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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가 종단적으로 어떤 변화양상을 보

이는지를 분석하고, 사교육 발달의 개인차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중1 패널의 2차년도~6차년도(2011~2015년) 자료를 활용하

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참여시간이 절단자료(Censored data)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착안하여, 사교육 시간 변인에 이원 잠재성장모형

(Two Part 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교육 참여

확률과 사교육 참여시간의 잠재성장모형을 얻었다. 선정된 모형에서 유의

하다고 밝혀진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선정된 공

변인(Covariate)들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의 개인차를 공변인이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1-1. 사교육 참여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1-2. 사교육 참여시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

떻게 변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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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참여자의 참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분석에는 SPSS 22.0과 Mplus 7.0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의 종단적 변화는 두 종속변인 

모두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사교육 참여율은 이차 곡선을 따르면서 감소하였고, 참여 시간은 초기에는 

감소하다가 학교급 전환기인 중3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이차 곡

선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사교육 시간의 절단적 특성을 모형에 반영했는지의 여부로 나뉘는 방법론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의 잠

재성장요인 간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두 종속변인 간 상관을 고려하

는 이원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선별한 사교육 관련 변인에 대한 공변인들은 시

점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고등

학교 시기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사교육

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으며 더 많은 시간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정소득은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고3 시기가 되자 참여시간에 대한 설명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

타나, 입시를 앞둔 시기의 사교육은 다른 시점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특성변인에 해당하는 수업태도와 성적만족도는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수업태도는 

사교육 참여율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참여시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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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기에서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적만족도는 사교육 

참여율에만 영향을 미쳤다. 특기할 만한 점은, 중학교 시기(중2 및 중3)에

는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고, 고1 시점에서

는 학생이 자신의 성적에 만족할수록 사교육 참여 확률이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 결과 역시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현상과 무

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현상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교육참여, 사교육시간, 잠재성장모형, 이차 성장모형, 이원 잠

재성장 모형, 절단자료 분석모형 

학  번 : 2016-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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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교육이란,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도권 밖에서 하는 교육(국립국

어원, 2018)으로, 공교육의 핵심 기관인 학교에서 실행하는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부족함 혹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적 영역에서 실

행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해본다면, 사교육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맥락에서 사교육은 이러한 본래적 

목적과 기능에서 더 나아가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공교육에 앞서 나

가는 일명 ‘선행학습을 통한 수월성’을 목표로 상정함으로써, 역설적으

로 ‘교실 붕괴’와 같은 공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 사회적 불평등 확산과 같은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교육 경감’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

들을 낳아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4년 교육부가 추진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은 사교

육비 부담의 지속, 이로 인한 저출산 및 사회적 불평등 심화, 사교육 격차

로 인한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및 사회 통합의 저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창의성 저하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 내용 적

정화, 고입 및 대입 전형 개선, 선행 교육 풍토 근절,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 및 범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방안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향적

으로 추진해왔다(교육부,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초·중·고등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참여 시간은 학생 수가 줄어

들고 있음에도 전년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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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 결과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그간의 국가 

정책적 노력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렇듯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된 문제의식과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른바 학벌주의와 대

학 서열화는 학생과 학부모라는 교육 주체들로 하여금 사교육을 ‘대학 

입학’으로 상징되는 ‘바람직한 사회적 삶’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한다(김철운, 2012). 그 결과 학습자들은 꾸준하게 혹

은 점차 강도 높게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제도권 밖의 사교육에 의한 공

교육의 무력화는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형석, 2014).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노력들이 보

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습자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특징을 

파악하고,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

력들이 보다 실질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참여율과 참여 시간

이 증가하는 이유와 그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시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

화를 보이는가?’,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시간의 증가는 전반적인 것인

가 일부 학생들의 특성인가?’,‘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시간의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각 요인은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

력을 미치는가?’와 같은 질문들과 관련된다. 이러한 질문들에 경험적인 

근거로 답할 수 있을 때,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중인 사교육 경감대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의 사교육 수요예측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의 사교육 여부, 시간, 비

용 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회경제적 배경, 성적, 거주지역, 양육태도 등

의 사교육 수요가 발생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

으며(김성식, 송혜정, 2009;  박현정, 2008; 이수정, 2007; 임천순, 우명숙, 

채재은, 2008), 최근 발전한 종단 연구방법론과 패널자료들 덕분에 다양한 

연구문제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사교육은 이른 경우 초등학교 시점부터 중

학교 시점을 거쳐 고등학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자기회귀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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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띄고 있고(박정주, 2011; 변상민, 2017), 학습의 효과는 즉각적일 때도 

있지만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거나 순차적 

참여로 인한 배가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이준호, 2012; 이진실, 

2016) 사교육 참여현상을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종단적 연구는 필수

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단연구 방법론이 사교육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사교육 관련 

변인의 시점별 변화양상과 개인차 요인, 학업성취 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

서 분석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연구마다 사교육 참여 변인을 이분 변인

인 사교육 참여여부로 보거나(김경식, 2011; 김성연, 2013; 박혜숙, 2012; 

변상민, 2017; 상경아, 백순근, 2005; 송성숙 외, 2016), 사교육 참여시간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기도 하고(권용재, 이광현, 2011; 김태균, 권일남, 

2009; 김현진, 2007; 박정주, 2012; Nam, 2013; 손윤희, 2016),  사교육비 지

출에 관심을 갖는 연구도 있었다(권용재 외, 2010; 김현진, 2007; 김현진, 

김미혜, 2014; 나영미, 윤정혜, 2011; 변상민, 2017; 이수정, 임현정, 2009; 

신종호, 황혜영, 서은진, 2010). 이렇듯 사교육 관련 변인을 다양하게 설정

한 것은 사교육 양상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를 가능케 하였다.  

이 중에서 사교육 참여여부와 참여시간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변인으

로 보인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2017)를 보면 중학생의 36.6%, 고등학

생의 45%가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교육 참여 

‘0시간’인 미참여 학생들은 전체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

문에, 연속 변인인 사교육 시간은 단변량 정규성 가정을 위해 로그변환을 

시행하는 등의 조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분포를 보인다. 이처

럼 표본 내 높은 비율이 같은 값(0시간)을 갖는 상황은 미참여 집단 내에

서도 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입장이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Muthen & Muthen, 2017). 또한 사교육을 받기로‘선택하는 행위’로 인

해 나누어진 두 집단은 측정시점에서 사교육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

에 이질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사교육 시간이나 비용을 다루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제한하거나, 혹은 사교육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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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학생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는 선택을 하면서도 변인의 절

단적 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김태균, 권일

남, 2009; 박정주, 2012; 손윤희, 2016; 이광현 외, 2011). 그러다보니 많은 

연구들이 내놓은 사교육 현상의 종단적 변화와 사교육 수요예측 결과는 

서로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사교육 변인의 절

단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변인이 담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손실하지 않

도록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이원 잠재성장모형(Two-part 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원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사교육 참여율과 시간이

라는 두 변인을 구분하되 같은 모형 안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두 변인이 분명 서로 다른 성격을 갖지만 의미상 서로 깊은 영향관계에 놓

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Tooze, J. A., Grunwald, G. K., & Jones,  R. 

H., 2002).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의 시점 별 상관을 고려하여 추정된 

모수는 편향성을 감소시켜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Wang & Wang, 2012). 

 또한 사교육의 수요예측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단일한 종속

변인인 사교육 참여율 혹은 참여 시간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상

정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사교육 참여시간의 절단적 특성을 고려하는 

분석모형을 통해 참여율과 참여시간 모두를 종속변인으로 포함함으로써 

사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여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와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무엇이 사

교육 시간을 늘리게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사교육 현상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중1패널의 2차 년도부터 6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중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

여시간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고 이들 사교육 참여변인에 

미치는 공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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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을 분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교육비는 개인차가 

크고 과목 별 비용 차이도 매우 크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

면이 있는 반면(박소영, 2017),  사교육 참여 정도를 시간으로 측정하는 것

은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해진 총량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면에서 

비용보다 적합한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아동청소

년패널 자료는 중등학생이 참가하는 전 과목의 사교육 여부와 시간 뿐 아

니라 전 과목에 해당하는 성적의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고 있어 본 연구의 

변인으로 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KCYPS)에는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가정배경 등의 정보가 풍부하게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 참여의 종단적 변화의 개인차를 탐구하는 

본 연구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

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 사교육 참여변인들의 영향 요인을 분

석하여 새로운 함의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교

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고자 한다. 다

음으로 선정된 성장모형에 영향요인을 투입하여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

간에 미치는 공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1-1. 사교육 참여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1-2. 사교육 참여시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

떻게 변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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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참여자의 참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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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사교육 참여의 영향요인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 참여 시간의 

종단적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의 효과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된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사교육 참여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사교육 참여와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와, 그 다음으로 많

이 이루어진 사교육 수요 탐색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사교육 수요 탐색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탐색하였

다. 그 결과 사교육 참여의 영향요인은 크게 개인변인, 학교변인, 지역사회

변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종단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현정(2008)은 일반화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을 적용하여 수학 사교육을 중심으로 참여 여부와 참여 정도에 학

교 교육의 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의 

성별, 아버지의 학력, 도시 규모, 평준화 여부,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 참여 시간, 학생에게 지각된 교사의 열의가 학생들의 사교육 참

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학교 교육의 특성을 영향요인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천순과 그의 동료들(2008)은 위계선형모형(Hiera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생과 학부모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 중 학생의 영향 요인으로는 성별,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소득 및 학력), 성적, 진학 희망 대학의 수준이 사교육비 지출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교육 참여를 사교육

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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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

지 않은 보다 구체적인 학생 변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성식과 송혜정(2009)은 다층성장모형(Hierachical Growth Model)을 적

용하여 사교육 참여 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생과 학부모

가 경험하는 학교 불만족과 특수 목적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으로 제

시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교육 관련 배경 변인인 성적, 성별,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자매의 수, 지역 등을 통제하였고, 그 결과 

중학교에서는 진학 경쟁 변인이,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불만족 변인이 보다 

강한 영향요인임을 밝혔다(김성식, 송혜정, 2009) 이 연구는 학생, 학부모, 

학교와 같은 교육 주체에 해당하는 변인 외에 진학 경쟁이라는 교육 구조 

혹은 풍토를 영향 요인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김신경과 그의 동료들(2016)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

용하여 중등 학생이 아닌 학령기 아동, 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의 

수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 가구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아동의 특성으로는 출생 순위, 학업 성적, 

문제행동(특히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을, 부모의 특성으로는 아버지의 학

력, 교육 참여를, 가구 특성으로는 아동가구원의 수, 소득, 거주 지역이 사

교육 참여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신경 외, 2016). 

