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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중학교 시기는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

이다. 이 시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이 고등학교 시기 및 이후 삶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 전반에 걸친 학생들의 발달 양상을 살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는 아동이 성

장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변인 간 양방적 관계

(Bidirectional Relationship)을 고려하여 변인 간 관계 및 종단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중학교 시기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

시에 적절한 시기에 교육적 처치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변인 간 관계 및 종단매개효

과를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은 변인 간 관계의 방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가

정하고 모형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교차지연효과를 생략한 모형

에 기반을 두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형설정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종단매개효과

를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연구에서 ‘영(0)’이라 가정하였던 

교차지연경로를 살려준 모형을 활용하여 변인 간 관계의 방향성을 살펴보

고, 양방적 관계를 반영한 후 다양하게 나타나는 종단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심 경로만 살리고 분석한 ‘제한된 교차지연효과

모형’, 변인 간 교차지연경로를 설정한 ‘교차지연효과모형’, 매개변인

의 지속적 특성을 반영한 ‘2시점 지연효과모형’의 내재된(nested) 세 가

지 하위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4차에서 6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중

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시기의 사회적 지지(부모관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 및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세 변인의 

관계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자아존중감이 지속적으로 

아동의 삶에 미치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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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시기 전반에 걸쳐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가 다음 연도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양방적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을 고려

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하위모형 중 변인 간 교차지연

효과와 매개변인의 2시점 지연효과를 설정한 ‘2시점 지연효과모형’이  

분석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생의 발달

과정에서 여러 변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과 다른 변인에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특성을 연구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학교 시기의 변인 간 관계의 방향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시

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서로 영

향을 주고받는 관계였으며, 중학교 1학년 자아존중감이 지속적으로 중학

교 3학년 사회적 지지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는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중학교 초기에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였다.   

 셋째, 중학교 시기에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는 두 방향으로 나타났

다.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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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확인되었다. 동시에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또한 모두 유의하였고, 효과크기도 역방향보

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의 관심 경로와 반대되는 방향의 종단매개

관계로서, 교차지연 경로를 살린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학업성취도는 양방적 관계이며,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는 두 

방향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교차지연 경로 및 2시점 경

로를 활용하여 변인 간 양방적 관계 및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보

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3시점

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종단매개효과의 시점별 효과크기를 비교하지 못하였

고, 또 다른 종단매개변인을 탐색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주요어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양방적 관계, 종단매개효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학  번 : 2016-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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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2병1)’이라 불리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중학교 시기는 질풍노도

를 대표한다(홍봉선, 남미애, 2016). 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시작하고 또래관계를 확장하면서 더욱 다양한 적응문화

에 직면하게 된다(Lerner & Steinberg, 2009). 또한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부담을 크게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김광혁, 

2006). 이 때문에 중학교 시기 많은 학생들이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보

이거나 반항, 무단결석 등의 청소년 비행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제미

순, 최원희, 2008; 홍태경, 류준혁, 2011). 따라서 이 시기를 안정적으로 보

내는 것이 고등학교 시기 및 이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교육 및 심리 연구자들은 중학교 시기 학생들의 발달 양상을 연구해

왔다.

 초기 학령기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발달과업이며(Rosenberg, 1986), 이때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은 긍

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Lerner & Steinberg, 2009). 특히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을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시기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심리적 지지

를 충분히 받는 것이 자신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1) 중학교 2학년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이 사춘기 자아 형성 과정에서 겪는 혼란이나

불만과 같은 심리적 상태, 또는 그로 말미암은 반항과 일달 행위를 일컫는 말을 의

미한다(출처: 조인경 (2013년 3월 15일). “중2병 걸린 학생들, 무조건 뛰어라?”. 아시

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31416470136444&nv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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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이후에는 잘 변화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긍

정적인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삶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Rosenberg, 1965).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학생들의 우울, 비

행 횟수를 낮춰주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져 있으며(윤명숙, 민수영, 이희정, 

2014; 양난미, 박현주, 이동귀, 2014), 자기통제 및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등 학업성취도 향상을 이끌기기도 한다(유경훈, 2013). 일반적으로 자아존

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보다 가정적 배경이나 학

교 생활 중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를 수월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김준영, 2012), 여러 교육 및 심리연구에서는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에 많은 관심을 둔다(양난미 외, 2014; 윤명숙 외, 2014; 이숙

정, 2006). 

 이러한 점에서 중학생 시기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김선숙, 고미선, 2006; 이숙

정, 2006; 정병삼, 2012; 정종희, 정현희, 이귀숙, 2009). 중학교 시기의 학생

들의 발달 양상을 보다 잘 이해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이 중학교 

및 그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를 제공하

기 위함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인 간 양

방적 관계(Bidirectional Relationship)를 반영하지 않고 변인 간 관계를 분

석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로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 및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고, 종단자료로 

분석한 경우에도 변인 간 관계의 방향 중 한 방향만 검증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와 같은 변

인들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시기에 따라 원인 변인과 결과 변

인이 바뀔 수 있고, 영향을 미치는 크기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변인 간 양방적 관계에 기반을 둔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 간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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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선행연구들은 종단매개효과를 제한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특정 

시점에만 나타나는 매개효과나 다른 시점 간에 나타나는 매개효과를 확인

하고자 하는 연구가 드물었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로 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분석 초기 시점의 값과 전체 시점 평균 

변화율을 활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이다.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확인

하거나, 같은 시점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시점에서만 나타나는 매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교육적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좋

은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시간에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매개효과와 같은 시기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시기에 나타나는 매개관계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인 간 양방적 관계와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형

으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이 있다

(김동하, 2015; 박현정, 이진실, 2013; MacKinnon, 2008; Selig & Preacher, 

2009).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매 시점의 변인 측정치들 간 관계를 모형

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변인 간 관

계 및 종단매개관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며, 교차지연효과를 활용하여 분

석 변인의 특성까지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한 기

존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변인 간 관계를 한 방향으로

만 가정하여 분석하고 있었다(김소희, 황의갑, 2015; 윤태희, 조영일, 2015; 

전현정, 정혜원, 2015).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여러 변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적 관계이다(Cole & Maxwell, 2003; Lockhart, MacKinnon, & 

Ohlrich, 2011). 하지만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기존 연구 대부분

이 변인 간 관계를 한 방향으로만 제한하고, 그 외의 경로는 ‘영(0)’이라 

가정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변인의 특성

에 따라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한 변인의 영향 범위를 다음 시점으로만 설정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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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백승희, 정혜원, 2015; 이경은, 이주리, 2016;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5;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6). 예를 들어 우울이나 자아존

중감과 같은 심리 변인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지만, 변인의 

특성을 모형 설정에 반영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셋째, 종단매개효과를 부분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백승희, 정혜원, 

2015;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전현정, 정혜원, 2016; 조민규, 김춘경, 

2015). 첫 시점의 독립변인이 최종 시점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항에서 매

개변인의 종단매개효과는 시점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Cole & Maxwell, 2003). 또한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매개

변인 및 종단매개효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Sulik, Blair, Mills-Koonce, 

Berry, & Greenberg, 2015).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첫 시점의 독립변인이 

다음 시점의 매개변인을 거쳐 다다음 시점 후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

는 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변인 간 종단적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방

적으로 나타나며, 종단매개효과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중학생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3

년에 걸쳐 사회적 지지(부모관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종

단적 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차지연(Cross-lagged) 경로를 살려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고

자 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제한된 교차지연모형, 교차지연효과

모형, 2시점 지연효과모형의 세 가지 하위모형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

으며, 분석 자료는 서울교육종단연구 구축된 패널 자료 중 초4 패녈의 4차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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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3년에 걸쳐 사회적 지지(부모관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국내 연구에서 ‘영(0)’이라 가정하

였던 교차지연(Cross-lagged) 경로를 살려준 모형을 활용하여 변인 간 관

계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변인 간 양방적 관계(Bidirectional Relationship)를 

반영한 후 다양하게 나타나는 종단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

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시기 전반에 걸쳐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

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가 다음 연도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상호교류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을 고려

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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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한 학생들은 이후 성인기가 되

어서 정서적, 학업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Rosenberg, 

1986).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에 비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고, 정서적･행동적 문제

행동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다(양난미 외, 2014; 윤태희, 조영일, 2014). 이

와 같은 이유로 많은 교육 및 심리연구자들은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에 관심을 둔다(양난미 외, 2014; 윤명숙 외, 2014)2).  

   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기보다 자신을 현실적으로 평가

하게 되면서 주위에 평가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Lerner & 

Steinberg, 2009; Rosenberg, 1986).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적이지만 점차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시작하고 또래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서, 부모와 또래의 관계는 초기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erner & Steinberg, 2009). 또한 사회적으로 중학생

들에게 학업적으로 기대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므로, 학업 성취가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이숙정, 2006; 정병삼,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

보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 연구결과가 많이 축적되었다. 여

기서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

2) 윤명숙 외(2014)는 아버지의 음주와 자녀의 우울 관계에서, 양난미 외(2014)는 부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갈등해결 능력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 7 -

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의 대한 인지적 평가이며(안혜진, 정

미경, 2015; 한미연, 유안진, 1996; Salami, 2010), 중학교 시기 학생들의 

주된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 교우관계에 기반을 두게 된다(한미연, 유안

진, 1996).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변인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는 분석 시기에 따라 

변인 간 관계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또한 연구 방법에 따라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달랐다. 따라서 각 변인 간 관계를 초

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고, 횡단 및 종단 연구방법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서로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주장에는 큰 이견이 없다(류경희, 2003; 문은식, 2014; 이숙정, 2006; 정병

삼, 2010; 정현희, 1993; 황매향 외, 2016). 부모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정

서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엔 부모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래관계에서도 친밀한 친구관계

를 유지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데,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과 자기 표현

력이 높고 학교에 더 잘 적응하고 친구관계가 원만한 경향이 있었다. 중학

교 2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정현희

(1993)의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

로 생각하며 자신감을 갖고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문은식(2014)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으로 부모의 양

육태도와 또래관계가 비슷한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

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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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지하였고, 중학생들에게 또래관계의 비중이 늘어

나지만 여전히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관계를 고려해

야 함을 말해준다. 

 양난미 외(2014) 연구에서는 남녀중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애착요소들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 애착과 관련된 모든 하위요인들은 자아존중

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남자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신뢰

감과 관계가 높았고, 여자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신뢰감과 어머

니의 의사소통과 관계가 높았다. 종합적으로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애정어린 관심과 돌봄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경

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종단연구에서도 일치하게 나타났다. 정병삼(2010)은 중2

부터 고3이 되는 학생 약 3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5년 동안의 자녀가 인

식하는 부모의 애착과 지도 감독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잠

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기 5년에 걸쳐 부모

애착과 부모 지도감독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이는 부모관계가 중･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황매향 외(2016)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중1-중3-고2 세 시점에서 교

우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

감이 높았다. 또한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

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또래관계는 삶의 전반에 있

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류경희(2003) 연구에서 지지

적이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

다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관계를 분석한 국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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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정리하여<표 Ⅱ-1>에 제시하였다. 대부분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

감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분석하고 있었으나, 부모 또래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강석기(2010)의 연구에

서는 자아존중감이 부모ㆍ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하기도 

하였고,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황매향 외(2016) 연구에서는 교우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나타났다.  

