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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종단자료를 분석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이해와 분석절차를 설명하는 

것이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방법 중 한가지로 기존의 종단연구에 비해 뛰어난 장점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이 활발히 사용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통계를 전공하지 않은 학자나 현장 전문가들이 잠재성장모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부족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의 통계적 

수식과 개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현장 전문가들도 잠재성장모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 분석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주요어: 잠재성장모형, 종단자료, 변화

Ⅰ. 연구의 필요성 과 목적

일반교육현장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의 유형은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Gall, Gall, & Borg, 2003). 학교현장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학기 

* 본 연구는 2012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박소희) 1)

** 제1저자,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교육연구센터 교수 2)

*** 교신저자,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3)



248  아시아교육연구 13권 4호

및 학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 및 정서적 특성 또한 종단적 

변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종단자료 없이는 인간의 발달적 특성을 정확

하게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Magnusson, Bergman,. Rudinger & Torestad, 1991,

Singer, & Willett, 2003). 하지만 이러한 실제 교육 현장과는 달리 현재까지의 특수교육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이 단일 측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거나, 사전·사후간의 유의한 차이만을 

분석하는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특수교육분야의 연구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변화의 특성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사전·사후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중재전략의 내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 

설계 중 한가지로 인식되고 있지만(Gall, Gall, & Borg, 2003), 앞서서 설명된 것처럼 학생들의 

인지 및 정서적 특성은 지속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했을 때 두 번의 측정만으

로 학생들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측정횟수를 가지고 있다(Ployhart &

Vanderberg, 2010). 예를 들면, 정서장애 학생의 수학능력은 사전·사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을 

때 ‘수학 성취능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검사가 실시된 이후에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급격한 학업성취의 증가나 감소가 나

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사후검사 측정 시 다시 원래의 점수로 회귀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

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연구자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된다. 즉 사전검사가 실시 된 이후부터 사후검사가 

시행되기 전까지 나타난 급격한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은 교사나 연구자에게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사후검사만으로는 추가적인 정보

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Lenzenweger, Johnson, & Willett, 2004).

이처럼 종단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경우 최근에 출판되고 있는 특

수교육분야의 논문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Thomson

Reuters 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 인용지수(Impact Factor:)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특수교육저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저널은 Exceptional

Children(IF:3.58)이다. 이 저널의 경우 지난 2년간(76권 1호-77권 4호) 출판된 41편의 연구 중에

서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수는 15편으로 전체 출판된 연구 중 약 37%에 해당된다. 저널 1호

(issue)당 평균 6편 정도가 실리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매호에 한편 이상은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단연구들은 일부 종단자료방법에 해박한 지식

을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분야의 전문가

가 아닌 연구 방법론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특수교육분야의 종단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특수교육연구에서 종단자료를 활용한 특수교육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원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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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는 학습장애를 새롭게 정의한 중재반응모형(Responsiveness to Intervention: RTI)에 대한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증대와 관련되어 있다(Fuchs, 2003). 2004년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의 개정을 통해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이전

의 학습장애 판별 방법인 능력 성취불일치 모형과 함께 중재반응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Vaughn & Fuchs, 2003). 기존의 능력성취 불일치 모형과 비교했을 때 중재

반응모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도 평가 절차를 포

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Haager, Klingner, & Vaughn, 2007). 진전도는 1-2회의 측정으로 평가

될 수 없으며, 한 학기를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많게는 매주 1회씩 진전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최소한 3회 이상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Ardoin & Christ, 2008; Deno, 2003). 따라서 중재

반응모형의 활용한 필연적으로 종단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단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종단연구의 수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한 가지는 국가수준에서 수집되어 

가공된 종단자료 유형의 Secondary data를 연구자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 때문일 것

이다. 미국 교육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특수교육분야의 종단자료로는 현재 장애학생들의 전환교

육과 관련된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 of Special Education Students 와 Special

Education Elementary Longitudinal Study 같은 종단자료들이 있다. 국내의 경우 장애학생만을 

위한 종단자료는 국가수준에서 수집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종단연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KELS 자료를 활용한 특수교육분야

의 연구가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예, 홍성두, 여승수, 김동일, 2010).

