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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시간이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전 공변

인으로 인한 선택편의를 통제하여 변인 간 관계를 인과추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경향점수 방법을 활용하

였으며, 특히 사교육 참여모형과 사교육 시간모형에 각각 이분형 처치, 연속형 처치 경향점수 모형을 적용하였

다. 분석에는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의 4차 및 5차년도 중학교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참여 모형의 경우, 사전 공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그렇

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에도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모형에서 모두 가중치를 통해 

선택편의를 통제하자 사교육 참여 여부와 시간 표준화 효과 크기는 약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사교육과 청소년의 정서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변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정의적 영역

의 관점에서 사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가 후속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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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과도한 사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서 가장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계를 넘어 국가 전반에서 사교육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교육이 사회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이면에 부모의 사

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교육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

서 사교육에 대한 실증 연구는 대부분 학업성취라는 사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사교육이 성취도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대체적으로 교과나 

학교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교육이 인지적 성취를 높이는데 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보

고되어왔다(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상경아, 2009; 윤유진, 김현철, 2016; 홍순상, 홍윤표,

2016).

그런데 한편으로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기는 학생의 

인지적 발달뿐 아니라 정의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업 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등교 시간 외의 대부분을 사교육 참여에 할애하고 

있으며 그 강도 또한 매우 높다. 특히,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및 시간은 중학교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8). 이는 학교 수업 및 과제 수행 외에 사교육 참여 및 숙

제로 인하여 학업시간 총량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고선, 2013) 정해진 시간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자연스레 친구들과의 여가나 휴식 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서 일각에서는 사교육이 인지적 성취가 아닌 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김호상, 유미현, 2015; 송정은 외, 2010).

이와 관련하여, PISA 2015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삶의 질(well-being)은 OECD 국가 중 하

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심리적 차원에서 삶의 질의 경우, 자신의 삶에 만족

한다고 답한 비율은 53%로 OECD 평균인 7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ECD,

2017).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 학생들이 PISA에서 매우 높은 인지적 성취를 동시에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청소년들이 경쟁적인 입시문화로 인하여 건전한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학

업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Lee & Larson, 2000), 전술한 사교육과의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보충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의 사교육과 달리, 주로 상급 학교 진학 및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사교육의 특성상(통계청, 2018), 사교육 참여 및 강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중학생이 학습에 대해 느끼는 부담, 즉 학업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과 추론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실증 연구는 인지적 성취에 대한 사교

육 연구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수행된 측면이 있다.

또한, 사교육에 대한 연구설계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교육 실증 연구가 참여 여부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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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데 비해 비용이나 시간까지 함께 고려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교육 

참여가 비용이나 시간에 따라 그 참여 양상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사교육 참

여 여부만으로 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연구 설계의 측면에서 이질 집단인 사교육 참여 및 미참여 집단을 비교하고, 이 중 사교육 참여 

집단만으로 대상으로 비용이나 시간이 갖는 효과를 분석하는 정교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한편으로, 연구 방법론의 관점에서,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는 심리구인을 다룬 

연구가 주로 활용하는 구조방정식의 특성상 대부분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재변인(confounding variable)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존재하였다. 즉, 사교

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전적 특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업스트레스, 즉,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충분히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의적 영역이 아닌 인지적 성취를 종속변수로 하

는 사교육 연구에서는 이분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 다분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 경향점수가 활

용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비용이나 시간과 같은 연속형 처치에 대한 선택편의 조정은 사교육 연

구 전반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의 4차 및 5차년도 중학교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시간이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이때, 사교육 참여와 미참여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1단계로 참여와 미참여 

집단을 구분 짓는 로지스틱 경향점수 모형을 통해 사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하

고 사교육 참여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사교

육 참여 집단만을 대상으로 사교육 시간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Hirano &

Imbens(2004)가 제시한 연속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 경향점수(generalized propensity score,

GPS)를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속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 경향점수에서 공통영역 가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Kluve et al.(2007)이 제시한 방식을 통해 공통

영역의 가정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사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 사교육 참여 여부가 학업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 사교육 참여 시간이 학업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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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업스트레스의 개념 및 예측요인

Lazarus &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개인 자원에 부담을 주거나 그 한계를 초월하여 개

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과의 특정한 관계”로 정의했다. 스트레

스는 요인에 따라 하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임은미, 정성석(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

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학업스트레스이다.