분석방법 저자(연도) 분석대상 주요결과

횡

단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이미애, 
정회욱(2004)

중2
(정적 상관)
부모･교우지지, 자아존중감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김애경(2003) 초6, 중2
(정적 상관)
초6 가족의지지, 자아존중감 

중다회귀분석 정현희(1993) 중2
(정적 영향)
부모애착→자아존중감

구조방정식
양난미, 
박현주, 

이동귀(2014)
중1-중3

(정적 영향)
애정적 양육태도→자아존중감

구조방정식, 
중다회귀분석

강석기(2003) 중1-고3
(정적 영향) 
자아존중감→부모･교우관계

종

단

잠재성장모형 정병삼(2010) 중2-고1
(정적 영향)
부모-자녀 애착→자아존중감

잠재성장모형 김은진(2015) 중2-고3
(정적 영향)
부모애착→자아존중감 

잠재성장모형,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박현정, 
이진실(2013)

고1-고3
(정적 영향)
부모-자녀관계→자아존중감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2016)

중1, 중3, 
고2

(정적 영향)
교우관계⇆자아존중감

일반선형모형
(GLM)을 이용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박미정, 
유난숙(2017)

중1, 중3, 
고2

(정적 영향)
또래애착→자아존중감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애착이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커짐 

<표 Ⅱ-1>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관계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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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부모ㆍ교우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강하게 느낄수록 안정적인 학교생

활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 적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학업성취

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김선숙, 고미선, 2007; 박병

기, 임신일, 2010; 이숙정, 2006; 정병삼, 2012). 그러나 부모가 학업에 지나

치게 관여하는 경우, 또는 또래 관계에 지나친 애착을 보이는 경우는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정종희 외, 2009),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역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

록 사회적 지지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Herman, 

Lambert, Reinke, & Ialongo, 2008; Levy-Tossman, Kaplan, & Assor, 2007).

 박병기, 임신일(2010)은 학업적 불안과 학업성취에 관한 국내연구 135

편을 메타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생들의 

시험불안을 낮춰주고 학업성취를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정병삼

(2012) 연구에서도 가정 내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청소년 학업적응 및 성취

에 중요한 영향요인 임을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문주희, 백지숙(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

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중학교 학생

들의 학업효능감과 부모관계와 교사관계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

고, 성취동기에는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 모두 학업성취도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비인지적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학생들이 접하는 사회

적 관계가 학업성취도 큰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김선숙, 고미선(2007)의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중2에서 고1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학업성취 변화에 미

치는 개인･가족･학교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관계는 중2시

기의 학업성취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학업성취도 변화율에는 유



- 11 -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는 학업성취도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중2 시기에 비해 중3, 고1 시기가 되

면서 부모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

해준다. 따라서 중학교 시기는 여전히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성취도

와 상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부모의 학업적 지지가 압력으로 지각될 경우에는 학업성

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종희 외(2009)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업적 관여가 성취압력으로 지각될 경우 시험

불안을 증가시키지만, 지지적 요인으로 지각될 경우 시험불안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불안은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때문에,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가 정서적 지지인 경우에 

부모의 관심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국외에서는 거꾸로 학업성취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시

각도 있었다. Herman 외(2008)과 Levy-Tossman 외(2007)은  초기 아동기

에는 부모관계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서 이러한 경향성은 줄어들고, 학업성취가 오히려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Herman 외(2008)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초

기의 학업효능감이 학령기 말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적, 사회적 통제능력이 높기 때문에 또래관계도 좋다고 하였

다. 또한 Levy-Tossman 외(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성취 숙달 

목표와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친밀감을 높고 불신은 낮은 경향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업성취도라는 지표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아니지만, 학업성취도와 정적상관이 매우 

높은 학업효능감, 학업성취목표가 또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서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 관계를 분석한 국내 선행

연구를 정리하여<표 Ⅱ-2>에 제시하였다. 횡단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점

에 따라 영향 관계가 두 방향으로 분석되었고, 분석 시기에 따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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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종단연구에서

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고, 주로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변인 간 관계

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분석방법 저자(연도) 분석대상 주요결과

횡
단

일원분산분석
황명숙, 

정은희(2008)
중2 

(정적 영향)
학업성취도→사회적 지지(부모･교우)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문주희, 
백지숙(2012)

중1,고2 

(정적 상관)
중1 부모관계, 학업효능감
고2 교우관계, 학업효능감
중1, 고2 부모･교우관계→성취동기

구조방정식
최명구, 

성소연(2012)
중1-중3

(정적상관)
부모지지, 학업성취도

(유의미한 상관X)
교우지지, 학업성취도

종
단

잠재성장모형
김선숙, 

고미선(2007)
중2-고1

(정적 영향)
부모관계→학업성취 

잠재성장모형
정윤경, 
이지수, 

안현선(2017)
초4-중3

(정적 영향)
부모지지→학업성취 

잠재성장모형 김진아(2016) 중1-고1
(정적 영향)
부모애정, 부모과잉기대, 부모과잉간섭
→학업성취도 

<표 Ⅱ-2>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 관계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

 

  다.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연구 대상

이 달라져도 같은 경향을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통제나 자아효능감과 같은 요인도 함께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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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관점 또는 분석 방법 및 대상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 

간 관계의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기통제나 자

기효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에 기반을 두

어 자아존중감을 학업성취의 원인 변인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는 반면(김

선숙, 고미선, 2006; 유경훈, 2013; 이숙정, 2006), 상대적으로 선행연구의 

수가 적긴 하였지만 일부 연구는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핵심 

변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또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두 변인 간 관계

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이경은, 이주리, 2009; 최의철, 김병석, 2009).  

이숙정(2006)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

정 하에 중2에서 고2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신뢰,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

업성취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 학업성취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유경훈(2013) 

의 연구에서도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 학업성취 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존감은 학업성취와 큰 관련이 있었고, 매개변인으로써도 학업성취

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김선숙, 고미선(2006)은 종단연구를 통해 

학업성취 변화에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

렸다. 또한 임효진과 이지은(2016)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중학교 3년 

전반에 걸친 종단자료로 분석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자기통제를 거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    

 반대로 Calsyn과 Kenny(1977)는 Brookover, Paterson과 Thomas(1964)의 

연구를 재분석하여 자아개념에 대한 학업성취의 원인적 우월성을 발견하

기도 하였고, Rosenberg 외(1989)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으나, 성적이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는 .15인 반면, 자

아존중감에서 성적으로 가는 경로 계수는 .08이므로 이 결과를 근거로 학

업성취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타당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

익중(2007)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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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동안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는 중2 시기의 자존감과 3년 동안의 자존감 변화를 모두 유

의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양방적 관계(Bidirectional Relationship)를 검

증하는 연구는 대부분 종단연구로 진행되었는데, Guay, Marsh와 

Boivin(2003)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학업성취가 자아개념에 미치

는 영향력이 우세하나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는 그 관계가 상호적인 

관계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희철, 김병석(2009)

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두 변인 간 교차지연(cross-lagged) 경로 계수가 유

의미하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경은, 이주리(2009)의 연구에서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동안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의 관

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시기에는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이 서

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만 유의하고, 고등학교 1

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는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만 유의한 모습을 보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 관계를 분석한 국내 선행

연구를 정리하여<표 Ⅱ-3>에 제시하였다. 횡단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 중 

특정 시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종단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시기

별 비교 분석을 하지 않고 수집된 자료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었다. 종단연

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두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시기별로 변인 간 관계

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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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저자(연도) 분석대상 주요결과

횡

단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이숙정(2006) 중2-고2
(정적 상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중다회귀분석 이미리(2005) 중2
(정적 상관)
자아존중감, 학습태도 

종

단

잠재성장모형
김선숙, 고미선

(2007)
중2-고1

(정적 영향)
자아존중감→학업성취도 

잠재성장모형
임효진, 이지은

(2016)
중1-중3

(정적 영향)
자아존중감→학업성취도 

잠재성장모형 정익중(2007) 중2-고1
(정적 영향)
학업성취도→자아존중감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최희철, 김옥진, 
김병석, 김지현

(2010)
중2-고3

(정적 영향)
학업성취도→자아존중감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이경은, 이주리
(2009)

중2-고2

(정적 영향)
중1-중3 학업성취도⇄자아존중감
중3-고1 자아존중감→학업성취도
고1-고2 학업성취도→자아존중감

<표 Ⅱ-3>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 관계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

 라. 자아존중감의 지속적 특징 

 자아존중감은 주어진 상황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특성으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을 말한다(Harter, 

1988; Rosenberg, 1986). 자신을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청소년들

은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긍정적 

자아상은 이후 학업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성

선진, 이재신, 2000; Harter, 1988). 또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를 수월하

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인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

에 많은 관심을 둔다.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발달은 인생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지만 특히 

청소년기가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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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smith(1967)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자아존중이 중요한 발달단계를 

맞이한다고 보았고, Erikson은 청소년의 특징을 정체감 위기로 진단하면서 

청소년은 삶의 의미와 되어야 할 자기모습을 찾기 위해 갈등하는 주체라

고 하였다. 이 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후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Rosenberg, 1986). Bachman & O'mally(1977)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자아존

중감의 특징을 설명하였는데, 그 중 자아존중감이란 물위에 무엇이 표류하

듯이 떠돌아다니거나 쉽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지속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2. 종단매개효과 분석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생의 성장으로 드러나는 교육의 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매개변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엇이 그 개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지 아는 것은 교육

적 개입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서영석, 2010). 교

육 관련 변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많으며, 교육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때 더욱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박현정, 이진실, 2013). 

 따라서 매개효과 분석의 기본 개념 및 종단매개효과 분석이 갖는 특징

과 검증 방법을 다룬 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특징 및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연구한 국내 및 국외 선행연구를 살

펴보고자 한다. 

  가. 매개효과 분석의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  

  매개변인(mediating variable)은 독립변인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인의 원

인이 되는 변인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계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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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Baron & Kenny, 1986). 

, , 가 표준화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매개변인 과 종속변인 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 

 ′                                          <식 2.1>

 ′ ′                                     <식 2.2> 

 여기서 ′는 매개변인 의 효과를 통제한 후 가 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나타낸다. ′는 독립변인 의 효과를 통제한 후 가 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이를 매개효과(mediation effect) 또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라고 한다(MacKinnon, Warsi, & Dwyer, 1995). [그림 Ⅱ-1]의 경로모

형과 같이 매개효과 추정을 할 때에는 전체효과(total effect), 직접효과

(direct effect),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효과는 

가 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의미하며, 직접효과는 가 에 미치는 영향 

중 를 거치지 않는 영향, 간접효과는 가 을 거쳐 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는 종단매개분석에서도 확장되어 적용되는 개념이다. 가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와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전체효과

는 직접효과인 ′와 간접효과인 ′′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림 Ⅱ-1] 횡단매개효과 모형(Cole & Maxwell, 2003)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3) 수식은 Cole과 Maxwell(2003)의 연구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모든 자료가 같은

시점 t에 수집되었으며, 경로계수 ′ , ′ , ′는 표준화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종단
매개효과에서의 ,  , 와 구분하기 위해 ′를 사용하였다. 는 오차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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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논리에 근거한 매개효과 검증은 몇 

가지 조건4)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매개효과 및 변인 간 인과관계를 이야

기할 수 있다. 특히 원인변수의 시간적 선행성은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선행하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선행한다는 전제 

하에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도록 

되어있다(김동하, 2015, 재인용). 그러나 이를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할 

경우에는 변수들 간에 시간적 선행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

로 인과성을 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Gollob & Reichardt, 1987). 또

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는 점에서도 횡단자료를 활용한 매개효과는 추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Gollab & Reichardt, 1985). 

  나. 종단매개효과 분석5)

 횡단자료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은 종단자

료를 활용한 분석에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종단자료는 

다시점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고, 인과적 방

향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Bentley, Brown, McGwin, 

Allman, & Roth, 2012; Cole & Maxwell, 2003; Lockhart et al., 2011). 

