변량 프로빗 회귀모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시추정 모형에서 각 식마다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4시점 각각에 

대하여 해당 시점의 가중치를 적용한 일변량 프로빗 모형(weighted probit 

regression)을 통해 사전 공변인에 대한 밸런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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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중2 사교육 참여

남학생 0.043 0.055 0.790 0.428 

사회경제적 배경(중1) -0.025 0.039 -0.640 0.525 

부모의 교육기대 -0.012 0.013 -0.980 0.329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중1) 0.010 0.040 0.250 0.803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중1) -0.001 0.034 -0.040 0.972 

부모의 학업지원(중1) -0.025 0.033 -0.760 0.445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중1) 0.002 0.004 0.480 0.632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중1) -0.079 0.168 -0.470 0.640 

중학교 사립 여부 -0.022 0.062 -0.360 0.719 

사전 영어성취도(중1) 0.002 0.001 1.860 0.063 

중3 사교육 참여

남학생 -0.007 0.051 -0.140 0.888 

사회경제적 배경(중2) -0.001 0.039 -0.020 0.983 

부모의 교육기대 -0.002 0.012 -0.130 0.899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중2) -0.002 0.038 -0.050 0.958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중2) 0.012 0.033 0.360 0.718 

부모의 학업지원(중2) -0.017 0.034 -0.490 0.622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중2) 0.001 0.002 0.620 0.536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중2) 0.001 0.117 0.010 0.990 

중학교 사립 여부 -0.022 0.060 -0.360 0.718 

고1 사교육 참여

남학생 -0.010 0.050 -0.210 0.834 

사회경제적 배경(중3) -0.005 0.037 -0.130 0.900 

부모의 교육기대 -0.004 0.012 -0.330 0.741 

<표 Ⅳ-6> 사교육 참여의 사전 공변인에 대한 밸런스 테스트 결과 (N=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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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중3) -0.021 0.035 -0.600 0.549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중3) 0.018 0.030 0.590 0.554 

부모의 학업지원(중3) -0.001 0.035 -0.040 0.970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중3) 0.000 0.002 -0.110 0.910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중3) 0.092 0.121 0.760 0.447 

중학교 사립 여부 0.001 0.057 0.010 0.992 

고2 사교육 참여

남학생 -0.003 0.048 -0.070 0.946 

사회경제적 배경(고1) 0.046 0.036 1.270 0.206 

부모의 교육기대 -0.008 0.011 -0.670 0.501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고1) 0.004 0.040 0.100 0.924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고1) 0.027 0.032 0.850 0.397 

부모의 학업지원(고1) -0.031 0.036 -0.860 0.388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고1) 0.001 0.002 0.450 0.652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고1) -0.042 0.075 -0.560 0.572 

고등학교 사립 여부 0.056 0.050 1.120 0.263 

분석 결과, 앞서 분석 결과에서 유의하였던 사전 영어성취도, 성별, 부모

의 교육기대, 부모의 학업지원,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변인이 4

개 시점에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여러 

변인이 이루는 다변량 분포 상에서 해당 변인들에 대하여 사교육 참여 집

단과 미참여 집단 간의 균형(balance)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Rubin(2001)은 경향점수를 활용한 역확률 가중치의 경우, 가중치가 큰 

개체에 대하여 10 이상을 제외하거나 5%(상하위 각 2.5%)를 제거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전자의 

방법은 한 시점에서라면 충분할 수 있으나 여러 시점의 경우, 가중치를 곱

하는 과정에서 최종 가중치가 지나치게 작아지는 경우 역시 함께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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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종 가중치를 기준으로 상위 2.5%, 

하위 2.5%를 절사(truncate)하여 전체 사례 2,993명 중 150명을 제외한 

2,843명을 자기회귀모형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에 포함한 2,843명의 가

중치 분포는 다음 <표 Ⅳ-7> 및 [그림 Ⅳ-1]과 같다.

구분 기술통계량 2차 3차 4차 5차 최종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평균 0.997 0.996 0.993 0.997 1.012 

표준편차 0.158 0.196 0.219 0.201 0.469 

최댓값 2.345 2.637 2.565 2.619 2.930 

최솟값 0.514 0.417 0.536 0.556 0.269 

<표 Ⅳ-7> 사교육 참여 자기회귀모형에 포함한 최종 사례의 가중치 분포(N=2,843)

[그림 Ⅳ-1] 사교육 참여 자기회귀모형에 포함한 최종 사례의 가중치 분포  

  (N=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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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기회귀모형 분석 결과

영어 사교육 참여가 영어성취에 미치는 종단 영향을 분석하는 자기회귀

모형에는 가중최소제곱법 계열의 WLSMV 방식23)을 적용하였다. WLSMV

는 범주변인을 포함하는 일반화 구조방정식(generalized SEM)을 분석하는

데 비정규성, 표본크기 등에 있어 가장 강건한(robust) 결과를 도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Brown, 2006). 또한, 구조방정식에서 그간의 연구에서 범

주변인을 다루는 최선의 방식으로 여겨져 왔을 뿐 아니라(Brown, 2006), 

최대가능도추정방식에 비하여 카이제곱 기반의 모형적합도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완전최대가능도추정방식은 대체 없이 결측을 포함하여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범주변인을 포함하는 경우, 변인의 주변확률분포

(marginal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차원 확률분포에서 이러한 적분은 매우 어렵거나 그 가능여부조

차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계산은 

가우스 구적법(gauss quadrature)이나 몬테카를로 적분(montecarlo 

integration)과 같은 수치적분(numerical integration)을 이용하여 근사적인 

값을 구하여 추정이 이루어진다. 

23) WLSMV(weighted least square with mean and variance-adjusted chi-square)는 
가중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한 다음, 평균과 분산 추정치를 통해 사후적으로 카이제
곱값을 보정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와 같이 비정규성(non-normality)을 갖는 범주
변인을 포함하는 구조방정식의 경우, 카이제곱 통계치가 카이제곱 분포에서 벗어
나 커지며 표준오차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Satorra & Bentler, 1988a; Satorra & 
Bentler, 1994). GLS추정에 기반하여 ADF(asymptotic distribution-free)와 같이 특
정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추정하는 방식(Browne, 1984)도 있으나 Satorra와 
Bentler는 추정방식을 달리하기보다 카이제곱 추정치를 교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카이제곱 통계치를 평균-분산를 척도로 하여 교정하는(scaling-correction) 
방식의 해결법을 제안하였으며 강건한 표준오차, 추정 결과 등에 이점이 있어 현
재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변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
다. 단, 자료가 완전 자료가 아니라면 Satorra-Bentler 대신 후속 연구에서 
Yuna-Bentler(2000)가 제안한 방식을 따른다. Mplus에서는 WLSMV로 명명하고 있
으나, robust DWLS(Diagonally WLS)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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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경우, 모형공분산행렬의 요소로 산출되는 평균, 분산, 공분산 

추정치 등은 모수에 대한 충분통계량(sufficient statistics)이 되지 않는다

Hox & Roberts, 2011). 이러한 이유로, 최대가능도추정법에 의한 일반화 

구조방정식의 경우, 카이제곱 통계치가 제시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CFI, 

TLI와 같은 증분적합지수 역시 산출되지 않는다. 반면, 이 연구에서 적용

한 WLSMV 방식은 가중행렬 앞뒤로 벡터를 곱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계산 

및 추정이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Hox & Roberts, 2011; 이기종, 2012) 위와 

같은 수치적분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모형의 적합도 역시 판단할 수 있다.