학업스트레스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적응적 자원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학업 관련 요구들

의 산물” (Wilks, 2008), “학교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그 일이 너무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감 등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

상태” (오미향, 천성문, 1994), “성적, 수업, 공부 등 학업과 관련된 일로 부모, 교사, 자기 스스로

의 압력에 의해 학생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과 같은 심리상태의 불균형” (박병기, 박선미,

2012) 등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학자마다 표현이나 강조점은 다르지만, 학업스트레스는 일반적

으로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과 같은 정서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진아, 2015).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은 학업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김진아, 2015; 오미숙, 심우찬, 2014; 좌현숙, 2014), 이는 음주, 흡연, 절도 등의 청소년 

비행행동(김재엽, 이동은, 정윤경, 2013)이나 자살생각(Ang & Huan, 2006; 이지현, 이정윤, 2009)

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학업스트레스는 공격성(김민주, 이동귀, 2018; 채진영, 2012), 학

업적 자기조절효능감(김아영 외, 2012), 학업소진(강혜정, 강성현, 임은미, 2014), 학교생활 부적

응(김정현, 김성벽, 정인경, 2014)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업스트레스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중학생 때 

급격히 증가하여 고등학생 때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임성택, 주동범, 이금주, 2010). 또한,

성적이 낮을수록 학업스트레스는 높은 경향이 있다(김미경 외, 2012). 그러나 다양한 개인적, 환

경적 변인들에 의해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강명

희, 이수연, 2012), 긍정심리자본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오정희, 선혜연, 2013; 정미라, 정은, 2017)

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는 낮아진다.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관계는 학업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성취압력은 오히려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

다(김종백, 김준엽, 2009; 오정희, 선혜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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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교육 참여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학생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는 다수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를 청소년들이 등교 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교

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행한 연구는 제한된 편이다.

김혜숙, 한대동, 오경희(2011)는 중학생의 사교육 의존 의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인터뷰를 통한 연구 결과, 사교육 참여는 전반적인 학생들에게 습관적,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성취 향상이라는 목적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초

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사교육 참여율과 시간이 증가한다는 통계청 자료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더군다나 학생 스스로의 선택이나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부모의 의사

결정에 의한 경우, 학업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실제 성취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며 이러

한 결과가 다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 다른 연구인 김혜숙, 한대동, 남현숙(2012)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은 친구 혹은 부모와 같은 타인에 의존적이

고 실제 성취 향상과 관계없이 비합리적으로 지속되며 이러한 가운데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이

해하고 소화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이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미숙(2003)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교육 참여 양상과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중산층의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대학입시에 대한 경쟁이 선행학습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열망이 사교육 시장에 의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을 통해 경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약화

되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가운데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중산층의 과도한 사교육을 다루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전반적인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와 마찬가지로 중산층의 사교육 

참여 역시 습관적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경쟁의 맥락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학생들은 사교육에 참여하며 스스로 학습할 기

회를 상실하게 되고 경쟁이라는 맥락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학생들은 

부담을 느끼며 실제 성취 향상과는 별개로 경쟁 속 불안감에 사교육을 그만두지 못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전술한 학업스트레스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사교육이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교육 참여율이 매우 높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전반적으로 사교육 참여는 관습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주위 학생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감으로 

이어지며, 참여한 이후에도 불안해서 끊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휴식시간이 감소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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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업 외에 해야 할 과제가 많아지면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동시에 학년이 증가하면서 내신 성적이 강조되고 전반적으로 경쟁의 맥락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성적에 대한 압박감 역시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

을 경우, 학업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

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입학 전후를 기점으로 사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데 사교육에 참여하더라도 비슷한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 속에서 느끼는 심적 부담은 증가하

게 되며 특히 이는 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 

비용이나 시간의 분포가 상당한 정적 편포 양상을 보이는 것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논의 속에서 사교육 참여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다소 제한적이다. 홍정현(2010)에 따르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과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

레스는 정적(positive)인 관계가 있다. 또한, 조영희와 김현철(2013)은 사교육 참여 여부보다는 

사교육 참여기간, 과목 수 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본인이 아닌 

부모의 의사에 의하여 사교육을 시작한 경우 학생의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는 점 역시 김혜숙 

외(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그리고 강도와 관련하여 김기헌(2007)의 연구에서는 3과목 

이상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황진홍과 이주리(2012)의 연구에서는 사교육 시간이 길수록 오히려 학업

스트레스는 다소 감소하는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학업성취가 매개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즉,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학생은 학업성취가 높고,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

가 낮은 경향이 있다(김미경, 김양희, 황사라, 정익중, 2012). 이는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가 동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적용한 방법론의 특성상 공변인(covariates)이 충분히 통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교육 

