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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이 연구는 학

습의 양, 즉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조명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학

습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일반적으로 학

교 정규수업시간, 사교육시간, 개인공부시간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학

교 정규수업시간은 대부분 동일한 시간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구

는 정규수업시간 외의 학습시간을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으로 구체화하

여 두 유형의 학습시간의 효과성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

은 개인마다 고유의 방법으로 제한된 시간을 사교육과 개인공부로 배분

하여 학습하므로, 두 유형의 학습시간이 상호보완적 및 상호배타적이라

는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학습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는 효과가 미미할지라도 지속적인 학습의 효과는 이후

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의 효과를 단·장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

여 학습의 효과를 종단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 비

추어 이 연구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

시간의 종단적 변화가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잠

재성장요인(Latent Growth factor)과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백분위 점

수의 잠재성장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사교육 및 개인공부

시간이 시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하는 독립변수이므로 백분위 점수의

종단적 변화에 시간 의존적 변수로 투입할 수 없고, 변화모형을 추정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 백

분위 점수의 변화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추정된 사교육 및 개인공

부시간의 변화형태가 백분위 점수의 변화 형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하였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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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백분위 점수, 사교육시간, 개인공부시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성장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백분위

점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교육시

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개인공부

시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은 중등학생

의 학업성취도, 즉 백분위 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

화 형태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2-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

화 형태는 백분위 점수의 변화 형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이 연구는 KYPS 중2 패널의 1차년도~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

계 고등학교, 외국어고, 과학고, 자립형 학교에 진학한 중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사교육시간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한하여 일주일동안 사교육(과외, 학원, 학습지, 인터넷 강의, 학내 방과

후 과외)에 참여한 시간을 의미하며, 개인공부시간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한하여 일주일동안 학교 정규수업과 사교육을 제외한 후 스스로

공부한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교내에서의 백분위 점수이

며, 높은 값을 가질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차적으로 백분위 점수와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화모형을 분

석한 결과, 백분위 점수는 평균적으로 중학교 내에서 향상되었지만, 고등

학교 진학에 따른 전환기에 하락한 후, 고등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초

기의 백분위 점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간은 선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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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공부시간은 이차함수의 모형을 따

라 증가하며, 구체적으로 가속도의 영향을 받아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공

부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2학년에

사교육을 평균보다 많이 한 학생은 결론적으로 사교육을 평균보다 급격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기에 사교육을 평균보다

많이 한 학생은 동일 시점에 개인공부시간을 평균보다 급격하게 증가하

며, 결국 사교육을 평균보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2학년에 개인공부를 평균보다 많이 한 학생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총 학습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기에 개인공

부를 평균보다 많이 한 학생은 가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평균보다 더

급격하게 개인공부시간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평균보다 완만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계는 사교육과 개인공부시

간이 상호보완적의 성격이 아닌, 서로의 학습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총

학습시간을 증가시키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화형태가 백분위 점수의 변

화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

간 모두 백분위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업성취도의 천장효과

로 인하여 초기의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은 백분위 점수의 변화율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화율은 중학교의 백분위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개인공부시간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및 개

인공부시간은 학교급의 변환에 따른 백분위 점수의 하락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시간은 고등학교의 백분

위 점수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공

부시간의 가속도는 고등학교의 백분위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개인공부시간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횡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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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뿐만 아니라 종단적인 측면, 즉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화

율 및 가속도가 학업성취도의 기간에 따른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사교육이 단기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이겠지만, 장기

적인 관점에서는 개인공부시간이 백분위 점수의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교육

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맹신하는 청소년들과 제한된 학습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개인공부시간의 효과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백분위

점수를 사용함으로써 학업성취 그 자체가 아닌 상대적 위치를 종단적 관

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측정된 백분위 점수가 전 과목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해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은 학

습이 이루어지는 시간 외에 학습동기, 인지전략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이와 같은 학습의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과 백분위 점수의 관계를 평균적으로

추정하였지만,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후의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주요어 : 사교육시간, 개인공부시간, 분할함수 성장모형, 이차 성장모

형,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학 번 : 2014-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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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에서 학습은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며, 성적 역시

청소년이 단·장기적으로 성취한 학습의 결과물로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 실제적으로 청소년은 학업성취의 단·장기적인 향상을 위하여 하

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며, 효과적 및 효율적인 학습방식을

추구한다. 많은 연구자들 역시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습의 효과를 다방면

으로, 즉 학습의 양·질적인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학업성취의 향상을 위

한 효과적인 학습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

는 학습시간(김일혁, 2005; 조한익, 2007; 최호성, 이옥연, 2010), 사교육

시간(김태균, 권일남, 2009; 김현진, 2007; 박정주, 2012; Nam, 2013), 개

인공부시간(손진희, 김안국, 2006; 이기종, 곽수란, 2010)과 같이 학습에

투자된 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

기주도학습 및 자기조절학습(양명희, 이경아, 2012; 장인실, 이성규,

2009), 학습전략(최효식, 신종호, 민지연, 김남희, 2013) 및 집중도(윤현주,

윤소정, 김정섭, 2009; 조한익, 2013)와 같은 학습의 질적인 측면에 조명

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에서의 특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학습전략과 같은 학습의 질적인 특성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

로 남보다 더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수험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

습에 투자하고 있는 현상은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할수록 높은 학업성

취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제

비교연구는 나라마다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시간을

학교 정규수업시간, 사교육시간, 개인공부시간으로 나누어 학습시간의 효

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박수진, 2009), 우리나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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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고등학교의 계열에 따라 학교 정규수

업시간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지만 유사하다고 간주하여 학교 정규수업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학습시간의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

중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며, 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습에 투자된 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학

습에 투자된 시간을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으로 구분하여 효과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일부의 선행연구는 단순히 사교육과 개인공부시간의 합으로 총 학습

시간을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총 학습시간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일혁,

2005; 조한익, 2007). 하지만 이와 같은 관점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

을 개인마다 고유의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은 방과 후에 주어진 시간을 다

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은 방과 후의

모든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기도 하며, 어떤 학생은 모든 시간을 개인적

으로 공부하며 보내기도 하며, 또 다른 학생은 학습시간을 사교육과 개

인 스스로의 공부로 균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한된 시간을 개인마

다 고유의 방법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므로 사교육과 개인공부시간은 비독

립적이며, 즉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한 시간이 동일

한 두 학생을 비교한다면,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학생은 상대적

으로 개인공부에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공부

를 더 많이 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사교육 수강에 더 적은 시간을 투자

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사교육 수강시간이 동일하더라도

개인공부시간의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교육 및 개인공

부시간은 상호관련성을 유지하므로 방과 후의 총 학습시간을 사교육시간

과 개인공부시간으로 세분하여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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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교육시간의 경우, 사교육시간

은 그 당시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곽의영, 2007; 김태

균, 권일남, 2009)으로 나타나거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김미란, 2005; 김성연, 2013; 김현진, 2007; 도승이, 김성식, 2014; 박정

주, 2012)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단적 관점에서의 사교육시간의 효과성은

사교육시간은 동일 시점의 학업성취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

적으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박정주, 2012; Nam, 2013)으

로 나타나 사교육시간의 효과에 대한 답은 하나로 귀결되지 못하였다.

반면 개인공부시간의 경우, 개인공부시간은 학업성취도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손진희, 김안국, 2006; 이기종, 곽수란, 2010; 조지민, 김명화,

최인봉, 송미영, 김수진, 2007; Rosario et al, 2013)으로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이 밀접

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학습시간을 고려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사교육시간

을 통제하지 못한 채 학업성취도에 대한 개인공부시간의 추정된 효과성

은 사교육시간의 효과가 중첩되어 과대 추정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두 학습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공부시간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

교육시간의 영향은 작거나 없는 것(김진영, 2007; 선미숙, 2013; 선미숙,

정제영, 2013; 성기선, 김준엽, 2010)으로 나타나거나 사교육시간이 개인

공부시간보다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김미란, 2005; 김양분,

김난옥, 2015; 이아진, 2014)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효과성은 개인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차동준,

2015)으로 나타나 결론이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하지만 사교육 및 개인

공부시간의 효과성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김미란, 2005; 김양분, 김

난옥, 2015; 김진영, 2007; 선미숙, 2013; 선미숙, 정제영, 2013; 성기선,

김준엽, 2010; 이아진, 2014)는 횡단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동일 시점의

학업성취도에 효과성만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학습은 항상 단기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초



- 4 -

기의 특정 방식의 학습시간이 그 당시의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초기의 학습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이후의 학업성취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진영, 2007). 따라서 학습시간의 효과성에

대한 횡단연구는 학습시간의 사용방식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반면, 종단적 방법을 활용한 기존연구는 사

교육시간(박정주, 2012; Nam, 2013) 및 개인공부시간(이기종, 곽수란,

2010)의 변화율이 학업성취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어 지속

적인 학습방식이 학업성취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종단연구는 특정시점의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사

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지속성이 학업성취의 종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박정주, 2012;

이기종, 곽수란, 2010; Nam, 2013)는 학습방식의 지속성이 학업성취도의

종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갖고 있지만, 서

로의 학습시간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교육시

간과 개인공부시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종단적

변화가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되는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

는 변수이다. 이와 같은 변수가 시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에는 이를 시간 의존적 변수(time-varying variable)로 간주하여 모형에

투입하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함수에 적합한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고,

잠재성장요인(Latent growth factor)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보다 타