이는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및 학부모,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배경 요인들을 폭넓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지영과 그의 동료들(2018)은 벌점화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사교육비 지

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학교 변수에서는 남녀공

학에서의 남녀분반, 고등학교 진학 시 고려 요소(내신, 학교 환경), 교사의 

지식 및 열성적 수업으로, 가정 변수에서는 거주 지역, 부모의 경제 활동 

참여, 교육에의 참여(진로), 가계소득으로, 개인(학생) 변수에서는 EBS 참

여, 방과후 학교 참여, 학업 성취도로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타 연구

에 비하여 학교 변수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정동욱과 그의 동료들(2012)은 군집 내 경향점수매칭(within-cluster pro-

pensity score matching)과 위계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결

합하여 분석하여 사교육 경감 예측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학생) 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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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성별, 어머니의 학력, 가구 소득, 부모의 지원, 교육 기대 연한, 혼자 

공부하는 시간과 학업 성취도가, 학교 변인으로는 무료 급식 학생 비율, 

학교 평균 소득, 학습 부진 학생 비율, 교육활동 지원 경비와 학교 형태(학

력 향상 중점 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확인되

었다. 이 연구는 학교 변인을 상당히 구체화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제시했

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김혜숙(2012)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 

변인과 학교 변인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 변인으로는 성별, 학업 

성취도, 교육에 대한 포부 수준, 부모의 교육 연한, 가정의 형태, 사교육 참

여 여부가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명랑과 그의 동료들(2014)은 선형 성장 모형(Linear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 참여와 EBS 시청이 고등학생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년, 방과후참여 시간, EBS 시청 시간, 가정

의 월수입, 초기 학업성취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재은과 

그의 동료들(2009)은 이와 유사한 연구 목적을 상정하고 위계적 선형모델

을 적용하여, 방과후 학교와 수능 강의(EBS)가 사교육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교육비도 높

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종단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 뿐만 아니라 횡단 연구 방법을 활용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사교육 참여 요인을 상당히 다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

로 제시해왔다. 이에 해당하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백일우와 정한나(2013)는 사교육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사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과

정에서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의 연구 주제를 검토한 결과, ‘참여 요

인’으로 ‘가정 배경, 학교 교육의 특성, 정책, 사회 인식, 학업 성취, 이

론 분석, 복합 요인’이라는 비교적 광범위한 영향요인을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이론 연구와 경험 연구가 구분되지 않고 구체적인 영향요인

이라기보다는 범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서 다소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요인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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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횡단연구방법을 적용한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백일우와 정한나

(2013)가 제시한 사교육 참여 요인에 포함되는 영향요인들을 제시하고 있

다. 가령 거주 지역(김미숙 외, 2006; 김현진, 2004; 손경애, 1993; 이주호 

외, 2002; 최상근, 김양분, 유한구, 김현진, 이희숙, 2003), 성별(강태중, 

2009; 남기곤, 2008), 부모의 학력(강태중, 2007; 양정호, 2006; 최상근 외, 

2003),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강태중, 2007; 양정호, 2006; 이성림, 

2005), 대학 진학 혹은 경쟁(최상근 외, 2003)들이 사교육 참여를 유발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어 왔다. 검토한 선행연구들이 모두 본 연구와 

동일하게 사교육 참여 변인으로서 시간을 선정하지는 않았으나, 중등학생

들의 사교육 참여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들을 경험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

여 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사교육의 주요 영

향요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개인 변인으로는 학교 수업에

의 참여 및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에 대한 포부, 방과 후 학

습 참여, EBS 시청, 학업성취도, 거주 지역 등이 있다. 둘째, 가정 변인으로

는 가계 소득,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가구 형태, 부모의 

관심과 참여 등이 있다. 셋째, 학교 변인으로는 학교 환경, 학교 교육에 대

한 만족도, 교사의 지식과 열정, 학교 형태, 학교의 재정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절단자료의 종단적 변화

사교육 참여 경향을 측정할 때, 주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 응답 

자료를 가지고 이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

한 응답 자료의 분포는‘0시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이 ‘0시간’

응답자들은 사교육 시간을 묻는 문항에 대해 같은 응답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 집단 내의 다양한 사교육 참여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분포적 특성을 갖는 자료를 통계학에서는‘절단 자료(Cens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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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라 정의한다. 통계학 연구에서 절단 자료는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다. 자료의 절단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첫째는 측정도구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심리 구인을 측정하기 위한 리커트(likert) 척도 등에

서 충분한 보기를 제공하지 않아 많은 피험자가 특정 응답을 선택하게 되

고, 이로 인해 자료의 분포에서 바닥효과(floor effect)나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는 측정 불가능한 구조를 포함한 변인이

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지출의사(spending willingness)를 가구별 소득액

으로 측정한다고 하였을 때, 소득이 0인 많은 가정이 모두 같은 지출의사

를 갖고 있지 않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이 집단 내의 지출의사는 어떤 변량

을 갖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하한(lower limit)

이나 상한(upper limit)’값이 발생하여 자료의 분포가 ‘천장효과나 바닥

효과’를 보이는 자료를 ‘절단자료’라 한다(Muthen and Muthen, 2017). 

사교육 참여시간과 같은 변인은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처럼 독특한 분포적 성격을 지닌 사교육 시간에 단변량 정규성 가정

이 필요한 일반적인 분석 방법을 고민 없이 적용하게 되면 모수추정의 편

의를 발생시키는 편포의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분석 결과 얻을 수 있

는 폭넓은 해석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게 된다. 이처럼 특정 값(cutoff)1) 주

변에서 절단적 특성을 가진 ‘절단 연속  변인(semicontinuous variable

)2)’을 분석할 때는 변인의 특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Muthen & 

Muthen, 2017).

절단자료가 많이 발생하는 보건통계학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이 문제에 

주목하여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흡연과 음주의 양, 유병률과 약물

투여량은 보건연구에서 절단자료의 대표적 예시이다. 지난 한 달간의 흡연

1) 이 특정 값(cutoff)은 연구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사건(event)의 발
생 여부에 주목하므로 많은 경우에 0인 경향을 보인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 이 
특정값이 0인 경우가 많을 뿐, 모든 경우에서 반드시 0일 필요는 없다.

2) 이 연구는 다수의 0 응답을 포함하는 연속 변인에 관심을 둔다.‘준 연속 변인
(semicontinuous variable)’이라 정의하기도 하는 이 변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단자료(censored variable)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 주로 연속과 불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절단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을 고려하여 ‘절단 연속 변인’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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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음주의 양을 0이라고 응답한 피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이 있는데, 흡연과 음주, 그리고 유병률은 그 대상이 아닌 사람의 비율

이 높기 때문이다(Madden, 2006). 

절단자료는 교육학 연구에서도 등장한다. 청소년 비행이나 폭력문제에 

연구문제를 상정하였을 경우 변인들의 성격이 주로 절단성을 지니는 경우

가 많다. 학교폭력의 경우, 일반적인 학생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된 빈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

답은 대체로 0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김전옥, 2016; 이은주, 2012).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절단적 특성을 보이는 자료에 전통적인 선형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할 경우 무의미한 0의 값들이 쉽게 모수추정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조한아, 신호성, 2015). 

이렇듯 교육연구에서도 절단적인 특성을 보이는 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 역시 전형적인 절단 

자료의 특성을 띄고 있어 이를 고려한 선행연구가 여럿 제시되었다.     

 박현정과 이준호(2009)의 사교육비 연구에서는 사교육 비용 변인이 사교

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표본 선택에 의한 편의

(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교육 참여여부가 사

교육 비용에 미치는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3)을 

활용하였다. 이광현(2012)은 사교육비 분석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여부가 무선적으로 발생

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참여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방

안으로 Heckman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김지하(2009)는 학원교습시간 규제

의 사교육 수요경감 효과 분석 연구에서 0을 하한값으로 하여 절단되어 있

는 분포적 특성을 가진 사교육 시간과 비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태적 패

널토빗모형(Static panel tobit model)을 활용하였다.

절단 연속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방법론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3)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은 사교육 참여여부가 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선택편의

를 통제하기 위해 각 시점에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 회귀식에 포

함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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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나누어 발전되어 왔는데, 한 줄기는 표본선택모형(Sample se-

lection model)이고 다른 하나의 줄기는 이원 모형(Two part model)이다

(Olsen and Schafer, 2001).4)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박현정 외, 2009; 이

광현, 2012; 김지하, 2009)에서 활용한 방법은 표본선택모형에 해당한다. 

표본선택모형과 이원 모형의 차이는 변인에 포함된 결측자료에 대한 관점

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표본선택모형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표본의 분포가 

절단성을 지닌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임금

을 분석할 때, 발생하는 많은 결측자료에는 사실 일하지 않는 여성들의 임

금인 0의 값이 포함되어 있다(Heckman, 1976). 이 결측값들은 무선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NMAR(Not missing at random) 결측에 해당한

다(Little and Rubin, 2002).  표본선택모형은 이로 인한 선택 편의를 보정

하기 위하여 결측으로 분류된 자료가 실제로 결측자료인지 혹은 0 응답에 

해당하는지 그 확률을 추정하고 그 다음의 회귀분석에 활용하는 2단계의 

방식을 취한다. 여기에서 결측 여부와 종속변인 간의 상관을 회귀식에 포

함시킴으로써 편의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표본선택모형의 가장 중요

한 목적이다.

 반면 이원 모형은 0을 응답한 자료를 실질적 의미를 갖는, 관측된 0으

로 바라본다. 회귀분석 단계에서 이 실제 의미를 가진 0인 자료들을 기술

적으로 결측인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생성된 자료는 MAR(Missing at 

random)가정을 충족하게 된다(Duan, 1984; Olsen & Schafer, 2001).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결측 여부와 종속변인 간의 상관은 고려될 수는 있으나 회

귀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Heckman모형과의 차이점이다. 

표본선택모형과 이원 모형을 비교하는 Madden(2006)의 연구에서는 연구

자가 상정한 문제가 실제로 0이라 응답한 자료 뿐 아니라 잠재적ㆍ우연적 

(potential zero) 응답 자료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표본선택모형을 

4) 표본 선택 모형(sample selection)은 절단 연속 변인을 다루는 토빗 모형(Tobit 
model)과 헤크만 모형(Heckman) 모형의 총칭이다(Olsen and Schafer, 2001). Two 
part model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 분야에서 주로 이분모형이라고 번역하거나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는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학 연구분야에서의 선행연구 
문헌을 따라 이원모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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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실제로  (actual zero)이라 응답한 자료의 특성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원 모형이 좋은 방법이라 조언하고 있다(Madden, 

2006). 이를 볼 때, 표본선택모형은 주로 절단 연속 변인을 편의 없이 정확

하게 예측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적합하며, 이원 모형은 실제로 0인 

값을 지닌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원 모형을 반복측정자료 분석으로 확장시킨 이원 잠재성장모형은  

Olsen과 Schafer(2001)가 처음 제시하였다. 그러나 생성과정상 종속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분 변인과 연속 변인의 측정시점 별 잔차 간 상관을 

허용하지 않아 자료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비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두 변수의 내성성 문제(endogeneity 

problem)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임재영, 2005). 예를 들어 사교

육을 받기로 선택하는 행위를 생각해보면, 자신의 현재 성적 및 가정의 경

제적 요인 혹은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앞으

로 자신이 받을 사교육의 양을 판단하게 되고, 이에 기초하여 사교육을 받

을 지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사교육 참여 여부는 사교

육 참여 시간의 결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박현정, 

이준호, 2009). 그러므로 두 변인의 상관을 고려하는 모형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Tooze 외(2002)는 이전까지의 이원 잠재성장모형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종속변인 간 잔차 상관을 고려하면서 모수추정이 가능하도록 

계산방식을 고안한, 수정된 이원 잠재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Brown 외(Brown, E. C., Catalano, R. F., Fleming, C. B., Haggerty, K. P., 

& Abbott, R. D., 2005)는 이원 잠재성장모형을 청소년의 약물사용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에 적용하였다. 미국의 95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6학년에