가중최소제곱법에서 합치함수(discrepancy function)는 다음과 같으며, 

이 합치함수값을 최소로 하는 모수 추정치 를 도출한다.

    ′     

  <식 4.1>

여기서, 는 표본공분산행렬 의 중복되지 않는 원소만을 취한 열벡터

이며  는 표본공분산행렬 에 대응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원소가 이루

는 열벡터로 모수 를 포함한다(이기종, 2012). 는 가중행렬(weighted 

matrix)24)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함수값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표본에서 

얻어진 실제 수치(변인의 분산 및 공분산)와 그에 대응하는 모수에 대한 

추정량(estimator) 간의 차이를 최소로 한다는 의미이며 이 조건을 만족시

키는 추정치 가 가중최소제곱법에 의한 모수 추정치가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정규성을 만족하는 변인의 경우 벡터 s의 원소는 분

산, 공분산이며 척도를 바꾸어 상관계수로 변환하면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가 된다. 그러나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범주변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피어슨 상관계수는 적용할 수 없다. 이 경

우, 활용되는 것이 범주변인에 대한 상관계수이다. 

24)    (단위행렬)이면 비가중최소제곱법(Unweighted Least Square, ULS)이 되며 

   (표본공분산행렬)경우는 일반화최소제곱법(Generalized Least Square), 

   (모형공분산행렬)이면 최대가능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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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표본공분산행렬과 모형공분산행렬은 중2 시점의 

사교육 참여와 중3 시점의 사교육 참여 간의 상관을 포함해야 하므로 두 

이분형 변인 간의 상관인 사분상관계수(tetrachoric correlation)을 활용한

다. 만약 다분형 변인 간의 상관이라면 사분상관계수의 일반형인 다분상관

계수(polychoric correlation)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합치함수는 다

음 <식 4.2>와 같다.

   ′   

<식 4.2>

이 식에서 는 다분상관계수의 벡터를 의미하며 나머지는 위와 동일하

다. 이 방식은 자료 내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수준에서 가능도 함

수를 만드는 완전정보최대가능도추정(FIML)과 달리 변인 간의 요약 정보

인 분산-공분산 행렬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보(limited 

information)에 기반한다. 그러므로 이 방식은 완전정보최대가능도추정방

식에 비하여 자료 내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모수 추정에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결측 처리를 위하여,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을 20회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측 처리에 대해서는 앞

서 연구 방법의 결측 처리에서 상술하였다.

본 모형 결과에 앞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자기회귀모형이 표본을 적합

하게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적합도지수를 검토하였다. 제시한 적합도는 

대체 과정을 거친 20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번의 분석 결과에서 산출

된 20개의 적합도 지수를 평균한 값으로 Mplus에서는 이를 다중대체 후 

기본값(default)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합도를 살펴보면, 카이제곱 통계치의 경우, 두 모형 모두에서 기각되

었으나 가중치 모형이 더 작은 값을 보였다. 카이제곱 통계치의 경우, 합

치함수값에 사례수에서 1을 감한 값을 곱하여 산출된다. 이 값은 완벽합치

인 0으로부터 커질수록 모형공분산행렬과 표본공분산행렬이 합치하지 않

음을 의미한다. 다만, 사례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대표본을 요구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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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에서, 쉽게 기각되는 단점이 있다(Anderson & Gerbing, 1984; 이기

종, 2012). 따라서, 실제로는 카이제곱 통계량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다른 지수를 기반으로 적합도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경우, 비중심카이제

곱 분포(non-central chi-square distribution)에 기반하여 정확합치가 아닌 

근사합치의 관점에서 제시된 적합도 지수이다(Browne & Cudeck, 1993). 

RMSEA는 다음 <식 4.3>과 같이 산출된다.

  max 
    

RMSEA  


   


              <식 4.3>

RMSEA는 모형 자유도에 따라 근사오차의 양을 추정하는 지수이며, 표

본의 크기 역시 반영되어있다. 이 지수 역시 다른 구조방정식 적합도와 같

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05 이하이면 양호하며, .08 이하

이면 수용할 만한 정도, .10 이상일 경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Kline, 2005; 이기종, 2012).

RMSEA가 모형공분산행렬과 표본공분산행렬의 차이, 즉, 근사오차를 반

영한 지수라면 연구모형이 기초모형(null model, baseline model) 대비 어느 

정도 포화모형(saturated model, full model)에 가까워졌는지를 나타내는 지

수가 있다. 이를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ices)라 부르며 대표적으

로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rker-lewis index, NNFI)가 활용된다. 

CFI와 TLI는 다음 <식 4.4>와 같이 산출된다.

 


  


    

   
 






 






 







   

    기초모형연구모형의카이제곱통계치및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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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f RMSEA CFI TLI

비가중치 모형 104.834*** 19 .040 .985 .972

가중치 모형 87.926*** 19 .036 .983 .968

 p<.001

<표 Ⅳ-8> 사교육 참여 자기회귀모형의 적합도(비가중치/가중치)

             <식 4.4>

두 지수 모두 연구모형과 기초모형의 차이를 수치화한 지수이며, 추정모

수의 수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역시 비슷하다. 다만, TLI는 CFI와 달

리 각 모형의 카이제곱 통계치를 각각의 자유도로 나누어 산출되기 때문

에 CFI보다 작고 모수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두 지

수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므로 기준은 .90~.95 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간주한다(Kline, 2005; 이기종, 2012).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모형

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세 적합도 지수 모두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표 Ⅳ-8> 참고).

가중치 적용에 따라 카이제곱 통계치는 더 작아졌고 RMSEA 역시 .03625)

으로 작게 나타나 가중치 모형이 오차에 있어서는 더욱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CFI와 TLI는 비가중치 모형에 비하여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모든 적합도에서 두 모형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모두 기준을 충분히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 <표 Ⅳ-9>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모형과 적용한 모형의 결과

(비표준화 계수26))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25) RMSEA는 점 추정치뿐 아니라 90% 신뢰구간(C.I)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20회의 다중대체를 활용한 경우, 적합도 역시 20번을 평균하여 제
시하기 때문에 신뢰구간은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연구 모형의 RMSEA값 
자체가 작게 나타나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용 모형에서는 90% 신뢰구
간을 함께 제시하였다.