이처럼 특수교육분야에서 종단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연구

는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종단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연구의 경우 부적합

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종단자료를 활용한 국내의 특수교육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Ployhart 와 Vanderberg(2010)가 예측하는 것

처럼 통계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과학분야 학자들에게 있어서 종단자료 분석방법은 매우 도전적

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를 전공하지 않은 타 학문분야의 학자들에게 있

어서 종단자료 분석방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익숙지 않은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과정이었다. 예전의 종단자료 분석 통계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

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예, syntax를 통한 명령어 입력)으로 인해서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사용

할 수 있는 제한된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심지어 종단자료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예전의 학자들에게도 종단자료를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

로 인식되었다(Ployhart & Vanderberg, 2010). 하지만 최근의 경우 통계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



250  아시아교육연구 13권 4호

과학분야의 연구자들도 쉽게 종단 자료분석을 가능케 하는 통계 프로그램(예, AMOS, LISREL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종단자료의 분석의 활용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Byrne, 2010). 이러한 프로그램은 복잡한 통계적 수식을 연구자에게 요구하기 보다는 시각적인 

도형의 도식화를 통해서 모형을 설계하고 결과를 쉽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징

을 가지고 있다(Byrne,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발된 

AMOS 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종단자료의 분석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별히 본 연구

에서는 여러 가지 종단자료 분석방법 중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특수교육 연구 

상황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특수교육분야의 실제 연구 분석 

사례를 제공하였다. 잠재성장분석과 관련된 서적이 일부 존재하지만 특수교육분야의 자료에 근

거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해석하는 책이나 연구물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특수교육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특수교육전문가들이 종단

자료분석방법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흥미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종단자료의 결과해석에 있

어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었다.

Ⅱ. 종단자료 및 종단연구 정의

본격적인 종단자료분석에 앞서서 먼저 종단자료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선 

종단자료의 기본 조건 중 한가지는 적어도 3개의 자료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Singer, & Willett, 2003). 즉 3회 미만인 2회의 자료 수집만으로는 종단자료의 분석이 불가능하

다. 예전의 일부 연구자들은 변화(Change)를 증가(Increment)로 잘못 인식하여 두 번의 측정횟

수만으로 변화를 정확히 측정 가능하고 가정하였다(Willett, 1989). 그러나 Singer와 Willett(2003)

은 변화를 단순한 숫자의 증감으로 인식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두 번의 측정으로 획득된 차이점수의 변화는 변화의 다양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인간의 발달특성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발달 곡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언어의 

유창성의 경우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다. 인간의 키가 발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큰 증감 없는 변화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특성은 단순한 차이 점수

만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양한 발달 곡선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

한 발달 곡선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측정 횟수는 3회기 이상이다(Willett, 1989).

종단자료의 변화를 증가로 인식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측정오차(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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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와 변화량과의 분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사전·사후검사와 같이 2회기의 측정으로 증감만

을 측정할 경우 측정오차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진점수(true score)와 측

정오차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의 차이를 밝히는데 있어서 측정오차의 값을 통

제할 필요가 있지만 2회기의 측정만으로는 측정오차의 값을 분리하여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Singer, & Willett, 2003). 만약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진점수가 동일하여 실질적인 변화의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측정오차의 값이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 높게 포함되어 있으면 두 시

점간에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를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2회기의 측정으로 변

화를 분석할 수 없으며 측정오차를 분리하여 산출할 수 있는 종단자료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3회기 이상의 측정횟수와 함께 필요한 또 다른 필수 조건 중 한가지는 단일 특성을 지닌 구인

(construct)의 변화를 측정해야한다는 것이다(Singer, & Willett, 2003). 예를 들어 국어영역에서 

읽기와 쓰기영역을 단일 종단자료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읽기와 쓰기는 구별된 

특성을 지닌 인지영역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종단자료를 수집해서 변화를 측정해야한다.

위에서 제시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종단자료분석이란 3회기 이상의 측정횟수를 가지고 있으

면서 단일 특성을 지닌 구인(construct)의 변화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으로 정의되고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적합한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잠재성장모형의 이해

종단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위계

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이고 다른 한가지 방법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이다. 이러한 최신의 두가지 종단자료분석방법과 이전의 전통적인 분석

방법인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 GLM)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GLM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 측정회기에서 산출된 분산값이 일정해야 

한다(Principle of Sphericity)는 비현실적인 전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Ployhart & Vanderberg,

2010). 교육분야에서 측정된 종단자료들은 여러 가지 환경변인과 측정도구의 문제들로 인해 다

양한 분산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GLM 방법의 또 다른 제한점 중 한가지는 범주형 

변인만이 독립변인으로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을 뿐 연속변인은 독립변인으로 선택할 수 없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Ployhart & Vanderberg, 2010). 끝으로 GLM을 사용할 때의 실제적인 어려

움 중 한가지는 결측치 값에 대한 처리방법이다. 실제 종단연구를 실행을 할 때 결측치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결측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종단자료는 분석에 포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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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Willett, 1989).