서 10학년까지의 기간 동안 약물 사용량의 변화를 이원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인상적인 부분은 약물사용 여부와 사용량이 서로 

다른 궤적을 따를 수도 있다는 가정에 따라 무변화모형, 선형함수 성장모

형, 이차함수 성장모형,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네 가지 모형을 대상으로 적

합도를 비교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실제로 약물사용 여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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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변수를 뜻하는 part1은 선형 성장모형을, 약물 사용량의 연속 변수를 

분석한 part2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

정된 성장모형에 공변인을 투입하여 성장 요인에 미치는 공변인의 영향력

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공변인이 시점별로 변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불변 공변인으로 투입했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Alexaner T.와 그의 동료들(2007)은 미국의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공격행

동이 5년 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원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격성 점수 측정을 위하여 매년 담임교사에게 3점척

도로 구성된 응답지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자료는 매년 달라지는 

담임교사가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측정 동일성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

이 매우 크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격성을 보일 것임이 예상되는 1점 응답

자들을 공격성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나머지 2,3점을 획득한 자료들만

을 가지고 2점 척도로 이루어진 연속 변인을 구성하였다. 사실상 이분 변

인에 정규분포의 가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모수추정이 편향되게 이루

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연구 역시 Brown(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

로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 시간 불변 공변인만을 설명변인으로 투입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범죄 여부와 빈도의 변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한 Petras, H와 그의 

동료들(2009)은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분산을 0

으로 고정한 삼차항까지 투입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균적으로 범죄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은 감소하였고 

빈도의 변화율은 초기 값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

죄 발생 빈도를 연속 변인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년도의 전체 평균으

로 측정값을 나눈 값을 사용하였고, 결혼 여부를 시간 의존 공변인으로 투

입하여 시점별 잔차를 제거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는 차별적인 의미가 있으나, 분석 과정에서 이들 시

간 의존 공변인과 잠재 성장요인과의 관계를 통제해주지 않아 잠재성장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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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원 모형을 활용한 연구는 주로 보건의료분야(김범수, 김아

람, 2009;  박은자, 2011; 임재영, 2005; 정우진 외, 2007; 조한아, 신호성, 

2015)이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이원 모형을 횡단 모형으로 적용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  

교육연구에서 이원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편이

다. 이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교육학 연구는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을 

연구한 이은주(2012)의 연구가 있다. 분석 결과 비행여부는 이차함수를, 비

행빈도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

감과 자아통제력과 같은 개인 심리변인과 학교성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공변인일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초기치의 값이 성장요인에 회귀되

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비행빈도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평

균보다 표준편차가 훨씬 큰 값을 갖는 등 정규분포를 보인다고 하기 어렵

다. 따라서 연구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활용된 이원 잠재성장

모형보다는 빈도변인에 적합한 다른 모형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한계점

을 지니고 있다.

앞서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약물 복용, 공격행동, 사교육 시간, 폭

력 빈도 등의 전형적인 절단 자료의 특성을 지닌 자료에 맞는 방법론을 사

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절단성

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여부와 수준(likelihood and amount)’의 

상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분석 방법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

다. 실제 자료에 적용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공변

인이 시점별로 반영되지 않아 각 시점에서의 개인차를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잠재성장요인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

점이 있다. 또한 시간 의존 공변인을 투입한 경우에도 공변인과 잠재성장

요인 간의 관계를 통제해주지 않아 해석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빈도 변수이나 이분 변수를 연

속 변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적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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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원 잠재성장모형

가. 잠재성장모형

잠재성장모형은 3회 이상 같은 시점에서 측정된 반복측정 자료를 분석

하기 위한 종단자료 분석방법의 하나로, 다층모형적 접근과 구조방정식의 

접근 모두가 가능하다(Newsom, 2015). 구조방정식의 관점으로 잠재성장모

형을 구할 때, 시점별 측정치는 잠재성장요인들의 측정변수이다. 이 측정

치들로부터 측정오차가 정제된 성장요인을 추출함으로써 이들 잠재변수들

이 각 시점별 관측변수를 설명하도록 설계된다(Kline, 2005). 

구조방정식적 접근은 다층모형적 접근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잠재요인 

간 상관이나 잠재변인으로서의 공변인 투입, 다변량 성장모형 분석 등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Newsom, 2015). 이러한 잠재성장모형은 전통적인 

분석방법이 피험자들이 모두 시점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변화의 성질을 선형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등의 현실적으로 충

족시키기 어려운 기준에 의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잠재성장요인의 유의한 분산은 변화에 있어 개인차가 

있음을 알려준다(문수백, 2009). 이 때 연구자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여 성

장의 개인차를 예측할 수 있는 공변인을 모형에 추가할 수 있다. 이처럼 

먼저 무조건 모형인 성장모형을 설정한 뒤에 공변인을 투입하여 잠재성장

요인들을 회귀시키도록 하는 조건 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택

하게 되면, 한 번에 분석하는 것보다 모형의 적합도가 떨어지는 원인을 비

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Kline, 2005). 

1) 무조건 모형: 성장모형

무조건 모형의 목적은 주어진 변인에 가장 적합한 성장모형을 찾는 것이

다. 모형은 아래의 식들과 같이 표현된다(Wang & Wa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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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

      <식 2>

      <식 3>

      <식 4>

ti는 i번째 관측치의 t시점을 의미한다. 잠재성장요인  ,  ,  는  

각각   는 초기치의 평균, 는 변화율의 평균, 는 속도의 변화율인 

가속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다. 는 시점(time score)을 의미한다.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구현할 경우 시간   에서의 초기치는 모든 

시점에서 같은 값으로 인식하므로, 각 시점으로부터의 초기치의 요인 부하

량은 일반적으로 전부 1의 값을 부여한다. 선형 변화율은 일반적으로 

         의 부하량을 부여하지만 연구자의 관심 시점이나 분석상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등으로 초기값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속도를 구하기 위한 이차항의 경우 일차항에 사용된 부

하량의 제곱, 가령  
       을 부여한다(Newsom, 2015). 

<식 1>에서   이면 ( 이면 당연히 속도의 변화율인 가속도 계

수인 는 이다.) 무변화 모형, ≠ 이고  이면 선형 모형, 

≠이고  ≠이면 이차성장모형을 의미한다. 위의 <식 1>-<식 4>

을 하나로 통합하면 아래와 같은 <식 5>로 표현된다.

        
    

    <식 5>

변화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은 위의 식에서 관측치마다 달라지는 무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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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random effect)의 분산     
   이 유의하다는 

의미다. 개인차는 이 항이 추정평균에서 벗어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림 1] 선형성장모형의 예시(Wang & Wang, 2012)

[그림 2] 이차 성장모형의 예시(Wang & Wang, 2012)

2) 조건 모형: 공변인 투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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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간 불변 공변인을 포함한

잠재성장모형의 예시(Wang & Wang, 2012)

무조건 모형 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모형이 확정되고 나

면, 이제 조건 모형인 변화의 개인차 예측모형을 분석할 수 있다. 연구자

가 이론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한 잠재적인 변화예측 공변인을 모형에 투

입하여 잠재성장 요인에 회귀시킬 수 있다(Kline, 2005).

 공변인은 시간 불변 공변인(Time-invariant covariates)와 시간 의존 공변

인(Time-variant covariates)로 나뉘며,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모형에 

투입된다. 시간 불변 공변인은 일반적으로 잠재성장 요인인 초기치와 기울

기, 가속도에 회귀되도록 하여 이들의 개인차를 예측하며(Wang & Wang, 

2012), 강력한 이론적 배경이 없다면 공변인은 일반적으로 모형 내의 모든 

잠재성장 요인과의 경로가 설정된다(Newsom, 2015). 시간 불변인을 투입

하여 <식 5>를 수정한 모형식은 아래의 <식 6>5)과 같고, [그림 3]은 이러한 

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식 6>

5) <식 6>에 등장하는 첨자  는 공변인 구분을 위한 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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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간 의존 공변인을 포함한 잠재성장모형의 예시

(Wang & Wang, 2012)

[그림 4]는 시간 의존 공변인(Time-variant covariates)을 투입한 모형의 

한 예시이다. 공변인들이 잠재성장요인이 아닌 각 측정변수에 회귀되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공변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이

를 각 시점의 측정변수에 회귀시키면 각 시점에서의 개인차(occational 

specific variance)를 제거한 후의 잠재성장 요인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렇게 되면 측정변인의 잔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잠재 

요인의 개인차가 아닌데도 분산에 포함될 수 있었던 오차분산이 제거된다

는 장점이 있다(Newsom, 2015). 예시로 든 [그림 4]의 모형은 모형에 시간 

의존 공변인과 시간 불변 공변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 시간 불변 공변인은 잠재성장요인을 직접 회귀하며, 시간 의존 공변인

의 경우 각 측정변인을 회귀하도록 설계된다.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잠재성장 요인끼리 경로를 설정하여 변화율이 초기치의 함수가 되도록 설

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기울기를 초기치의 척도로 표현해줌으로써 공

변인을 통제해주는 조치이다. 이로써 잠재성장요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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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능하다(Wang & Wang, 2012). 시간 불변 공변인이 포함된 <식 

6>의 모형에서 추가로 시간 의존 공변인을 투입하면 아래의 <식 7>과 같이 

표현된다. 변화하는 공변인    는  각 시점에서   에 직접 회귀된다.

 

     


   


 












       
   

<식 7>

나. 이원 잠재성장모형

앞서 설명하였듯, 이원 잠재성장모형은 분석을 위해 자료의 절단점

(cutoff)을 기점으로 한 이분 변인과 연속 변인을 생성한다. Olsen과 

Schafer(2001)는 이 절단값이 일 때를 기준으로 두 개의 종속변인인 이분 

변인과 연속 변인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사용된 기준을 정의하면 

아래의 <식 8>과 <식 9>와 같다(Olsen & Schafer, 2001). 

     if   ≠ 

 if    
    (개체의 시점) <식 8>

       if   ≠ 

  if    
<식 9>

<식 9>에 나타난 단조증가(monotone increasing) 함수 는 일반적으로 

원 변인으로의 전환과 해석에서 유용한 자연로그를 주로 사용하며6), 이는 

6) Mplus는 이원 잠재성장모형 분석시 변수의 정규성과 등분산성 조정을 위해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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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 변수  의 회귀식 구성을 위한 정규성과 등분산성 충족을 가능케 

한다(Olsen & Schafer, 2001). 