26) 해당 모형에서는 표준화 계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분형 종속변인을 다
루는 회귀모형에서 일반적으로 표준화 계수를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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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가중치 모형 가중치 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사교육 참여(중2) -> 영어성취(중2) 10.844 0.912 6.316  1.065 

사교육 참여(중3) -> 영어성취(중3) 2.987 0.981 2.565  1.110 

사교육 참여(고1) -> 영어성취(고1) 1.218 0.462 0.653 0.546 

사교육 참여(고2) -> 영어성취(고2) -0.184 0.347 -0.415 0.402 

영어성취(중2) -> 영어성취(중3) 0.725 0.107 0.361 0.214 

영어성취(중3) -> 영어성취(고1) 0.720 0.020 0.745  0.019 

영어성취(고1) -> 영어성취(고2) 0.730 0.016 0.756  0.018 

사교육 참여(중1) -> 사교육 참여(중2) 1.219 0.068 1.117  0.071 

사교육 참여(중2) -> 사교육 참여(중3) 0.736 0.051 0.736  0.055 

사교육 참여(중3) -> 사교육 참여(고1) 0.539 0.038 0.480  0.038 

사교육 참여(고1) -> 사교육 참여(고2) 0.704 0.043 0.708  0.049 

영어성취(중2) -> 사교육 참여(중3) 0.002 0.001 -0.001 0.001 

영어성취(중3) -> 사교육 참여(고1) 0.004 0.001 0.002 0.001 

<표 Ⅳ-9> 사교육 참여 자기회귀모형의 추정 결과(N=2,843)

(logit)의 예를 들면, 표준편차가 일정하지 않고 X의 값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표준편차가 상수(constant)값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표준화 계수와는 거리가 있다. 이를 대체하여, 로짓 분포 자체의 분산인 을 
적용하여 표준화를 하나 이는 제한적인 방법이다. Mplus의 경우, 이분형 내생변
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하나인 경우에는 표준화 계수를 제공하기는 하나 다
른 공변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모형 역시 
이후 시점의 사교육 처치에 이전 시점의 사교육 처치와 더불어 이전 시점의 성취
도라는 두 변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표준화 계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단, Raudenbush와 Bryk(2002)이 위계선형모형(HLM)에서 변인 간 영향력을 비

교하기 위한 방법을 응용하면 비교가 가능하다. 표준화 계수는    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로짓의 분산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변인 간 영향력만을 비교
하고자 한다면 해당 설명변인의 표준편차를 곱하는 것만으로도 비교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비가중치 모형에서 중3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2 사교육 참여
와 중2 영어성취의 영향력을 비교한다면, 전자는 0.736*0.429=0.316, 후자는 
0.002*40.203=0.080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인 중 사전 사교육 참여가 중
3 사교육 참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단, 최종 모형인 가
중치 모형에서 사전 영어성취가 이후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해석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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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취(고1) -> 사교육 참여(고2) 0.004 0.001 0.002 0.001 

절편

영어성취도(중2) 541.073 1.688 544.870  1.869 

영어성취도(중3) 161.103 57.591 365.123  117.544 

영어성취도(고1) 175.404  11.508 164.107  11.324 

영어성취도(고2) 198.148  9.620 183.017  10.892 

 p<.05  p<.01  p<.001

첫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모형과 적용한 모형 모두, 점차 사교육 참

여의 효과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가중치 모형의 경우, 중학

교 2학년 시점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점까지 사교육 참여는 영어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2학년 시점부터

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가중치 모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점부터 

사교육 참여가 영어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사교육 참

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종단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

는 결과이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에도 성취도는 3개 시점, 참여는 4개 시점의 변인이 설정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직간접 효과가 상당 부분 통제되었기 때문에 양쪽 모형에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중치 적용에 따라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 계수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사교육 참여의 효과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비가

중치 모형에서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10.844점 높은 영어성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전 시점(중1) 사교육 참여의 영향력은 통제되었다 하더라도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영어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학년 시점의 

영어성취도가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과대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전 성취를 포함하는 여러 사전 공변인의 영향을 가중치를 통해 조정한 

모형에서는 6.316점으로 계수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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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모형 간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사교육 참여 효과의 차이가 큰 이

유 역시 다른 시점과 달리 중학교 2학년 시점은 가중치를 통하여 사전 성

취도가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시점 역시 가중치 적용

에 의해 사교육 효과가 약 3점에서 2.5점으로 0.5점 가량 효과가 줄어들었

고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경우,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가 줄어듦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단 모형에서 역시 사교

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공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교

육의 효과는 상당 부분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전 시점의 영어성취가 이후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비가중치 모형에서는 모든 시점에서 이전 시점의 영어성취가 이후 

시점의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선택편의를 조정함에 따라 모든 시점에서 영어성취가 이후 시점에서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사전 성취가 높은 학생이 이후에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

로 나타난 것은 사전 학업성취 그 자체라기보다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학업 지원, 성별, 학교 특성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사교육 참여의 자기회귀적 속성을 나타내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가중치 적용 전과 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네 시점 모두 이전 시점의 

사교육 참여 경험이 다음 시점의 사교육 참여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 연구모형은, 해당 시점의 사교육 참여는 이전 시점의 사교육 참

여뿐 아니라 이전 시점의 학업성취의 영향 역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계수는 이전 시점의 영어성취도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성취도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전 시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일수록 이후에도 사교육

에 지속 참여할 확률이 높은데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 공변인의 영향력을 조정한 이후에도 그다지 변화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이후 사교육 참여를 예측하는 가

장 강력한 변인이 이전 사교육 참여임을 의미하며 대다수 학생들이 습관

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실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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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2 

사교육비
중3

사교육비
고1

사교육비
고2

사교육비

중2 사교육비 1.000

중3 사교육비 0.577 1.000

고1 사교육비 0.350 0.499 1.000

고2 사교육비 0.279 0.351  0.560 1.000

<표 Ⅳ-10> 연도별 사교육비의 오차항 간 상관(N=2,993)

3. 사교육비와 영어성취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가. 일반화 경향점수 및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추정 결과

사교육 비용은 연속적인 처치로서 앞서 살펴본 사교육 참여와는 영향 요

인에 있어서는 유사할 수 있으나 영향 요인의 개별적 영향력은 두 경우에

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교육비라는 연속 처치의 선택편의를 조정하

기 위한 경향점수 모형은 SUR을 이용하였으며 사전 공변인은 사교육 참여 

경향점수 모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먼저, 사교육 비용에 대한 경향점수 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이전, 

일반 회귀 모형에 비하여 SUR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를 다음 <표 Ⅳ-10>에 제시하였다. 이는 Bresuch-Pagan 검정 

결과로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서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검정으로 널리 활용된다. 이분산성 여부를 확인하는데에는 통

상최소제곱법(OLS)을 적용하여 얻은 오차항을 제곱하여 종속변인으로 설

정하고 독립변인을 다시 투입하여 오차항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SUR 모형

에서는 FGLS를 위해 OLS 방식으로 추정한 오차항 간의 상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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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중2 사교육비