위에서 제시한 GLM 종단자료분석방법의 세 가지 주요한 분석방법의 제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바로 위계적 선형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이다. 위계적 선형모형과 잠재성장모형

은 동일한 통계적 수식으로 표현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Llabre, 2004), 개념적으로 미세한 

몇 가지 차이점이 또한 존재한다. 먼저 위계적 선행모형의 활용은 주로 다단계의 층을 가진 횡단

자료(cross sectional data)분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Curran, Bauer, & Willoughby,. 2004). 즉 

한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는 학급의 환경 변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다단계 층으로 이뤄진 횡단자료를 분석할 때 적합한 자료 분석

방법은 위계적 선형모형이다. 위계적 선형모형에서 종단자료 분석은 특별한 분석방법의 한가지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 분석만을 위해 개발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Curran, Bauer, & Willoughby, 2004).

잠재성장모형은 비교적 역사가 매우 짧은 최신의 연구방법으로 1987년 McArdle과 Esptein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된 종단자료 분석방법이다.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 SEM)의 특별한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Byrne, Lam, &

Fielding, 2008). 구조방정식모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잠재변인(Latent variable)과 관측변인

(Observed variable)은 중요한 핵심 개념 중 한가지이다(Kline, 2005). 잠재변인이란 이름에서 유

추할 수 있듯이 직접적으로 측정하거나 관찰이 불가능한 변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능검사

의 지능은 잠재변인인 한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누구나 지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측정하거나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

부위를 측정(예, 키, 허리둘레)하는 것과 달리 지능은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단지 연구자의 가설에 의해서 지능의 요인이 결정되고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관측변인)으

로 간접적으로 지능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Gall, Gall, & Borg, 2003).

위에서 설명된 잠재변인과 관측변인은 잠재성장모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잠재성장모

형에서 잠재변인은 기울기(Slope)와 초기값(Initial Status)에 해당되고 관측변인은 매회에 측정

된 종단자료들로 정의된다. 즉 실제 교육현장에서 기울기와 초기값은 직접적으로 측정 불가하지

만 매회 측정되는 종단자료에 근거해 잠재변인인 기울기와 초기값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처럼 잠재성장모형의 핵심개념들이 관측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방정식의 특별한 한가지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잠재변인과 관측변인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분석의 활용  253

기울기초기값

측정 1 측정 2 측정 3 측정 4

<그림 1> 잠재성장모형의 기본모형

먼저 잠재성장모형의 기본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1>에 나타난 동그라미와 사각형 도

형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에서 사각형은 관측변인을 의미하며 동그라미는 잠

재변인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서 언급된 것처럼 초기값과 기울기는 잠재변인이기 때문에 동그라

미로 표시되었고 매회 측정된 값은 관측변인이었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표시되었다.

일반적인 잠재성장모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수식 (1)로 표현될 수 있다.

ittiiity elbb ++= 10 (1)

수식 (1)에서 ity 는 i 번째 학생의 종단자료 중  t 주기에 측정된 종단자료 값을 의미하며,

i0b 는 학생 i 의 초기값을 의미한다(Bollen & Curran, 2006). i1b 는 i 번째 학생의 기울

기 값을 나타내며, tl 는 t 측정주기의 기울기 계수값을 나타낸다(Bollen & Curran, 2006).

수식 (1)은 2개의 층으로 분리되어 재해석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기존

의 종단자료 분석방법(예, GLM)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식 (1)을 두 개의 공식으로 분리하면 다음과 같다.

ii 000 zbb += (2)

ii 111 zbb += (3)

수식 (2)는 수식 (1)의 초기값인 i0b 을 두 개의 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식 (2)에서

0b 는 전체 평균의 초기값을 의미하고 i0z 는 전체평균과 i 번째 학생점수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한학생의 초기값은 학생이 속한 전체 집단의 평균값에서 개별학생의 점수 차이로 

재해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식 (3)은 수식 (1)의 개별학생의 기울기 값을 전체 평균의 기울

기( 1b )와 전체평균과 개인의 차이( i1z )점수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기울기와 초기값



254  아시아교육연구 13권 4호

이 전체평균과 개인의 차이점수로 구분되는 수식의 구조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분석방법에서 