당하다(Bollen & Curran,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학업

성취도, 사교육시간 및 개인공부시간의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평균적

인 변화 궤적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후에 사교육 및 개인공부에 투자하

는 학습시간의 양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고,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종단적 변화가 학업성취도, 즉 백분위 점수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함으로써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효과성을 장기적인 관점에

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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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중등학생의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의 변화 양상이

학업성취도, 즉 백분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백분위 점수, 사교육시간, 개인공부시간의 변화모형을 독립적으로

선정한 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변화모형에서 추정된 사교

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의 변화 형태의 상호관련성뿐만 아니라 백분위 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백분위 점수, 사교육시간, 개인공부시간의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성장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백분위

점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교육시

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개인공부

시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은 중

등학생의 학업성취도, 즉 백분위 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

화 형태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2-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

화 형태는 백분위 점수의 변화 형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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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제 1 절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개념

사교육시간은 사교육 및 사교육과 관련된 학습을 수행한 시간을 의미

하며, 사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교육시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김영철(1997)은 사교육을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각종 과외교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외 및 학원 교육 등과 같은 학교 외에서 행해지는

교육으로 재정의하였다. 최상근, 김양분, 유한구, 김현진, 이희숙(2003)은

사교육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그룹지

도, 학원 수강, 학습지, 통신 및 인터넷 과외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임천

순, 박소영과 이광호(2004)는 사교육을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개인·그룹

과외수업, 학원 교육 및 학습지 등과 같은 학교 밖 수업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는 사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외의 추가적인 교육

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반면, 김미숙(2007)은 사교육을 초·중등학생이

사적인 수요 및 공급에 의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 교육으로 개인이 비

용을 부담하는 교육서비스로 규명하였으며, 강태중(2008)은 사교육을 학

교의 체제나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구매하는 교육 서비스라고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는 사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외에

개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바라

보고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의 경우, 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학습지 과외, 인터넷(통신)과

외, 학내 방과 후 과외 등을 사교육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의 경우, 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학습지 과외, 유료 인터넷 및 통신과외, EBS 특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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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방과 후 과외 등으로 사교육을 구분하여, 패널 조사에서는 사교육의

범위가 유사하게 규명되었다.

한편, 개인공부란 개인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개인

공부는 학교 수업 외에 학습자 스스로 학습과제 또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행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학

습계획 및 시간관리 등의 지속적인 자기조절의 능력을 요구하는 활동이

다(Thomas & Rohwer, 1987). 또한 조혜영과 이경상(2005)은 개인공부

시간과 같은 맥락으로 공부시간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손진희와

김안국(2006)은 개인공부시간을 학교 및 학원 수업을 제외하고 혼자서

학습하는 시간으로 조직화하였다. KYPS 역시 혼자서 공부를 하는 시간

은 학교수업과 사교육을 제외하고 혼자서 공부한 시간으로 구분하였다.

도승이와 김성식(2014)은 사교육을 과외 및 학원수강에만 한정하며, 자

기주도적 성격의 인터넷 강의 및 학습지는 개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의는 최근에 학교 수업 외로 수강되

는 사교육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제 2 절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각종 시험, 궁극적으로는 대

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과도한 경쟁 속

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성적 경쟁에서 보다 쉽게 이기기 위하여 사교육

에 의존하고 있지만, 더불어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이명헌, 김진영, 2005). 이와

같이 사회에서 과열되고 있는 사교육의 수요에 발맞추어 학계에서도 사

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분석하였다. 기

존의 많은 연구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교육 변인을 정의하고, 다양한 연

구방법을 활용하여 사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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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합하도록 사교육에 투자한 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곽의영(2007)은 특정 도시에서 표집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상관분

석을 적용하여 사교육시간과 수학 학업성취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학 사교육시간은 전국연합학력평가뿐만 아니라 내신 수학

학업성취도와 상관이 .50 이하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현진(2007)은 KEEP의 고3 자료에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비용 및 시간

으로 측정된 사교육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정의적 성취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경, 이민혜, 우연경, 봉미미, 김성일(2010) 역시 한

국교육종단연구(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 KELS)의 중1

자료에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시간은 국어의 학업성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수학 및 영어 학업성취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과의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진(2007)과 정윤경 외(2010)의 연구는 사교육시간이 부분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냈지만, 위와 같은 연

구들은 횡단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전 시점의 사교육시간이

이후의 학업성취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며, 이는 이전

시점의 학습이 축적되어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

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한계점을 보완하여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태균과 권일남(2009)은 KYPS의 중2 패널 1차~4년도 자료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시간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학업성취도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변화모형을 가졌으며, 초기 사교육시간은 초기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교육시간의

변화율은 학업성취도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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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교육시간은 단기적으로는 동일 시점의 학업

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박정주(2012) 역시 KYPS의 중2 패널 1차~4차년

도 자료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시간은 고2까지는 감소하지

만 고3시점에 증가하는 U자형의 패턴을 나타내며, 학업성취도는 선형적

으로 증가하는 변화모형을 나타냈다. 또한 초기 사교육시간은 초기의 학

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학업성취도의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사교육 변화율과 이차항은 모두 학업성취도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론적으로 사교육시간은 학업성

취도에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균과 권일남(2009)

그리고 박정주(2012)는 동일한 패널의 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취도의 변화 모형에 대하여 상반된 결

과를 나타냈다. 이는 김태균과 권일남(2009)는 사교육시간을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에 한해서 사교육시간을 범주형으로 구성하였고, 학업성취도

를 전국 규모 모의고사의 백분위 점수를 사용한 반면에 박정주(2012)는

사교육시간을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의 사교육시간의 합으로 연속변수

로 구성하고, 학업성취도를 반 내에서의 백분위 점수로 구성하였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변수의 구성에 따라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취도의 변화모형

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Nam(2013) 역시 KYPS의 중2 패널 1차~3차년도 자료에 다변랑 잠재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취도 모두 증가하는 변화모형을 나

타냈으며, 박정주(2012)의 결과와 동일하게 초기 사교육시간은 초기 학

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으나 학업성취도의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들은 모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사교육시간의 효과성을 분석한 반면, 김성연(2013)은 KELS의

1차~3차년도 자료에 다변량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사교육시간이 수학

및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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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업성취도는 모두 향상하였으며, 사교육시간은 학업성취도의 초기치

와 변화율에 모두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시간을 시간 의존적 변수로 간주하고 시점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지

만, 사교육시간은 시점과 무관하게 일정한 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는 종단적 방법을 활용하여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취도

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김성연(2013), 박정주(2012)와 Nam(2013)

의 연구는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일

관적으로 나타냈으며, 박정주(2012)와 Nam(2013)는 사교육시간의 효과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박정주

(2012)는 사교육시간의 변화가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만, 김성연(2013)은 사교육시간은 시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사교육시간의 효과는 일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횡

단 및 종단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사교육

외에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

점을 갖는다. 즉, 사교육의 효과로 추정된 학업성취도의 향상은 개인적으

로 학습한 결과일수도 있으며, 사교육시간의 증가는 결론적으로 총 학습

시간을 증가시켜, 총 학습시간의 결과일 가능성(김경년, 2010)이 있다.

즉, 현실에서는 제한된 시간을 사교육과 개인공부로 분배하여 학습하지

만,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공부의 효과를 고려 및 통제하지 못하고 사교

육의 효과만을 분석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제 3 절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사교육이 효과적 및

효율적인 학습 방식이라는 믿음이 만연하고 있지만, 사교육만큼 개인 스

스로 학습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개인 스스로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자기조절학습은 학업



- 11 -

성취도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양명희, 이경아, 2012; 장인실, 이성

규, 2009), 최근 자기조절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및 자기조절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

적으로 개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

인공부시간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도록 개

인적으로 학습한 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Rosario et al(2013)의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개인공부시간,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공부시간은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인식 및 효능감

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결국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매개하여 학업성

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진희와 김안국

(2006)은 KEEP 중3 및 고3 패널의 1차년도 자료에 구조방정식을 적용

하여 자기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게서 자기 학습시간은 학업성취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생의 자기 학습시간이 보다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는 개인공

부시간이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관적으로 나타냈지

만, 횡단적 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도의 변

화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반면, 이기종과 곽수란(2010)은 KEEP 중3 패널의 2차~4차년 자료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초기 개인공부시

간은 초기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학업성취도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개인공부시간의 변화는 학업성취의 변화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도의 초기치 및 변화

율에 관한 방해오차의 표준화 추정치는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도의 초

기치 및 변화율을 각각 29%, 16% 정도만을 설명한다는 것을 나타냈으

며, 이는 개인공부시간 외의 다른 요인이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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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 4 절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은 사교육시간 및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학교 정규수업을 포

함하여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은 서로 중첩되거나 상보적인 관계에 있

으므로 각 유형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점으로 갖고 있다(곽수

란, 2008). 따라서 이 절에서는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을 동시에 고

려하여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를 다루도록 한다.

성기선과 김준엽(2010)은 PISA 2006 데이터에 HLM를 적용하여 개인

공부 및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

우에 한하여 분석 결과, 개인공부시간은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갖

지만, 사교육시간은 학업성취도와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성기선과 김준엽(2010)은 핀란드 및 일본과 비교하여 부적 관계가

약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는 사교육을 보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우리

나라는 학업성취도 수준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김진영(2007)은 KEEP 고3 패널 1차년도 자료

에 2SLS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학습시간 활용 실태 및 학습시간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진영(2007)은 사교육을 지칭하는

과외를 ‘학원수강, 개인과외, 그룹과외’로 제한하며, 방과 후 학습 또는

인터넷 강의는 학습자가 능동적인 형태로 학습하는 것으로 개인공부로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 고3 학생의 약 50%가 과외를 하며, 과외를 하

는 학생이 과외를 하지 않은 학생보다 개인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외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총 학습시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공부시간은 수능성

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과외시간은 수능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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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사교육 및 개인

공부시간 모두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개인공부

시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냈다.