남학생 0.014 0.043 0.310 0.755 

사회경제적 배경(중1) 0.347 0.030 11.550 0.000 

부모의 교육기대 0.016 0.010 1.540 0.122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중1) 0.064 0.026 2.430 0.015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중1) -0.032 0.022 -1.440 0.150 

부모의 학업지원(중1) 0.036 0.023 1.570 0.116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중1) 0.001 0.003 0.240 0.808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중1) 0.285 0.114 2.500 0.012 

중학교 사립 여부 -0.001 0.048 -0.010 0.989 

사전 영어성취도(중1) 0.002 0.001 4.240 0.000 

중3 사교육비

남학생 -0.053 0.048 -1.110 0.268 

사회경제적 배경(중2) 0.421 0.032 13.170 0.000 

부모의 교육기대 0.020 0.011 1.800 0.072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중2) 0.017 0.027 0.610 0.540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중2) -0.002 0.023 -0.110 0.915 

<표 Ⅳ-11> 사교육비 경향점수 산출모형의 추정 결과(N=2,993)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공변인을 투입한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시점 간 

상관이 .5 정도로 나타나 여전히 시점 간 오차항이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사교육 참여 모형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

찬가지로 시점 별 처치의 오차항 간 상관을 고려한 SUR을 적용하는 것이 

자료상으로도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4시점의 경향점수를 동시에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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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업지원(중2) 0.074 0.026 2.850 0.004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중2) 0.002 0.002 1.330 0.184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중2) 0.337 0.092 3.660 0.000 

중학교 사립 여부 0.036 0.052 0.700 0.486 

고1 사교육비

남학생 -0.189 0.054 -3.520 0.000 

사회경제적 배경(중3) 0.462 0.036 12.890 0.000 

부모의 교육기대 0.036 0.013 2.860 0.004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중3) 0.003 0.030 0.120 0.908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중3) -0.038 0.025 -1.520 0.128 

부모의 학업지원(중3) 0.117 0.031 3.790 0.000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중3) 0.004 0.002 2.110 0.035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중3) 0.034 0.105 0.330 0.743 

중학교 사립 여부 -0.003 0.052 -0.050 0.961 

고2 사교육비

남학생 -0.121 0.056 -2.150 0.032 

사회경제적 배경(고1) 0.443 0.039 11.380 0.000 

부모의 교육기대 0.033 0.013 2.490 0.013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고1) 0.041 0.039 1.060 0.289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고1) -0.054 0.031 -1.720 0.085 

부모의 학업지원(고1) 0.126 0.036 3.480 0.000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고1) -0.001 0.002 -0.440 0.658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고1) 0.205 0.073 2.790 0.005 

고등학교 사립 여부 -0.002 0.049 -0.050 0.963 

위와 같은 SUR을 활용하여 일반화 경향점수 및 그 역수에 해당하는 역

확률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역확률 가중치와 이 가중치에 처치 변인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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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통계량 2차 3차 4차 5차 최종(곱)

역확률
가중치

평균 8.831 7.409 7.074 7.035 13181.768 

표준편차 29.466 11.163 6.875 7.271 117158.228 

최댓값 845.220 243.287 150.317 282.681 3831782.749 

최솟값 2.911 3.237 3.618 3.831 133.307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평균 1.007 0.996 0.994 0.992 1.631 

표준편차 0.611 0.498 0.423 0.348 9.713 

최댓값 12.979 8.372 6.914 5.006 404.082 

최솟값 0.166 0.190 0.291 0.306 0.010 

<표 Ⅳ-12> 사교육비 분석모형의 역확률 가중치와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의 

기술통계량 비교(N=2,993)

교육비의 주변확률분포에서 해당 사교육비가 나타날 확률을 곱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산출27)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Ⅳ-1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술한 사교육 참여와 마찬가지로, 4시점에서 동시 추정한 경향점수를 

바탕으로 해당 처치(사교육비)에 속할 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산출한 뒤, 

극단적인 값을 줄이기 위하여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역확률 가중치는 시점별 최댓값이 100을 넘는 경우가 있고 

최종 가중치의 최댓값이 3,000,000을 넘는 등 이분형 처치인 사교육 참여

에 비하여 훨씬 극단적인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라는 처

치가 사교육 참여에 비하여 정규분포 상에서 개인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27) STATA의 gpscore2, glmdose 등은 분석 후 경향점수를 기본값(default)로 제공한
다. 그러나, 정규분포를 따르는 처치의 경우, 일반선형회귀(OLS)로 추정되는 확률
을 제공할 뿐이며 처치 간 상관을 고려한 SUR은 이 패키지에 포함되어있지 않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UR 모형으로 분석한 후, 개체의 잔차 추정치 및 잔

차 분산() 추정치를 이용하여 Hirano와 Imbens(2004)가 제시한 수식을 통해 경
향점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사전 공변인 없이 절편만을 추정하는 모형을 통해 
얻은 잔차추정치 및 잔차분산을 통하여 같은 방식으로 주변확률분포 상의 확률
을 추정한 후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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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중2 사교육비

남학생 0.093 0.074 1.260 0.209 

사회경제적 배경(중1) -0.080 0.050 -1.580 0.114 

부모의 교육기대 -0.027 0.017 -1.640 0.100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중1) -0.041 0.047 -0.860 0.387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중1) 0.004 0.044 0.090 0.929 

부모의 학업지원(중1) -0.045 0.040 -1.130 0.257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중1) 0.002 0.007 0.360 0.722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중1) -0.178 0.274 -0.650 0.517 

중학교 사립 여부 0.013 0.077 0.170 0.863 

사전 영어성취도(중1) 0.002 0.001 1.600 0.110 

중3 사교육비

남학생 -0.023 0.066 -0.350 0.723 

사회경제적 배경(중2) -0.002 0.050 -0.030 0.973 

<표 Ⅳ-13> 사교육비의 사전 공변인에 대한 밸런스 테스트 결과 (N=2,993)

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사교육비의 주변확률분포 상에서 해

당 처치가 나타날 확률을 곱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와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가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화 역확률 가

중치의 경우, 각 시점에서 최댓값이 10근처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의 격차 

역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와 같이 연속

적인 처치에 대하여 종단모형에서 선택편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안정

화 역확률 가중치가 더욱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산출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바탕으로, 사전 공변인에 대

한 밸런스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전술한 다변량 프로빗 회귀모형과 마찬가

지로 동시 추정 시 각 방정식마다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하기가 어려우므

로 일반 선형회귀를 이용하여 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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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교육기대 -0.014 0.016 -0.910 0.362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중2) -0.071 0.054 -1.300 0.192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중2) 0.042 0.046 0.900 0.370 

부모의 학업지원(중2) -0.035 0.043 -0.810 0.417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중2) 0.004 0.003 1.280 0.200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중2) -0.082 0.157 -0.520 0.602 