요구했던 엄격한 전제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Singer, & Willett, 2003). 일반적으로 

집단의 기울기를 산출할 때 집단에 포함된 모든 개인의 기울기가 집단의 평균 기울기와 동일하

다는 가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Singer, & Willett, 2003). 비록 집단의 종단자료에 근거해서 전

체 평균의 기울기가 산출되지만 개인간 차이는 엄연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다면 교육적으로 중요한 교육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즉 전체 평균의 기

울기를 산출하는 것 보다 집단에 소속된 개인간 기울기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밝히

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결론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한집단에 소속된 개인들 간의 

기울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그 다음으로 연구자가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는 

개인간 기울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인(predictor)을 밝히는 것이다(Singer, & Willett,

2003). 아주 간단한 예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종단자료로 분석하였고 산출된 기울기의 개인간 

차이가 유의했을 때 연구자는 성별과 같은 추가적인 독립변인을 투입하게 되고, 성별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독립변인일 때 개인간의 기울기 차이는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ollen & Curran, 2006). 기울기와 마찬가지로 초기값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초기

값을 산출한 후에 개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산의 값이 나타났다면 어떠한 독립변인에 

의해서 개인간 출발시점의 자료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잠재성장모형은 전통적인 분석방법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추가적인 정보와 현실적인 종단자료

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분야의 종단자료연구

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절차 개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단자료는 McMaster et., al (2010)의 CBM(Curriculum Based

Measurement) 쓰기연구에서 사용된 50명의 종단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

형의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 필요한 사전 절차는 먼저 개인들간의 종단자료를 시각적으로 검토

하고 어떠한 변화유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기술적으로(descriptive)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프를 

활용한 종단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중 한가지는 이상치 값(outliers)의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함이다. 동료들의 점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값들은 자료의 코딩 시 잘못 입력

되거나 검사를 채점할 당시 잘못된 값이 입력될 수 있다. 연구자는 시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의심

되는 이상치 값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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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주간의 CBM 쓰기검사점수 

<그림 2>는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된 종단자료의 기술적 결과(Descriptive

outcomes)로서, 4주간 측정된 개별학생들의 CBM 쓰기 점수의 발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

프에 나타난 개별학생들의 CBM 쓰기 점수는 개인차로 인해 다양한 발달 유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생들은 CBM 쓰기 검사 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부 학생들

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은 매회 측정된 점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에서 검은 점선으로 표시된 값은 매회 측정된 CBM 쓰기 검사결과의 

평균값으로 측정회기가 증가할수록 평균값도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근거했을 때, 본 연구에 포함된 학생들의 CBM 쓰기점수의 변화 패턴은 선형 발달(linear

trend)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의심이 되는 심한 이상치 값들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은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MOS 7.0 프로그

램의 실행에 앞서서 필요한 선수 작업으로는 수집된 종단자료를 통계프로그램으로 미리 저장해 

놓아야 한다. AMOS 7.0 프로그램에서 종단자료를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의 형

태로 통계프로그램에 저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통계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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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PSS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의 예

SPSS 프로그램에서 자료 입력방법은 일반적인 자료 입력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첫 번째 세로 

칸에는 학생을 구별하는 ID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 세로 칸에는 종단자료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학생에 대한 배경변인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그림 3>과 같이 종단자료 입력 후 다음 행에서 

입력하면 된다. 잠재성장모형의 자료 입력 방법은 이처럼 간단히 자료를 입력할 수 있지만,

HLM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자료의 입력 방법이 다소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위계적 선

형모형에 근거한 HLM 전용 프로그램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SPSS자료를 두 개로 분리하여 입력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잠재성장모형은 쉽게 활용될 수 있는 

분석방법일 것이다.

SPSS자료 입력을 마친 후 본격적인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의 분

석은 무조건모형과 조건모형의 분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무조건 모형이란 추가적인 독립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조건 모형이 먼저 분석되어야 한다. 무조건 모형을 

분석한 후에 기울기와 초기값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추가적인 조건모형을 실시하게 

된다. 기울기와 초기값의 분산이 유의하다는 의미는 개별 학생들의 발달유형은 동일하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인간 발달 유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조건모형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Ⅴ. 무조건 모형의 분석방법

먼저 해야 할 작업은 AMOS 7.0 프로그램에서 SPSS 프로그램에 저장된 원자료(raw data)를 

불러와야 한다. 먼저 AMOS 7.0 프로그램의 첫 화면의 상단에 위치한 명령어 항목 중에서 왼쪽

에 위치한 FILE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하위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며 Data Files을 클릭하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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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ata Files 선택방법

Data Files 을 클릭하면 <그림 5>와 같은 창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5> Data Files의 창

<그림 5>에서 File Name 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자료가 저장된 곳의 위치를 묻는 새로운 

창이 뜨게 된다. 종단자료가 저장된 곳의 파일은 선택한 후 OK 버튼을 선택하면 첫 번째 작업이 

마무리 된다.