반면, 선미숙(2013)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urvey; KLIPS) 데이터에 회귀분석 및 분산분석을 적용하여 개인

공부 및 사교육시간이 모두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시간보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학

업성취도에 보다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공부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사교육과 개인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공부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는 개인공부만을 하는 것이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므로, 개인공부시간

이 사교육시간보다 더 효과적이지만 개인공부시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선미숙과 정제영(2013) 역시 KLIPS 자료에

회귀분석 및 이원분산분석을 적용하여 고등학생의 학습방식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점에서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개인공부시간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에 모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교육의 경험은 고등학교 학업성취도에만 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영향력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미란(2005)은 KEEP 데이터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

반적으로는 사교육이 개인공부시간보다 정적인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지만, 성적이 상위집단인 경우나 비 대도시 학생들에게는 개인공부시간

의 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하여 사교육 및 개인공부

시간의 효과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입증했다. 반

면, 이아진(2014)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3차년도 데이터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개인공

부 및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개인공부 및 사교육시간은 학업성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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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교육시간 및 사교육 숙제시간이 개인공

부시간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분과 김난옥(2015)

역시 KELS 데이터에 다항로짓 다층분석을 적용하여 개인공부 및 사교

육시간이 학업성취수준 향상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개인공부시간은 국어와 영어 과목의 경우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지만, 수학 과목에 한해서는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시간은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고, 영어와 수학 과목에 대하여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는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모두 학

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사교육시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선행연구는 횡단자료만을 분석하였

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차동준(2015)은 KELS 데이터에 HLM 모형을 적용하여 학업성취수준

에 따라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

업성취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향상되며, 학업성취 수준 상

위집단과 중위집단은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상위집단에서는 사교육시간이, 중위집단에서는 개인공부시간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집단의 경우 사교육

시간만이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

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을 시간 의존적 변수로 설정하여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값이라는 사실을 반영하였다. 반면, 시간 의존적 변수와 시점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시간 의존적 변수인 사교육 및 개인

공부시간의 평균적 효과만을 나타냈다. 따라서 차동준(2015)의 연구는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나타

냈다는 이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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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잠재성장모형

1. 잠재성장모형

Meredith & Tisak(1990)에 의해 도입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은 피험자의 3회 이상 반복 측정된 종단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으로(박효희, 2007),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 피험자의

반복측정변수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

모형은 측정변수로부터 잠재성장요인의 평균값을 추정함으로써 반복측정

변수의 변화를 추정하므로, 잠재 요인간의 공분산구조를 추정하는 일반

적인 구조방정식과 차이점을 갖는다(Kline, 2005). 잠재성장모형은 개인

피험자에 내재되어 있는 연속형의 반복측정변수가 공통척도성과 단일 차

원성을 만족해야한다는 기본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며(이기종, 2012), 개

인 내 성장모형과 개인 간 차이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 내 성장모

형은 측정모형으로 개인에 내재되어 있는 반복측정변수의 성장궤적을 나

타내는 모형이며, 개인 간 차이모형은 잠재요인모형으로 잠재요인의 변

산에 대한 예측모형이다. 즉, 기본 변화모형에서 잠재요인간의 공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예측

모형의 설정은 기본모형에 일반적으로 시간에 불변하는 예측변수를 투입

하여 잠재성장요인에 회귀시키는 형태로 설정한다. 따라서 앞서 설정된

잠재성장요인의 공분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예측변수는 잠재요

인의 원인측정변수로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잠재성장모형은 잠재성장요인의 평균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

피험자의 변화 궤적을 추정하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이기종, 2012).

가. 선형 성장모형

선형 성장모형은 잠재성장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성장모형으로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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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 (1)

위의 식에서는 는 t=0일 때, 즉 초기값을 의미하며, 는 평균 변화

율을 의미한다. 초기값은 설정된 초기값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추정된다

(Biesanz et al., 2004).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잠재요인에 부

하되는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설정하며,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모형의

유형과 무관하게 각 측정변수는 초기치 요인에는 동일한 요인부하량을

가지므로 일반적으로 1.0으로 고정하며, 변화율 요인에는 측정변수의 요

인부하량은 동일한 간격의 상수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간격의 5

개 시점에서 측정된 반복측정변수가 선형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초기치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1,1,1,1,1)로, 선형 변화율에 대한 요인부하

량은 (0,1,2,3,4) 또는 (-2,-1,0,1,2)로 설정할 수 있다. 변화율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초기치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 다

르게 표현 할 수 있으며, 후자와 같은 요인부하량은 서로 관련된 요인부

하량과 잠재요인간의 높은 공분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인 간 다중공

선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활용된다(Biesanz et al., 2004).

나. 이차 성장모형

이차 성장모형은 5개 이상의 시점을 갖는 경우에 설정이 가능하며(홍

세희, 2007), 아래의 식(2)와 같다(Biesanz et al., 2004).

   
  … (2)

위의 식에서 는 초기값을, 는 초기 시점의 순간 변화율을, 는 성

장의 가속도의 1/2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식 (2)

를 시점 t에 관하여 일차 미분한 도함수 식은 아래의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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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식 (3)는 성장모형의 변화, 즉 속도에 관한 함수를 의미하며, 시점에

따라 변화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위의 식에서 는 t=0

일 때의 변화율이며, 이는 초기 시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또

한 식 (2)를 시점 t에 관하여 이차 미분한 도함수 식은 식 (4)와 같다.




  … (4)

식 (4)은 변화 함수에 대한 속도함수를 미분한 식으로 가속도에 관한

함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는 이차 성장모형의 가속도를 의미하며, 시

점에 따라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는 변화의

가속도의 1/2를 의미한다.

이차 성장모형에서 초기값과 순간 변화율은 설정된 초기값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지만, 변화의 가속도는 초기값의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Biesanz et al., 2004). 이차 성장모형의 요인부하량의 경우 일반

적으로 초기치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1,1,1,1,1)로, 순간 변화율에 대한 요

인부하량은 (0,1,2,3,4) 또는 (-2,-1,0,1,2)로 설정한다면, 가속도에 대한 요

인부하량은 (0,1,4,9,16) 또는 (4,1,0,1,4)로 설정하며, 요인부하량의 방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다. 분할함수 성장모형

이차 이상의 고차 잠재성장모형은 성장궤적이 비선형적인 경우에 유

용한 반면, 분할함수 성장모형(Piecewise Growth Model)은 성장궤적이

비연속적인 경우, 즉, 특정한 전환점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변화율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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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유용한 모형이다. 특정한 전환점을 갖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예로는 학업성취도의 변화율이 학교급에 따라 다르거나 정책의 도입 전

후에 따라 신입생 지원률의 변화율이 다른 경우이다(Heck & Thomas,

2015). 분할함수 성장모형과 관련된 식은 식(5)과 같다(Yuan Liu et al.,

2015).

    … (5)

위의 식에서는 는 t=0일 때, 즉 초기상태를 의미하며, 는 전환점

이전 주기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는 전환점 이후 주기의 변화율을 의

미한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요인부하량의 경우 5개의 시점 중 3번째

시점이 전환점이라면, 일반적으로 초기치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1,1,1,1,1)

로, 전환점 이전의 변화율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0,1,2,2,2)로, 전환점 이

후의 변화율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0,0,0,1,2)로 설정할 수 있다.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잠재성장모형의 변화 모형이 확정된 이후의 단계로 예측모형을 설정

한다. 이 단계에서 잠재성장요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시간에

불변하는 공변인을 투입하지만, 경우에 따라 시간 의존적 공변인을 투입

하여 잠재성장요인을 예측할 수 있다(Muthen & Muthen, 2012). 하지만

시간 의존적 공변인을 투입하기 위한 기본 가정은 반복측정된 시간 의존

적 공변인이 서로 관련은 있지만 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Bollen & Curran, 2006). 따라서 시간 의존적 공변인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함수식을 갖는다면, 시간 의존적

공변인에 대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변

인의 잠재성장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잠재성장요인과 종속변인의 잠재성장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잠재성장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다변량 잠

재성장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Bollen & Curran, 2006).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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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두 개 이상의 반복측정변수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체계적인 변화를 갖는 경우에 반복측정된 변수의 잠재성장모형

으로부터 추정된 잠재성장요인간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

다(Walsh, J. L et al, 2011).

[그림 Ⅱ-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그림 Ⅱ-1]는 2개의 반복측정변수로 구성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이

다. 이와 같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최종모형에서

분석을 시작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각각의 반복측정변수에서 가장 적합

한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한 후 잠재성장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MaCallum & Kim, 2000; 박효희, 2007 재인용). [그림 Ⅱ-1]

의 반복측정변수 y와 w와 관련된 잠재성장모형의 식은 식(6)~식(11)와

같다.

   … (6)

   … (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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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10)

  … (11)

식(6)~식(11)은 반복측정변수 y와 w가 선형 잠재성장모형의 잠재요인

인 초기치와 선형 변화율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며, 초

기치와 변화율은 개인차가 존재하는 분산을 갖는 요인으로 구성된다

(Bollen & Curran, 2006). 이와 같이 잠재성장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잠재

요인간의 공분산 및 구조계수를 설정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할 수 있

다. 또한 설정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추가적으로 시간 불변 또는 시

간 의존적 변수를 공변인으로 투입할 수 있지만, 반복측정변수의 특정시

점의 변수가 특정시점의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Bollen & Curran, 2006).