 종단매개효과 분석은 횡단매개 분석의 한계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장

점 외에도, 종단매개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째, 매개효과의 지속성 및 효과크기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시간에 흐름

4) Baron과 Kenney(1986)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변인과 종속변

인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둘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

며,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넷째 독립변인을 통제

한 후에도,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

다. 그러나 횡단자료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또는 같은 시점의 독립변인,

매개변인과 다른 시점 종속변인 간 매개효과를 추정하는 경우 인과적 방향성을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Cole & Maxwell, 2003)

5)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이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에 근거하여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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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달라지는 매개효과 변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박현정, 이진실, 

2013; Little, Preacher, Selig, & Card, 2007; Lockhart et al., 2011, MacKinnon, 

2008). 자아존중감과 같이 단 시간에 다른 변인에 효과를 미치기 어려운 변

인의 경우, 같은 시점의 매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다른 시점 간의 매개관

계가 성립하기도 하는데 이는 종단매개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Lockhart et al., 2011; MacKinnon, 2008). 한 시점의 자료로 매

개효과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특정 시점에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현상인지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박현정, 이진

실, 2013), 관심 변인들이 개인의 발달에 따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

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분석 시기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매개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연구자의 가설에 근거한 매개경로의 다양한 양상을 

보는 것은 물론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매개경로를 확인할 수 있

다는 것을 말한다(Cole & Maxwell, 2003; MacKinnon, 2008; Sulik et al., 

2015). 독립변인이 어느 시점의 매개변인을 거쳐 독립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교차지연경로를 설정하는 경우6) 또 다른 종단

매개변인이나 역방향의 매개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림 Ⅱ-2]7)에서 시점의 독립변인 는 시점의 의 함수와 오

차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점의 매개변인 은 시점

의 과 의 함수와 오차항으로, 시점의 종속변인 는 시점의 

과 의 함수와 오차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는   가 에 미치

는 영향을 통제한 후,   가 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의미한다. 마찬가

지로 는 이전 시점의 의 영향을 통제한 후,   가 에 미치는 영향의 

6)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살려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다음 절에

서 다루게 되며, 이 절에서 제시한 [그림 Ⅱ-2]에서는 역방향의 종단매개효과 경

로를 확인할 수 없다.

7) 종단매개효과 분석의 개념 및 특징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간명한 자기회

귀교차지연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에서는 같은 시점의 다른 변인 간 상관이 생

략되어 있으며, 자기회귀효과 및 교차지연경로가 모든 시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다고 가정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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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나타낸다. 이처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종단매개효과

를 분석할 때에는 자기회귀(Autoregressive effect) 경로를 통해 이전 시점

에 측정된 변인의 영향을 통제해주기 때문에, 연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

한 제3의 변수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홍세희, 유숙

경, 2004; Cole & Maxwell, 2003, MacKinnon, 2008).     

[그림 Ⅱ-2] 종단매개효과 모형(Cole & Maxwell, 2003)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식 2.3>

       
                             <식 2.4>

                                      <식 2.5>

 에서 로 가는 종단매개효과 검증은 에서 로 가는 ‘전체효과

(The total effect)’, ‘간접효과(The overall indirect effect)’, ‘직접효

과(The overall direct effect)’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횡단매

개효과 검증과 유사하나, 각 효과의 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전체효과’는 이 t시점 전체에 걸쳐 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추정한다. 즉, 특정한 시기에 가 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

며, 여기에는 가 을 거쳐 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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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체효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합과 같

다. 다음으로 ‘직접효과’는 전체효과 중에서 간접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즉, 매개변인 을 거치지 않고 이 t시점 전체에 걸쳐 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전체효과 중 직접효과의 상대적인 크

기가 크다면 매개변인이 와 의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간접효과’는 이 t시점 전체에 걸쳐 에 미

치는 영향 중 를 거쳐 나타나는 영향을 의미한다(단, 1<<). 이는 와 

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적합한 추정치이다. 

 특히, 종단연구에서 매개효과는 횡단매개효과와 달리 매개효과를 다양

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2]와 같이 5시점의 종단자료를 활용

하여 종단매개효과 즉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경로를 생각할 수 있으며, 에서 를 매개로 에 미치는 종단매개효과

는 특정 시기의 매개효과(Time-specific effect) 6가지 효과의 합이다. 

  → →  → →                      <식  2.6>

  →  → → →                      <식  2.7>

  → → → →                     <식  2.8>

  → → → →                     <식  2.9>

  → → → →                     <식 2.10>

  → →  → →                       <식 2.11>

따라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특정한 시점을 확인하고 매개효과를 검증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매개효과의 유무가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매개경로계수 추정치

의 표준오차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추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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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으로는 Sobel(1982)이 제시한 방법8)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Sobel 검증에서 가정하는 매개효과의 정규성 가정은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표본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

에(Aroian, 1947; Craig, 1936), 다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 종단매개효과의 

간접효과(The overall indirect effect) 검증에 적용되긴 어렵다(Cole & 

Maxwell, 2003). 간접효과는 각 경로계수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종단매개효

과 추정 계수는 <식 2.6>에서 <식 2.11>처럼 횡단매개효과보다 여러 계수

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단연구에서는 추정 모수의 정규성 가정에 상대적으로 자유로

운 부트스트랩 방식9)(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

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부트스트랩 방식은 간접효과의 통계적 

표집분포의 모양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고, 수집된 자료 중 일부를 재표집

(Resampling)하는 방식으로 간접효과 모수 추정치의 경험적인 분포를 생성

한다. 특히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여러 검증방법 중  편의조정된 부트스트

랩(Biased-Corrected Bootstrap)으로 구한 신뢰구간은 적은 사례수로도 좋

은 검정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Fritz & MacKinnon, 2007).   

  다. 종단매개효과 모형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은 주로 시간

의 변화에 따른 변인들 간의 상호 인과적 방향성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MacKinnon, 2008; Newsom, 2015; Selig & 

Preacher, 2009). 자기회귀효과(autoregressive effect)를 통해 변인들이 시

8) Sobel 검증에서는 아래의 공식을 통해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며, 표본

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를 -검정 통계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검

증하였다(Sobel, 1982).

 




9)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구한 신뢰구간은 전통적인 간접효과 검증방법보다 제 1종

오류가 적으며 간접효과에 대한 영가설 검증력이 높다(Lockwood & MacKinnon,

1998; MacKinnon et al., 2004; Preacher & Hay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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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는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로 설명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Geiser, 2012). 또한 관심변인을 잠재변

인으로 모형화 할 경우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측정오차를 통제한 후 통계

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박현정, 이진실, 2013; Cole & 

Maxwell, 2003; MacKinnon, 2008; Newsom, 2015;).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자기회귀모형과 교치지연모형의 결합으로 이

루어진다. t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인 (t-1)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것이 자기회귀모형이다. 이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 모형으로 확장시켜 변

인 간 교차지연효과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이

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식 2.5>에서 볼 수 있듯이 t시점의 는 

이전 시점인 (t-1)의 에 의해 설명되고, 동일변인의 자기회귀계수로 설명

되지 않는 나머지는 다른 변인의 교차지연효과인 로 설명된다. 

       [그림 Ⅱ-3]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분석모형      

       주: MacKinnon이 제시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p205).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연구자

의 관심에 따라 변인 간 경로를 자유롭게 잡아줄 수 있다. 초기 자기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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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분석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조건에 근거하여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향하는 방향

의 경로만 추정하고 그 외의 경로는 생략한 모형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Cole과 Maxwell(2003)은 매개모형에서 생략된 경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검

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최근 종단 매개에 관심이 있는 여러 

학자들도 이와 같이 변인들 간의 교차지연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기존의 

전통적 매개모형에서 ‘영(0)’으로 가정하고 검증한 경우보다 현실적이

고 이론적으로도 타당한 모형임을 이야기하였다(Lockhart, MacKinnon, & 

Ohlrich, 2011; MacKinnon, 2008). 

 [그림 Ⅱ-3] 연구자가 생각한 매개관계와 반대되는 경로도 모두 포함한 

모형이며 같은 시점 간 변인의 관계도 반영한 모형이다. 각 변인의 계수는 

아래의 식과 같다.

  
                          <식 2.12>

  
                          <식 2.13>

  
                   <식 2.14>

  
                   <식 2.15>

  
              <식 2.16>

 이렇게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 경로를 자유롭게 설정해준 

교차지연모형에서는 가 로 가는 종단매개효과나   또는 가 다른 변

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 : 역방향의 종단매개효과 경로  

 →→ : 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종단매개효과 경로  

 →→ : 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종단매개효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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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변인 간 종단적 관계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에게 세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변인 간 양방적 관계(Bidirectional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고, 보다 타당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예

를 들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는 교육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변인이지만 인과관계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없는 변인이다. 그 이유는 

연구자에 따라 자아존중감 또는 학업성취도를 원인변인으로 설정하고 분

석하였기 때문이거나 혹은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가 발달 단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면 경로계수의 크기로 원인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며, 

매 시점 경로계수의 크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기존에 가정하지 않았던 매개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Ⅱ-3]

에 나타난 경로 중 →→의 경로는 연구자가 생각한 매개효과 방

향성과 반대되는 경로이다. 이는 곧 역방향의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를 거처 으로 가거나 이 를 거쳐 

로 가는 매개효과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Sulik 외(2015)의 연구에

서는 부모의 육아태도와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동의 통제

기능의 종단매개효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 변인 간 교차지연관계를 포함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생길 수 있

는 양방향(bidirectional)적 인과관계와 기존에 연구자가 가정하지 않았던 

또 다른 종단매개관계(alternative mediation)가 나타났다

 셋째, 변인의 특성을 모형에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ulik 

외(2015)의 연구와 Bentley 외(2012)의 연구에서는 매개 변인의 지연효과가 

다음 시점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다음 시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는 가정을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종단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Sulik 외(2015) 연구에서는 부모의 초기 육아태도는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

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Bentley 외(2012)의 연

구에서도 매개변인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

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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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국내 대부분의 연구는 [그림 Ⅱ-4]와 

같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교차지연관계를 포함하지 않고, 모형 설정 

전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미리 결정하고 분석을 하고 있었다(백승희, 정혜

원, 2015;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조민규, 김춘경, 2015).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성장과정에서의 변인 간 종단적 관계를 생각할 때,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나타난다. 하지만 교차지연경로를 제한적으로 

사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 변

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종단연구의 장점을 적극 살리지 못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Ⅱ-4] 교차지연경로를 제한적으로 설정한 국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예(전현정, 정혜원, 2015)

 또한 국내 종단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매

개변인이 분석 기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도, 매개효

과가 다음 시점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종단매개를 분석하고 있었

다(김동하, 2015; 백승희, 정혜원, 2015; 전현정, 정혜원, 2016). 변인에 따라 

첫 시점에서의 매개변인의 영향이 다음 시점, 다다음 시점에도 지속될 수 

있고, 이는 종단연구에서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탐색해 

봐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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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사용하여 세 변인 간 관계를 연구한 국내 연

구의 주요 변인과 특징을 정리하여 <표 Ⅱ-4>에 제시하였다. 종단매개를 

연구한 모형은 모두 교차지연경로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변인 간 관계를 

한 방향으로만 설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교차지연경로를 살려준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연구도 있었으나 변인 간 양방적 관계

(Bidirectional Relationship)에만 초점을 두었고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분석모형 저자(연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특징

교차지연경로를 
제한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김소희, 
황의갑(2015)