자료를 AMOS 7.0 프로그램과 연동한 후에 필요한 두 번째 작업은 연구자가 원하는 잠재성장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먼저 AMOS 7.0 프로그램의 상단에 위치한 명령어 항목 중에서 

Plugins를 선택하면 하위 메뉴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Growth Curve Modeling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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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면 된다.

<그림 6> Growth Curve Model 선택 창

<그림 6>에서 Growth Curve Model을 선택하면 <그림 7>과 같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단

자료의 측정횟수를 묻는 새로운 창이 나타난다. 따라서 연구자가 소유한 종단자료의 측정횟수 

값을 넣어주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4회 측정된 종단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4라는 숫자를 입력

하였다.

<그림 7> 종단자료의 측정횟수를 묻는 창

<그림 7>에서 종단자료의 측정횟수를 입력하고 OK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은 

잠재성장모형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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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4회 측정주기를 가진 잠재성장모형 

<그림 8>에 나타난 잠재성장모형을 설명하면, 초기값(ICEPT)과 기울기(SLOPE)는 잠재변인

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도형으로 설정되었고, 4개의 종단자료를 집적 측정된 값이기 때문에 사각

형 모형으로 표시되었다. 각각의 사각형 도형에 연결된 동그라미들은(e1-e4) 각 측정주기별 산출

되는 측정오차 값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원하는 잠재성장모형을 <그림 8>과 같이 설정한 후에 필요한 다음 절차는 연구자가 

설정한 잠재성장모형에 SPSS에 저장된 변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그림 9> 잠재성장모형에 원자료 연동하기

<그림 9>와 같이 상단의 메뉴창에서 View를 선택하면 하위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Variables in Dataset 선택하여 클릭하면 <그림 10>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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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자료 연동을 위한 Variables in dataset 팝업창

<그림 10>과 같이 SPSS에서 저장된 변인의 이름이 팝업창에 나타나게 된다.

<그림 11> Variables in dataset에 있는 변인을 잠재성장모형에 투입하는 과정  

Variables in dataset 팝업창에 나타난 변인 중 먼저 필요한 변인은 4개의 종단자료(첫째주-넷

째주)들이기 때문에 해당 변인의 이름을 각각 클릭하고 오른쪽에 위치한잠재성장모형의 관측변

인에 넣어주면 된다(그림 11 참조). 예를 들어 첫째주의 관측변인을 잠재성장모형에 넣기 위해서 

Variables in Dataset에서 첫째주를 선택한 후 오른쪽의 X1자리에 자료를 입력하면 X1은 사라지

고 첫째주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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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의 모든 변인들을 잠재성장모형에 정확히 투입한 후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들은 관측변

인과 잠재변인간의 계수를 설정해주는 것이다. 4개의 종단자료와 초기값(ICEPT)은 시간의 변화

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즉 처음 측정된 값은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4개의 관측변인과 초기값의 경로계수는 1로 지정된다. 이러한 초기값과 달리 기울기(SLOP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형증가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선형발달모형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매 측정회기마다 1씩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울기와 첫 번째 종단자료

간의 경로계수는 0이며 두 번째 종단자료와 기울기간의 경로계수는 1, 세 번째 종단자료와 기울

기간의 경로계수는 2, 마지막 종단자료와 기울기간의 경로계수는 3이 된다. 특별히 기울기와 첫 

번째 종단자료간의 경로계수가 1이 아닌 0으로 출발하는 이유는 의미 있는 초기값의 해석과 관

련되어있다. 만약 기울기와 첫 번째 종단자료간의 경로계수가 1로 시작한다면 초기값은 기울기

의 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초기값의 해석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잠재

성장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울기와 첫번째 측정변인간의 경로계수를 0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로계수를 지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림 12>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림 12> 경로계수 지정하는 방법  

연구자가 설정한 잠재성장모형도에서 경로계수는 화살표로 표시되고 있다. 이러한 화살표 도

형위에서 마우스의 커서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12>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

난다. 팝업창의 메뉴 중에서 Object Properties 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13>과 같은 새로운 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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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Object Properties 팝업창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Object Properties의 팝업창에서 Regression weight이라 항목에 

알맞은 경로계수를 넣어주면 된다.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초기값의 경로계수들은 모두 1의 값을 

가지게 되며, 기울기의 경로계수는 0, 1, 2, 3의 값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된다.