3. 모형 적합도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도지수는 필수요소이지만,

모형의 특정한 측면만을 고려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적합도지수를 종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적

합도지수 중  또는 Δ검증만이 통계적 절차가 요구되며, CFI,

RMSEA, TLI 등의 적합도 지수는 상식적 판단에 근거하여 모형적합도

를 판단한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는 것이 반드시 모형의 변수 및

계수의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이기종,

2012).

가. 통계량

통계량은 통계적 절차가 필요한 지수로써, ML 추정법에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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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계적 기준을 나타내는 합치함수의 값과 표본의 크기에서 1을 뺀 값

의 곱에 해당한다. 통계량은 분포를 따르며, 영가설은 모집단 공분

산행렬과 설정된 모형의 모형 공분산행렬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서 나타나는 변수간

의 관계를 잘 규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형 공분산행렬과 모집단 공분

산행렬이 유사할수록 좋다. 따라서 영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에 모형적합

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의수준은 .10이상의 값으로 설

정한다(이기종, 2012).

나. CFI (Comparative fit index)

CFI는 증분 적합도 지수 또는 비교 적합도 지수의 하나로, 설정된 모

형이 모집단의 변수 관계를 적절하게 규명하는지를 지시하는 비중심모수

가 독립모형으로부터 향상한 정도를 판단하는 적합도지수이며, 공식은

식(12)과 같다.

  


… (12)

( : 연구모형의 비중심모수, : 독립모형의 비중심모수)

독립모형이란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간의 평균 및 분산은 추정

하지만, 독립변수간의 공분산을 0으로 설정한 모형, 즉 모형 내의 변수간

의 관계가 없다고 가정한 영모형이다. 따라서 독립모형은 비중심 분포

를 따르므로 는 큰 값을 갖는다. 반면 연구모형은 독립변수간의 관계

를 규명하기 때문에 는 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연구모형이 모집단

의 공분산행렬에 적절할수록 는 0에 가까운 수를 가지므로, 과 의

비는 0에 수렴한다(이기종, 2012). 따라서 CFI는 1에 가까울수록 연구모

형이 모집단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라는 것을 지시하며, 일반적으

로 .90보다 큰 값을 가진 경우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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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LI (NNFI, non-normed fit index, 비규준합치지수)

NFI는 연구모형과 독립모형의 합치함수의 감소된 거리의 비를 나타내

는 지수이며, 식 (1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3)

(: 기저모형의 합치함수값,  : 연구모형의 합치함수값)

연구모형이 모집단 공분산행렬을 잘 설명할수록 은 0에 가까워지

며, NFI의 값은 1에 가까워지게 된다. 하지만 NFI는 연구모형은 추가되

는 자유모수의 수, 즉 모형의 복잡성에 대한 제재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NNFI는 추가되는 자유모수를 제재하기 위하여

NFI에 대하여 자유도를 교정한 모형이며, 식 (1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14)

(: 기저모형의 합치함수값,  : 연구모형의 합치함수값)

NNFI는 Tucker & Lewis(1973)이 고안한 증분 적합도 지수로 TLI로

도 불리며(이기종, 2012), 일반적으로 .90 이상인 경우 모형적합도가 양호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라.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MSEA)은 Browne & Cudeck(1992)이 도입

한 적합도지수로, 모형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복잡성을 교정해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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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간명성조정지수라고 불리며, RMSEA은 식(15)와 같이 구할 수 있

다.

RMSEA 








 




 

   

 

 

   

 





  

 


 




… (15)

RMSEA는 연구모형이 모집단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 가정한다. 즉, 분자에 위치한 
 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지만, 모집단

을 적절하게 설명할수록 0에 가까워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분자 부분

은 설정된 모형이 모집단 공분산행렬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이며, 자유도의 값으로 분자를 나눔으로써 모형의 복잡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RMSEA는 모집단 공분산행렬을 동일

하게 설명하는 2개의 모형 중 보다 간명한 모형을 보다 적합한 모델이라

고 판단한다. RMSEA는 보통 .05이하의 값을 가지는 경우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2).

마. AIC (Al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는 비위계적인 모형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지수이며, 다른 지수

와는 다르게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 기반한 지수로써 보다 간명한 모형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간명성 조정지수이다(Kline, 2005). AIC를 구하는

식은 식(16)과 같다.

    (q: 자유모수의 수) … (16)

위의 식을 통하여 AIC의 값은 모형에서 추정하는 자유모수의 수가

많을수록 큰 값을 가진다. 자유모수의 수가 많을수록 모형은 복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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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양하게 설정된 구조관계는 모집단 공분산행렬을 우연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AIC의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간명하다고 판단

한다.

바.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역시 비위계적인 모형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지수로, AIC와 마

찬가지로 모집단에 기반한 지수이지만 표본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

한 간명성 조정지수이다(Kline, 2005). BIC를 구하는 식은 식(17)과 같다.

     … (17)

(p: 자유모수, N: 표본크기)

식 (17)과 같은 BIC 지수는 영모형의 기저모형으로부터 비교하는 지

수이며, AIC와 유사하지만 모형의 복잡성 및 표본크기에 패널티를 적용

한 지수이다. 따라서 BIC의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간명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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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중2 패널의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5개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KYPS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청소

년의 태도 및 행위 등에 대하여 변화하는 유형 및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

여 종단적 조사 설계, 구체적으로 종단전망패널 설계의 원칙을 따라 동

일한 표본을 두 번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 반복추적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조사기간 동안 표본이 누락된 경우 다른 표본으로 대체하지 않고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며 조사를 실

시하였다.

중2 패널의 경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차례의 반복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라는 모집단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에 기초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단계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별로 12개의 지역으로 층화

한 후, 각 지역의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각 지역의 목표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표본 수에 따라 각 지역

에서 추출될 학교 수를 결정한 후 학교를 무선 표집하였으며, 학교 내에

서도 1개 학급을 무선 표집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2 패널

1차 기준으로 조사대상은 총 3,697명이었으며,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2차

년도부터 3,449명의 청소년 및 부모를 최종 표본으로 확정하여 반복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3,449명 중에서 1차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인문계열로 진

학한 학생, 즉 일반계(문, 이과 계열) 고등학교, 외국어고, 과학고, 자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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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2차적으로 5개의 시점 모두에서 성

적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총 2,332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으며, 2,332명 중에서 연

구에 사용된 변수에 대하여 발생한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제 2 절 주요 변수

중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수강 시간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학

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업성취도,

사교육시간, 개인공부시간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문항의 정보는 <표 Ⅲ-1>과 같다.

요인 변수명 문항 내용

백분위

점수

Q17A4

Q17A5

지난학기 (1학기) 전교 성적

: 전교 전체 인원( )명 중의 ( )등

사교육

시간

Q20AA(B)1

Q20BA(B)1

Q20CA(B)1

지난 1년 간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수업,

학습지 과외 등의 수강 시간

: 일주일 기준 평균 ( ) 시간 ( )분

개인공부

시간

Q21AA(B)1

Q21BA(B)1

Q21CA(B)1

지난 1년 간 학교수업이나 학원/과외수업 외에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 일주일 기준 평균 ( ) 시간 ( )분

<표 Ⅲ-1>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문항 내용

1. 학업성취도: 백분위 점수

<표 Ⅲ-1>와 같이 KYPS의 학생용 설문지 내 전교 등수와 학교의

전체 인원수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백분위 점수’에 대한 변수를 설정

하였으며, 관련된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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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인원수 

전교석차 
× … (17)

백분위 점수는 (17)의 식과 같이 전교 석차를 전교 인원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였으며, 이는 전교 석차가 높을수록 낮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역코딩 처리하여 전교 석차가 높을수록 높은 값

을 갖도록 백분위 점수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백분위 점수가 85라는 것

은 상위 15%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교육시간

이 연구에서 ‘사교육시간’은 사교육을 수강한 시간으로 정의하며, 사교

육의 범위는 KYPS의 기준에 따라 개인·그룹 과외, 학원, 학습지 과외,

인터넷(통신) 과외, 학내 방과후 과외로 제한하였다. KYPS의 설문 문항

은 사교육시간을 과목별(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전문 교

과, 음악, 미술, 체육)로 모든 사교육 유형에 대하여 일주일동안 평균적

으로 사교육을 수강한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KYPS의 설문 문항의 백분

위 점수는 과목별로 측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 과목에 한해서 사교육을 수강한 시간의 합으로 사교육시간을

설정하였으며,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사교육시간

을 0으로 처리하였다.

3. 개인공부시간

이 연구에서 ‘개인공부시간’은 학교 정규수업과 학원 및 과외수업 외

에 스스로 혼자서 공부한 시간으로 제한하였다1). KYPS의 설문 문항은

개인공부시간을 교과목별(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전문 교

과, 음악, 미술, 체육)로 일주일동안 평균적으로 혼자서 공부한 시간으로

1) 이는 KYPS 설문 문항의 범위를 따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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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KYPS의 설문 문항의 백분위 점수는 과목별로 측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 과목과 관련하여 스스로

혼자서 공부한 시간의 합을 개인공부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제 3 절 연구 모형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의 종단적 변화가 중등학생

의 백분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일변량 잠재성

장모형을 활용하여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 백분위 점수의 변화모형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변화모형을 기반으로 일차적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

한 후, 백분위 점수와의 관계를 확장하여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종

단적 변화가 백분위 점수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화 모형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 백분위 점수에 적합한 잠재성장모형을 설정

하기 위하여 세 변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무변화 모형, 선형 모형, 이차

모형, 분할함수 모형을 설정한 후,  ,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토대로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림 Ⅲ-1] ~[그림 Ⅲ-4] 은 사

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에 관한 모형이며, 백분위 점수의 경우 기존의 4개

모형과 더불어 [그림Ⅲ-5]2)와 같은 추가적인 분할함수 모형을 설정하였

다.