참여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와 같은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적용하여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

계를 인과추론(causal inference)의 관점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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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분석자료로는 경기교육종단연구(gyeonggi educational panel study, GEPS)의 4차 및 5차년도

(2015~2016)의 중학교 자료를 활용하였다. 4차년도 자료는 경향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사전 공변

인으로 활용하였으며 분석은 5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5차 년도에 추가표집된 경우,

4차년도의 자료가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4차 년도 학생 ID를 토대로 5차년도 자료를 

취합하였다. 4차년도 원자료에는 307개교의 6,314명을 수집하였는데 이 중 모든 응답에 대하여 

결측인 학생 544명을 삭제하였다.

또한,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풍토를 고려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의 변수를 평균한

(aggregate) 변수를 투입하는 데 있어 학교 변수의 대표성을 위해 5명 이하의 학교(주로 추가표

집)에 소속된 학생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170개교 5,508명을 선별하였다. 다시 

이 중에서 처치변수 혹은 결과변수가 결측인 862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46명을 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결측 처리는 사전 공변인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 결측 처리에 관해서는 연구변수

에서 후술한다.

2. 연구 변수

우선, 종속변수인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

어있다. Cronbach’s 는 0.894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14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처치변

수인 사교육 참여 여부의 경우, 후술할 시간 변수를 토대로 이분 변수(0=미참여, 1=참여)로 코딩

하여 생성하였다.

사교육 참여 시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의 사교육 시간을 모두 합하였다.

또한, 대개 사교육 연구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까지만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교육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한다면 학업성취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과 사회 사

교육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이 학생 간의 분산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학업성취 향상 목적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예체능 사교육 시간은 제외하였다.

시간의 경우, 원 척도는 분으로 되어있으나 사교육 참여의 특성상 분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해석의 편의상 60으로 나누었다. 역시 시간의 특성상 심한 정적 편포를 보이므로 

로그변환을 하였는데 시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척도를 고려하여 0.1을 더한 뒤 변환하였다.

사전 공변인은 사교육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상경아, 2009; 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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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김현철, 2016; 홍순상, 홍윤표, 2016)를 참고로 하여 설정하였다. 개인 수준 변수로 사전 사교

육 참여(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해서는 사전 사교육 참여 시간), 여학생, 첫째 여부,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모 학력, 로그 월평균 교육비, 학부모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 정도,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 여부, EBS 활용 정도, 부모의 교육포부(더미), 부모의 학교참여, 학업스트레스, 학습자로

서의 스스로에 대한 이해, 사전 성적의 14개(더미 포함 17개)를 투입하였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교육포부는 일반적으로 투입하는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적 관계일 수 있음을 고려

하여 더미로 재코딩하여 투입하였다.

또한, 학생의 사교육 참여와 학업스트레스에는 학생 개인 수준의 변수뿐 아니라 학교의 전체

적인 성적, 사교육 참여 비율 및 시간,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스트레스 정도, 학교 평균 소득,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 비율, 부모의 학교 참여, 평균적인 EBS 이용 정도와 같은 학교 풍토와 

사립 여부, 지역, 남녀공학 등의 학교 수준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교 

수준 변수를 10개 투입하였다. 이 중 학교 풍토에 해당하는 변수인 학교 평균 성적, 학교 평균 

사교육시간, 학교 평균 학업스트레스, 학교 평균 로그월평균가구소득, 학교 선행학습 사교육 비

율, 학교 평균 부모의 참여, 학교 평균 EBS 이용 변수 7개는 학생 수준의 변수를 평균한 변수1)이

다. 각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표 1>과 같다.

결측의 경우, 처치변인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학업스트레스(중2)의 경우, 처

치변인의 결측을 제외한 이후 결측은 5% 미만이었다. 따라서, 결과에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처치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해서는 대체를 실시하지 않았다. 공변인 결측 

처리의 경우, 연속변수인 사전 사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EM 대체 1회를 실시하였다. 범주형 변수

에 대해서는 다변량 결합분포 상에서 조건부 단변량 분포를 활용하는 연쇄 방정식(chained

equation)을 단일대체2)로 활용하였다.