이제 모형설정과 자료입력이 완료되면 분석절차만 남아있다. 분석을 실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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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와 같이 상단에 위치한 메뉴 중 Analyze를 선택한 후 하위 메뉴 중 Calculate

Estimates를 선택하면 분석이 시작되고 자동적으로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Ⅵ. 무조건 모형의 결과 해석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연구자가 설정한 잠재성장모형과 실제의 

종단자료간의 적합도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가설된 연구모형이 종단자료의 특성을 잘 반

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한다. 적합도 평가방법은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와 같은 절대적 적합도 지수와 상대

적 적합도 지수인  검사 값을 사용하면 된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의 경우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0.9 이상 일 때 가설된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적합

도 지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값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서 앞서서 언급된 절대적 적합도 지수들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 모델의 적합도 평가 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5>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 확인방법  

<그림 15>는 AMOS 7.0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분석결과를 불러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상단에 위치한 명령어 중에서 View를 선택한 후 Text Output을 선택하면 <그림 16>과 같

은 결과를 제공하는 새로운 창(AMOS OUT)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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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 창  

결과를 제공하는 새로운 창에서 좌측에 있는 항목은 세부결과 내용의 항목명을 제공하고 있

다. 위에서 설명된 모형의 적합도 값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왼쪽의 창에서 Model Fit이라는 항

목을 선택하면 된다. <표 1>은 본 분석의 적합도 지수값을 제공하고 있다.

<표 1> 모형의 적합도 지수  

CBM 쓰기 검사의 모형적합도

적합도 지수명  CFI NFI IFI TLI

적합도 지수값 9.56 .97 .95 .97 .95

<표 1>에 제시된 절대적인 모형 적합도 값을 살펴보면 모두 .90 이상으로 연구자가 설계한 

잠재성장모형은 CBM쓰기 검사의 종단자료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후 연구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다음 결과는 기울기와 초기

값에 대한 정보이다. 기울기와 초기값은 종단자료의 발달 패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이다. <그림 16>의 결과 창에서 Estimates라는 항목 명을 선택하면 기울기와 초

기값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기울기와 초기값에 대한 결과  

선형 발달 모형

평균 분산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CBM 

쓰기검사

초기값 8.42*** .50 10.60*** 2.49

기울기 3.46*** .31 3.89*** .8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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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모형에서 산출된 기울기와 초기값은 두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해야한다. 첫 번째

는 추정된 평균의 값과 표준오차를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균치의 분산 및 표준오차를 

해석하는 것이다. 먼저 CBM 쓰기 검사 점수에서 산출된 초기값을 살펴보면 추정된 평균의 값은 

8.42로 나타났다. 초기값이 8.42라는 의미는 첫 번째 주에 측정된 전체 학생의 CBM 쓰기 검사의 

평균점수가 8.42라는 의미이다. 초기값의 평균값은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때 표준오차도 평균치와 함께 보고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평균 추정치의 값은 

표준오차값에 비례하여 평가되기 때문이다. 표준오차 표집분포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편차는 .50 이었으며 본 분석에서 산출된 8.42는 16배 

큰 수치임을 알 수가 있다. 즉 8.42라는 점수는 우연히 산출될 수 있는 초기값은 아닐 것으로 

예측되면 실제 통계적 검증에서는 유의한 값으로 평가되었다.

추정된 평균값의 통계적인 검증과 함께 중요한 개념은 평균치의 분산값에 대한 해석이다. 초

기값의 분산값은 첫 회에 측정된 전체학생들의 CBM쓰기 검사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개별학

생들의 분포(분산)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기초통계학의 평균과 분산의 

개념을 재학인할 필요가 있다. 기초통계학에서 평균값은 언제나 분산과 함께 고려된다. 왜냐하

면 동일한 평균값이라도 분산의 값에 따라 상이한 자료의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평균값이라는 가정하에 분산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경우 평균값은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분산값이 매우 클 경우 ‘평균값은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점수들은 동질적이 않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 통계학에서 설명되는 분산의 개념이 잠재성장모형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다. 초기