학교 내 
공식처벌

자아낙인
청소년 
비행

-→→

에 미치는 효

과만을 검증함

- 모든 변인의 

지연경로는 다

음시점에만 적

용  

백승희, 
정혜원(2015)

휴대전화 
의존도

우울 학습활동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2016)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양육지원

우울,
자기효능

감
양육태도

윤태희, 
조영일(2014)

부모-자녀
애착

자아존중
감, 우울

자살생각

전현정, 
정혜원(2015)

시험불안
자기효능

감
학업성취

(국영수평균)

전현정, 
정혜원(2016)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

조민규, 
김춘경(2015)

어머니의 
결혼만족

도

양육
스트레스

우울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201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우울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분석방법 저자(연도) 주요변인 특징

교차지연경로를 
살려준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김동하(2015) 가구소득 부모우울
청소년
공격성

- 변인 간 양
방적 관계를 
확인함 

- 종단매개효
과검증 없음

- 모든 변인의 
지연경로는 다
음시점에만 적
용

신경미, 
황순택(2015)

학대
방임

공격성
우울･위

축

휴대전화
의존도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2015)
부부갈등

양육
스트레스

우울

<표 Ⅱ-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변인 간 관계를 연구한 국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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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의 초등학교 패널 4-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2010년도에 구성된 표본 패널(초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을 매년 추적 조사함으로써, 2017년 현재 총 7년에 걸쳐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장 및 발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서울교육종단

연구의 자료표집은 2010년도 당시 각 교육지원청을 층으로 하여 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표집된 학교 중에서 다시 2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

하는 집락추출방식을 실시하였다. 학교급이 바뀌는 4차년도 이후의 자료

는 해당 패널 학생들이 진학한 학교를 추적조사 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부모와 친구관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보를 지속

적으로 수집하였으며, 매년 자체적으로 제작한 시험을 활용하여 국어, 수

학, 영어의 능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학업성취에 대

한 평가나 학교 내 성적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학업성취도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17년 현재 7차 데이터(2016)까지 공개된 상

태이며, 중학교 시기의 정보가 가장 최근에 수집되어 연구 자료로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은 초등학교 패널 중 4차년도에 중학교에 진학 후 설문에 응답한 

학생 3,7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4차년도 학생 ID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별 자료를 취합하였다. 이 중 3년 동안 부모관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가 모두 결측인 학생과,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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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별 조사 시기(연도)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초등학생
2010
1차

2011
2차

2012
3차

2013
4차

2014
5차

2015
6차

2016
7차

2017
8차

2018
9차

중학생
2010
1차

2011
2차

2012
3차

2013
4차

2014
5차

2015
6차

고등학생
2013
4차

2014
5차

2015
6차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 해당하는 패널을 의미한다.  

<표 Ⅲ-1> 서울교육종단연구의 조사대상 및 시기

판단되는 31명10)을 제외한 총 3,679명의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변인 및 결측처리

  가. 연구변인

 중학교 3년 동안 중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 및 종단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중학교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 내 관련 변인인 부모

관계와 학교 관련 변인인 교우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변인은 서울교육종단연구 초4 패널 4-6차년도 학생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부모관계는 서울교육종단연구에서 부모관계와 관련된 7개 문

항 중 부모의 학습관여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2문항11)을 제외한 

5문항을 활용하였다. 교우관계는 시점 간 측정동일성을 맞춰주기 위하

10) 4차년도(중1)에 모든 변인이 결측인 사례이다.

11) 제외된 두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부

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신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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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12) 1개 문항을 제외한 3문항을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5문항을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부모관계 5문항, 교우관계 3문

항, 자아존중감 5문항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시점별 신

뢰도는 모두 .7 이상으로 분석에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업성

취도는 종단 연구이므로 연도 간 비교를 위해 원점수를 변환한 국어, 수

학, 영어 척도 점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주요 변인의 측정문항 설문 

내용과 시점별 신뢰도는 <표 Ⅲ-2>에 제시하였다. 

주 요
변 인

문 항 내 용
시점별 신뢰도

중1 중2 중3

독
립
변
인

부모
관계

“학교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신다.”

0.920 0.918 0.928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주신다.”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나와 서로의 일상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신다.”

교우
관계

“나는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0.726 0.753 0.793“나는 친구들과 서로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준다.”

매
개
변
인

자아
존중
감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941 0.944 0.939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

종
속
변
인

학업
성취도

  국어, 수학, 영어 척도점수의 평균 　 　 　

<표 Ⅲ-2> 주요 변인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12) 교우관계 문항 중 “나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혼자 있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문항은 교우관계의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분석 결과 다른

문항에 비해 매 시점 요인부하량의 변화가 컸다. 해당 문항을 제외한 후 교우관

계의 시점 간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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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측처리

서울교육종단연구와 같은 패널 자료의 경우, 첫 시점에 선정한 연구 대

상을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및 정보 관리 등의 이유로 결측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종단 자료에서의 결측은 한 개체의 불균형 자료를 

발생시키고,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수 추정의 타당성을 약화시

키는 문제가 있으며, 결측 자료의 양이 많으면 모수 추정 과정에서 편의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측치가 무작위로 발생한 완전임의결측(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인 경우에는 결측처리 방법에 따라 추정모

수 편향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결측치들이 특정변인와 연관되어 

체계적으로 결측이 발생하는 임의결측(Missing At Random: MAR)이나 비임

의결측(Missing not At Random: MNAR)인 경우에는 추정방법에 따라 추정

모수가 편향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초등 패널
(2010년 초4) 

조사 
학생수

5,059 4,656 4,328 3,710 3,581 3,509 

원표본 
유지율

100.0% 92.0% 85.6% 73.7% 70.8% 69.4%

<표 Ⅲ-3> 6차년도 조사 참여 학생수 및 연계성공률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서울교육연구 4-6차 자료는 2010년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표본을 구성한 자료로

서, 매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 <표 Ⅲ-3>와 같이 결측이 발생하였다. 특

히 4차년도는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로 3차년도에 비해 원표본 

유지율이 약 12.3%p 떨어졌다. 4차년도 이후에는 4차년도 표본을 약 95%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차년도 원표본과 4차년도 표본의 주요 특징을 비

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1차년도에 표집한 학생들이 4차년도에

도 기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성별, 가계 월수입, 부모학력, 1차년도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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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기술통계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4차년도 분

석 대상이 1차년도 표집의 특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분석

을 진행하였다.  

구분 시점 유효사례수(명) 결측사례수(명) 결측비율(%)

부모관계

중1 3642 68 1.87

중2 3559 151 4.24

중3 3499 211 5.68

교우관계

중1 3675 35 0.95

중2 3578 132 3.69

중3 3509 201 5.41

자아개념

중1 3660 50 1.37

중2 3556 154 4.33

중3 3502 208 5.60

국영수

중1 3695 15 0.41

중2 3556 154 4.33

중3 3499 211 5.68

주: 결측비율은 중1 표본 수(3,710명)를 기준으로 이후 시점에 발생한 결측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 Ⅲ-4>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인의 결측 비율 

 구조방정식의 결측 처리 방법을 비교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비교적 불편향 모수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하나는 자료기반 추정법인 다중 대체법(Miltiple Imputation: MI)이

고 다른 하나는 모형기반 추정법인 FIML(Full Information Macimum 

Likelihood: FIML)이다(Graharn & Coffman, 2012). 두 방법 모두 결측에 대

해 MAR을 가정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결측 처리 방법인 Listwise나 

Pairwise를 이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하며, MCAR과 MAR 

결측 유형에 대해서도 편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이 두 방법 중 사례별로 관찰된 자료의 우도를 최대화함으로써 직

접 분석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구하는 FIML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중 대체

법을 적용하는 경우 측정동일성 검증 및 모형 적합도 판단에 필요한 수정

지수가 제시되지 않는 Mplus의 한계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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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가.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

 종단연구에서 잠재변인의 측정동일성은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부

분이다. 이는 각 변인이 측정하는 구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각 시점에 

따라 잠재변인의 의미는 다르다고 해석해야하며 잠재변인의 변화가 시간

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측정체계가 달라 나타난 현상이라 해석해야한다. 

따라서 변인 간 종단 비교가 불가능하다(Little et al., 2007; Newsome, 2015)

 측정동일성은 매 시점에 동일화 제약 정도에 따라 형태 동일성, 약한 

측정동일성, 강한 측정동일성이라 이야기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Little et al., 2007). 형태동일성은 매 측정 시점

에서 측정 시점에서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

이며 측정동일성의 가장 낮은 단계이다. 약한 측정동일성은 매 시점의 요

인계수가 동일한지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강한 측정동일성은 요인계수, 

절편이 매 시점에서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측정동일성 검증 방법은 다집단 분석의 측정동일성 검증과정과 동일하

나, 같은 변인의 매 시점 측정오차 간 상관을 설정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

다. 종단연구에서는 동일한 측정변인을 여러 시점에서 반복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다(Pitts, West, & Tein, 1996). 예를 들

어, 1차년도 부모관계의 첫 번째 문항의 측정오차는 단순 무선오차와 같은 

측정 지표로 구성된 2차년도, 3차년도 부모관계 첫 번째 문항과 공유되는 

체계적인 오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단 자료의 특성을 모

형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정성 계수의 크기가 증가하고, 모형의 적합도 지

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Pitts, West, & Tei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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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주요변인의 측정동일성 검증모형

 따라서 [그림 Ⅲ-1]와 같이 매 시점 잠재변인의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간 상관을 잡아주었고, 매년 측정되는 동일한 문항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잡아준 모형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종단연구에서의 측정동일성은 약한 측정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을 이야

기하며, 이후의 과정은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형태동일성은 

모형의 적합도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그 외의 검증은 요인계수, 절편, 분산 

등을 시점 별로 자유롭게 추정한 모형과 동일 제약을 가한 모형의 카이제

곱차이검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이 때 비교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은 경우, 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변인 간 양방적 관계(Bidirectional relationship)를 모형에 반영하여 종단

매개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특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음을 확

인하기 위하여, 제한된 교차지연모형, 교차지연모형, 2시점 지연모형을 연

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

계를 살펴보았다. 이 중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부모관계와 교우관계를 

각각 모형화 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즉,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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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간 관계를 분석한 모형은 ‘부모관계 모형’으로,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간 관계를 분석한 모형은 ‘교우관계 모형’으로 

모형화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관계 모형 내 세 가지 하위모형, 

교우관계 내 세 가지 하위 모형으로 분석하여 총 6개 모형에 기초하여 변

인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모관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은 잠재변인으

로, 학업성취도는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같은 변인의 시점 간 측정

오차 상관을 설정하였고, 같은 시점에 측정된 변인의 잠재변인 간 상관도 

설정하였다13).  

[그림 Ⅲ-2] 제한된 교차지연효과모형

‘제한된 지연효과모형’은 기존 국내 연구에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을 활용하여 종단매개를 검증할 때 주로 활용한 모형으로 이 연구의 문제

의식을 반영한 모형이며, [그림 Ⅲ-2]과 같다. 이 모형은 부모관계가 자아

존중감을 거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방향을 가정하여, [그림 Ⅲ-2]와 같이 

5개의 교차지연경로(Cross-lagged effect)만 설정하였다. 중1 사회적 지지

가 중2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중3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경로와 관련된 세 

가지 경로계수14)에 근거하여 종단매개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13)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같은 변인의 시점

간 측정오차 상관은 생략하여 세 가지 하위모형의 연구모형 제시하였다. 부모관

계는 5문항, 교우관계는 3문항, 자아존중감은 5문항을 사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

하였고, 중1-중2, 중2-중3, 중1-중3 시점 간 같은 내용을 묻는 측정변인 간 상관

을 잡아주었다.