이원 잠재성장모형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분석에 앞서 생성된 두 변

인   (part1: likelihood part)와   (part2: amount part)7)의 변화궤적을 

각각 따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분 변인인  의 변화궤적은 주로 이항

분포의 확률에 대응하는 연결함수인 로짓(Logit)을 사용하며, 로지스틱 성

장모형(logistic growth curve model)으로 추정한다(Muthen, 2001). 이 때, 

단일 척도성을 위해 각 시점에서의 모든 임계치(threshold)는 같아야 하며, 

모형식별(identification)을 위해 성장요인 중 초기치를 0으로 고정해야 한

다는 제약이 따른다(Wang & Wang, 2012). 연속 변인인 part2의  는 생

성과정에서 관심대상이 아닌 응답들을 결측으로 처리한다. 즉, part2의 

결측자료는 무응답이어서 발생하는 결측값과 ‘0시간’이라 응답하여 결

측처리된 자료들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 시점 part2의 연속변수는 

분석을 위한 표본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듯 매 시점마다 자료에서 결

측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측 가정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변

수  의 결측치들은  에 의해 조건화된 결측치들로, 자료 내에서 발생

한 결측이기 때문에 M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8)(Rubin, 1976). 따라서 MAR가정이 충족되었을 때 활용

할 수 있는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이나 다중 대체법(Multiple imputation: MI)사용하여 결측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연구문제와 이론적 배경에 따라 part1(이분변수 부분)과 part2(연속변수 

변인이 로그변환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7)  Olsen과 Schafer(2001)의 정의에 따라, 이원 잠재성장모형에서 이분 변인인 사교

육 참여여부로 구한 일반화 잠재성장모형으로 구성된 부분을 part1으로, 연속 변인

인 사교육 참여시간으로 구한 잠재성장모형으로 구성된 부분을 part2라 부르기로 한

다.

8) 현실 자료에서 변수     의 결측 자료들이 자료 내 결측(MAR)이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Mplus는 이원 잠재성장모형 분석 후 MCAR가정을 만족하
는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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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성장요인들은 서로 상관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

나 일반적인 경우 성장 요인 간 상관을 잡아주는 것이 적절한데,  와 

 가 생성과정상 종속되는 변인이기 때문이다(Brown et al., 2005; 이은

주, 2012). 이원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은 이분 변인의 성장요인과 개인차 검

증 시에 필요한 모수와 표준오차 추정을 위하여 최대우도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한다(Olsen & Schafer, 2001).9) 

[그림 5] 이원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 모형의 예

(Wang & Wang, 2012).

이원 잠재성장 모형은 일반적인 잠재성장모형 분석과 동일한 과정을 거

친다. 무조건 모형의 분석 결과 성장요인의 분산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9) 이원 잠재성장모형은 모수값과 표준오차 추정을 하기 위하여 최대 우도 추정법을 
활용한다. 일반 선형 모형의 우도함수 식에 포함된 적분 근사를 위해 많은 방법
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원 잠재서장모형의 분석은 6차 라플라스 근사를 활용한다
(Raudenbush et al., 2000; Olsen & Schafer, 2001, 재인용). 이 방식은 Mplus의 이
원 잠재성장분석 과정에서 기본 설정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분 변수와 연속 변수
를 한 모형 내에서 함께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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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면, 유의미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정된 

모형의 개인차 변량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공변인을 투입한 조건모

형을 분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시간 불변 공변인과 시간 의존 공

변인은 모형에 함께 투입할 수 있다. 이원 잠재성장모형은 두 개의 종속변

수의 성장모형을 추정하므로, 각 종속변인의 성장요인에 회귀되는 공변인

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Madden, 2006). 

[그림 6] 공변인을 투입한 이원 잠재성장모형의 예

(Wood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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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형적합도

 이원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 활용되는 Mplus7.0은 다른 모형과의 비교

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형 전체를 판단하는 적합도로서 로그우도

(Loglikelihood) 값과 AIC(Al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지수를 제공한다(Wang & Wang, 2012). Mplus는 추

가적으로 이원 잠재성장모형의 특성에 맞는 part1과 part2의 개별적인 적

합도 지수를 제공하는데, part1의 일반화 잠재성장모형을 위한 Pearson 

 값과 LR  을 산출하여 준다. 검정 결과 이 두 값이 불일치하면 두 적

합도 지수 모두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한다(Muthen, 2006).

part1에 한하여 모형과 자료의 일치도를 살펴보는 위의 Pearson  값과 

LR    검정을 통과하고 나면, part2에 포함된 연속변인이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 결측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Pearson    and LR 

   for MCAR’지수로 확인한다(Little, 1988). MCAR 결측이 성립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면 자료의 결측이 매우 강력한 가정인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MAR(missing at random)가정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FIML)을 적용한 분석을 진행한다(Wang & Wang, 2012). 

MCAR 결측가정은 MAR가정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자료가 MCAR Test

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MAR가정은 성립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ubin, 

1976). 구조방정식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각 

적합도 지수는 모형의 특정한 부분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

수를 검토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entler, 2007). 

Mplus는 위에서 소개한 적합도 지수 이외에 이원 잠재성장모형의 간명성

을 확인하는 적합도 지수로 AIC, BIC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은 주로 비위계적인 모형 간의 비교에 흔히 쓰이는 지수들로, 모형식은 다

음 <식 10>과 같이 구현된다(Sclov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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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식 10>

            (  우도함수,   표본크기,   자유모수의 수)

위의 <식 10>에서 최대우도함수 항에 더해진    은 모형 복잡도를 

보정하기 위한 패널티를 반영한 것이다. 자유모수의 수인 만 고려하면 

AIC, 표본크기 와 자유모수 를 모두 반영하면 BIC 지수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의 값은 작을수록 모형이 더 간명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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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아동청소년패널조

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의 중1패널의 

2차 년도부터 6차 년도(2011~2015년 조사)까지의 5개년도 자료를 활용한

다. 중2패널의 경우 2010년에 확정된 2,351명의 원 표본을 대상으로 2010

년부터 2016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매년 동일 표본에 대한 반복 추적조

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현재 마지막으로 조사된 2016년의 7차 데이터까

지 공개된 상태이며 원 표본 유지율은 82.9%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6

차 년도까지의 원 표본 유지율은 목표한 조사 성공률 80%를 크게 웃도는 

87.5%(2,056명) 으로 높은 편이다. KCYPS는 이처럼 표본 이탈(sample at-

trition)이 적음을 고려하여 조사 기간 동안 표본이 누락된 경우 다른 표본

으로 대체하지 않는 동일 표본설계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표본 이탈로 인

한 대표성의 문제를 데이터 가중치(weight) 설정을 통해 보정하고 있다.

중1 패널의 경우 모집단인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표하는 표본

을 추출하기 위하여 모집단을 대상으로 다단층화집락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2010년 16개 광역시ㆍ도의 중1 학생 수에 비례하여 예상 조

사 성공률 80%를 고려한 목표표본 2,200명을 기초로 지역별 표본수를 할

당하였다. 각 지역의 조사대상 학교는 확률비례통계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te sampling)에 의거하여, 시ㆍ도 및 도시규모별로 남녀공학 구

분을 추가한 전체 학교 목록에서 학년이 2개 학급 50명 이상인 요건을 충

족하는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대상 학교 내의 표본학급은 기본적인 인

적 구성(학급 별 학생 수, 남녀별 학생 수)을 확인한 뒤 무작위로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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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은 총 2,351명이었으며, 1차 조사 결과 얻어

진 2,259명의 자료가 최종 표본으로 확정되었다(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7).

KCYPS는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

하여 사회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수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개인발달 영역과 환경발달 영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사내용으

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연도별 사교육 참여여부와 참여

시간 및 그 개인차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 및 환경 변인을 다양하게 포함

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분

석 대상이 된 중2 기준 2,259명 중에서 5개의 시점 모두에서 사교육 참여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총 2,247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2,247명의 자료 중 공변인 수준에서 발생한 결측치는 다중 대체법

(Miltiple Imputation: MI)과 함께 추정상의 편의가 적다고 알려진  완전 정

보 최대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FIML)은 사례별로 관찰된 자료의 우도 

함수값을 최대화하는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Graham & Coffman, 

2012). FIML 방법은 일부 문항에 결측이 있는 응답자의 자료도 분석에 포

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정 비율의 표본 탈락이 발생하는 종단 자

료의 분석에 매우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Muthen and Muthen, 

1998-2012). MI와 FIML의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에 사용된 Mplus7.0 패키지에는 

FIML 계산 방법이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계산하기 편리한 상황인 경우 얻

게 되는 두 결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한 MI보다 

FIML방법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Enders, 2006). 

2. 주요 변인

첫 번째 연구문제인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하여 사교육 참여시간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시간 기준은 주당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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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총 시간을 60으로 나누어 시간으로 환산하여 사

용하였다. 이 때 표준편차를 4단위 이상 벗어난 일부 측정치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거나 성실하지 못한 응답이라 간주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종속변인 중 하나인 사교육 참여여부 변인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 이원 

잠재성장모형은 분석 과정에서 사교육 시간 0인 경우를 미참여(0), 시간이 

0보다 큰 경우를 참여(1)로 한 새로운 변인을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교육 참여여부와 참여시간의 성

장모형이 확정되고 나면 성장요인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한 공변인을 투입

한 모형을 다시 한 번 분석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된 공변인의 

측정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매 시점 시간 의존 

공변인으로 투입되는 학습태도, 수업태도의 경우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

지 측정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 한 후에 활용하였다. 또한, 가정의 

로그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이 0원이라 응답한 1차년도의 7개, 2차 년도에 

포함된 5개의 자료가 기술통계 분석 결과 왜도와 첨도 값을 기준값을 크게 

벗어나 만들어 정규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값들은 모수

추정의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아 이상치(outlier)라 판단하여 제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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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명 내용

종속
변인

사교육
참여시간

다음 4개 문항을 토대로 주당 학원/과외로 보내는 
총 시간으로 변환
-이번 학기에 주당 학원/과외로 보내는 시간
1) 학교에 가는 평일(시간)
2) 학교에 가는 평일(분)
3)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 및 공휴일(시간)
4)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 및 공휴일(분)

공변인

성별 남자(1) 여자(2)

부모학력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 2문항을 교육연한으로 
변환하여 두 변인으로 잠재변인을 구성

가정소득
연소득 세후 금액이 정규성을 위반하여 1을 더한 
후 자연로그변환

부모양육
태도10)

(감독)

부모 양육태도 관련 다음 3개 문항에 대한 학생 
응답 평균(4점 Likert 척도11)로 조사)
1)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2)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오실지 알고 계신다

거주지역  서울시, 광역시(1), 그 외 지역(0)

성적만족도
자신의 성적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4점 Likert 
척도로 조사

수업태도

학교생활 중 수업태도 관련 다음 3개 문항에 대한 
학생 응답 평균(4점 Likert 척도로 조사)
1)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2)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3)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있다

<표 1> 주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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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이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에 대한 가장 적합한 변화궤적을 찾고, 그렇게 선정된 최종 성장모형

에서 확인된 개인차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무조건모형: 성장모형 설정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공변

인을 투입하기 전, 먼저 자료를 잘 설명하는 이원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원 잠재성장모형은 분석 중 생성된 두 개의 종속 

변인을 part1과 part2로 나누어 각각의 성장모형을 검증하게 된다. 이 때 

두 개의 종속 변인이 다른 변화궤적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각각 무

변화 모형, 선형함수 성장모형,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따로 설정하고 검증

하는 것이 가능하다(Brown, 2005).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가능한 성장모형

은 총 9개가 된다12). 분석된 결과의 적합도는 로그우도(Log-likelihood) 함

10)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변인의 경우 원자료에는 1,4,6차년도에 모두 조사되었지
만 3개년도 모두 서로 간의 측정동일성이 맞지 않아 응답자들이 같은 문항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초기 부모자녀관계가 학습과 성취를 
설명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정병삼, 2012)에 따라 1차년도의 
부모양육태도만을 공변인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1)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은 설문 조사 등에 사용되는 심리 검사 응답 척도의 하  
  나로, 응답자가 제시된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답변하도록 하는 서열성  
  응답범주를 지닌다(Babbie, 2007).