값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는 ‘개인들의 초기값은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0.001에서 초기값의 분산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CBM 쓰기 검사의 첫째주 자료

는 학생마다 다양한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만으로는 초기값의 특성을 정확하게 평

가할 수 없으며 개인 간 차이로 나타나는 상이한 초기값의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울기 값의 해석은 앞서서 설명된 초기값과 동일한 패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본 연구

에서 산출된 평균 기울기 값은 3.46으로 CBM 쓰기 검사의 점수가 매주 3.46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울기의 표준오차 값은 .31로 나타났으며, 표준오차와 비교했을 때 3.46은 10

배 이상 큰 값이었다. 즉 3.46은 우연히 산출될 수 있는 값은 아니며 의미 있는 기울기가 산출되

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 기울기의 분산값은 3.89로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CBM 쓰기 검사 점수의 기울기는 개인에 따라 다

양한 기울기 값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 산출된 기울기값 

만으로는 집단의 발달 유형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개인간의 차이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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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서 설명된 것처럼 잠재성장모형의 장점 중 한가지는 측정오차의 값이 산출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측정오차를 제거한 변화(True change)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본 분석에서 산출된 각 측정회기별 측정오차의 값은 <표 3>에서 제시되고 있다.

<표 3> 각 주기별 측정오차 값  

측정주기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측정오차 값 1.71 3.47 .65 .12

위에서 제시된 측정오차의 값은 홍성두, 여승수, 김동일(2010)이 제시한 공식을 활용하여 각 

측정주기별 신뢰도 산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다.

Ⅶ. 조건 모형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초기값과 기울기값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산출되었을 때 연구자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개인간 발달유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인은 무엇인가?”이다. 단순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산이 산출되었다’ 라

는 결론만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즉 개인 간 차이를 유발하고 있는 예측 변인을 찾을 수 

있는 조건모형분석이 진행되었을 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

다. AMOS 7.0을 활용한 조건모형의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

먼저 앞서서 사용되었던 무조건 모형에서 독립변인들을 추가하면 <그림 17>과 같은 모형이 

된다.

<그림 17> 독립변인이 포함된 조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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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에서 추가된 성별과 무상급식은 잠재변인이 아닌 관측변인이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추가적인 사각형과 추가적인 화살표를 그리는 방법은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의 그리기 메뉴항목들을 이용하여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사각형의 경우 왼쪽 메뉴 

항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한 후 모형에서 추가하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화살표도 추가할 수 있다.

무조건 모형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변동사항은 기울기와 초기값에 오차항(e5,e6)이 추가되었

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오차항은 반드시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성별과 무상급식만으로 

완벽하게 기울기와 초기값의 분산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

차항을 추가하게 된다. 오차항간에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타원형의 화살표로 상관관계

를 표시하였다.

그 다음 필요한 작업은 새로 생성된 독립변인에 SPSS자료를 연동시키는 것이다. SPSS에 저장

된 자료를 독립변인들과 연동시키는 방법은 무조건 모형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즉 

AMOS 7.0 프로그램의 상단에 위치한 항목 중 View를 선택한 후 나타나는 하위 항목 중 

Variables in Dataset을 선택하면 된다. 연구자가 설정한 잠재성장모형과 SPSS프로그램에 저장

된 자료간의 연동이 완료되면 분석을 실시하면 된다. 분석하는 방법도 무조건모형과 동일하며,

먼저 AMOS 7.0 프로그램 상단에 위한 Analyze를 클릭한 후 나타나는 하위 항목 중에서 

Calculate Estimates를 선택하면 분석이 시작되고 결과를 산출하는 새로운 창이 나타나게 된다.

Ⅷ. 조건 모형의 결과 해석

무조건 모형과는 달리 조건모형에서 연구자의 주된 관심 사항은 새롭게 투입된 독립변인들과 

잠재변인(기울기와 초기값)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부연하면, 무조건 모형 

분석을 통해서 기울기와 초기값에서 개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산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조건모형에서 새롭게 투입된 독립변인들이 개인 간 차이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

의한 예측변인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표 4> 조건모형의 분석결과

경로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초기값 ← 성별 -1.182 .92

기울기 ← 성별 1.25* .54

초기값 ← 무상급식 -2.481** .95

기울기 ← 무상급식 .56 .13

***p<.001, **p<.01,*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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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은 초기값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니었지만 기

울기 값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여성이 1, 남성

이 0으로 코딩된 점을 감안했을 때, 여학생들의 기울기가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의 경우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CBM 쓰기검사의 초기값은 유상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낮은 점수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과 유

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의 기울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교육적 함의를 살펴

보면, 급식의 유무(사회경제적 지위)따라 집단간 기울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의 CBM 쓰기 검사의 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쓰기 능력은 유상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것

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낮은 초기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

상급식에 포함된 학생과 동일한 기울기로는 유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동등한 쓰기능력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즉 중재전략을 사용해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기울기가 일정기간 높

게 나타난다면 유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쓰기능력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함의는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기울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사후검사

나 전통적인 분석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었다.