중학교 사립 여부 -0.066 0.083 -0.790 0.431 

고1 사교육비

남학생 -0.012 0.067 -0.170 0.864 

사회경제적 배경(중3) -0.021 0.054 -0.390 0.697 

부모의 교육기대 -0.013 0.015 -0.830 0.404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중3) -0.046 0.045 -1.010 0.310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중3) 0.027 0.041 0.660 0.506 

부모의 학업지원(중3) -0.030 0.046 -0.640 0.519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중3) 0.002 0.003 0.500 0.615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중3) 0.130 0.164 0.790 0.428 

중학교 사립 여부 -0.022 0.075 -0.300 0.767 

고2 사교육비

남학생 -0.007 0.065 -0.100 0.919 

사회경제적 배경(고1) 0.075 0.051 1.480 0.139 

부모의 교육기대 -0.021 0.015 -1.350 0.176 

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고1) 0.006 0.055 0.110 0.910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고1) 0.028 0.044 0.640 0.524 

부모의 학업지원(고1) -0.061 0.048 -1.260 0.208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고1) 0.000 0.002 0.110 0.914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고1) 0.006 0.101 0.060 0.950 

고등학교 사립 여부 0.012 0.068 0.176 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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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회귀분석 결과, 네 시점 모두 사교육비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던 학생

의 사회경제적 배경, 고등학교 시점에서 사교육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여학생 여부, 부모의 교육기대를 비롯하여 부모의 학업지원, 학

교 평균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 평균 영어성취도 등 각 시점에서 이후 시

점의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더 이상 처치변인인 사교육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교육비에 미치는 

해당 사전 공변인에 대하여 학생들 간에 균형(balance)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라 할지라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연속형 처치

의 특성 상, 곱 가중치가 사교육 참여에 비하여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따

라서, 일부 개체의 극단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앞서 사교육 참여와 

마찬가지로 2,993명 중 가중치를 기준으로 상위 2.5%, 하위 2.5%에 해당하

는 사례를 제거하였다. 또한, 로그사교육비의 경우, 참여와 달리 정규분포

를 따르는 변인이므로 극단치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통계청 사교육비 

실태조사(2017)에 따라 월 영어사교육비가 200만원을 넘는 사례 역시 함께 

제거28)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회귀모형에 포함한 최종 사례는 총 2,804명

이며 해당 사례의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분포 및 기술통계는 다음 <표 Ⅳ

-14> 및 [그림 Ⅳ-2] 과 같다.

구분 기술통계량 2차 3차 4차 5차 최종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평균 0.970 0.968 0.983 0.982 1.016 

표준편차 0.420 0.371 0.366 0.302 0.916 

최댓값 10.371 8.372 6.065 5.006 6.948 

최솟값 0.244 0.364 0.383 0.459 0.096 

<표 Ⅳ-14> 사교육비 자기회귀모형에 포함한 최종 사례의 가중치 분포(N=2,804)

28)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0만원을 기준으로 사례를 제거한 것은 해당 사례가 가
중치가 극단치에 해당하는 사례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사례 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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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사교육비 자기회귀모형에 포함한 최종 사례의 가중치 분포 

(N=2,804)

  나. 자기회귀모형 분석 결과

SUR을 통하여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영어사교육비와 영어성취 간

의 연속적인 관계, 특히 영어사교육비가 영어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변인을 투입하여 자기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사교

육 참여 모형과 마찬가지로 중1(1차) 시점의 영어사교육비가 이후 영어사

교육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서 경향점수 모형을 통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을 만큼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에 직접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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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oglikelihood  df
RMSEA

(90% C.I)
CFI TLI

비가중치 모형 -70419.335 197.816*** 19
.058

(.051-.065)
.983 .967

가중치 모형 -72027.87729) - 19 - - -

 p<.001

<표 Ⅳ-15> 사교육비 자기회귀모형의 적합도(비가중치/가중치)

먼저, 분석모형이 표본을 설명하기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였다(<표 Ⅳ-15>). 단, 가중치 모형의 경우, 카이제곱 기반의 

적합도가 산출되지 않는다. 이는 가중치를(pweight) 부여하여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일반적인 가능도함수가 아닌 유사가능도

(pseudolikelihood) 함수를 최대로 하는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이다(Gould, 

Pitblado, & Poi, 2010). 따라서, 비가중치 모형과 달리 가중치 모형의 로그

가능도값은 유사가능도함수를 기반으로 산출된 값이라는 점에서 비가중치 

모형의 가능도함수값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중치 모형의 적합도는 모형 자체가 동일한 비가중

치 모형을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검토하였다. 비가중치 모형을 기반으로 살

펴보면, RMSEA가 .058로 .08이하의 값을 보였으며 90% 신뢰구간 역시 .08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증분적합지수인 CFI와 TLI 역시 모두 .95 이상으로 

산출되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형에 대

한 분석 및 결과 해석을 진행하였다.

영어사교육비와 영어성취 간의 종단적 자기회귀관계를 나타낸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16>에 제시하였다. 왼쪽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만을 설정한 모형이며, 오른쪽은 가중치를 부

여하여 선택편의를 조정한 모형이다.

29) 이 값은 유사가능도함수(pseudolikelihood)에 기반한 통계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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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가중치 모형 가중치 모형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사교육비(중2) ->
영어성취(중2)

9.507  0.619 0.290  0.018 2.410  1.011 0.078  0.033 

사교육비(중3) ->
영어성취(중3)

2.747  0.533 0.083  0.016 1.576  0.682 0.051  0.022 

사교육비(고1) -> 
영어성취(고1)

0.391 0.320 0.017 0.014 0.569 0.404 0.026 0.019 

사교육비(고2) -> 
영어성취(고2)

0.359 0.241 0.020 0.014 0.113 0.341 0.006 0.020 

영어성취(중2) -> 
영어성취(중3)

0.863  0.062 0.761  0.054 0.322 0.366 0.292 0.331 

영어성취(중3) -> 
영어성취(고1)

0.743  0.016 0.936  0.014 0.755  0.023 0.973  0.021 

영어성취(고1) -> 
영어성취(고2)

0.727  0.015 0.886  0.013 0.756  0.024 0.884  0.019 

사교육비(중1) -> 
사교육비(중2)

0.582  0.017 0.598  0.014 0.543  0.035 0.533  0.035 

사교육비(중2) -> 
사교육비(중3)

0.613  0.020 0.550  0.015 0.577  0.036 0.528  0.033 

사교육비(중3) -> 
사교육비(고1)

0.556  0.022 0.482  0.017 0.454  0.038 0.405  0.034 

사교육비(고1) -> 
사교육비(고2)

0.576  0.020 0.538  0.016 0.537  0.029 0.508  0.027 

영어성취(중2) -> 
사교육비(중3)

0.004  0.001 0.116  0.017 0.000 0.001 0.000 0.032 

영어성취(중3) -> 
사교육비(고1)