12) 성장모형은 이론적으로 분할함수 성장모형(piecewise latent growth model)까지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이 달라지는 전환기(중3 혹은 고1)를 기점으로 분
할함수 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다른 모형보다 현저하게 작은 로그우도
(log-likelihood)값을 산출하는 등 적합도가 무척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6개의 방대한 수의 모형을 제시하여 비교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적절한 값의 적합도를 보인 무변화 모형, 선형함수 성장모형, 이차함수 성장모형
만을 가지고 변화 모형의 비교 대상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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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값과 AIC, BIC 값을 활용하였으며, part1과 part2의 적합도를 따로 살펴

보는 지수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과정은 part1의 적합도를 먼저 

확인한 후(1단계 분석), part2의 적합도를 살펴보는(2단계 분석) 순차적인 

방식의 활용 방법을 택하였다(Wang and Wang, 2012). 이 절차에 따라 우

선적으로 먼저 구한 part1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 LR    

값을 비교하는 검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

되면 part1의 모형이 자료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part1을 

위한 적합도 지수 확인이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 part2의 적합도를 위한 

pearson    for MCAR, LR    for MCAR지수가 영가설을 기각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Little, 1988).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part2의 연속변

인을 위해 선정한 모형이 표본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적합

도 지수(Loglikelihood, AIC, BIC 및  검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성장모형을 선정하였다. [그림 7]은 연구목적 1에 따라 가장 적합

한 성장모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part2의 모형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하

는 part1의 가능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part1에 해당하는 사교육 참여율의 

성장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상황이므로, 참여율의 성장모형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part2에 해당하는 사교육 참여시간은 동일한 모형인 선형함수 

성장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이원 잠재성장모형은 두 종속변인의 각 

시점 간 잔차 상관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모형(Tooze et al., 2002)이므로 각 

시점 간 잔차 간의 상관이 [그림 7]의 각 모형에 해당하는 그림(a)-(c)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림이 지나치게 복잡해 질 것을 염려하

여 각 시점에서 잔차 간 상관을 그려 넣는 것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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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a)사교육 참여율은
 무변화 모형, 
 사교육 참여시간은
 선형함수 성장모형

(b)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모두

 선형함수 성장모형

(c)사교육 참여율은
 이차함수 성장모형, 
 사교육 참여시간은

 선형함수 성장모형

[그림 7] 무조건 모형 1단계: 참여시간(Y2)이 선형모형을 따르는 경우

주: 변인 Y2는 사교육 참여 시간에서 ‘0’인 응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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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모형 분석의 1단계인 part1의 성장모형 분석이 끝나면, 이번에는 

part2의 연속 변인에 해당하는 사교육 참여시간의 성장모형을 결정해 줄 

차례다. 이번에는 part1의 성장모형이 같다고 가정하고, part2의 참여시간

의 가능모형을 비교하게 된다. [그림 8]은 part1이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따

른다고 가정하고, part2의 가능모형을 비교하는 경우이다. 

구분 모형

(a)사교육 참여율은
 이차함수 성장모형, 
 사교육 참여시간은
 무변화 모형

(b)사교육 참여율은
 이차함수 성장모형, 
 사교육 참여시간은

 선형함수 성장모형

(c)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모두

 이차함수 성장모형

[그림 8] 무조건 모형 2단계: 참여율(Y1)이 이차모형을 따르는 경우

주: Y1은 사교육 참여율 변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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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건모형: 공변인의 영향요인 분석

 무조건 모형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성장모형이 확정되면, 선정된 성장

모형에 공변인을 투입한 조건 모형을 구성하게 된다. 조건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9]와 같다. 공변인 중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경우 이

를 시간 불변 공변인(Time-invariant covariate)라 부르며, 이들은 잠재성장

모형 내에서 성장요인으로 회귀되도록 설정된다(Newsom, 2015). 이 연구

에서 선정된 시간 불변 공변인은 성별, 부모학력 및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

도(부모감독)이다. 반면 공변인의 값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데, 이

러한 공변인을 시간 의존적 공변인(Time-varying covariant)이라 부르며, 

각 시점의 측정변인에 투입하여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Muthen & 

Muthen, 2012). 이 연구에서의 시간 의존적 공변인은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점 별로 측정변인에 회귀된 수업태도, 성적만족도, 가정

소득, 대도시 거주이다. 이렇게 얻은 분석 결과는 각 시점에서 공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줌은 물론, 공변인

으로 설명 가능한 각 시점의 잔차 분산을 제거한 정확한 잠재성장요인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Newsom, 2015).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잠재성장요

인의 초기치 에서 기울기 및 이차항으로 경로를 잡아주도록 설정하여 잠

재성장요인을 해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렇게 잠재성장요인들 간

의 경로를 설정해야 각 성장요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변인이 시간의존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Wang and Wang, 

2012)13). 또한 part1에 해당하는 사교육 참여율과 part2의 사교육 참여시간

의 잠재성장요인 간 상관을 허용해주었는데, 사교육 참여시간은 사교육 참

여 여부에 조건화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

13) 잠재성장요인들이 공변에 의해 회귀되는 형태가 되면 잠재요인들은 내생변인이 
되므로 측정오차를 가지게 된다. [그림 9]에서는 그림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측정
오차를 그리는 것을 생략하였다. 선정된 공변인 이외에도 잠재성장 요인들 모두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누락된 공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잠재성장요인 간 상관
을 설정하였다. 이 역시 복잡도를 고려하여 [그림 9]에서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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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이다(Brown et al., 2005). 또한 분석에서 종속변인 간 변화율과 

가속도의 공분산을 0으로 고정해 주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상대적인 중

요도가 낮다고 판단된 공분산 값을 제약하여 추정모수의 수를 줄여주는 

것이다. 이는 계산 량을 크게 줄여 추정결과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조치이다(Muthen et al., 2017). 

[그림 9] 공변인을 포함한 조건모형: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모두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따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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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가.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에 앞서 연구의 주요 종속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알아보았다. <표 2>

에는 사교육 참여여부에 대한 시점별 기술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사교육 

미참여 비율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매 시점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는 이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

이다. 이원 잠재성장모형은‘사교육 선택 행동’이라는 사건(event)으로 

인해 표본이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매 시점 변인을‘사교육 참여 집단’과 ‘사교육 미참여 

집단’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part2에서 사교육 참여

시간을 ‘0시간’이라고 응답한 미참여 집단은 모두 결측치로 처리한다. 

이 연구에서 사교육 시간 변인인 part2의 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 비율은 

각각 중2 시점에서 72.1%(=100-27.9) 중3 시점 67.6%(=100-32.4), 고1 시점 

45.7%(=100-45.7), 고2 시점 45%(=100-55), 그리고 고3 시점에서 

34.5%(=100-34.5)이다. 매 시점 대상 표본의 수가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 이원 잠재성장모형의 part1는 참여여부를 이분 변인으로 하

여 참여율을 분석하기 때문에 표본의 수가 달라지지 않지만, part2는 사교

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시간의 변인을 분석

하기 때문에, 매 시점마다 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 

<표 2>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 추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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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 같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학교급 전환기에 사교육 미참

여 학생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참여 비율은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에서 비슷한 시점에 조사되어 발표된 

2013년 사교육 미참여 비율(중학교 30.5%, 고등학교 50.8%)과도 비슷한 양

상을 보였다(통계청, 2018).  

시점
사례수
(건)

미참여
빈도(건)

미참여
비율(%)

사교육
참여여부

중2 2,204 614 27.9

중3 2,185 709 32.4

고1 2,011 1,091 54.3

고2 1,980 1,089 55.0

고3 2,013 1,321 65.6

<표 2> 사교육 미참여 비율의 시점별 기술통계

[그림 10] 사교육 미참여 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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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부터 고3까지 주요 종속변인인 사교육 참여시간의 기술통계는 <표 

3>을 통해 제시하였다. 전체 분석 대상을 ‘Y1(사교육 시간)’과 ‘Y2(사

교육을 받는 경우의 참여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유는 앞서 설

명한 것처럼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표본에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교육 시간에 ‘0응답’을 포함시킨  Y1의 경우 

시점별 사교육 시간 평균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반면 ‘0응답’을 제외

한 Y2의 경우 사교육 참여 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한정해서 살펴보면, 사교

육 시간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대상 표본을 어떻

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속변인의 기술통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Y1과 Y2모두 각 시점에서  Kline(2005)의 단변량 정규성 

가정인 왜도 3과 첨도 10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3 

시점의 Y2 값의 표준편차 값이 다른 시점의 값(6.55~6.95)에 비해 큰 값

(9.13)을 보이고 있어 자연로그 변환한 변인 Y3를 구하여 제시하였다. 고3 

시점의 Y2 값을 자연로그 변환한 결과가 [그림 13]의 (c)에 있는 Y3이다. 

로그 변환한 변인의 히스토그램인 (c)의 경우 넓은 구간에 분포하고 있었

던 히스토그램의 형태가 조정되었으며, <표 3>에서도 로그변환한 사교육 

참여시간 변인 Y3의 시점별 표준편차가 비슷하게 조정(.54~.67)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0’을 포함한 경우    (b) ‘0’을 제외한 경우    (c) 로그변환한 경우

      

[그림 11] 고3의 사교육 시간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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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점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왜도 첨도

Y1
:사교육
시간

중2 2,204 10.10 8.54 .00 40.00 .50 -.31

중3 2,185 8.56 7.99 .00 39.00 .69 -.08

고1 2,011 6.06 7.96 .00 37.50 1.15 .11

고2 1,980 5.87 7.94 .00 39.00 1.23 .74

고3 2,013 5.20 8.99 .00 42.50 1.82 2.69

Y2
:사교육
받는경우 
참여시간

중2 1,590 14.03 6.80 .33 40.0 .73 .63

중3 1,476 12.74 6.63 .27 41.0 .91 1.09

고1 920 13.25 6.55 1.42 37.5 .82 .69

고2 891 13.05 6.79 1.67 39.0 .78 .51

고3 692 15.11 9.13 1.00 42.5 .82 .09

Y3
:사교육
받는경우 
참여시간
(로그)

중2 1,590 2.50 .57 -1.10 3.69 -1.08 2.81

중3 1,476 2.39 .56 -1.32 3.66 -.86 1.64

고1 920 2.45 .54 .35 3.62 -.59 .26

고2 891 2.42 .58 .51 3.66 -.60 .058

고3 692 2.51 .67 .00 3.75 -.47 -.25

<표 3> 사교육 참여시간의 시점별 기술통계

 각 시점별 사교육 참여시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11,12] 와 

같다. 그래프를 통하여 두 종속변인의 기술통계 결과가 상당히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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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Y1): ‘0’을 포함한 경우

[그림 13]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Y2): ‘0’을 제외한 경우



- 43 -

 다음으로 주요 공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자연로그 변환을 적용한 가정소득을 포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

력으로 구성된 주요 공변인들은 단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05). 첫 번째 시점에서만 조사된 성별(여자 50%, 

N=2351)과 중2와 고1 시점에만 조사된 거주 지역(중2 시점 N=2219, 대도시 

거주 42.2%, 고1 시점 N=2080, 대도시 거주 41.5%)은 표에는 따로 제시하

지 않았다. 