14) 세 가지 경로계수는 중1 사회적 지지가 중2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 중2 자

아존중감이 중3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경로, 중1 사회적 지지가 중3 학업성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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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교차지연효과모형

  ‘교차지연효과모형’은 제한된 지연모형에 변인 간 모든 교차지연 경

로를 설정한 모형이며, [그림 Ⅲ-3]과 같다. 제한된 지연효과모형 결과와 

비교하여 중학교 시기 세 변인 간 양방적 관계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Ⅲ-4] 2시점 지연효과모형

 ‘2시점 지연효과모형’은 교차지연모형에 자아존중감이 중3 사회적 

지지와 중3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2시점 지연경로를 설정한 모형이며, [그

림 Ⅲ-4]과 같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삶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을 

고려하여 모형에 반영한 부분이다. 

미치는 경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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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적합도 비교에 근거하여 분석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

종 모형을 확인한 후, 변인 간 종단적 관계 및 종단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

서 중학교 3년 동안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간 관계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하였다.  

4. 분석절차

 이 연구는 다음의 과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주요변인을 구성

하는 측정변인의 각 시점 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여 시점 

별 변인의 값과 정규성 가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같은 변인의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를 구하여 시간에 흐름에 따라 측정변인 간 관계의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다른 변인 간 상관계수를 구하여 변인 간 대략적인 관계를 파

악하고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을 모형화하기 위하여 잠재변인인 부모관계, 교우관계, 자아존중

감의 측정체계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각 변인의 자기회귀효

과(Autoregressive effect)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제한된 

교차지연효과모형, 교차지연효과모형, 2시점 지연효과모형을 각 연구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추정은 ML(Maximum likelihood)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은 편의조정된 부트스트랩(Bias-corrected 

Bootstrap)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Mplus 6.0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위모형 간 적합도 비교를 통해 보다 타

당한 연구모형을 살펴보았으며, 교차지연효과모형과 2시점 지연효과모형

에서 추가한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에서 추정한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와 자

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 간 관계의 

방향성 및 세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종단매개효과의 경

로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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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다음은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부모관

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의 모든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

과, 정규성 판단기준에 벗어난 경우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

이 3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일 경우에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했

다고 판단한다(Kline, 2005). 

 부모관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의 시점별 상관은 <표 Ⅳ-1>와 <표 Ⅳ-2>

에 제시하였다. 주요변인 모두 동일시점 내의 측정변인 간 상관이 높고, 시

점 간 차이가 커질수록 상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관계는 같은 시점 간 상관이 .59 이상, 교우관계는 .42 이상, 자아존중감은 

.41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시

점 간 상관은 동일 시점 내의 문항 간 상관보다 모두 낮은 상관을 보여 변

수들이 시기별로 일관된 경향성을 보였다. 

 변인 간 시점별 상관관계는 <표 Ⅳ-3>에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부모

관계(.33~.49) 및 교우관계(.31~.42)와 자아존중감은 비슷한 정도의 정적 상

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성취도는 친구관계(.05~.08)보다는 부모관계(.16~.19)

와 더 상관이 높았으며 자아존중감 또한 부모관계와 비슷한 정도의 정적

상관(.15~.19)을 보였다. 변인 간 상관이 .80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유태균, 김경휘, 2013), 

변인 간 상관이 .49 이상인 경우가 없어 분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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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통 계 중1 중2 중3

사례
수

최
소

최
대

평
균 S.D. 왜도 첨도 1

(6)
2
(7)

3
(8) 4 5 1

(6)
2
(7)

3
(8) 4 5 1

(6)
2
(7)

3
(8) 4 5

부
모
관
계

중1

1 3639 1 5 4.15 0.92 -1.00 0.73 1.00                             
2 3639 1 5 4.07 0.94 -0.90 0.49 0.73 1.00                           
3 3640 1 5 4.06 0.96 -0.85 0.22 0.69 0.75 1.00                         
4 3641 1 5 4.18 0.91 -1.00 0.64 0.65 0.70 0.78 1.00                       
5 3638 1 5 3.94 1.04 -0.78 -0.01 0.59 0.68 0.70 0.74 1.00                     

중2

1 3559 1 5 4.06 0.90 -0.84 0.49 0.48 0.44 0.44 0.43 0.40 1.00                   
2 3555 1 5 4.01 0.92 -0.78 0.35 0.42 0.47 0.45 0.45 0.43 0.76 1.00                 
3 3558 1 5 4.07 0.90 -0.81 0.42 0.42 0.44 0.50 0.48 0.43 0.66 0.72 1.00               
4 3555 1 5 4.14 0.88 -0.90 0.65 0.41 0.45 0.47 0.52 0.45 0.65 0.70 0.80 1.00             
5 3556 1 5 3.90 1.02 -0.71 0.01 0.36 0.42 0.43 0.45 0.50 0.58 0.65 0.69 0.75 1.00           

중3

1 3497 1 5 4.07 0.88 -0.88 0.80 0.43 0.42 0.42 0.40 0.38 0.51 0.46 0.45 0.44 0.41 1.00         
2 3835 1 5 4.17 0.85 -0.79 0.49 0.39 0.44 0.42 0.42 0.40 0.46 0.49 0.44 0.45 0.44 0.77 1.00       
3 3497 1 5 3.96 0.96 -0.84 0.60 0.39 0.41 0.44 0.43 0.41 0.44 0.45 0.51 0.49 0.44 0.72 0.73 1.00     
4 3498 1 5 4.17 0.85 -0.93 0.77 0.36 0.40 0.42 0.46 0.41 0.44 0.46 0.49 0.54 0.46 0.68 0.71 0.81 1.00   
5 3499 1 5 3.96 0.96 -0.77 0.28 0.34 0.39 0.40 0.40 0.45 0.39 0.43 0.43 0.47 0.52 0.63 0.69 0.73 0.78 1.00

교
우
관
계

중1

6 3674 1 5 4.45 0.78 -1.51 2.39 1.00                 

7 3660 1 5 4.28 0.80 -0.99 0.79 0.49 1.00               

8 3650 1 5 4.12 0.80 -0.61 0.09 0.42 0.50 1.00             

중2

6 3577 1 5 4.45 0.74 -1.41 2.26 0.43 0.28 0.27 1.00           

7 3571 1 5 4.27 0.79 -0.96 0.82 0.33 0.41 0.31 0.51 1.00         

8 3563 1 5 4.13 0.79 -0.55 -0.12 0.27 0.28 0.41 0.46 0.54 1.00       

중3

6 3509 1 5 4.46 0.70 -1.37 2.40 0.37 0.24 0.24 0.46 0.33 0.30 1.00     

7 3506 1 5 4.26 0.78 -0.93 0.72 0.29 0.34 0.27 0.34 0.45 0.32 0.57 1.00   

8 3503 1 5 4.18 0.76 -0.66 0.23 0.27 0.27 0.35 0.32 0.35 0.44 0.53 0.58 1.00

주1: 모든 상관계수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다.
주2: 1=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 2=자녀의 학없에 대한 격려, 3=자녀와의 시간 갖는 노력, 4=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 5=자녀에 대한 이해, 6=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있음, 7=친구들과 다툼 후 화해 빠름, 8=친구들을 도움 

<표 Ⅳ-1> 사회적 지지(부모관계, 교우관계) 측정 문항의 기술통계 및 시점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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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 중1 중2 중3

사례
수

최
소

최
대

평
균

S.D. 왜도 첨도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중1

1 3660 1 5 3.76 0.92 -0.38 -0.14 1.00                             

2 3659 1 5 3.78 0.94 -0.40 -0.22 0.78 1.00                           

3 3658 1 5 3.90 0.94 -0.60 0.07 0.75 0.83 1.00                         

4 3659 1 5 3.91 0.96 -0.63 0.02 0.71 0.76 0.83 1.00                       

5 3658 1 5 3.88 0.98 -0.64 0.01 0.67 0.72 0.77 0.81 1.00                     

중2

1 3554 1 5 3.76 0.86 -0.30 -0.12 0.46 0.41 0.42 0.41 0.40 1.00                   

2 3555 1 5 3.75 0.91 -0.32 -0.20 0.42 0.48 0.46 0.46 0.45 0.78 1.00                 

3 3555 1 5 3.86 0.89 -0.45 -0.05 0.42 0.46 0.48 0.46 0.45 0.76 0.85 1.00               

4 3553 1 5 3.86 0.92 -0.49 -0.11 0.42 0.45 0.47 0.49 0.47 0.71 0.77 0.83 1.00             

5 3552 1 5 3.81 0.93 -0.50 -0.05 0.39 0.43 0.44 0.46 0.48 0.68 0.74 0.78 0.82 1.00           

중3

1 3501 1 5 3.81 0.86 -0.37 -0.11 0.38 0.36 0.35 0.35 0.35 0.50 0.46 0.45 0.45 0.41 1.00         

2 3501 1 5 3.77 0.89 -0.35 -0.20 0.36 0.42 0.40 0.38 0.38 0.46 0.52 0.48 0.49 0.46 0.76 1.00       

3 3500 1 5 3.89 0.88 -0.43 -0.16 0.37 0.40 0.42 0.41 0.38 0.45 0.49 0.51 0.50 0.47 0.74 0.82 1.00     

4 3500 1 5 3.89 0.90 -0.48 -0.14 0.35 0.38 0.40 0.42 0.41 0.44 0.48 0.49 0.53 0.49 0.70 0.75 0.83 1.00   

5 3500 1 5 3.82 0.93 -0.46 -0.17 0.35 0.38 0.39 0.39 0.41 0.42 0.47 0.47 0.50 0.51 0.65 0.73 0.77 0.82 1.00

주1: 모든 상관계수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다.
주2: 1=나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2=나는 능력있는 사람, 3=나는 가치있는 사람, 4=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5=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

<표 Ⅳ-2> 자아존중감 측정 문항의 기술통계 및 시점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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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통 계 부모관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사례
수

최소 최대 평균 S.D. 왜도 첨도 중1 중2 중3 중1 중2 중3 중1 중2 중3 중1 중2 중3

부
모
관
계

중1 3642 1 5 4.08 0.83 -0.79 0.31 1.00                       

중2 3559 1 5 4.04 0.80 -0.67 0.25 0.59 1.00                     

중3 3499 1 5 4.05 0.79 -0.74 0.53 0.53 0.60 1.00                   

교
우
관
계

중1 3675 1 5 4.28 0.64 -0.83 0.80 0.34 0.27 0.25 1.00                 

중2 3578 1 5 4.28 0.63 -0.73 0.57 0.29 0.35 0.28 0.51 1.00               

중3 3509 1 5 4.30 0.63 -0.77 0.87 0.28 0.32 0.39 0.43 0.53 1.00             

자
아
존
중
감

중1 3660 1 5 3.84 0.85 -0.48 0.03 0.49 0.38 0.34 0.42 0.31 0.30 1.00           

중2 3556 1 5 3.81 0.81 -0.31 -0.14 0.38 0.49 0.36 0.32 0.40 0.34 0.55 1.00         

중3 3502 1 5 3.83 0.80 -0.27 -0.26 0.33 0.38 0.47 0.32 0.33 0.42 0.48 0.58 1.00       

학
업
성
취
도

중1 3695 150.5 467.0 335.12 46.78 -0.38 1.18 0.17 0.17 0.18 0.08 0.08 0.06 0.16 0.19 0.18 1.00     

중2 3556 293.0 531.0 384.28 39.69 0.42 -0.51 0.16 0.19 0.16 0.07 0.07 0.06 0.15 0.19 0.17 0.73 1.00   

중3 3499 177.0 479.5 353.88 48.96 0.25 -0.54 0.16 0.18 0.16 0.06 0.08 0.05 0.15 0.17 0.17 0.67 0.75 1.00

주1: 모든 상관계수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다.
주2: 부모관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은 각 시점별 측정변인의 평균 값이다.