2) 분할함수 모형2의 경우, 두 개의 시점을 이용한 선형 성장모형 판별을 위하

여 변화율1과 변화율2의 분산을 0으로 고정하였다(Duncan & Duncan, 2004;

Muth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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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무변화 모형 [그림 Ⅲ-2] 선형 모형

[그림 Ⅲ-3] 이차 모형 [그림 Ⅲ-4] 분할함수 모형

[그림 Ⅲ-5] 분할함수 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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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연구 모형

가.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최종적으로 확정된 변화모형에 기반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

하여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화 형태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Ⅲ-6]과 같다.

[그림 Ⅲ-6]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잠재성장요인간의 관계를 공분

산으로 설정한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사교육의 초기치는 개인공부의 초

기치 및 기울기(순간 변화율)와 공분산 관계를 갖고, 사교육의 변화율은

개인공부의 초기치, 기울기 및 이차항과 공분산 관계를 갖는 것으로 설

정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안모형을 설정하고, ∆와

TLI, CFI,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토대로 최종모형을 설정한다.

나.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과 백분위 점수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최종모형이 선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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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생의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백분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잠재성장요인으로부터 백분위

점수의 잠재성장요인에 미치는 구조계수를 설정하여 [그림 Ⅲ-7]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와 TLI, CFI,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토대로

최종모형을 설정한다.

[그림 Ⅲ-7]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 백분위 점수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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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제 1 절 기초분석

1.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백분위

점수

중2 67.44 23.28 0.00 99.85 -0.61 -0.42

중3 69.76 21.93 0.00 99.80 -0.69 -0.16

고1 64.05 24.37 0.00 99.81 -0.45 -0.69

고2 62.95 23.79 0.00 99.81 -0.32 -0.77

고3 63.93 23.63 0.81 99.77 -0.36 -0.73

사교육

시간

중2 9.20 6.14 0.00 60.00 0.82 3.64

중3 8.47 6.30 0.00 42.00 0.66 1.16

고1 6.19 6.21 0.00 46.00 1.41 4.00

고2 5.25 5.47 0.00 36.00 1.19 2.07

고3 4.38 5.75 0.00 52.50 1.89 5.79

개인공부

시간

중2 5.67 5.38 0.00 50.00 2.38 9.78

중3 6.21 6.06 0.00 59.00 2.11 7.38

고1 8.45 7.67 0.00 70.00 2.13 7.38

고2 9.85 8.80 0.00 71.00 1.79 5.15

고3 14.57 12.62 0.00 60.00 0.94 0.07

<표 Ⅳ-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N=2,3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제시하면 <표 Ⅳ-1>과 같다. 기술통계 결

과, 평균 백분위 점수는 중학교 내에서는 증가하지만, 학교급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에는 감소하고, 고등학교 내에서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사교육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개인공부

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낸다. 또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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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3, 10 이내의 값을 가지고 있

으므로 단변량 정규성이 충족(Kline, 2005)되었다.

2. 상관분석

백분위 점수, 사교육시간 및 개인공부시간의 상관분석을 제시하면

<표 Ⅳ-2>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백분위 점수는 5개의 모든 시점에서

사교육시간 및 개인공부시간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사교육시

간 및 개인공부시간이 높을수록, 백분위 점수도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 역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며, 이는 사교육시간이 높을수록 개인공부시간도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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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중2 백분위 1

2.중3 백분위 .786*** 1

3.고1 백분위 .550*** .569*** 1

4.고2 백분위 .504*** .495*** .742*** 1

5.고3 백분위 .484*** .480*** .698*** .772*** 1

6.중2 사교육 .135*** .098*** .076*** .070*** .044*** 1

7.중3 사교육 .164*** .174*** .118*** .126*** .115*** .310*** 1

8.고1 사교육 .143*** .169*** .175*** .158*** .151*** .193*** .293*** 1

9.고2 사교육 .149*** .185*** .184*** .176*** .159*** .172*** .243*** .387*** 1

10.고3 사교육 .128*** .115*** .147*** .144*** .149*** .126*** .177*** .283*** .384*** 1

11.중1 개인 .116*** .095*** .087*** .046*** .046*** .038*** .020*** .059*** .125*** .094*** 1

12.중2 개인 .126*** .121*** .137*** .118*** .113*** .045*** .076*** .067*** .108*** .093*** .304*** 1

13.고1 개인 .246*** .267*** .229*** .221*** .222*** .013*** .080*** .133*** .109*** .079*** .220*** .264*** 1

14.고2 개인 .290*** .301*** .287*** .281*** .288*** .047*** .080*** .115*** .195*** .096*** .154*** .251*** .338*** 1

15.고3 개인 .273*** .284*** .278*** .282*** .304*** .082*** .109*** .143*** .147*** .130*** .106*** .175*** .267*** .342*** 1

<표 Ⅳ-2>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N=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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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모형 분석

1. 변화모형 설정과 발달궤적 추정

가. 백분위 점수

중등학교 학생의 백분위 점수의 개인 성장궤적은 [그림 Ⅳ-1]과 같다.

이는 각 개인마다 각 시점에 따라 관찰된 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나타

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림 Ⅳ-2]는 표본에서 도출된 백분위 점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그림 Ⅳ-1] 백분위 점수의 관찰된 개인 성장 궤적 (100명 무선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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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백분위 점수의 관찰된 평균 성장 궤적

이와 같은 결과는 표본의 평균 백분위 점수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된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궤적을 선

정하기 위하여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이차모형, 분할함수모형을 설정하

였다.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df TLI CFI
RMSEA

(LO90 ~ HI90)
AIC A-BIC

무변화 1219.985* 13 .795 .733 .200(.191~.210) 73311.313 73329.297

선형 390.808* 10 .916 .916 .128(.118~.139) 72545.599 72513.828

분할함수13) 363.815* 9 .922 .913 .131(.119~.142) 72526.353 72491.404

분할함수2 7.409* 5 .999 .999 .014(.000~.035) 72200.931 72153.273

<표 Ⅳ-3> 백분위 점수 모형적합도

* : .001 수준에서 유의.

모형적합도의 분석 결과, 무변화모형은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하지

않으며, 선형모형과 분할함수1 모형은 TLI와 CFI는 .90 이상으로 양호하

3) 분할함수1모형은 학교급 변화를 고려하여 중학교 3학년을 전환점으로 간주

한 모형이며, 분할함수2모형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모두 전환점으

로 간주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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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Hu & Bentler, 1999), RMSEA가 .08보다 높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Browne & Cudeck, 1993). 반면, 분할함수2 모형은 값이 유의하

지 않아, 모형의 공분산구조가 실제의 공분산구조가 일치한다는 영가설

을 채택하며, TLI와 CFI가 모두 .95보다 높고, RMSEA의 상한 신뢰구간

조차 .05보다 낮으며, AIC와 Adjusted-BIC는 비위계적인 관계에 있는

선형모형과 분할함수1 모형보다 낮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분할함수2 모

형은 다양한 적합도 지수에 근거하여 양호한 적합도를 가지므로, 백분위

점수의 성장궤적에 대한 변화모형으로 분할함수2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

정하였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평균

초기치(중학교 2학년) 66.838*** .502

중학교 변화율 2.077*** .352

전환기 변화율 -6.803*** .512

고등학교 변화율 .458*** .256

분산4)
초기치(중학교 2학년) 319.754*** 14.071

고등학교 변화율 31.441*** 5.948

상관계수 초기치↔고등학교 변화율 -.270*** .052

<표 Ⅳ-4> 백분위 점수의 분할함수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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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선정된 백분위 점수의 변화모형의 모수추정 결과는 <표

Ⅳ-4>와 같으며, 고등학교 변화율을 제외한 모든 평균 모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에는 평균 백분위 점수가 약 66.83이

며, 1년 동안 약 2.08만큼 증가하여 중학교 3학년에는 약 68.92가 되지만,

학교급의 변화로 인하여 약 6.80만큼 감소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는 약

62.11이 된 후, 고등학교 3년 동안 백분위 점수는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

4) 두 개의 시점을 갖는 경우에는 모형판별을 위하여(Duncan & Duncan, 2004)

분산을 0으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중학교 및 학교급 기울기의 분산과 이와 관련

된 공분산은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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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은 이와 같이 추정된 평균 백분위 점수의 성

장 궤적을 나타낸 결과이다. 또한 초기치와 고등학교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백분위 점수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하

여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치와 고등학교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2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초기 백분위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의 백분위 점수의 변화율은 평균보

다 낮고, 초기 백분위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의

백분위 점수가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Ⅳ-3] 백분위 점수의 추정된 평균 성장 궤적

나. 사교육시간

중등학교 학생의 사교육시간의 개인 성장궤적은 [그림 Ⅳ-4]와 같다.