Ⅸ. 특수교육 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의 시사점

지금까지 특수교육분야의 종단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의 개념과 AMOS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분석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통계분석이라는 과제는 

교육분야의 연구자에게 언제나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특별히 잠재성

장모형에 근거한 종단자료분석 방법은 다른 기존의 방법에 비해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

은 최신의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분석방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함께 분

석방법을 새롭게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

수교육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특수교육분야의 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이 활발히 활용되어야 중요한 이유 중 한가지는 

종단자료 연구의 중요성에 있다. 앞서서 설명된 것처럼 특수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

에 대한 교육적 성취 자료는 종단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에 근거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진행되고 있는 중재효과의 연구의 경우 사전·사후 결과만으로 평가하게 되지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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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 수집만으로는 중재의 효과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뢰롭

고 타당한 검사에 의해서 측정한 종단자료가 증가 할수록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중재전략의 효과성 또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단일 측정으로 얻어진 정보에 의해서 장애학생을 평가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측정주기에 

의해서 측정된 종단자료로 평가한 결과가 더욱 타당할 것은 지당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

단자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특수교육연구에서는 종단자료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심지어 종단자료를 활용한 일부 연구물의 경우 부적합한 분석방

법의 사용으로 인해 왜곡된 결과를 산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울기(Slope)는 매우 중요한 측정 지표로 인

식되고 있다. 지속적인 반복 측정에서 산출된 기울기의 값은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제공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단자료에서 정확한 기울기를 산출하기 위해

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잠재성장모형으로 측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점차 많은 교육 분야의 

연구자들이 이 연구방법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비록 잠재성장모형은 기초 통계이상의 지식과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는 고급분

석방법 중 한가지였지만 최근에 개발된 잠재성장모형의 통계프로그램은 특별한 통계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특별히 AMOS 7.0 프로

그램의 경우 Window 운영체제에 익숙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

다. 따라서 간단한 개념과 규칙을 습득한 연구자라면 누구나 쉽게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잠재성장모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 중 한 가지는 모든 분석과정이 복

잡한 수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도형을 활용한 모형의 설정에 있다. 즉 잠재성장모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식에 의한 개념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할 때

는 시각적인 형상으로만 개념을 이해해도 모형을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장점은 잠재성장

모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자료분석은 양적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개별학생들의 개

인차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동일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학생들은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집단의 특성과 함께 

개인의 특성이 고려된 연구가 특수교육분야에서 필요할 것이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잠재성장

모형은 발달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개인 간 차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조건모형분석을 실시하여 개인 간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변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성장모형의 장점으로 인해 특수교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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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연구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잠재성장모형은 특수교육분야에서 활용될 때 기존의 연구방법보다 뛰

어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방법자체의 우수성만으로는 실제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구자들이 쉽게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수나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자세한 개념 설명 

및 분석절차를 제공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잠재성장모형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나 분석

방법을 알고 싶은 독자들은 Bollen & Curran(2006)의 기본서적을 참고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한 잠재성장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잠재

성장모형은 발달 특성(예, 비선형모형)과 자료의 특성(범주변인)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사

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 모형을 필두로 다양한 응용모델을 쉽게 설명하

고 해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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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pplication of Latent Growth Modeling:

Use of Curriculum-Based Measurement as Longitudinal Data
1)2)

Yeo, Seungsoo*

Park, Sohee**

Latent Growth Modeling(LGM) is now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owerful methods for

analyzing longitudinal data. Although LGM has many unique advantages, in fact, there are

still few education studies using LGM as the main research method. One of major reasons

for the lack of research using LGM is due to little guidance on how to analyze longitudinal

data and interpret outcomes from longitudinal data analyses. For this reas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education scholars improve the conceptualization of longitudinal research

by presenting them with a non-technical source rather than providing highly technical overview

on LGM.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LGM, education data were

used in this paper.

Key words: Latent Growth Modeling, Longitudinal Data,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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