0.004  0.001 0.123  0.018 0.000 0.001 -0.011 0.029 

영어성취(고1) -> 
사교육비(고2)

0.005  0.001 0.097  0.018 0.002 0.001 0.031 0.024 

절편

영어성취도(중2) 530.472  1.718 13.349  0.198 548.996  2.763 13.910  0.267 

영어성취도(중3) 84.372  33.599 1.873  0.751 385.760 202.490 8.843 4.637 

영어성취도(고1) 165.533  9.086 4.632  0.286 158.587  12.822 4.687  0.431 

영어성취도(고2) 196.829  8.557 6.713  0.343 180.416  13.782 6.233  0.562 

 p<.05  p<.01  p<.001

<표 Ⅳ-16> 사교육비 자기회귀모형의 추정 결과(N=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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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선택편의 조정 전과 후 모두 고등학교 1학년 시

점부터는 사교육비가 영어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가중치를 부여한 사교육 참여 모형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역시 자기상관적 특징을 갖는 처치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시점은 사교육비가 영어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하였는데,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에는, 사교육비

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였다. 가중치 적용 후,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사교육

비의 계수는 2.410으로 이는 로그로 변환한 사교육비이므로 로그사교육비

가 1단위 증가할 때, 영어성취도가 2.410점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선

택편의를 조정한 후, 중학교 2학년 시점의 계수가 9.507점에서 2.410점으

로 크게 감소한 것은 모형 상에 이전 시점 성취도가 포함된 다른 시점과 

달리 가중치를 통해 중학교 1학년 시점의 영어성취를 통제하였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전술한 사교육 참여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다. 

둘째, 이전 시점의 영어성취가 이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가중치 모형에서는 모든 시점에서 이전 시점의 영어성취가 이후 시점의 

사교육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택편의

를 조정함에 따라 모든 시점에서 영어성취가 이후 시점에서 사교육비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에 학업성

취가 높은 학생이 이후에 더욱 사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사전 

학업성취 그 자체라기보다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학업 지원, 성별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역시 사교육 참여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다.

셋째, 자기상관이 높은 사교육비의 경우,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 사교육비는 이후 시점의 사교육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만, 선택편의 조정에 의하여 영향력은 모

든 시점에서 일정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와는 약간 다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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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그리고 사교육비 모형에서는 표준화 계수를 살펴볼 수 있으므

로, 동일한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에 따라 비가중치 모형에서 이후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인 이전 시점의 사교육비와 영어성취 중에서는 이전 사교육비의 영향력

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사교육비 역시 사교육 참여와 마찬가

지로 이전 시점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을 시사한

다. 다만,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 이전 영어성취는 이후 사교육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이전 사교육비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지 않

았다. 즉, 사전적 특질을 통제하더라도 사교육비는 이전 사교육비가 지속

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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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 1차에서 5차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

년 시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영어 교과 학업성취와 사교육 참여, 

비용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분형 변인인 사교육 참여

는 사건의 발생 측면에서, 연속형 변인인 사교육비는 참여하는 학생들 가

운데 서열이 있는 처치로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른 모형 설정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종단적 인과관계를 파악

하고자 학업성취의 자기회귀적 속성에 착안하여 자기회귀모형을 통하여 

사교육 참여와 영어성취, 사교육비와 영어성취 간의 종단적 관계를 모형화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교육 참여의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중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와 영

어교과 학업성취의 종단적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사교육 참여가 영어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연도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이전 시점의 영어교과 학업성취가 이후 사교육 참여

에 미치는 영향의 연도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사교육 참여의 자기회귀적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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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사교육비의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 중학교 2학년부터 고

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중등학생의 사교육비와 영어교과 

학업성취의 종단적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사교육비가 영어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연도

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이전 시점의 영어교과 학업성취가 이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의 연도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3. 사교육비의 자기회귀적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의 인과효과를 추론하고자 사전 공변

인 통제방법으로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 방식(IPTW)을 활용하였다. 기존

의 종단모형에서 역확률 가중치 방식은 각 시점별 가중치를 곱하여 적용

하였으나 이는 처치 간 독립성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높은 상관을 갖

는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의 연속적 처치 상황에서는 가정이 위배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시 추정을 통하여 오차항 간 처치 간 상관을 추

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모형으로 4개 시점의 경향점수 및 역확률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분형 처치인 사교육 참여에 대해서는 다변량 프로빗 모형

을, 연속형 처치인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SUR를 적용하여 사전 공변인으로 

인한 선택편의를 조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산출한 최종 가중치를 자기회

귀모형에 적용하여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비추어,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사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교

육 참여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처치의 

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교육과 같이 

연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며, 시점 간 상관이 높은 처치 변인의 인과 추론

을 위해서 종단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선택편의를 조정

하지 않은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앞 시점의 변인을 충분히 통제한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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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2학년 시점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사교육 참여

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곱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 적용하지 

않은 모형에 비하여 사교육 참여의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중학교 시점의 사교육 효과가 크게 감소하였고 기존에 유의하였던 고

등학교 1학년 시점의 효과도 선택편의 조정 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이전 시점의 영어성취가 이후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가중치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비가중치 모형에서는 모든 

시점에서 이전 시점의 영어성취가 이후 시점의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중치를 부여함에 따라 모든 

시점에서 영어성취가 이후 시점에서 사교육 참여할 확률에 더 이상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 공변인으로 인한 선택

편의를 조정한 이후, 영어성취 자체가 이후 사교육 참여를 유발하는 효과

는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에도 이전 사

교육 참여는 이후 시점의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계수의 크기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사교육 비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연구문제 1과 유사하게 사교육 비용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한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 모두 처치의 효과는 점차 감소하였다. 또한, 사교육비의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곱 가중치를 적용한 후, 사교육 참여와 마찬

가지로 사교육비의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 시점의 

영어성취가 이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가중치 적용에 따라 결과

가 다르게 나타났다. 비가중치 모형에서는 모든 시점에서 이전 시점의 영

어성취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사교육 비용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가중치를 부여함에 따라 영어성취는 이후 사교육 비용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 공변인으로 

인한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 영어성취 자체가 이후 사교육비를 유발한다

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사교육 참여와 유사한 결과이다. 셋째,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에도 이전 사교육비는 이후 시점의 비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수의 크기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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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선택편의 조정에 의하여 사교육비의 영향력은 모든 시점에서 일정 부

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2. 논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그리고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과 후 모두 사교육 참여의 효과는 학년이 올

라감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사교육 효과가 감소한다는 여러 선행연

구(박현정 외, 2011; 김성연, 2013; 윤유진, 김현철, 2016) 결과와도 일치한

다. 또한, 경향점수를 활용한 사교육 효과 연구(윤유진, 김현철, 2016; 홍순

상, 홍윤표, 2016)와 마찬가지로 선택편의를 조정한 가중치 적용 모형에서 

사교육의 효과는 더 작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상당수의 고등학생들

이 지속적으로 영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비해 학업성취에 미치는 실

제 효과는 작거나 유의미하지 않고 중학교 급에서 사교육 참여와 비용의 

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해당 학생의 사전적 특질을 통제한다면 

사교육의 순수한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공변인으로 인한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전에는, 영어성취가 이후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과 비