공변인 시점 사례수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왜도 첨도

성적만족도

중2 2278 2.26 .814 1 4 .127 - .553

중3 2258 2.25 .802 1 4 .057 - .618

고1 2080 2.26 .738 1 4 .229 - .168

고2 2052 2.24 .761 1 4 .209 - .282

고3 2009 2.54 .744 1 4 - .126 - .293

수업태도

중2 2280 2.77 .608 1 4 - .300 .466

중3 2259 2.76 .607 1 4 - .327 .450

고1 2080 2.79 .556 1 4 - .275 .625

고2 2052 2.74 .558 1 4 - .463 .901

고3 2015 2.69 .609 1 4 - .342 .693

양육태도
(감독)

중2 2350 3.16 .649 1 4 - .610 .156

부모학력
부학력 2243 14.00 2.22 9 18 - .130 -1.031

모학력 2264 13.42 2.04 9 18 .313 - .935

가정소득

중2 2161 8.27 .568 5.71 10.31 - .687 1.209

중3 2180 8.30 .583 4.62 10.60 - .714 1.746

고1 2058 8.31 .582 5.20 10.60 - .702 1.628

고2 1973 8.30 .582 4.62 9.90 - .840 2.235

고3 1898 8.34 .557 5.71 9.90 - .659 1.286

<표 4> 주요 공변인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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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관분석

<표 5>는 사교육 참여여부의 시점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상관분

석 결과를 통해 사교육 참여는 모든 시점 간 정적상관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1와 고2의 시점 간 상관이 .5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사교육 참여여부는 시점 별 자기상관이 높은 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여부 중2 중3 고1 고2 고3

중2(N=2,204) 1.000 - - - -

중3(N=2,185)   .364** 1.000 - - -

고1(N=2,011)   .264**   .304** 1.000 - -

고2(N=1,980)   .220**   .287**   .516** 1.000 -

고3(N=2,013)   .151**   .221**   .360**   .397** 1.000

<표 5> 사교육 참여여부의 시점 간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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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사교육에 참여할 경우 보고한 시간의 각 시점별 상관을 정리해 

놓은 <표 6>이다. 사교육 참여 시간 역시 사교육 참여여부와 마찬가지로 

시점 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표 5>와 <표 6>에서 

알 수 있듯, 사교육을 참여하지 않는 경향과 참여하는 경향은 점 시점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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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여부 중2 중3 고1 고2 고3

중2(N=1,590) 1.000 - - - -

중3(N=1,476)   .356** 1.000 - - -

고1(N=920)   .253**   .293** 1.000 - -

고2(N=891)   .213**   .267**   .462** 1.000 -

고3(N=692)   .149**   .215**   .271**   .370** 1.000

<표 6> 사교육 참여시간의 시점 간 상관분석(Y2: ‘0’을 제외한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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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원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가.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

 사교육 참여율에 해당하는 part1의 이분 변인과, 사교육 시간이 0보다 

큰 경우만으로 생성한 part2의 연속 변인을 활용하여 이원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 모형을 분석하였다. part1은 이원 잠재성장모형에서 사교육 참여 

여부가 이분 변인인 것을 고려하여, 로짓 연결함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사

교육 참여율의 일반화 잠재성장모형을, part2는 사교육 참여 시간 중 0인 

응답자의 자료를 결측 처리하여 분석한 연속 변인의 잠재성장모형을 의미

한다. 분석의 목적은 두 종속변인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장모형을 

찾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성장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먼

저 part1의 이분 변인에 해당하는 모형을 구한 후(1단계), part2의 연속 변

인의 모형을 결정하는(2단계) 순차적인 방식을 택하였다. 먼저 사교육 참

여율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 part2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선형함수 모형으

로 고정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part1의 이분 변인의 일반화 잠재성장모형

이 무변화모형, 선형함수 성장모형,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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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에는 Mplus7.0을 활용하였다. 추정 결

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part1
×part2

df
Log

likelihood

pearson

 

LR

  AIC BIC

(a)
무변화
×선형

14 -9,603.01 760.36*** 447.83*** 19,234.01 19,311.78

(b)
선형
×선형

19 -9,044.53 169.33*** 166.56*** 18,127.06 18,232.60

(c)
이차
×선형

25 -9,032.98 151.94*** 148.06*** 18,115.95 18,254.82

주: part1은 참여율, part2는 참여시간에 대한 모형을 나타냄.
 *: p<.05, *; p<.01, ***: p<.001.

<표 7> 무조건 모형의 모형적합도: 참여시간이 선형모형인 경우

모형적합도의 분석 결과, 세 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차 × 선형 모형의 로그우도의 값이 –9032.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위계적인 모형 적합도 비교 지수 AIC도 이

차 × 선형 모형의 경우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로그우도 값은 높을수

록, AIC 값은 낮을수록 간명하고도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세 

모형 중에서 가장 적합도가 좋은 모형은 이차 × 선형 모형이라 할 수 있

다. <표 7>에서 세 가지 모형의 결과를 비교한 목적은 part1의 종속변인인 

참여율을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차함수 변화 모

형이 사교육 참여율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앞서 설명하였듯, Mplus7.0은 다른 모형과의 비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형 전체를 판단하는 적합도로서 로그우도(Loglikelihood) 값과 

AIC(Al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지

수를 제공한다. Mplus는 추가적으로 이원 잠재성장모형의 특성에 맞는 

part1과 part2의 개별적인 적합도 지수를 제공하는데, part1의 일반화 잠재

성장모형을 위한 Pearson  값과 LR  을 산출하여 준다. 이 두 값이 같

다는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면, 모형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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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Wang & Wang, 2012). 

이 판단기준에 의하면, <표 7>에서 (a)에 해당하는 무변화× 선형 모형의 

경우가 가장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사교육 참여율

을 설명하는 데 있어 무변화 모형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제대로 설명하

지 못한다는 뜻이다. 적합도가 떨어지는 무변화 모형을 가장 먼저 제거하

고 나면, part1의 가능모형으로 선형 성장모형과 이차함수 성장모형이 남

는다. 비록 Pearson  값과 LR  값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경우는 선형함

수 성장모형이었고, 작을수록 더 좋은 적합성을 지닌다고 여겨지는 BIC 값

에서도 선형함수 성장모형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나, 로그우도 값은 

이차함수 성장모형이 더 높은 값을 나타냈고, AIC값의 경우도 이차함수 성

장모형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로써 두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

합한지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적합도 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적합도는 여러 지수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의 지수는 모형

의 특정한 측면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는 둘 이상의 지수에 기

초해서 평가되어야 한다(Kline, 2005). 따라서 앞서 설명한 로그우도와 AIC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인 part1의 이분 변인에 대한 성장모형

으로는 이차함수 성장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art1
×part2

df
Log

likelihood

pearson

 

MCAR

LR

 

MCAR

AIC BIC

이차
×무변화

19 -9,096.09 152.57*** 148.00 18,230.19 18,335.73

이차
×선형

25 -9,032.98 151.94 148.06 18,115.96 18,254.82

이차
×이차

32 -9,020.21 151.89 148.06 18,104.43 18,282.18

주: part1은 참여율, part2는 참여시간에 대한 모형을 나타냄.
 *: p<.05, *; p<.01, ***: p<.001.

<표 8> 무조건 모형의 모형적합도: 참여율이 이차모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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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앞에서 선정된 part1의 이차함수 성장모형에 대응하는 part2의 

사교육 참여 시간 변인의 성장모형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앞에서 결정

한 part1의 이차함수 성장모형에 대하여 무변화 모형, 선형함수 성장모형,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각각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

다. 로그우도 값은 이차함수 성장모형의 경우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비위계적인 관계에 있는 선형함수 모형과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비교할 수 

있는 값인 AIC값에서는 이차함수 성장모형의 경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part2의 연속변인 검증을 위한 또 다른 적합도 지수인 Pearson    

for MCAR 값과 LR    for MCAR은, 연속 변인으로서의 종속변인이 

MCAR가정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두 값이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을 때, 자료가 MCAR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Little, 1988). 세 개의 모형 중 part2가 무변화 모형을 따른다

고 가정한 모형은 MCAR Test를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형함수 성장

모형과 이차함수 성장모형이 MCAR 결측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들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최종적

으로 part2의 연속 변인은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 또한 모형 선정 과정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론적으로 가

능한 네 가지 가능한 모형(무변화× 무변화, 무변화× 이차, 선형× 무변화, 

선형× 이차모형)의 모형적합도 결과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표 9>에 정

리하였다. 네 가지 경우 모두가 part2의 MCAR 가정을 만족시킨다는 결과

를 보였으므로, MCAR 결측 가정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검증 결과는 따

로 수록하지 않았다. <표 9>에 정리한 것과 같이, 분석 결과 선정된 무조건 

모형보다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원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 결과는 <표 10>과 같

다. 분석 결과 두 종속변인 모두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밝혀

졌다. 선정된 모형의 잠재성장요인인 초기치, 기울기 및 가속도의 추정값

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 각 부분의 잠재성장 요

인들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

간의 발달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14). 몇 가지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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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대부분의 성장요인 간 상관계수는 유의미하였다. 이는 앞서 서술

한 대로 사교육 참여 여부와 참여시간은 깊은 영향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

실과 관련이 있다. 사교육 참여를 결정하는 행동과 사교육 참여시간을 결

정하는 것이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독립

적이라는 가정 하에 각각을 따로 분석하는 단일 모형을 채택하게 되면, 이

들의 상관은 모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모수 추정상의 편의가 발생하

게 된다(Tooze et al., 2002; Wang & Wang, 2012). 따라서 <표 10>의 유의

한 상관계수들은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종속적인 

두 성장모형이 독립적으로 추정되어서는 안 되며, 성장 요인 간 상관을 고

려하여 함께 분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Tooze et al., 2002; Brown et al., 2005).

part1
×part2

df
Log

likelihood

pearson

 

LR

  AIC BIC

무변화
×무변화

10 -9,646.33 760.47*** 447.02*** 19,312.66 19,368.21

무변화
×이차

19 -9,577.72 760.31*** 448.63*** 19,193.45 19,298.99

선형
×무변화

14 -9,106.92 170.14*** 165.17*** 18,241.85 18,319.62

선형
× 이차

25 -9,032.76 169.28*** 166.57*** 18,115.51 18,254.38

주: part1은 참여율, part2는 참여시간에 대한 모형을 나타냄.
 *: p<.05, *; p<.01, ***: p<.001.