이는 각 개인마다 각 시점에 따라 관찰된 값과 변화율에 대하여 개인차

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사교육시간의 감소 추세를 보여주며, [그림

Ⅳ-5] 역시 표본으로부터 관찰된 평균 사교육시간의 감소 추세를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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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사교육시간의 관찰된 개인 성장 궤적 (100명 무선 추출)

[그림 Ⅳ-5] 사교육시간의 관찰된 평균 성장 궤적

이와 같이 감소하는 추세에 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궤적을 선

정하기 위하여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이차모형, 분할함수모형을 설정하

였다.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Ⅳ-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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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TLI CFI
RMSEA

(LO90 ~ HI90)
AIC A_BIC

무변화 1441.548* 13 .114 .000 .217 (.208~.227) 71204.951 71222.992

선형 103.617* 10 .925 .925 .063 (.053~.075) 69873.020 69898.793

이차 51.247* 6 .939 .964 .057 (.043~.072) 69828.650 69864.732

분할함수 88.514* 7 .906 .934 .071 (.058~.084) 69863.917 69897.421

<표 Ⅳ-5> 사교육시간 모형적합도

* : .001 수준에서 유의.

모형적합도의 분석 결과, 무변화모형은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하지

않았으며, 선형모형, 이차모형 및 분할함수모형 모두 TLI와 CFI가 .90

이상으로, RMSEA가 .08이하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지만, 이차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차모형을 토대로 변화

모형을 추정한 경우, 순간 변화율과 가속도와 관련된 잠재성장요인의 상

관계수의 크기가 .9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Biesanz et al., 2004)

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차모형 다음으로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선형모

형을 사교육시간의 변화 모형을 설명하는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평균
초기치 9.243*** .113

변화율 -1.268*** .040

분산
초기치 13.758*** .989

변화율 1.276*** .124

상관계수 초기치↔변화율 -.544*** .037

<표 Ⅳ-6> 사교육시간 선형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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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교육시간의 변화모형의 모수추정 결과는 <표 Ⅳ

-6>과 같으며, 초기치 및 변화율에 관한 평균 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평균 사교육시간은 약 9.24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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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평균적으로 약 1.27시간씩 매년 사교육 수강 시간이 감소하여 고등학

교 3학년 시점에서 약 4.17시간의 사교육 수강 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추정된 평균 사교육시간의 성장 궤적은 [그림 Ⅳ

-6]과 같다. 또한 초기치와 평균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므로 초기치 및 변화율에 대하여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초기치와 평균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54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이는 초기 사교육시간이 평균보다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평균 사

교육시간의 변화율보다 빠른 속도로 사교육시간을 감소하며, 초기 사교

육시간이 평균보다 낮은 학생의 경우에는 평균 사교육시간의 변화율보다

느린 속도로 사교육시간을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Ⅳ-6] 사교육시간의 추정된 평균 성장 궤적

다. 개인공부시간

중등학교 학생의 개인공부시간의 개인 성장궤적은 [그림 Ⅳ-7]과 같

다. 이는 각 개인마다 각 시점에 따라 관찰된 값과 변화율에 대하여 개

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개인공부시간이 증가하고 특히 마지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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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폭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림 Ⅳ-8] 역시 표본으로부터 관

찰된 평균 개인공부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Ⅳ-7] 개인공부시간의 관찰된 개인 성장 궤적 (100명 무선 추출)

[그림 Ⅳ-8] 개인공부시간의 관찰된 평균 성장 궤적

이와 같이 증가하는 추세에 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궤적을 선

정하기 위하여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이차모형, 분할함수모형을 선정하

였다.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 43 -

 df TLI CFI
RMSEA

(LO90 ~ HI90)
AIC A_BIC

무변화 1599.220* 13 -.121 .000 .229 (.219~.238) 77091.957 77109.998

선형 207.952* 10 .818 .818 .092 (.081~.103) 75706.689 75732.462

이차 45.221* 6 .940 .964 .053 (.039~.068) 75551.958 75588.040

분할함수 115.183* 9 .892 .902 .071 (.060~.083) 75615.920 75644.270

<표 Ⅳ-7> 개인공부시간 모형적합도

* : .001 수준에서 유의.

모형적합도의 분석 결과, 무변화모형, 선형모형은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하지 않고, 분할함수모형 역시 CFI가 .90 이상이지만 대체적으로 적

합도가 양호하지 않은 반면, 이차모형은 TLI와 CFI가 모두 .90 이상이

며, RMSEA가 .08이하로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차

모형의 AIC 및 Adjusted-BIC 값이 비위계적인 관계에 있는 분할함수모

형보다 더 작은 값이므로 이차모형을 개인공부시간의 변화모형을 설명하

는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평균

초기치 5.692*** .111

순간 변화율 .126*** .140

이차항 .496*** .039

분산

초기치 12.611*** 1.970

순간 변화율 4.517*** 2.259

이차항 .203*** .151

상관계수

초기치↔순간 변화율 -.345*** .165

초기치↔이차항 .211*** .214

순간 변화율↔이차항 -.580*** .227

<표 Ⅳ-8> 개인공부시간 이차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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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선정된 개인공부시간의 변화모형의 모수추정 결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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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8>과 같으며, 평균 모수는 초기치와 이차항이 유의한 반면, 순간 변

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에는 평균 개

인공부시간은 약 5.69시간이며, 그 순간의 변화율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속도의 영향을 받아 변화율이 증폭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공부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추정된 평균 개인공부시

간의 성장 궤적은 [그림 Ⅳ-9]의 집단 1의 결과와 같다.

[그림 Ⅳ-9] 집단 별 개인공부시간의 추정된 평균 성장 궤적

초기치, 순간 변화율, 이차항(가속도)의 값에 따라 4개의 집단을 정의

하였으며, [그림 Ⅳ-9]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추정된 성장 궤적을 나타

낸다. 분석 결과, 초기치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경우(집단 2)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균적인 성장 궤적과 동일한 양상으로 개인공부시

간이 증가하므로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개인공부시간의 차이가 동일

하게 유지되는 반면, 순간 변화율이나 가속도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

은 경우(각각 집단 3과 집단 4)에는 평균적인 성장 궤적보다 더 급격하

게 개인공부시간이 증가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공부시간의 차

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간 변화율이 평균보다 1 표준편

차 높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개인공부시간의 변화율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 중학교 시점부터 평균적인 성장 궤적과 큰 차이를 나타내며, 고

등학교 3학년인 마지막 시점에서 개인공부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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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반면 가속도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경우에는 초기의 시점

에는 평균 성장 궤적과 유사하게 개인공부시간이 증가하지만, 고등학교

이후의 시점에 이르러 개인공부시간의 변화율이 증폭되어 평균적인 성장

궤적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고등학교 이후, 집단 4의 개인공부시간

의 변화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집단 3의 개인공부시간과의 차이가 감소

하였지만, 마지막 시점에서의 개인공부시간은 집단 3의 경우가 집단 4의

경우보다 개인공부시간이 더 높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 분석 결과, 초기치와 순간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 이는 초기치와 순간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이차

항, 즉 가속도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상

관계수 분석 결과, 초기치와 순간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345, 순간 변화

율과 이차항의 상관계수는 -.580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초기 개인공부시간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초기단계, 즉 중학교 2학

년 시점에서 개인공부시간을 평균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하며, 중학교 2

학년 시점에서 개인공부시간을 평균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개인공부시간의 증가속도의 증분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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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과 백분위 점수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가.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그림 Ⅳ-10]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연구모형)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화모형은 각각 선형

모형, 이차모형이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추정된 잠재성장요

인의 관계를 [그림 Ⅳ-10]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df ∆ TLI CFI RMSEA (LO90~HI90)

연구모형 209.070* 39 .921 .932 .043 ( .038 ~ .049 )

수정모형 211.020* 40 1.950 .923 .932 .043 ( .037 ~ .049 )

<표 Ⅳ-9>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형적합도

* : .001 수준에서 유의.

연구모형의 값은 209.070(df=3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TLI

와 CFI가 .90 이상이며, RMSEA의 값과 신뢰구간 90%의 값이 모두 .05

이하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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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연구모형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의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공분산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사교육 초기치↔사교육 변화율 -2.243*** .310 -.540

사교육 초기치↔개인공부 초기치 .769*** .550 .068

사교육 초기치↔개인공부 변화율 1.220*** .299 .268

사교육 변화율↔개인공부 초기치 .753*** .204 .218

사교육 변화율↔개인공부 변화율 -.462*** .201 -.334

사교육 변화율↔개인공부 이차항 .160*** .052 .471

<표 Ⅳ-10>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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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형의 모수추정 분석 결과, 초기시점의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

간의 공분산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하지

않은 공분산을 0으로 고정하여 [그림 Ⅳ-11]과 같이 수정모형을 설정하

였으며, 연구모형과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분석한 결과, <표 Ⅳ-9>와 같

이 두 모형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1.950, p=.16),

두 모형의 차이가 0이라는 영가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모

형인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는

<표 Ⅳ-9>와 같이 TLI, CFI, RMSEA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수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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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산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사교육 초기치↔사교육 변화율 -2.264*** .310 -.543

사교육 초기치↔개인공부 변화율 1.405*** .269 .310

사교육 변화율↔개인공부 초기치 .949*** .149 .275

사교육 변화율↔개인공부 변화율 -.513*** .198 -.370

사교육 변화율↔개인공부 이차항 .161*** .052 .468

<표 Ⅳ-11> 최종모형(수정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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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1>는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

를 나타낸다.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잠재성장요인의 모수 추정 결과,

사교육시간의 초기치와 사교육시간의 변화율의 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하

였으며, 이는 초기의 사교육시간이 평균보다 높은 학생은 사교육시간을

평균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교육시간의 초

기치와 개인공부시간의 순간 변화율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초기에 사교육을 평균보다 더 많이 하는 학생은 초기에 개인공부시

간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

공부시간의 초기치와 사교육시간의 변화율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였

으며, 이는 초기에 개인공부를 평균보다 더 많이 하는 학생은 사교육시

간을 평균보다 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교육시간

의 변화율과 개인공부시간의 순간 변화율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개

인공부시간의 순간 변화율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교육시간의 변화

율이 평균보다 낮거나 개인공부시간의 순간 변화율이 평균보다 낮은 경

우에는 사교육시간의 변화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

기에 개인공부시간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학생은 사교육

시간을 평균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초기에 개인공부시간을 평균보

다 더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학생은 사교육시간을 평균보다 완만하게 감

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시간의 변화율과 개인공부시

간의 이차항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차항은 가속도의 1/2을 의

미하므로 사교육시간의 변화율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인공부시간

의 가속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사교육시간을 평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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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만하게 감소하는 학생은 평균보다 개인공부시간의 증가율이 더욱

급격하게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과 백분위 점수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의 잠재성장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최종모

형은 [그림 Ⅳ-11]과 같이 나타났으며, 평균 백분위 점수의 변화궤적은

중학교에서는 증가하며, 학교급 전환 시 하락 한 후, 고등학교에서는 일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의 변화형태가

백분위 점수의 변화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Ⅳ

-11]과 같은 최종모형에 백분위 점수에 미치는 구조계수를 추가하여 [그

림 Ⅳ-12]과 같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

다.