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를 조정한 

이후에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사전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이 

이후에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고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사전 학

업성취 그 자체라기보다 개인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학업지원과 

같은 배경 특성, 학교의 평균적인 학업성취, 사회경제적 배경와 같은 학교 

특성 등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사교육이 부모

의 소득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역할(김태균, 권일남, 2005; 박창남, 도종

수, 2005)을 하며 사교육 비용이 소득에 비례하는 함수(이성림, 2002; 양정

호, 2006; 이수정, 2007)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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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교육 참여와 비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선택편

의 조정 후 사교육 참여가 이후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변화하

지 않은데 비하여 사교육비의 경우, 이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소폭

이지만 모든 시점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선택편의를 조정하는 변인들이 사

교육 참여보다 사교육비와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즉, 사교육 참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인의 영

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교육비는 비용의 측면에서 학생의 배경적 특

성, 학교 특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변인들이 대체적으로 정적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격차 확대라는 기존 사교육 논의(박창남, 도종

수, 2005; 이은우, 2006; 김태균, 권일남, 2009; 박정주, 2011)와 맥을 같이 

한다.

세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에도 이전 시점 사

교육 참여 및 비용은 이후 시점의 참여 및 비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개인적 특질, 배경, 학교 특성과 같은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더라도 이전의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이 이후의 참

여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이 이후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것

으로 학생들이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신인철, 김기헌, 2010; 김혜숙 외, 2011; 박정주, 2011; 김혜숙 외, 

2012; 도승이 외, 2015)와 일치한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라는 제한된 학교

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사교육 효과 연구를 다시점으로 확장하였다. 

특히, 사교육 참여 및 비용, 성취도와 같이 자기회귀적 속성이 강한 변인

의 경우, 이전 시점 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계수의 편의를 불러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사교육 효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인 이전 시점

의 성취도 및 사교육 참여와 같은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연구에서, 사

교육 효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가중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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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계없이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 결과 역

시 인과 효과 추정을 위해 종단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교육 참여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의 종단적 인과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주로 횡단 자료에 활용된 연속처치에 대한 일반화 경향점수를 종

단모형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시간

의존 및 시간불변변인을 통제하기 어려운(Ye & Kaskutas, 2009; 이진실, 

2013) 종단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는 공변인 통제방

법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교육비와 같이 

연속성을 갖는 변인 역시 일반화 경향점수를 통하여 다양한 처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영어 교과에 한정하였으나 수학을 비롯하

여 다른 교과의 경우, 사교육의 효과 및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

로(김지하, 김정은, 2009)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수학 교과의 

경우, 학교급이 바뀌면서 고등학교에서는 계열에 따라 교과 과정 및 시험 

내용이 달라진다. 즉, 다시점의 처치가 이루어지는 도중, 집단이 분할됨에 

따라 처치의 내용 자체가 다분화된다는 점에서 모형 상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설계 및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서울 지

역에 한정되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 다른 도시 및 국내 전체를 대

상으로 한 자료를 통해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면 지역 간 차이 및 전체 집

단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향점수 산출 시 학생이 학

교에 속하는 내재적 구조(nested structure)를 반영한 다층 경향점수

(multilevel propensity score)를 적용한다면 학교 수준 변인의 영향력을 보

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Hong & Raudenbush, 2006; Kim & 

Selzer, 2007; 이준호, 2013). 이를 위해서는 종단 모형에서 처치 간 상관과 

동시에 다층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추정 방식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일반화 경향점수의 민감도 분석(sensitivity test)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시점 별 공변인의 밸런스 테스트와 

더불어, 이를 종단모형과 결합하여 가장 강력한 변인인 이전 시점 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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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였다는 점에서는 이점을 갖지만 경향점수의 특성 상, 여전히 측정되

지 않은 혼동변인(unobserved confounder)으로 인한 누락변인편의의 가능

성은 남아있다. 경향점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는 rosenbaum 

bounds(Rosenbaum, 2002) 혹은 MH bounds(Aakvik, 2001)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이는 매칭 상황에서 제시된 것으로 종단시점 및 일반화 경향점수

로 확장하는 데는 향후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후속 연구 결

과를 토대로 이를 적용한다면 경향점수 가중치를 활용한 종단 모형에서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종단 구

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중치 적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

서 종단 경향점수 산출을 위해 활용한 다변량 회귀모형은 선형모형의 관

점에서 제기된 것으로 시점 간 직접효과를 나타낸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직접 효과뿐 아니라 시점 간의 간접 효과를 포함하는 모형으로 후속 시점

의 경향점수를 산출하는데 기존과 같이 이전 시점의 공변인을 투입하는 

것은 중복하여 변인을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점 경향점수 변인 설정에 의

한 추정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종단 구

조방정식 모형에서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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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causality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s, expenses and English achievements from 

the second grade of junior high school to the second grade of high school 

by using 5-year data of Seou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SELS).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autoregressive feature of academic 

achievements,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tutoring and 

English achievements was modelled with an autoregressive(AR) model.

In addition, the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method as a control 

method was utilized in order to infer the causal effect of participation 

and cost of private education. In the existing longitudinal model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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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method is employed by multiplying the 

weights of each time-point, but since it assumes independence of 

treatments, the hypothesis is violated in the case of sequential treatments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s and cost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pensity scores and the inverse 

probability weights at four time-points were estimated by a model which 

can reflect the serial correlations among the error terms of treatments by 

simultaneous estimation. For this, the multivariate probit model and the 

SUR were applied for participations and costs of private tutoring 

respectively. Besides, the longitudinal causality were investigated, 

depending on whether the product weights were applied.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1. How does the longitudinal causality change between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s and English achievements from the second year of 

junior high school to the second year of high school by adjusting 

selection biases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s?

1-1. What is the year-to-year change in the impact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on English language achievement?

1-2. What is the year-to-year change in the impact of previous 

academic achievement on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1-3. What is the autoregressive causal relationship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2. How does the longitudinal causality change between the private 

tutoring expenses and English achievements from the second year of 

junior high school to the second year of high school by adjusting 

selection biases of private tutoring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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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hat is the year-to-year change in the impact of private 

tutoring expenses on academic achievement?

2-2. What is the year-to-year change in the impact of previous 

academic achievement on private tutoring expenses?

2-3. What is the autoregressive causal relationship of private 

tutoring expenses?

SPSS 22.0, Mplus 7.0 and STATA 14.0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was 

gradually diminished regardless of adjusting the selection biases in both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cost models. This result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apply the longitudinal model for treatment variables with 

high serial-correlation. Even in the case where the selection bias was not 

adjusted with weights, the second grade of high school showed a similar 

result. It might be because the previous variables of multiple points were 

controlled enough. This result indicates that it is possible that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has been overestimated in prior studies which did not 

consider influential variables such as achievements and private tutoring 

variables in the prior time-points.