<표 9> 무조건 모형의 모형적합도: 비교 대상인 나머지 모형들의 결과

14)  part1은 이분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반화 잠재성장모형이므로 분산이 1
로 고정되어 별도로 추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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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평균

part1

초기치(중학교 2학년)   .000 999.000 .000

변화율 -1.079*** .131 -.660

가속도   .081** .028 .297

part2

초기치(중학교 2학년)  2.407*** .023 5.010

변화율 - .105** .031 -.298

가속도   .023* .009 .320

분산

part1

초기치(중학교 2학년)  7.112*** 1.262 1.00

변화율  2.671*** .737 1.00

가속도   .074* .029 1.00

part2

초기치(중학교 2학년)   .231*** .039 1.00

변화율   .124*** .035 1.00

가속도   .005** .002 1.00

상관계수

초기치(p2)↔변화율(p2) - .117** .035 -.695

초기치(p2)↔가속도(p2)   .018** .007 .544

변화율(p2)↔가속도(p2) - .023** .008 -.909

초기치(p1)↔변화율(p1) -2.708** .854 -.621

초기치(p1)↔가속도(p1)   .375* .157 .518

변화율(p1)↔가속도(p1) - .425** .142 -.958

초기치(p1)↔초기치(p2)   .495*** .103 .386

초기치(p1)↔변화율(p2) - .135 .114 -.144

초기치(p1)↔가속도(p2)   .003 .027 .014

변화율(p1)↔초기치(p2) - .045 .079 -.057

변화율(p1)↔변화율(p2)   .177* .089 .308

변화율(p1)↔가속도(p2) - .046* .022 -.394

가속도(p1)↔초기치(p2)   .002 .017 .012

가속도(p1)↔변화율(p2) - .029 .019 -.302

가속도(p1)↔가속도(p2)   .010* .005 .500

주: part1은 참여율, part2는 참여시간에 대한 모형을 나타냄.
 *: p<.05, *; p<.01, ***: p<.001.

<표 10> 선정된 무조건 모형의 추정 결과: 참여율과 참여시간 모두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따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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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교육
참여시간

2.41 2.33 2.29 2.30 2.36

<표 11> 사교육 참여시간의 시점별 추정 평균값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part1과 part2모두 앞서 이루어진 적합도 검정 결

과에 맞게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2의 사교

육 참여율은 Mplus7.0이 이분변수 모형의 명세화를 위해 절편을 0으로 고

정한 후 분석하므로 별도로 추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part1의 추정 결과로 

얻어진 변화율과 가속도의 값은 구체적인 값의 크기보다 유의성을 해석하

는 데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변화율의 값은 –1.079로 가속도 

는 .081의 값으로 유의하여, 사교육 참여율은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t2의 사교육 참여시간 추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 로그 값은 약 2.407로, 앞선 

기술통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의 학생 간 분산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에 따라 사교육 참여 시간이 약 1.62배(exp( )=1.617)까

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표본 내 모두가 평균적인 성장

모형을 따르는 것이 아니며, 설명되지 않은 개인 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는 공변인을 추가하여 2단계의 조건 모형을 분석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Kline, 2005; Newsom, 2015). <표 11>은 분석 결과 각 시

점의 사교육의 로그 참여 시간의 추정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모형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시간은 중학교 시기동안 꾸준히 감소하였다가 

학교급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기술통계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앞서 설명하였듯, 사교육 참여율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하여, 참여시간은 [그림 

14]에서처럼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두 종속변인이 서

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자료의 관찰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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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성장모형과 추정된 평균 성장모형을 비교하여 [그림 15]에 제시하였다. 

[그림 14] 추정된 사교육 참여시간(ln)의 궤적 

[그림 15] 추정된 참여시간(ln)과 관측된 참여시간(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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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건모형을 통한 사교육참여여부․시간 영향요인분석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원 잠재성장모형은 두 종속변인이 같은 모형 내에

서 같은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되고 있으나, 각 종속변인이 서로 다른 성격

을 갖는 표본에 한정되어 분석된다는 독특한 성질을 지닌다. 사교육 참여

확률은 전체 표본의 모든 학생의 정보를 다루는 반면, part2의 사교육 참

여시간은 part1에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결

측처리)하고 분석한다. 이렇듯 두 종속변인이 분석 대상으로 하는 집단은 

같은 표본으로 만들었으나 ‘사교육 선택 행동’이라는 사건(event)으로 

인해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다른 특성을 지니

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밝혀진 사교육 참여 

관련 공변인을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특히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인을 시점별로 투입하여 통제하면, 시점별로 개인

차 요인을 정제한 뒤에 잠재성장요인을 추정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성

장모형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장요인의 개인 간 차이 뿐 아니라 공

변인이 측정변인의 개인차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가 측정시점 별로 달라

지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원 잠재성장모형에서는 사교

육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사교육 참여시간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

치는 지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다. 

조건 모형의 분석에는 Mplus 7.0을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12>에 

제시된 것과 같다. 투입한 공변인들이 잠재성장요인의 분산을 상당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 모형 분석 후에도 유의한 개인차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요인은 사교육 참여율의 초기치, 기울기와 참여 시간

의 초기치, 기울기였다. 조건 모형이 개인차를 가장 잘 설명하지 못한 성

장요인 참여시간의 초기값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건모형은 참여

여부 초기치의 약 63.39%, 변화율의 약 75.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시간의 초기치의 경우 약 22.5%로 잠재 성장요인들의 분산 중에서 가

장 적은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시간 변화율의 경우 62.9%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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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평균

part1

초기치(중2)   .000 .000 .000

변화율 -2.960* 1.271 -3.489

가속도   .548 .293 4.230

part2

초기치(중2)  1.181*** .312 2.736

변화율   .208 .347 .680

가속도   .057 .102 1.023

잔차
분산

part1

초기치(중2)  2.569** .828 .975

변화율   .661** .250 .918

가속도   .014 .011 .847

part2

초기치(중2)   .179*** .036 .962

변화율   .046** .015 .491

가속도   .002 .001 .578

상관 
계수

초기치(p2)↔변화율(p2)15) - .511*** .092 - .722

초기치(p2)↔가속도(p2)   .085*** .024 .659

변화율(p2)↔가속도(p2) - .008 .004 - .866

초기치(p1)↔변화율(p1) - .098 .164 - .188

초기치(p1)↔가속도(p1) - .009 .036 - .109

변화율(p1)↔가속도(p1) - .078 .054 - .805

초기치(p1)↔초기치(p2)   .385*** .070 .568

초기치(p1)↔변화율(p2)   .000 .000 .000

초기치(p1)↔가속도(p2)   .000 .000 .000

변화율(p1)↔초기치(p2)   .000 .000 .000

변화율(p1)↔변화율(p2)   .074*** .017 .428

변화율(p1)↔가속도(p2) - .023*** .006 - .667

가속도(p1)↔초기치(p2)   .000 .000 .000

가속도(p1)↔변화율(p2)   .000 .000 .000

가속도(p1)↔가속도(p2)   .002 .001 .397

주: 무조건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성장 요인 간 상관은 
계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0으로 고정하였다(Muthen & Muthe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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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조건모형의 성장요인 모수추정치



- 55 -

무조건 모형에서 유의했던 part1과 part2의 가속도분산이 조건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조건모형의 변인들이 가속도의 개인차를 잘 설명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추정된 잠재성장요인 중 part1의 가속도, part2의 변화

율과 가속도는 무조건모형과 달리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각 시점의 개인차 분산, 성장 요인의 개인차 분산을 공변인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나면, 무조건모형에서 설명 가능했던 체계적 변화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됨을 보여준다.

무조건 모형
분산

조건 모형
잔차분산

설명량(%)

참여 초기치 7.112*** 2.569** 63.39

참여 기울기 2.671***  .661** 75.25

시간 초기치  .231***  .179*** 22.51

시간 기울기  .124***  .046** 62.90

주:  *: p<.05, *; p<.01, ***: p<.001.

<표 13> 공변인들의 모형 설명량

 

<표 14>는 시간 불변 공변인(Time Invariant Covariant)이 이원 잠재성장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초기치인 중2 시점에 성별 참여

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

다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여학생의 경우 참여율 변화에서 이차항의 계수가 남학생보다 더 컸다는 

것이다. 그 외에 사교육 참여시간의 변화율이나 이차항의 계수에는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으로 이루어진 잠재변인 부모학력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

는 학생들의 시간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은 없었지만 참여

율에서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모가 고학력일

수록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 증가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15)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p1은 part1을, p2는 part2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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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시간

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독적인 경향을 띌수록 초기 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t 영향요인

초기치 변화율 가속도

회귀
계수

SE
회귀
계수

SE 회수 SE

part1
(참여여부)

성별 -.191 .161 -.213 .156  .091* .039

부모학력  .062 .060  .079* .040 -.006 .011

부모감독  .330* .133  .031 .137  .003 .034

part2
(참여시간)

성별 -.159*** .033 -.031 .035  .020 .010

부모학력  .005 .009  .004 .009  .000 .002

부모감독  .048 .028  .005 .027 -.003 .008

주:  *: p<.05, *; p<.01, ***: p<.001.

<표 14> 시간불변 공변인의 영향요인 분석

<표 15>는 시간 의존 공변인(Time varying covariant)이 이원 잠재성장요인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교실에서의 수업태

도는 참여율과 참여시간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교실에서의 수

업태도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들일수록 중3 과 고2 시점에서 사교육 참여

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보다 수업태도가 1만큼 증가하면 

중3시기 사교육 참여가능성은 1.50배, 고2 시기의 참여가능성은 1.39배 높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 한 점은, 수업태도가 사교육에 참여하

는 학생들의 시간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수

업태도는 사교육 참여시간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의

미다. 다만, 수업태도는 중2에서 고2까지의 전 시점 내내 참여시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다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만 유일하게 학교에서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오히려 사교육 참여시간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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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성적만족도는 전 시점에 걸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시간 증감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교육 시간 결정을 위한 개인차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대신 중학교 2학년부터 학교급 전환기인 고1 시점까

지만 참여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한 점은, 

중2 시기와 중3 시기에는 성적에 만족할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사

교육 참여가능성이 각각 1.31배,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1 시기

에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고1 시기 성적만족도가 높다

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약 20% 만큼 덜 사교육에 참

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2와 고3 시기에는 사교육 참여여부를 결

정하는 데 있어 성적만족도의 차이는 별다른 영향요인이 되지 못했다. 

 가정의 소득은 다른 선행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전 시점의 사교육 참

여율과 사교육 참여시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정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시점은 학교급 전환기인 고1 시점이다. 중2 시점부터 고1시점

까지 가정소득이 높으면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여 최대치를 보이다가(중

2 시점에 가정소득이 1만큼 높을 때 승산비 약 2.94배, 중3 시기에는 약 

3.48배, 고1시기에는 약 4배를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2 시점 승산비 약 3.67배, 고3 시기 약 3.13배). 사교육 참

여시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특기할 만한 점은 고3 시

기가 되면 그 동안 유의미했던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가정소득의 유의

미한 설명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요약하면, 가정소득이 사교육 참여율

과 참여시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기는 학교급 전환기인 중3시기

이며 가정소득에 무관하게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기는 고3 시점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거주 지역은 초기인 중2 시점에는 참여와 시간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대도시(광역시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

다. 그러나 고1시점이 되자 거주 지역이 참여와 시간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광역시 및 서울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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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약 59% 더 사교육을 받을 확률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참여 시간 역시 중2 시기에는 대도시 거주 여부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1 시점에는 똑같이 사교육에 참여한다

고 하여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사교육에 참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art 영향요인
회귀계수 (표준편차)

중2 중3 고1 고2 고3

part1

수업태도
   .073
( .148)

   .407**

( .143)
   .251
( .139)

   .326*

( .147)
 - .138
( .149)

성적만족도
   .271*

( .106)
   .312**

( .103)
 - .227*

( .098)
 - .068
( .102)

 - .020
( .119)

가정소득
  1.078***

( .170)
  1.247***

( .132)
  1.386***

( .136)
  1.301***

( .144)
  1.142***

( .187)

대도시
   .310
( .164)

-
-

   .466**

( .143)
-
-

-
-

part2

수업태도
   .029
( .029)

   .052
( .032)

   .035
( .039)

   .034
( .040)

 - .144**

( .048)

성적만족도
   .038
( .021)

   .001
( .023)

 - .011
( .031)

 - .026
( .027)

   .030
( .038)

가정소득
   .137***

( .035)
   .155***

( .029)
   .144***

( .034)
   .096**

( .037)
   .045
( .060)

대도시
   .024
( .032)

-
-

   .095*

( .037)
-
-

-
-

주:  *: p<.05, *; p<.01, ***: p<.001.