[그림 Ⅳ-12]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 백분위 점수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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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값은

399.869(df=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TLI와 CFI는 .90 이상,

RMSEA의 값과 90% 신뢰구간 모두 .05 이하의 값을 가지므로 연구모형

은 양호한 모형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적합도 지수

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df TLI CFI RMSEA (LO90~HI90)

최종모형 399.869* 84 .948 .958 .040 ( .036 ~ .044 )

<표 Ⅳ-12>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

* : .001 수준에서 유의.

공분산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사교육 초기치↔사교육 변화율 -1.801*** .292 -.485

사교육 초기치↔개인공부 변화율 2.283*** .248 .601

사교육 변화율↔개인공부 초기치 .890*** .132 .272

사교육 변화율↔개인공부 변화율 -.659*** .142 -.572

사교육 변화율↔개인공부 이차항 .118*** .040 .346

<표 Ⅳ-13>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공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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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3>은 최종모형에서의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의 잠재성

장요인간의 공분산 추정치를 나타내며, 이는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과

백분위 점수와의 구조계수가 추가된 이후에도 역시 사교육시간과 개인공

부시간의 잠재성장요인간의 관계, 즉 변화 형태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

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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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수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백분위 점수 초기치←사교육 초기치 2.299*** .253 .448

백분위 점수 초기치←개인공부 초기치 2.235*** .229 .385

백분위 점수 기울기(중)←사교육 초기치 -.857*** .244 -.632

백분위 점수 기울기(중)←개인공부 초기치 -.689*** .207 -.449

백분위 점수 기울기(중)←사교육 변화율 3.499*** 1.599 .782

백분위 점수 기울기(중)←개인공부 변화율 5.471*** 1.852 1.253

백분위 점수 기울기(전)←사교육 변화율 1.639*** .979 1.191

백분위 점수 기울기(전)←개인공부 변화율 1.198*** .977 .891

백분위 점수 기울기(고)←사교육 변화율 -2.544*** 1.361 -.454

백분위 점수 기울기(고)←개인공부 변화율 -3.270*** 1.251 -.597

백분위 점수 기울기(고)←개인공부 이차항 13.043*** 3.894 .706

<표 Ⅳ-14>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구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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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4>는 최종모형의 구조계수 모수추정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

다. 첫째, 중학교 2학년의 백분위 점수는 중학교 2학년의 사교육 및 개인

공부시간이 각각 1시간 높을수록 약 2.30, 2.24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초기 백분위 점수에 관한 초기 사교육시간 및 초기 개인공부시

간의 구조계수의 차이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백분위 점수의 변화는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1시간씩 높을수록 약

.86, .69정도 낮게 나타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구조계수의 차이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백분위 점수의 변화는 사

교육시간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화율이 1시간 높을수록, 즉 사교육시간이

평균적으로 1.27시간 감소하지만, 이보다 1시간 덜 감소하거나 개인공부

시간을 1시간 급격하게 증가할수록 약 3.50, 5.48 정도 백분위 점수가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구조계수의 차이성을 검증한 결과, 개인공부

시간의 순간 변화율이 사교육의 변화율보다 더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의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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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의 하락에는 사교육시간의 변화율과 개인공부시간의 순간 변화율이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내

에서의 백분위 점수의 상승폭에는 사교육시간의 변화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개인공부시간의 순간 증가율이 1시간 높을수록 백

분위 점수가 약 3.27정도 하락하지만, 개인공부시간의 가속도, 즉 변화율

의 증가폭이 1시간 높을수록 약 13.04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인공부시간의 순간 변화율과 가속도에 관한 구조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개인공부시간의 이차항이 순간 변화율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고등학교 시점에서 개인공부시간은 결론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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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 1 절 요약

우리나라에서 학습과 학습의 결과물인 학업성취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학계 역시 학습의 다양한 양·질적 측면에 조명하여 학습의 효과

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학습동기 및 몰입과 같은 학습의

질적인 특성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학습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습시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시간을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으로 구분하여,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두 유형의 학습시간은 상호

관련성 및 상호배타성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두 유형의 학습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는 단·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학습의 효과를 종단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연구의 목적은 사교육 및 개인공부

시간의 종단적 관계를 파악하고,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종단적 변화

가 백분위 점수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KYPS 중2 패널의 1차~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 학교에 진학한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교육 및 개인

공부시간과 백분위 점수의 종단적 관계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학교 내 백분위 점수로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백분위 점수의 종단적 변화는 분할함수의 변화궤적을 나타났

다. 따라서 기간에 따라 백분위 점수의 변화궤적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

났으며, 구체적으로, 중등학생의 평균 백분위 점수는 중학교 2학년에는

약 67%이었으며, 1년 동안 2%정도 상승하였지만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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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7%정도 하락하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의 평균 백분위 점수가 고3까

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

학년까지는 백분위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고등학교 내에서는 고1 시점의

백분위 점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등학생의 사교육시간의 종단적 변화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에는 일주일동안 평균적으로 약 9시간을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사교육에 시간을 투자하지만 연 평균 1시간씩 사

교육시간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에는 일주

일동안 평균적으로 약 4시간을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사교육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이는 평균적인 추세이며, 사교육

시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

기에 사교육 수강을 평균보다 많이 한 학생은 평균적인 감소 추세보다

사교육 수강시간을 더 급격하게 감소하며, 초기에 사교육 수강을 평균보

다 적게 한 학생은 평균적인 감소 추세보다 사교육 수강시간을 더 완만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등학생의 개인공부시간의 종단적 변화는 이차함수를 따라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에는 평균적으로 6시간 정도를 국

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공부하는데 투자하였으며, 중

학교 2학년 시점에 개인공부시간의 순간 변화율은 정적인 방향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차함수의 이차항, 즉 가

속도의 영향을 받아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공부시간의 증가량의 폭이 증

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는 약 14시간 정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이는 평균적인 추세이며, 개인공부시간의 초기

및 순간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평균보다 더 많이 한 학생은 초기에 평균보다 더 완

만한 속도로 개인공부시간을 증가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평균보다

더 빠른 가속도로 개인공부시간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요인간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을 기준으로 초기의 사교육 및 개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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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간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교육 및 개인

공부시간의 초기치의 공분산을 0으로 고정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2학년에 사

교육을 평균보다 더 많이 하는 학생은 동일 시점에 개인공부를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사교육시간을

평균보다 급속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의 초기치

와 변화율의 부적 관계가 초기 시점의 개인공부시간의 순간 변화율로 설

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학교 2학년에 개인공부를 평균보다 더

많이 하는 학생은 사교육을 평균보다 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사교육의 완만한 감소는 개인공부시간을 동일 시점에서

는 평균보다 완만하게 증가시키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가속도의 영향

을 받아 평균보다 개인공부시간의 증가율의 증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초기에 개인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은 개인공부시간을 초기에는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뿐

만 아니라 사교육을 완만하게 감소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총 공부시

간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백분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과 같다. 횡단적 측면의 분석 결과, 초기의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은 초

기의 백분위 점수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

시간의 영향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단적 측면의 분석 결

과, 초기의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은 중학교 내에서의 백분위 점수의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기의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높은 학생일수록 초기의 백분위 점수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백분위 점수의 천장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의 사교

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높을수록 초기 백분위 점수는 높은 상태이며, 결

과적으로 백분위 점수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화율은 중학교

내에서의 백분위 점수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공부시

간이 사교육시간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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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의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초기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에 비하

여 학습시간의 양을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하며, 동일한 1시간을 증가시

키더라도 백분위 점수의 향상에는 개인공부시간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

을 나타냈다. 또한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변화율은 학교급의 변화에

따른 백분위 점수의 하락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고등

학교 진학 후에는 사교육시간은 백분위 점수의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다. 반면, 개인공부시간의 경우, 개인공부시간의 순간 변화율

은 백분위 점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공부시간의 가속도는 백

분위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공부시간의

가속도는 개인공부시간의 순간변화율보다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교육시간은 고등학교 백분위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개인공부시간은 고등학교 백분위 점수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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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의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생의 백분위 점수의 변화궤적은 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평균 백분위 점수는 중학교 내의 기간에서는 증가