<표 Ⅳ-3> 주요변인(시점별 평균 값) 기술통계 및 시점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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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동일성 검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하는 구인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

해여 약한 수준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가장 기초적인 측정체계 동일

성 검증을 위해 시점별로 요인구조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형태 동일성(Configuration Invariance) 검증을 하였다. 다집단 분석에서의 

측정동일성과는 달리 종단자료의 측정동일성 검증에서는 동일 측정변인일 

경우 시점 간 자기 상관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기 때문에 측정오차 간 상관

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의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Ⅳ

-4>의 비제약 모형의 결과이다. 적합도 확인 결과, 부모관계, 교우관계, 자

아존중감의 측정변인은 모두 모형 적합도가 일반적인 좋은 모형 합치도 

기준15)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측정틀 동일성이 성립하여, 이 모형을 기저

모형으로 사용하여 요인계수 동일성(Metric Invariance)를 확인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모형
구분 　 df RMSEA CFI TLI SRMR

모형 비교



부모

관계

비제약 1750.728 72 0.077 0.963 0.947 0.023
15.354(8)**

제약 1766.082 80 0.074 0.963 0.952 0.026

교우

관계

비제약 457.571 39 0.053 0.977 0.961 0.023
17.042(6)**

제약 474.613 45 0.050 0.976 0.966 0.028

비제약
(한문항제외)

26.356 15 0.014 0.999 0.998 0.011

6.895(4)**
제약

(한문항제외)
33.251 19 0.014 0.999 0.998 0.016

자아

존중감 

비제약 1649.022 72 0.075 0.971 0.958 0.018
13.377(8)** 

제약 1662.399 80 0.071 0.971 0.96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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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4> 주요 변인의 동일화 제약 모형 적합도 및 모형 비교

  

15) 일반적으로 CFI와 TLI가 .90 이상이면 양호한(adequate) 수준의 합치도이고,

CFI와 TLI가 .95이상, RMSEA가 .06 이하, SRMR이 .08이이면 바람직한(good)

수준의 합치도라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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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측정단위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시점의 요인계수를 같

다는 제약을 추가한 제약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측정변인들의 요인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한 비제약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하여 제약을 가한 후에도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각 시점별 측정체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비제약 모형과 제약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표 Ⅳ-4>에 제시하였다., 부

모관계(15.354(8))와 자아존중감(613.377(8))의 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아, 중학교 3년 동안 부모관계와 자아존중감

을 측정하는 문항은 같은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

우관계 4개의 측정문항의 모형 비교 결과,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추정할 경

우 가 17.42(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기 때문에 측정동일

성을 맞춰주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16). 따라서 교우관계 4개

의 측정문항의 요인계수를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요인

계수의 시점별 변화가 컸던 한 문항을 제외하고 측정동일성 검증을 하였

다. 그 결과 비제약 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4개 문항을 활용하였을 때보다 

더 좋아졌으며, 시점별 요인계수의 제약을 가하였을 때 가 

6.895(4)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부모

관계, 자아존중감은 5개 문항, 교우관계는 한 문항을 제외한 3개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

  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성 검증

16) 종단 연구에서 측정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점별 요인계수의 변동이

크거나, 해당 구인에 가장 부적합한 요인을 제외한 후 분석한다. 또는 여러 개의 측

정변수 중 일부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하는 부분 측정동일성을 적용하기도 한다

(Derek, Marjolein, Marieke, Jos & Ad, 2015; Liu, Tein, Tanaka, & Grim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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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지지(부모관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간 종단적 

관계를 세 가지 하위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적합도 비교 결과 세 모

형 중 ‘2시점 지연효과모형’이 분석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이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변인 간 종단적 관계 및 종

단매개효과 결과는 최종모형에서 추정한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 총 

여섯 개 모형의 모형적합도 및 모형 비교 결과는 <표 Ⅳ-5>에 제시하였다.  

모형
구분

하위모형  df RMSEA CFI TLI SRMR
모형 비교



부모
관계

모형

제한된 
교차지연효과

3114.727 299 0.051 0.961 0.954 0.079 　

교차지연효과 2977.912 291 0.050 0.963 0.955 0.067 136.815(8)***

2시점 
지연효과

2965.285 289 0.050 0.963 0.955 0.067 12.627(2)***

교우
관계

모형

제한된 
교차지연효과

5295.194 468 0.053 0.955 0.949 0.082 　

교차지연효과 5159.917 460 0.053 0.956 0.949 0.068 135.277(8)***

2시점 
지연효과

5143.789 458 0.053 0.956 0.949 0.066 16.128(2)***

* : p<.05, ** : p<.01, *** : p<.001
주: 각 모형비교는 앞 단계 모형과 카이제곱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Ⅳ-5> 하위 모형의 적합도 및 모형 비교

 부모관계 모형과 교우관계 모형17) 모두 기존 국내 연구에서 주로 활용

되는 제한적인 교차지연 경로를 사용한 모형보다 교차지연을 살려서 분석

한 모형이 보다 분석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었다. 제한된 교차지연모

형과 교차지연모형의 카이제곱차이검증 결과, 부모관계 모형은  

136.815(8), 교우관계 모형은   135.277(8)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SRMR도 약 .015이상 줄어들어 모형 적합도가 

상승하였다. 이는 제한된 교차지연모형에서 인위적으로 ‘영(0)’이라 가

17) 부모관계 모형은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간 종단적 관계를 분석한 모

형이며, 교우관계 모형은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간 종단적 관계를 분

석한 모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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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경로들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경로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적 관계(Bidirectional Relationship)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차

지연 경로 추정치에 근거하여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모형 모두 자아존중감의 2시점 경로를 추가한 모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분석 자료에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교차지연모형과 2

시점 지연모형 간 카이제곱차이검증 결과 부모관계 모형은  

12.627(2), 교우관계 모형은   16.128(2)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

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단시간에 다른 변인에 영향

을 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는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속성이 반영된 부분이므로 분석 과정에서 이러한 변인의 특성

을 반영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제한된 교차지연효과모형, 교차지연모형, 2시점 지연효과모

형 비교 분석

 제한된 교차지연효과모형, 교차지연모형, 2시점 지연효과모형의 계수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제한된 교차지연효과모형에서 생략하였던 교차지

연경로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매개변인의 특성과 관련 있는 

2시점 경로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의미한 경로들이 모형에 

포함되면서 제한된 교차지연모형에서 나타난 변인 간 관계가 다르게 나타

났고, 독립변인에 따라 제한된 종단매개효과가 나타나거나 사라졌다. 

 부모관계 모형의 세 가지 하위모형 추정치 결과는 <표 Ⅳ-6>에 제시하

였다. 부모관계 모형의 제한된 교차지연모형에서는 중1 부모관계가 중3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  )가 유의하였고, 중학

교 시기 동안 중1 부모관계가 중2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중3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매개효과도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관계는 지속적으로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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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에 영향(→  ,  , → .017,  ) 을 주고 있으

며, 자아존중감은 중2에서 중3 시기에만 영향(→  ,  , 

→ .044,  )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변인 간 교차지연을 모두 살려주고 분석한 교차지연모형에서는 

중1 부모관계가 중3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졌다. 또한 부모관계

에서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서 학업성취도로 가는 경로 외에도 자아존

중감이 부모관계로 가는 경로나 학업성취도가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 

대부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의 2시점 경로를 잡아준 2시점 지연모형에서는 

중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사라졌고, 중1 자아존중감이 중3 부모관계

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 경로의 계수(→   ,  )는 

중1 자아존중감이 중2 부모관계로 가는 경로 계수(→   ,  )

와 크키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교우관계 모형의 세 가지 하위모형 추정치 결과는 <표 Ⅳ-7>에 제시하

였다. 교우관계 모형의 제한된 교차지연모형에서는 중1 교우관계가 중3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이 유의하지 않았다. 또

한 부모관계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는 지속적으로 자아존중감

에 영향(→  ,  , → ,  )을 주는 반면 자

아존중감은 중2에서 중3 시기에만 학업성취도에 영향(→  , 

 , → ,  )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교차지연모형에서는 중1 교우관계가 중2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중3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계수는 제한된 교차지연 모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

나 부모관계 모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생략하였던 경로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에 상정했던 변인 간 방향성과 

반대되는 경로들의 표준화 계수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시점 지연모형에서는 앞의 두 모형 결과와는 달리 중1 자아존중감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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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우관계, 중3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

한 자아존중감의 2시점 지연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 →  ,  ). 특히 자아존중감이 교우

관게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다음 

연도 교우관계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각각   .07,   .10이지만 다다

음 연도 교우관계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14이며, 이는 학업성취도 관

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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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교차지연모형 교차지연모형 2시점 지연효과모형

　 　 경로      값      값      값

자
기
회
귀

부모관계(중1) → 부모관계(중2) 0.619 0.010 0.641 62.80*** 0.562 0.011 0.583 50.63*** 0.558 0.012 0.580 47.04***

부모관계(중2) → 부모관계(중3) 0.619  0.010 0.635 62.80***  0.562 0.011 0.581 50.63***  0.558 0.012 0.571 47.04*** 

자존감(중1) → 자존감(중2) 0.444  0.017 0.488 27.82***  0.461 0.017 0.486 27.63***  0.464 0.017 0.490 27.92***  

자존감(중2) → 자존감(중3) 0.506  0.014 0.527 31.75***  0.527 0.015 0.544 35.12***  0.527 0.017 0.537 31.37***  

학업성취도(중1) → 학업성취도(중2) 0.731  0.008 0.770 91.34***  0.732 0.008 0.770 91.21***  0.733 0.008 0.770 90.98***  

학업성취도(중2) → 학업성취도(중3) 0.731  0.008 0.692 91.34***  0.732 0.008 0.688 91.21***  0.733 0.008 0.687 90.98***  

교
차
지
연

중1
↓
중2

부모관계(중1) → 자존감(중2) 0.160  0.018 0.160 9.40***  0.143 0.017 0.147 8.22***  0.131 0.017 0.134 7.68***  

부모관계(중1) → 학업성취도(중2) 　 　 　 　 1.237 0.797 0.021 1.55***  1.136 0.798 0.019 1.42***  

자존감(중1) → 부모관계(중2) 　 　 　 　 0.086 0.015 0.092 5.82***  0.078 0.015 0.083 5.21***  

자존감(중1) → 학업성취도(중2) 0.743  0.639 0.013 1.16***  0.331 0.766 0.006 0.43***  0.294 0.767 0.005 0.38***  

학업성취도(중1) → 부모관계(중2) 　 　 　 　 0.005 0.001 0.069 4.95***  0.005 0.001 0.079 5.67***  

학업성취도(중1) → 자존감(중2) 　 　 　 　 0.007 0.001 0.097 6.81*** 0.007 0.001 0.107 7.43***  

중2
↓
중3

부모관계(중2) → 자존감(중3) 0.141  0.017 0.145 8.56***  0.136 0.015 0.139 9.03***  0.127 0.017 0.127 7.46***  

부모관계(중2) → 학업성취도(중3) 　 　 　 　 2.935 1.122 0.045 2.62***  2.814 1.212 0.043 2.32***  