1) 학교 풍토를 나타내는 변수로 학생 수준의 변수를 평균한 변수를 더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도, 학생의 사전 로그월평균교육비를 평균한 학교 수준 교육비를 넣는 것이 연구문제에 알맞을 것이다. 그

런데 이 경우, 학교 수준의 총계화(aggregation)에 의하여 상관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 수준 변수 간의 

상관이 0.8~0.9에 가까웠고 회귀분석에서도 분산팽창계수(VIF)가 10에 가깝게 나타나 공선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술한 학교 평균 로그월평균교육비의 경우, 학교평균사교육시간 및 학교평균로그가구

소득과 0.9에 가까운 상관을 보였으므로 제외하였다.
2) Leite & Aydin (2016)은 공변인 균형과 편의 감소에 있어 단일대체와 다중대체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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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척도 설명

종속

변인
학업스트레스 5점 리커트 학업스트레스 14문항의 평균

설명

변인

사교육 참여 여부

(참여 여부 모형)
0=미참여, 1=참여 사교육 참여 시간을 재코딩

로그사교육 참여 시간

(참여 시간 모형)
연속변수

국, 영, 수, 사, 과 5개 교과 사교육 시간(분)을 

시간 단위로 변환한 후 0.1을 더하여 로그변환

학생 

수준 

사전

공변인

사전 사교육 참여

(사교육 참여 여부 모형)
0=미참여, 1=참여 중1 사교육 참여 시간을 재코딩

사전 로그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참여 시간 모형)

연속변수
국, 영, 수, 사, 과 5교과목 사교육 시간(분)을 

시간 단위로 변환한 후 0.1을 더하여 로그변환

여학생 남=0, 여=1 성별(남=1, 여=2)를 재코딩

첫째 여부  미해당=0, 해당=1 자녀 출생 순서를 재코딩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연속변수 월평균 소득에 1을 더하여 로그변환

모 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2~3년제졸, 4=4년제졸, 

5=석사수료, 6=석사 졸업, 

7=박사수료, 8=박사 졸업

학생 어머니의 학력

로그 월평균 교육비 연속변수 월평균교육비에 1을 더하여 로그변환

교육 부담 정도 5점 리커트 부모가 느끼는 교육 부담 정도

선행학습의 사교육 여부 0=미해당, 1=해당

학부모에게 설문한 사교육 목적

(1=선행학습, 2=보충학습, 3=예체능입시준비, 

4=특기적성관련, 

5=기타)을 재코딩

EBS 활용 정도 5점 리커트 학부모에게 설문한 EBS 활용 정도

부모 교육포부

(2-3년제 대학)
0=미해당, 1=해당

부모에게 설문한 자녀의 희망 교육포부를 각 

더미로 재코딩

(참조집단 : 고등학교 졸업)

부모 교육포부

(4년제 대학)
0=미해당, 1=해당

부모 교육포부(석사) 0=미해당, 1=해당

부모 교육포부(박사) 0=미해당, 1=해당

부모의 학교참여 연속변수

부모의 학교 참여를 묻는 7문항(1=전혀 없음, 

2=1~2회, 3=3~4회, 4=5회 이상)에서 

각 1 씩 뺀 뒤 평균 

사전 학업스트레스 연속변수 중1 학업스트레스를 묻는 14문항의 평균

학습자로서의 이해 연속변수
중1 학습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묻는 5

문항의 평균

사전 성적 연속변수 중1 국, 영, 수 수직척도점수의 평균

학교 평균성적 연속변수 사전 성적의 학교 평균

학교평균 사교육시간 연속변수 사전 사교육시간 학교 평균

학교평균 학업스트레스 연속변수 사전 학업스트레스 학교 평균

학교평균 로그가구소득 연속변수 사전 로그가구소득 학교 평균

<표 1> 연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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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준 

사전 

공변인

사립 국공립=0, 사립=1 설립유형(국공립=1, 사립=2)를 재코딩

도시 읍면=0, 도시=1 지역규모(도시=1, 읍면=2)를 재코딩

남녀별학 공학=0, 별학=1 남중=1, 여중=2, 공학=3을 재코딩

학교선행학습 사교육비율 연속변수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 여부의 학교평균

학교평균 학교부모참여 연속변수 학교 부모 참여의 학교 평균

학교평균 EBS 이용 연속변수 EBS이용 정도의 학교 평균

3.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크게 사교육 참여 모형과 사교육 시간 모형으로 나뉜다. 사교육에 대한 선택 편의

를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이분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 모형을, 후자에 대해서는 연

속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 모형을 활용하였다. 경향점수 모형을 이 연구에 적용하는 이유는 사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또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생과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참여하는 학생 간에도 사전적 차이가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학업스트레스라는 결

과 변인의 차이를 사교육으로 인한 차이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경향점수는 이

와 같은 사전적 차이로 인한 선택편의를 조정하는 사후적 보정 방식의 일종으로 인과추론을 위

하여 사용되는 방법이다.