하였으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전환기 시점에서는 하락하였으며, 고등학

교 진학 이후의 기간에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궤적은 연구대상이 일반계 고등학교, 외고, 과학고, 자립

형 사립고에 진학한 학생이라는 점과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성적이 낮았

던 학생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이상준, 김나라, 윤여인, 고재성,

2008)한다는 점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중학교 시점에 평균적으로 상대적 위치가 상승하며, 고등학교 진

학 시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았던 학생들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상대적 위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적인 변화궤적은 결론적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백분

위 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등학교 초반까지 학업성

취도가 하락한다는 선행연구(김태균, 권일남, 2009; 이현철, 2010)의 결과

와 일치한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성질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므로

집단 내에서의 평균적인 상대적 위치는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시간이 선형적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박정주(2012)의 결과와 일

치한다. 사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종합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참여(김태균, 권일남, 2009) 및 사교육비(박현정, 2010)가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기헌

(2007) 역시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개인공부시간이 이차함수를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시점만을 활용하여 종단연구를 실시한 기존의 연구(이기종, 곽수란,

2010; 차동준, 2015)는 개인공부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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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 연구는 5개의 시점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차함수 모형을 탐

색 및 선정이 가능하였으며, 개인공부시간이 이차함수를 따라, 즉 시간이

흐른 뒤 가속도의 영향을 받아 개인공부시간의 변화율이 증폭되는 현상

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 초기에 개인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학생의 총 학습시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기에 개인공부를 더 많이 한

학생은 가속도의 영향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공부시간의 증가 변화

량을 더욱 증폭 할뿐만 아니라 사교육 수강시간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에 평균적인 학습시간보다 개인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평균적인 추세보다 사교육 및 개

인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총 학습시간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교육과 개인공부의 학습방식은 서로를 보

완해주는 역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총 학습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작용하여(김경년, 2010; 김진영, 2007), 초기에 투자하는 학습시간에

따라 시간이 흐른 뒤의 총 학습시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백분위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 횡단적인 측면의 경우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이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적인 측면의 경우, 초기의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은 백분위 점수의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선행연구(김태균, 권일남, 2009; 박정주, 2012; Nam, 2013)와 일치한 결과

를 나타낸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김태균, 권일남, 2009; 박정주,

2012; 박현정, 2010; Nam, 2013)는 학업성취도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학

업성취도의 변화율이 낮다는 천장효과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역

시, 연구모형의 한계로 백분위 점수의 초기값과 중학교 내의 변화율의

공분산을 분석하지 못하였지만, 선행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초기 사교

육 및 개인공부시간이 백분위 점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천장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변화율의 관계는

개인공부시간(이기종, 곽수란, 2010) 및 사교육시간(박정주, 2012;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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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의 변화율이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개인공부시간의 변화

율이 사교육의 변화율보다 중학교의 백분위 점수의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한 1시간을 투자한 경우 개인공부

시간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등학교의 백분

위 점수의 향상에는 사교육의 변화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개인공부시간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사교육 수강이 개인공부보다 효과

적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의 효과가 낮아지며(장희원, 김경근,

2015),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백분위 점수 향상에 개인공부시간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정규 수업시간 외의 학습시간을 사교육 및 개인공부를 구

체화하여 각 유형의 학습시간의 효과를 단·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교육이 시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맹신하는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개인공부의 효과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

취도를 나타내는 백분위 점수와 관련된 부분이다. 학업성취도를 수직 척

도화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등학생의

학업성취 그 자체의 변화궤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종단적 변화에 따라 학업성취 그 자체의 향상 정도를 예

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는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도 변수를 구성하였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등학생의 학업성취 그 자체

가 아닌, 학업성취와 관련된 상대적 위치에 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백분위 점수는

설문 문항의 한계로 전 과목에 대한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된 백분위 점

수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교과목별로 백분위 점수의 변화궤적뿐만 아니

라 백분위 점수와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의 종단적 관계를 추정 및 비

교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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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의미하는 백분위 점수는 50의 평균값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

만 KYPS의 중2 패널의 1차년도, 즉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을 활용하

여 선정된 전체 표본의 첫 번째 시점의 평균 백분위 점수가 약 57의 값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과목에 대한 전교 등수와 전교 인원

수를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설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분위 점

수의 측정에 관하여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 사용된 백분위 점수에 관한 결과를 해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사교육시간 및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학습시간의 양만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

이 아니다. 즉, 동일한 시간동안 학습이 이루어졌더라도 학습자의 학습동

기, 성취 목표 및 학습 전략에 따라 학업성취의 향상(소연희, 2009; 송주

연, 2012; 최효식, 신종호 외 2명, 2013)에는 개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

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학습시간의 측면만을 고려하였지만, 추후 연구

에서는 사교육시간 및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학습동기 및 학습 전략과 같은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매

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중등학생의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과 백분위 점수의

평균적인 변화궤적을 분석하였지만, 변화궤적의 개인차가 존재하였다. 특

히, 부모의 사회경제적배경은 사교육 참여에 중요한 요인(김기헌, 2007)

이며, 초기의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학습시간의 배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선미숙, 2013) 등은 세 변수의 변화 궤적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백분위 점

수의 분할함수 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중학교 내의 기울기와 학교급 전

환기의 기울기의 분산을 0으로 고정하였다. 이는 개인마다 백분위 점수

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은 평균 변화

율을 따라 백분위 점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백분위 점수의 변화궤적을 해석할 필요가 있으

며, 추후 연구에서는 사교육 및 개인공부시간과 백분위 점수의 변화궤적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을 탐색 및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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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about the effect of learning have been studied

variously, but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 of learning by

focusing on learning time. Adolescent’s learning time is divided to

regular class time, private tutoring time and self-studying time,

and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time and

self-studying time because regular class time is almost regular. It

points out that private tutoring time and self-studying time are

complementary because teenagers use and divide limited learning

time. Also, this study analyzes by using longitudin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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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effect of learning is not only short-term, but also

long-ter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time and self-studying time on longitudinal change of

achievement by using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Concretely, this study focuses on relationship of latent growth

factors among private tutoring time, self-studying time and

percentile rank. Because private tutoring time and self-studying

time are systematically changeable independent variables, learning

time should be analyzed not regarding as time varying variables

but using latent growth models. Therefore this study estimates

latent growth factors of private tutoring time and self-studying

time and regression latent growth factor of achievement on latent

growth factors of private tutoring time and self-studying tim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do the percentile rank, private tutoring and self-studying

time change over time?

1-1. What is the growth trajectory of percentile rank from middle

school 2grade to high school 3grade?

1-2. What is the growth trajectory of private tutoring time from

middle school 2grade to high school 3grade?

1-3. What is the growth trajectory of self-studying time from

middle school 2grade to high school 3grade?

2. How do the changeable private tutoring and self-studying time

affect to the longitudinal change of percentile rank?

2-1. how does the longitudinal change of private tutoring time

correlate to the longitudinal change of self-study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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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ow do the longitudinal changes of private tutoring and

self-studying time affect the longitudinal change of percentile

rank?

The object of this study is adolescents who enter general,

foreign language, science and autonomous school by using KYPS

middle school panel data. The private time indicates private

participation time of Korean, English and math subjects for a

week, the self-studying time indicates study Korean, English and

math subjects for a week, and achievement indicates percentile

rank in their own school.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ange models of three variables are as follows. On

average, the percentile rank improves in the middle school, drops

in the transition from middle to high school, and maintains

percentage rank of high 1grade. On average, private tutoring time

linearly decreases but self-studying time increases following

quadratic functions over time.

Second, the result about correlation between private tutoring and

self-studying time is as follows. The total studying time whose

students initially study oneself more than mean increases over

time because the students not only increase self-studying time

rapidly by acceleration but also decrease private tutoring time less

than mean. This result of correlation between private tutoring and

self-studying time shows two learning time is not complementary

but catalyst role of increasing the total studying time over time.

Finally,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and self-studying time’s

longitudinal changes on achievement’s longitudinal change ar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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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s. Initial private tutoring and self-studying time positively

affects initial percentage rank but negatively affects change rate of

percentage rank because of percentage rank’s ceiling effect. But

change rates of private tutoring and self-studying time positively

affect change rate of percentage rank. And changes rate of private

tutoring and self-studying time don’t affect the decrease of

percentage rank during the transition from middle to high school.

And change rate of private tutoring does not affect percentage

rank in high school but the acceleration of self-studying time

positively affects change rate of percentage rank in high school.

This study shows not only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and

self-studying time on percentage rank simultaneously but also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and self-studying time from

cross-sectional to longitudinal perspectives by analyzing the

relations of latent growth factors. It was worth that this study

shows that private tutoring positively affects improvement of

percentage rank in short-term but self-studying positively affects

improvement of percentage rank in longitudinal perspectives. Also

it was worth that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 of self-studying

time controlling private tutoring time in the situation that the

study of self-studying’ effect is insufficient and proves the effect

of self-studying to adolescents who perceive private tutoring is

more effective or who need to use and divide limited time. But the

restric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s

relative position of achievement in their own school because

achievement indicates percentile rank. And when interpreting of

results, the point that percentile rank is measured by self-report

type should be considered. Second, although learning is influ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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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t only learning time but also various factors such as learning

motivation and cognitive strategy, this study doesn’t consider these

factors of learning. Finally, this study estimates the average

relationship among private tutoring time, self-studying time and

percentile rank. But it would be worth if this study analyzes

random effect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Keywords : Private tutoring time, Self-studying time, Piecewise

Growth model, Quadratic Growth model,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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