In addition,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cost 

decreased when the product weights were applied to adjust selection 

biases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s and costs. Particularly,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at the middle school level was greatly reduced. In the 

case of participation, the effects of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were 

not significant after adjusting the selection bias. This result implies that it 

is important to take relevant covariates into account in the longitudinal 

model. In particular, it is likely that the inverse probability weights can be 

utilized in a variety of time-dependent and time-invariant models tha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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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to control. Particularly, continuous treatment such as private 

education expenses can be modelled with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Second, the effects of previous English achievements on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s and its expenses were different by weighting. In 

the non-weighted model, it was found that the English achievement at 

the previous time at all time poi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ticipation and cost of private tutoring at the later time. However, 

by adjusting the selection biases, it was found that English achievements 

at any point in time no longe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articipations 

and costs of private tutoring. In other words, students with higher 

academic achievement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private tutoring and 

spend more because of factors such as the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background, and schoo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previous academic achievement. 

Third, even after adjusting the selection biases, participations and 

expenses of previous private tutoring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ticipation and expenses at next points in time. However, 

the influence of private tutoring expenses decreased by a certain amount 

at all time-points due to the adjustment of selection biases. This result 

may imply that the influences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s and costs 

in the past are substantially strong and persisten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longitudinal model, propensity score,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inverse probability treatment weight, autoregressive model, 

private tutoring, selection bias

Student Number : 2015-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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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사교육 참여 경향점수 명령어> - STATA

다변량 프로빗 모형

mvprobit (t_e2 = male_corrected ses1 pa_expect tch_e1 sat_e1 sup1 sch_e1 sch_ses1 

priv_ms e1) (t_e3 = male_corrected ses2 pa_expect tch_e2 sat_e2 sup2 sch_e2 

sch_ses2 priv_ms) (t_e4 = male_corrected ses3 pa_expect tch_e3 sat_e3 sup3 sch_e3 

sch_ses3 priv_ms) (t_e5 = male_corrected ses4 pa_expect tch_e4 sat_e4 sup4 sch_e4 

sch_ses4 priv_hs)

mvppred pmarg, pmarg

밸런싱 테스트 결과

probit t_e2 male_corrected ses1 pa_expect tch_e1 sat_e1 sup1 sch_e1 sch_ses1 

priv_ms e1 [pweight = sw2_mv]

probit t_e3 male_corrected ses2 pa_expect tch_e2 sat_e2 sup2 sch_e2 sch_ses2 

priv_ms [pweight = sw3_mv]

probit t_e4 male_corrected ses3 pa_expect tch_e3 sat_e3 sup3 sch_e3 sch_ses3 

priv_ms [pweight = sw4_mv]

probit t_e5 male_corrected ses4 pa_expect tch_e4 sat_e4 sup4 sch_e4 sch_ses4 

priv_hs [pweight = sw5_mv]

일반 프로빗 모형

probit t_e2 male_corrected ses1 pa_expect tch_e1 sat_e1 sup1 sch_e1 sch_ses1 

priv_ms e1

predict pscore2, pr

probit t_e3 male_corrected ses2 pa_expect tch_e2 sat_e2 sup2 sch_e2 sch_ses2 

priv_ms 

predict pscore3, pr

probit t_e4 male_corrected ses3 pa_expect tch_e3 sat_e3 sup3 sch_e3 sch_ses3 

priv_ms 

predict pscore4, pr

probit t_e5 male_corrected ses4 pa_expect tch_e4 sat_e4 sup4 sch_e4 sch_ses4 

priv_hs 

predict pscore5,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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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참여 자기회귀모형 명령어> - Mplus

    DATA IMPUTATION: 

                 IMPUTE = t_e1-t_e5(c)

                 e2 e3 e4 e5;

                 NDATASETS = 20;

                 SAVE = C:\Users\Owner\Desktop\170606\mi\data_0606_imputed*.dat;

    ANALYSIS:    TYPE is general;

                 Estimator is WLSMV;

                 parameterization=theta;

                 iterations=50000;

                 process=4;

       Model:    e2 on t_e2;

                 e3 on t_e3;

                 e4 on t_e4;

                 e5 on t_e5;

                 e3 on e2;

                 e4 on e3;

                 e5 on e4;

                 t_e2 on t_e1;

                 t_e3 on t_e2;

                 t_e4 on t_e3;

                 t_e5 on t_e4;

                 t_e3 on e2;

                 t_e4 on e3;

                 t_e5 on e4;

                 e2 with e3;

                 e3 with e4;

                 e4 with 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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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향점수 명령어> - STATA

SUR 모형

sureg (lnc2e = male_corrected ses1 pa_expect tch_e1 sat_e1 sup1 sch_e1 sch_ses1 

priv_ms e1) (lnc3e = male_corrected ses2 pa_expect tch_e2 sat_e2 sup2 sch_e2 

sch_ses2 priv_ms) (lnc4e = male_corrected ses3 pa_expect tch_e3 sat_e3 sup3 

sch_e3 sch_ses3 priv_ms) (lnc5e = male_corrected ses4 pa_expect tch_e4 sat_e4 

sup4 sch_e4 sch_ses4 priv_hs), corr

predict resd_e2_SUR, equation(lnc2e) residuals

predict resd_e3_SUR, equation(lnc3e) residuals

predict resd_e4_SUR, equation(lnc4e) residuals

predict resd_e5_SUR, equation(lnc5e) residuals

일반회귀모형

regress lnc2e male_corrected ses1 pa_expect tch_e1 sat_e1 sup1 sch_e1 sch_ses1 

priv_ms e1

predict resd_e2_REG, residuals

regress lnc3e male_corrected ses2 pa_expect tch_e2 sat_e2 sup2 sch_e2 sch_ses2 

priv_ms 

predict resd_e3_REG, residuals

regress lnc4e male_corrected ses3 pa_expect tch_e3 sat_e3 sup3 sch_e3 sch_ses3 

priv_ms 

predict resd_e4_REG, residuals

regress lnc5e male_corrected ses4 pa_expect tch_e4 sat_e4 sup4 sch_e4 sch_ses4 

priv_hs

predict resd_e5_REG, residuals

<사교육비 자기회귀모형 명령어> - STATA

sem (lnc1e -> lnc2e, ) (lnc2e -> lnc3e, ) (lnc2e -> e2, ) (lnc3e -> lnc4e, ) (lnc3e -> 

e3, ) (lnc4e -> lnc5e, ) (lnc4e -> e4, ) (lnc5e -> e5, ) (e2 -> lnc3e, ) (e2 -> e3, ) 

(e3 -> lnc4e, ) (e3 -> e4, ) (e4 -> lnc5e, ) (e4 -> e5, ), method(mlmv) cov( 

e.e3*e.e2 e.e4*e.e3 e.e5*e.e4) nocapsl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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