<표 15> 시간의존 공변인의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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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중1패널 2차 년도부터 6차 

년도(2011~2015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

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의 성장모형을 설정하

는 1단계 분석을 수행한 뒤(연구문제1), 1단계에서 밝혀진 개인차 요인을 

설명하는 2단계 분석을 진행하였다(연구문제2).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참

여시간이 다수의‘0응답’을 보유한 까닭으로 바닥효과(floor effect)가 발

생하는 절단 자료(censored data)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 

절단 자료적 특성은 ‘사교육 시간’이라는 하나의 변인을 사건의 발생적 

측면을 뜻하는 이분형 변인인‘사교육 참여여부’와, 서열적 측면을 가진 

‘사교육 참여시간’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

다. 또한 참여율과 참여시간은 변인의 생성과정상 서로 깊은 영향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각 시점에서 종속변인의 상관을 고려하는 이원 잠재성장

모형(Two part latent growth model)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성장모형에서 확인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공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

다.

연구문제 1.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1-1. 사교육 참여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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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2. 사교육 참여시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

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참여자의 참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비추어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참

여율과 참여 시간의 종단적 변화는 두 종속변인 모두 이차함수 성장모형

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사교육 참여율은 이차 곡

선을 따르면서 감소하였고, 참여 시간은 초기에는 감소하다가 학교급 전환

기인 중3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차 곡선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둘째,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의 잠재성장요인 간 상관이 유의

미하게 나타나, 두 종속변인 간 상관을 고려하는 이원잠재성장모형으로 분

석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연구문제 1에서 확인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공변인을 투

입한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부모

학력,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는 잠재성장요인의 개인차를 상당 부분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의 참여율이 시점에 따라 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참여시간은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부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확률이 

시점에 따라 덜 감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

교육 참여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는 초기

(중2 시점) 참여율이 높은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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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차를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가 설명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점 별로 투입된 시간 의존 공변인(Time variant covariate)들은 시

점 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

교에서의 수업 참여도는 중3과 고2 시기의 사교육 참여율을 높였으며, 고3 

시기의 사교육 참여시간에만 부적 영향을 미쳤다. 성적만족도는 중2, 중3, 

고1 시점에서 사교육 참여율에 영향을 미쳤는데, 중2와 중3 시기에는 정적

인 영향을, 학교급 전환기인 고1 시점에서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적만족도는 사교육 참여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음이 확인되었다. 가정소득은 전 시점 내내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3 시기에만 사교육 시간을 결정하는 소득의 영향

력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는 광

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사교육 참여율이나 시간 선택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서 대도시 이

상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고, 더 많은 시

간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공변인들은 사교육 참여율

과 참여시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논의 및 제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었다. 

연구문제1 에 대한 분석 결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시간은 정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점차적으로 감소

한 반면, 참여시간은 감소하다가 학교급 전환기인 고1 이후 큰 폭으로 증

가하였다. 이는 사교육 참여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김태균, 권일남, 

2009), 사교육 시간이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과

는 다른 결과이다(김기헌, 2007; 김태균, 권일남, 2009; 박정주, 2012; 손윤

희, 2006).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부적절하다기 보다는, 사교육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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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사교육 시간

의 절단 자료적 특성에 주목하여, ‘0시간’을 응답한 미참여 집단을 표본 

집단에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는 데서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이로써 이 연구는 사교육 시간 분포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법론

을 활용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연구문제 2 에 대한 분석 결과, 선행연구를 통해 선별한 사교육 관련 변

인에 대한 공변인들은 시점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가정소득과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 거주 여부는 사교

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가정소득이 고3 시기에서만은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설명

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3 시점의 사교육은 이전 시점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집단은 대학 

입시가 가까워올수록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박현정 외, 2011; 최상근 외, 2003). 둘째, 광

역시 이상의 대도시 거주여부는 중학교 시기의 참여율과 참여시간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등학교 시기의 참여율과 참여시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능점수와 사교육 접근성에서의 지역격

차를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로 뒷받침 될 수 있다(김현진, 2008; 김인희, 

2010; 김진영, 2011; 남인숙, 2011). 이처럼 사교육 경감대책은 고등학교 3

학년의 입시 준비 사교육 양상, 대입 준비를 위한 사교육격차 등을 고려하

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특성변인에 해당하는 수업태도와 성적만족도는 사교육 참여

율과 참여시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수업

태도는 사교육 참여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참여시간에 대해서는 오히

려 고3 시기에서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적만족도는 사

교육 참여율에만 영향을 미쳤다. 특기할 만한 점은, 중학교 시기(중2 및 중

3)에는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고, 고1 시점

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성적에 만족할수록 사교육 확률이 감소하였다는 점

이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포부에 따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 양상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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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여러 선행연구로 뒷받침된다(김성식 외, 2009; 김준엽, 2017; 김현

진, 김미혜, 2014; 박균달 외, 2011; 박현정 외, 2009). 성적만족도에 의해 

참여 확률이 증가하던 중학생의 사교육이 고등학교 진학 이후 오히려 이

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입시 사교육이 중학생의 사교

육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가 된다. 또한 수업태도

와 성적만족도는 고3 시기를 제외하고는 사교육 참여시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진학을 

위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 번 참여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참여하

게 되는 사교육의 자기 회귀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정주, 2011; 변상민, 2017; 이광현, 2012). 따라서 사교육 경감대책이 효과

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입시준비를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사교육의 자기 회귀적 속성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사교육

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된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잘 활용

되지 않는 ‘전 과목’에 걸친 사교육 시간을 관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에서 특징적이다. 이전의 사교육 참여 관련 연구들은 국어, 수학 및 영어 

과목에 한정하여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김경식 외, 2011; 김성연, 2013; 박

현정, 2010; 변상민, 2017 등). 그러나 최근의 사교육 현상은 일반 교과로 

분류되어 오던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아닌 논술, 예체능(음악, 미술, 체

육) 및 취미ㆍ교양 교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18). 일반교과 

뿐 아니라 예체능 및 취미ㆍ교양 교과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전년 

대비 12.9%), 이는 다양화된 입시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측면에서(경향신

문, 2017),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참여 현상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최근의 추세에 적합한 사교육 정책과 추후 연구를 설계할 수 있는 실마리

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교육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활용

되는 이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사교육 시간이 보여

주는 분포의 독특한 절단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사교육 시간이나 비용을 

단일 종속변인으로 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한 다른 선행연구들(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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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외, 2009; 김현진 외, 2014; 박정주, 2012; 손윤희, 2016)이 발견하지 못

했던 다양한 의미와 함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교육연

구에서 시간이나 비용 등 바닥효과가 발생하는 변인에 적용해오던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의 대안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가 사교육 연구의 큰 줄기로 이어져 

온 만큼, 이원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사교육의 학업성취효과 추정 연구가 

필요하다.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 시간이 학업성취에 어떠한 차별적인 효

과를 불러오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교육 참여

여부 참여시간의 시점 간 상관이 높다는 점은 사교육 참여 행위가 시점 간 

높은 수준의 자기회귀적 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

구에서는 이를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전 시점의 사

교육 참여경향을 통제하는 방법론을 적용하는 분석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 사교육 참여 행동에는 학교효과

도 분명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조건 모형에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주

요 공변인들을 투입하였음에도 성장요인들의 잔차 분산이 유의하였다는 

점에서, 아직 설명하지 못한 학교효과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

후 학생이 학교 등의 집단 속하는 내재적 구조(nested structure)를 반영한 

이원 다층 성장모형을 시도한다면, 집단 수준 변인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원 잠재성장모형의 다층적 분석은 그 계산 과정이 

무척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어, 아직 시도된 바가 거의 없다(Spaeth, M., 

Weichold, K., Silbereisen, R. K., & Wiesner, M., 2010). 향후 방법론이 발전

되어 이원 다층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연구도 가능해진다면 더욱 다양한 

함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변인을 투입하기 

위하여 많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나, 앞서 설명하였듯 모형에 다층구조

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연구에 활용한 자료에서 측정되지 않은 변인 

등의 이유로 이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 이외에 다른 공변인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의 활용, 더욱 다양한 변인을 포

함한 자료를 활용하는 등으로 보다 풍부한 함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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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itudinal change of students' 

participation rate and time of 

private tutoring and 

influence factor analysis

Kim Yeonwhu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longitudinal changes of 

participation and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private tutoring of students 

during secondary school. The third wave dataset of the seventh grade 

student cohort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which collected from 2nd to 6th year (2011~2015) were used to examine.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private tutoring 

time have a characteristic of censored data. A two part latent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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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was used to handle this censored data. This model dividing the 

original distribution of substance use outcomes into two parts, each 

modeled by separate, but correlated, growth functions. 

 so that the private tutoring time variable was predicted through the 

two part latent growth model Growth model. In order to explain the 

individual differences revealed in the selected model, we used the 

covariates selected through the previous study review to see if the 

covariates have differentiated influence on the individual difference of 

participation rate and participation time Respectively.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s 1. How does participation rate and participation 

time change with time?

Research Questions 1-1. How does the private tutoring rate change 

over time?

Research Questions 1-2. How does private tutoring change over time?

 
2.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rate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the change of private tutoring time over time?

Research Problem 2-1. What factors influence the rate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over time?

Research Problem 2-2. What factors affect the participation time of 

tutoring participants over time?

 SPSS 22.0 and Mplus 7.0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mai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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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s follows. First, the longitudinal change of participation rate and 

participation time of private tutoring follows the quadratic function 

growth model in both dependent variables. What is remarkable is that the 

participation rate of private tutoring has decreased following the 

secondary curve, and the participation time has decreased in the early 

period but has followed the secondary curve which has increased sharply 

since 3 of the school class transition period.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y, and it seems to be caused by the difference of the 

methodology that can reflect the cut-off characteristic of the private 

education time into the model.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rate and the potential growth factors of 

participation time was significant,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two - 

way potential growth model consid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two 

dependent variables should be applied.

Second, the covariate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tutoring selected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showed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viewpoint. First, in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 in big citie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rivate tutoring than students in other areas, and 

spend more time on private tutoring. In addition, household incom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both the participation rate and the 

participation time of the private tutoring. However, it became apparent 

that the private tutoring time was different from the other times I was 

able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students' 
attitudes and sexual satisfaction have different effects on participation 

rate and participation time. First, the attitude of the cla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articipation rate of private tutoring. Sexual satisfaction 

only affected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private tutoring. What is 

remarkable is that the higher the sexual satisfaction, the high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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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private tutoring at middle school (middle 2 

and 3), and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private tutoring, 

the more the student is satisfied with his / her performance. This result 

was also analyzed to be independent of the phenomenon of private 

education for high school entrance examination an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tutor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uggested and the 

suggestions for follow - up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Private tutoring, Rate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Private tutoring time, longitudinal change, Quadratic growth 

model, Two part model, Two part latent growth model, 

Censored data

Student Number : 2016-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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