자존감(중2) → 부모관계(중3) 　 　 　 　 0.099 0.015 0.104 6.84***  0.050 0.018 0.052 2.79***  

자존감(중2) → 학업성취도(중3) 2.842  0.910 0.044 3.12***  2.404 0.906 0.037 2.65***  1.675 1.106 0.026 1.52***  

학업성취도(중2) → 부모관계(중3) 　 　 　 　 0.003 0.001 0.036 2.51***  0.003 0.001 0.035 2.43***  

학업성취도(중2) → 자존감(중3) 　 　 　 　 0.002 0.001 0.032 2.20***  0.002 0.001 0.032 2.23***  

2시점 
경로

자존감(중1) → 부모관계(중3) 　 　 　 　 　 　 　 　 0.062 0.016 0.068 3.97***  

자존감(중1) → 학업성취도(중3) 　 　 　 　 　 　 　 　 1.358 1.055 0.022 1.29***  

직접
효과

부모관계(중1) → 학업성취도(중3) 2.921  0.895 0.046 3.26***  1.194 1.132 0.019 1.06***  0.825 1.178 0.013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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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6> 세 가지 하위 모형 주요경로 추정치(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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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교차지연모형 교차지연모형 2시점 지연효과모형

　 　 경로      값      값      값

자
기
회
귀

교우관계(중1) → 교우관계(중2) 0.662 0.013 0.648 51.02*** 0.591 0.016 0.585 36.89*** 0.588 0.016 0.583 36.40*** 

교우관계(중2) → 교우관계(중3) 0.662 0.013 0.648 51.02*** 0.591 0.016 0.578 36.89***  0.588 0.016 0.574 36.40***  

자존감(중1) → 자존감(중2) 0.464 0.017 0.487 27.34*** 0.461 0.017 0.487 26.89***  0.462 0.017 0.487 26.86***  

자존감(중2) → 자존감(중3) 0.500 0.016 0.514 30.84*** 0.514 0.017 0.523 30.34***  0.513 0.017 0.522 30.30***  

학업성취도(중1) → 학업성취도(중2) 0.732 0.008 0.770 91.50*** 0.736 0.008 0.771 91.52***  0.736 0.008 0.771 91.45***  

학업성취도(중2) → 학업성취도(중3) 0.732 0.008 0.690 91.50*** 0.736 0.008 0.690 91.52***  0.736 0.008 0.691 91.45***  

교
차
지
연

중1
↓
중2

교우관계(중1) → 자존감(중2) 0.214 0.029 0.149 7.30*** 0.199 0.029 0.139 6.89***  0.197 0.029 0.138 6.83***  

교우관계(중1) → 학업성취도(중2) 　 　 　 　 0.969 1.336 0.011 0.73***  1.096 1.336 0.013 0.82***  

자존감(중1) → 교우관계(중2) 　 　 　 　 0.050 0.013 0.074 3.94***  0.048 0.013 0.071 3.76***  

자존감(중1) → 학업성취도(중2) 0.913 0.640 0.016 1.43*** 0.530 0.789 0.009 0.67***  0.471 0.790 0.008 0.60***  

학업성취도(중1) → 교우관계(중2) 　 　 　 0.002 0.001 0.035 2.14***  0.002 0.001 0.038 2.31***  

학업성취도(중1) → 자존감(중2) 　 　 　 　 0.009 0.001 0.123 8.60***  0.009 0.001 0.123 8.56***  

중2
↓
중3

교우관계(중2) → 자존감(중3) 0.238 0.026 0.174 9.28*** 0.228 0.026 0.164 8.75***  0.229 0.026 0.164 8.74***  

교우관계(중2) → 학업성취도(중3) 　 　 　 　 2.758 1.926 0.030 1.43***  3.623 1.942 0.039 1.87***  

자존감(중2) → 교우관계(중3) 　 　 　 　 0.088 0.013 0.121 6.64***  0.071 0.015 0.098 4.65***  

자존감(중2) → 학업성취도(중3) 4.399 0.922 0.068 4.77*** 4.075 0.978 0.062 4.17***  2.586 1.100 0.040 2.35***  

학업성취도(중2) → 교우관계(중3) 　 　 　 　 0.000 0.000 0.002 0.10***  0.000 0.000 0.000 0.02***  

학업성취도(중2) → 자존감(중3) 　 　 　 　 0.003 0.001 0.046 3.25***  0.003 0.001 0.048 3.36***  

2시점 
경로

자존감(중1) → 교우관계(중3) 　 　 　 　 　 　 　 　 0.029 0.013 0.043 2.19***  

자존감(중1) → 학업성취도(중3) 　 　 　 　 　 　 　 　 3.080 1.071 0.050 2.88***  

직접
효과

교우관계(중1) → 학업성취도(중3) -0.698 1.472 -0.008 -0.48*** -2.737 1.855 -0.029 -1.48***  -5.260 2.051 -0.056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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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7> 세 가지 하위 모형 주요경로 추정치(교우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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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2시점 지연효과모형의 주요경로 표준화 계수 추정치(부모관계 모형)

  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는 변인에 따라 시

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 전반에 걸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시기별로 원인변인과 결과변인이 다

르게 나타나기도 하였고, 특정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부모

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 중 부모

관계가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의 추정치(→  ,  , 

→  ,  )가 자아존중감이 부모관계로 가는 경로의 추정치

(→  ,  , →  ,  )보다 컸다. 부모관계와 학업

성취도는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부모관계가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2에서 중3 시기에만 나타났으나

(→  ,  , →    ,  ), 학업성취도가 부모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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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  , →    ,  )은 중학교 시기 

전반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는 학업성

취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학업성취도가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의 추정치는 중1에서 중2 시기

에 →  , 중2에서 중3 시기에 →   으로, 중학교 초기 학업

성취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중학교 후기보다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교우

관계와 자아존중감은 부모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처럼 상호 영향을 주

고받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교우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  , →  ,  )은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

에 미치는 영향(→  ,   →  ,  )에 비해 컸

다. 교우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부모관계 모형 결과와는 달리 중1 학

업성취도가 중2 교우관계에 미치는 경로(→  ,  )를 제외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교우

관계가 2년 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것

이다. 중1 교우관계는 중3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 , 

 )을 미치고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부모관계 모형 결과와 비슷하게 나

타났다. 학업성취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  , →  ,  ), 중학교 초기

에 영향의 크기가 더 컸다. 또한 중1 자아존중감이 중3 학업성취도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  ), 이는 자아

존중감이 다음 연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컸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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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2시점 지연효과모형의 주요경로 표준화 계수 추정치(교우관계 모형)

  세 변인 간 종단적 관계는 부모관계 모형과 교우관계 모형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로 계수 추정치의 크기 및 변화 양상에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자아존중감이 부모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으나(→  ,   →  ,  ), 자아

존중감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교 후기에 더 크게 나타났다

(→  ,   →  ,  ). 이는 중학교 시기의 학생

들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시작하고 또래관계를 확장해나가는 과

정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에 점차 크게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학업성취도는 교우관계보다 부모관계에 더 크게 영향을 주었다. 

학업성취도는 크기가 점차 줄어들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모관계에 영향

을 미치고 있었으나(→  ,  , →    ,  ), 교우

관계에는 중학교 초기에만 영향을 주었으며(→  ,  , 

→    ,  ) 그 크기도 부모관계에 비해 작았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중학교 시기에는 부모의 학업기대가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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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초기에는 학업성취도가 부모관계와 교우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학교 초기부터 학

업성취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예상할 수 있다. 

  라.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변인 간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모두 살려준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18)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종단매개효과와 함께 학업성취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사회적 지지

에 미치는 역방향의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표 Ⅳ-8>의 결과

는 부모관계 모형과 교우관계 모형에서 각 경로의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전체효과는 중1 사회적 지지가 중3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모든 

경로의 효과를 의미하며, 이 중에 중2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경로가 

간접효과 즉, 종단매개효과에 해당하는 경로이다19).  

 연구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는 (a)중1 사

회적 관계가 중3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과 (b)중1 학업성취도가 

중3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a)방향에서

의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추정치는 교우관계 모형에서만 유의하였으

나, (b)방향에서의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추정치는 부모관계 모형과 

교우관계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관계 모형과 교우관

계 모형에서 (b)방향 종단매개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교우관계 모

형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가 약 2배 정도 크게 나타난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우관계 모형 결과의 종단매개효과 계수를 비교하

18)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종단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2시점 지연효과모형에서 검증

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3시점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모형의 특성상 종단매개효

과 검증 시 2시점 지연효과 경로를 지나는 종단매개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서술 시 2시점 지연경로를 강조하지 않았다.

1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분석에서는 보다 다양한 종단매개

효과경로를 각각 검증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3시점의 자료만을 분석에 활

용하였기 때문에 중2 시기의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검증만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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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b)방향의 종단매개효과는 (a)방향의 종단매개효과보다 약 2배 이

상 크게 나타났다. 

　종단매개 경로 　  

95%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중1  중2 중3 전체효과 0.054* 0.017 0.027 0.082 

 부모관계→자아존중감→학업성취도 간접효과 0.003* 0.002 0.000 0.007 

중1 중2 중3 전체효과 0.077* 0.015 0.053 0.101 

학업성취도→자아존중감→부모관계 간접효과 0.006* 0.002 0.001 0.010 

중1 중2 중3 전체효과 -0.019* 0.019 -0.051 0.012 

 교우관계→자아존중감→학업성취도 간접효과 0.005* 0.003 0.001 0.010 

중1 중2 중3 전체효과 0.034* 0.017 0.006 0.061 

학업성취도→자아존중감→교우관계 간접효과 0.012* 0.003 0.007 0.017 

* : 유의한 추정치

<표 Ⅳ-8>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결과

 즉,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도에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종단적으로 매개하고 있었으며, 이는 교우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

히 교우관계 모형에서는 중1 학업성취도가 중3 교우관계에 미치는 전체효

과는 없었으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중학생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

하며, 이는 시기적으로 학교에서 교우 문제를 토로하는 중학생들의 교우관

계 개선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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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는 

양방적(Bidirectional relationship)으로 나타나며, 이를 반영한 후 종단매개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세 가지 하위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화 한 후 변인 간 종단적 관계 및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제한

적 교차지연효과모형’은 변인 간 인과관계 방향성을 가정하고 관심경로 

외에는 경로계수를 ‘영(0)’으로 잡아준 모형이다. 이는 기존 종단매개분

석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모형으로서 이 연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모형이다. ‘교차지연효과모형’은 제한적 교차지연효과모형에서 생

략한 교차지연경로를 살려 자유모수로 추정한 모형이며,‘2시점 지연효과

모형’은 매개변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차지연효과모형에서 매개변인의 

2시점 지연 경로를 추가한 모형이다.  세 모형은 내재된(nested) 모형이며 

순차적으로 비교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자료를 분석하는 데 보다 적

절한 모형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시기 전반에 걸쳐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

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가 다음 연도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양방적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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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을 고려

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를 위해 서울교육종단연구 초등 패널 4차에서 6차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3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

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를 자기회귀교차지

연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아동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은 아동이 성

장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적 관계이며, 자아존중감이 지속적으

로 아동의 삶에 미치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변인 간 종단적 

관계 양상 및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하위모형 중 분석 자료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절한 모형

은 ‘2시점 지연효과모형’이었다. 제한된 교차지연효과모형과 교차지연

효과모형, 교차지연효과모형, 2시점 지연효과모형을 순차적으로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로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생

략되었던 교차지연경로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2시점 지연 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발달 과정에

서 여러 변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실을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고, 주요 변인의 특성도 모형에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관계의 방향은 

관련 변인 및 분석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

중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으며, 중학교 1학년 자아존중감이 지

속적으로 중학교 3학년 사회적 지지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는 시기에 따라 변인 간 관계가 다르게 나

타났다.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

타났으며 이는 중학교 초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도는 학업성취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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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는 교우관계 모형의 중학교 후기

에 잠깐 나타났다.   

 셋째, 중학교 시기에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는 두 방향으로 나타났

다. 하나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방향

이며, 다른 하나는 학업성취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사회적 지지에 미치

는 방향이다. 후자는 제한된 지연효과모형과 같이 교차지연 경로를 생략한 

모형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종단매개경로이다. 두 방향 종단매개효과의 효

과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중학교 시기에 학업성취도가 자아존중감 및 부모

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 방향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은 시기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이 다르며, 중학교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초기 학업성취도와 중학교 후기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이는 중학생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학교 시기를 안정

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원을 계획하고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을 활용하여 변인 간 종단적 관계 및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로 변인 간 관계가 양방적임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 양상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

으며, 둘째로 변인 간 양방적 관계를 반영한 후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다양한 경로의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교차지연 

경로를 활용하여 분석 변인의 특성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2. 논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 발달 양상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자기

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변인 간 종단적 관계 및 종단매개효과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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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논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간 관계를 구체적

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 변인은 양방적 관계

(Bidirectional)이며,　시기별로 관계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

존중감은 두 방향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변인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변인 간 관계를 한 방향으로 가정하고 분석

하거나(김소희, 황의갑, 2015; 윤태희, 조영일, 2015; 전현정, 정혜원, 2015), 

시점별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었다(김진아, 2016; 

임효진, 이지은, 2016; 정익중, 2007). 하지만 시기적 특성에 따라 원인과 

결과변인이 달라지거나, 특정 시기에만 서로 영향을 주는 변인 관계가 존

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변인 간 관계를 시기별로 확인하는 

동시에, 중학교 전반에 걸친 세 변인 간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중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육연구자들이 관심을 두

어야할 변인을 파악하고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져야할 적절한 시기를 탐색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취도는 중학교 초기에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중학교 시기는 초등

학교 시기에 비해 학업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이며 자신을 현실적으로 파

악하기 시작하기 때문에(Lerner & Steinberg, 2009; Rosenberg, 1986),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처치는 꾸

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교육적 지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변인 간 종단적 관계 및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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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변인 간 양방적 관계(Bidirectional Relationship)을 모형에 반영하

여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여러 

변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 특성에 따라 시

기별로 변인 간 관계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변인 간 

관계의 특정한 방향을 가정하고 관심 경로 외의 모든 교차지연경로를 생

략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따

라서 교차지연경로를 활용하여 변인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시기 별

로 확인하고, 효과크기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역동적으로 나타

나는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변인 간 교차지연경로를 모두 살려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나타나는 종단매개효과를 각각 검

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단매개변인을 발견하거나 매개변인의 종단매개효과가 기존에 가정하였

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한다. 특히 자료의 시점이 많아질수록 분석 시기에 나타나는 종단매개효

과를 더욱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주요 변인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모형에 반영하여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교차지연경로를 유연하

게 설정해줄 수 있는 모형이다. 하지만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국

내 선행연구에서는 변인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첫 시점의 독립변인이 2시

점 후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2시점 지연경로를 잡아주고, 그 

외 변인들은 모두 다음 시점의 변인과 관련된 경로만 설정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우울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삶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리 구인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 간 관계, 

관심 변인의 시간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 해석의 한계가 있었다. 정서적으로 가

장 불안정한 시기인 중학생의 발달 양상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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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교 연구가 많지 않았다.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라 하더라도 변인 간 양방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연구가 대부분이었

다. 따라서 변인 간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와 함께 청소년 발달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였으나, 이 연구의 결과가 

중학생에 한정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청소년기 전반에 비슷

하게 나타나는 모습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둘째, 분석 자료가 3시점이었기 때문에 종단매개효과의 다양한 측면을 

제한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2017년 현재 총 7개 

시점을 활용할 수 있는 패널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연구에

서는 그 중 중학교 3시점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래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의 가장 큰 장점인 시점별 매개효과

의 효과크기를 비교하거나,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한 매개변인의 유무를 탐

색하지 못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모형에서는 첫 시점의 독립변인이 

두 번째 시점의 매개변인을 거처 마지막 시점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와 그 반대 경로만 검증할 수 있었다. 

 셋째, 초기 시점에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자기회귀

효과로 이전 시점의 특징을 통제한 후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초기 시점에 존재하는 선택편의까지 통제하긴 어렵다. 특히 학업성취도는 

사교육 여부, 가정의 경제적 환경, 부모의 학력 등 다른 변인에 비해 선택

편의가 크게 나타나는 변인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성

취 간 종단적 관계를 추정한 추정치의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

혀둔다. 

 후속연구에서는 4시점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

는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기는 학교급마다 학생 특성이 매우 다르다는 특

성이 있다. 따라서 같은 변인 간 관계를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분석 대상에 

따라 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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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시기에는 더욱 특징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시점에 측정된 변인 간 영향관계를 반영하고 종단매개효과

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조건 중 시간의 선행성 조건에 근거하여 같은 시점의 다른 변인 간 관계는 

상관관계만 잡아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MacKinnon(2008)와 Lockhart 외 

(2011)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같은 시점의 다른 변인 간 경로를 잡

아주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변인 간 횡단적, 

종단적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3시점의 자료로도 

종단매개효과를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이를 고려하여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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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directional Relationship and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among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Hong Yuju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iddle school students shows the worst emotional stability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Because adolescents who lead stable life over 

the middle school period tend to live a better life after middle school, 

studying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s over the middle school period is 

needed to take educational actions for their successful school life 

adjustment. Th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influence each other as children grow. Therefore, studying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nd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using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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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bidirectional relationship among them is helpful in both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providing educational aid. 

Previous researches analyzing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nd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based 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however, has a tendency to set models assuming the relationship of 

variables in a specific direction. In addition, models leave cross-lagged 

models out. This model set has a obvious limitation, hard to figure out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only to confirm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parti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rection of causal path 

with the cross-lagged paths omitted in prior studies and the various paths 

of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with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e restricted cross-lagged effect model’, which has no all 

cross-lagged paths, ‘The cross-lagged effect model’, which has all 

cross-lagged paths among variables, ‘The 2 time points lagged model’, 

which has 2 time points lagged paths of self esteem, are analyzed as 

sub-models for this study. Model comparison was based on chi square 

different test because three sub-models are nested model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analyze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support,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1st grade to 3rd grade utilizing Seou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SELS)’s information from 4th to 6th edition. In 

particular,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self-esteem, the mediating 

variable, features variable with long-term effect on students’ life and 

the direction of causal path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remain inconclusive.  

The specific questions raised in the research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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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self-esteem have a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in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upport on academic achievement over the middle school 

period?

1. Does self-esteem in second grade have a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in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upport in first grade on academic 

achievement in third grade?

2. With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does self-esteem have a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in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upport in first 

grade on academic achievement in third grade?

3. With the long-term effect of self esteem on academic achievement, 

does self-esteem have a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in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upport in first grade on academic achievement in third grade?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2 time points lagged 

model’ with all cross-lagged paths among variables and 2 time points 

lagged of self-esteem, was valid among three sub-models. This result 

suggests that it is not desirable to ignore the interaction among variables 

related development over time an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a 

interesting variable. 

Secon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the social support,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eriod. The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fluenced each other and 

the self-esteem in 1st grade had a consistent effect on the social support. 

Academic achievement affected on the social support only in early 

meddle school perio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on 

self-esteem was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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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several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were 

found over middle school. Whil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in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cademic achievement was not 

significant, the effect on peer relationship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was significant.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in academic achievement on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hip, however, was all significant and has greater effect size than 

reverse, which is not interested paths. Alternative mediation can be 

analyzed in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ith all cross-lagged 

paths among variables by the research result. 

In a nutshell, this study showed that the social support,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re 

bidirectional and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re took 

place separately. It is also more appropriate to identify variable 

relationships using 2 time period and cross-lagged path from this study 

utiliz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has signification to confirm 

that considering double crossed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must be 

conducted prior to analyzing  cross-lagged effect. There are, however, 

some restrictions that time specific effect size of cross-lagged effect 

cannot be compared due to the three time period analysis and it was 

difficult to explore various path of cross-lagged effect. 

keywords :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bidirectional relationship,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social support,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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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명령어> - Mplus

TITLE: 제한된 교차지연효과모형, 교차지연효과모형, 2시점 지연효과모형 ;

DATA: file=final.dat; format=free;

ANALYSIS: type=general;

information=expected;

iteration=10000;

estimator=ML;

MODEL:

FR4 BY FR401 (1)

FR403 (3)

FR404 (4);

FR5 BY FR501 (1)

FR503 (3)

FR504 (4);

FR6 BY FR601 (1)

FR603 (3)

FR604 (4);

SF4 BY SF401 (8)

SF402 (9)

SF403 (10)

SF404 (11)

SF405 (12);

SF5 BY SF501 (8)

SF502 (9)

SF503 (10)

SF504 (11)

SF505 (12);

SF6 BY SF601 (8)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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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602 (9)

SF603 (10)

SF604 (11)

SF605 (12);

FR4 FR5 FR6 (20);

! (제한된 교차지연효과모형)

FR6 ON FR5 (21);

FR5 ON FR4 (21);

SF6 ON SF5;

SF5 ON SF4;

SF6 ON FR5;

SF5 ON FR4;

MKME6 ON MKME5 (23);

MKME5 ON MKME4 (23);

MKME6 ON SF5;

MKME6 ON FR4;

MKME5 ON SF4;

! (교차지연효과모형)

FR6 ON FR5 (21);

FR5 ON FR4 (21);

FR6 ON SF5;

FR6 ON MKME5 MKME4;

FR5 ON SF4;

FR5 ON MKME4;

SF6 ON SF5;

SF5 ON SF4;

SF6 ON FR5;

SF6 ON MKME5;

SF5 ON FR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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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5 ON MKME4;

MKME6 ON MKME5 (23);

MKME5 ON MKME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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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ME5 ON FR4;

! (2시점 지연효과모형)cross-lagged and autoregress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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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6 ON MKME5 MKME4;

FR5 ON SF4 ;

FR5 ON MKME4;

SF6 ON SF5 ;

SF5 ON SF4 ;

SF6 ON FR5;

SF6 ON MKME5;

SF5 ON FR4 ;

SF5 ON MKME4;

MKME6 ON MKME5 (23);

MKME5 ON MKME4 (23);

MKME6 ON SF5 ;

MKME6 ON FR5 FR4;

MKME5 ON SF4;

MKME5 ON FR4;

FR401 FR403 FR404 PWITH FR501 FR503 FR504;

FR501 FR503 FR504 PWITH FR601 FR603 FR604;

FR601 FR603 FR604 PWITH FR401 FR403 FR404;

SF401 SF402 SF403 SF404 S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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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ITH SF501 SF502 SF503 SF504 SF505;

SF501 SF502 SF503 SF504 SF505

PWITH SF601 SF602 SF603 SF604 SF605;

SF601 SF602 SF603 SF604 SF605

PWITH SF401 SF402 SF403 SF404 SF405;

! (제한된 교차지연모형)

MODEL INDIRECT:

MKME6 IND SF5 FR4;

MKME6 IND FR4;

MKME6 VIA SF5 FR4;

! (교차지연효과모형)

MODEL INDIRECT:

MKME6 IND SF5 FR4;

MKME6 IND FR4;

MKME6 VIA SF5 FR4;

OUTPUT: sampstat stdy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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