경향점수는 처치 참여 혹은 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을 조건으로 할 때, 특정 개체가 해

당 처치를 받을 확률을 의미한다(Rosenbaum & Rubin, 1983). 경향점수 모형을 활용하여 사교육 

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로는 김지하, 김정은(2009), 상경아(2009), 윤유진, 김현철(2016), 홍

순상, 홍윤표(2016) 등의 연구가 있다.

이분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의 핵심 가정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처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공변인의 벡터 을 조건으로 할 때, 어떠한 개체가 처치에 할당되는 것은 모든 잠재적 결

과와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조건부 독립성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CIA)이라 한다.

둘째,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경향점수, 즉, 처치를 받을 확률이 서로 겹치는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이를 공통 영역(common support)의 가정이라 한다. 이 두 가지 가정을 합하여, 강한 무관

성(strong unconfoundedness)의 가정이라 한다(Rosenbaum & Rubin, 1983; Hirano & Imbens,

2004). 이분형 처치에 할당될 조건부 확률을 산출하기 위한 모수 모형으로는 주로 로지스틱, 혹

은 프로빗 회귀모형이 활용되며 전자를 활용하는 경우, 이분형 처치   를 받을 확률인 경향

점수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ln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시간이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923


 





연속형 경향점수는 Hirano & Imbens(2004)가 전술한 이분형 처치 혹은 이를 일반화한 다분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 경향점수의 아이디어를 더욱 확장하여 연속체(continuum)인 처치에 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이 모형의 경우, 이분형 처치 모형과 다른 가정은 동일하나, 처치 할당과 모든 

잠재적 결과가 결합적으로(jointly)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처치 할당과 해당 처치조건을 받

았을 때의 잠재적 결과가 독립적이라 가정한다. 이를 약한 무관성(weak unconfoundedness)의 

가정이라 한다.

이 중, 이 연구에서는 처치의 정규성을 가정하는 모형을 로그 사교육시간에 적용하였다. 따라

서, 연속형 처치   를 받을 확률은 다음 식을 통하여 산출된다.

       ∼  










  

경향점수의 경우, 크게 매칭, 층화, 역확률 가중치 방식으로 활용되나 연속형 처치의 경우 연

속체의 특성상 매칭이나 층화를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역확률 가중치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 방식은 매칭에 비해 사례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경향점수 

를 통해 산출되는 역확률가중치  는 실제 관찰된 처치를 받을 예측확률의 역수로서 정

의된다.

역확률 가중치의 경우, 가중치를 구한 후 극단가중치를 줄이기 위하여 일부 가중치 제거

(trimming)와 가중치에 상수를 곱하여 줄이는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 연구에서도 정규화 가중치

(normalized weight)를 산출하였다. 이후, 각 집단별로 가중치 분포와 극단 가중치를 확인 후 

Rubin(2001)의 기준에 따라 10 이상의 가중치를 갖는 사례는 제거하였으며, 가중회귀분석을 통

해 공변인 균형을 검토하고 최종 결과 모형에 정규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회귀분석

(weighted regression)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평균처치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때, 연속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 경향점수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연속형 처치가 갖는 어려움

으로 인하여 기본 중요 가정 중 하나인 공통 영역의 가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Kluve et al.(2007)이 제안한 방식을 통하여 공통 영역의 가정도 확인하였다. 분석에는 Stata 14.0

을 활용하였다. 이분형 경향점수 모형으로는 logistic 함수, 일반화 경향점수는 reg 함수를 사용

하였으며, 예측 확률을 산출하고자 predict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정규화 가중치 및 안정화 가중

치는 예측 확률을 활용하여 수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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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을 아래 <표 2>에 제시

하였다. 분석에 실제 활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아래에 제시한 수치는 사전 공변인에 대한 결측

을 대체한 이후의 수치이며, 원자료에 대한 결측 비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2.632로 3점인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교육 

참여율은 74.8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결측

(%)

결과변수 학업스트레스 2.632 0.769 -0.143 2.964 1.000 5.000 0.00 

설명변수 사교육 참여 0.748 0.434 -1.145 2.311 0.000 1.000 0.00 

로그 사교육시간 0.794 1.935 -0.709 1.984 -2.303 4.424 0.00 

사전 

공변인

사전 사교육 참여 0.788 0.409 -1.408 2.981 0.000 1.000 0.00 

사전 로그 사교육시간 0.771 1.824 -0.645 2.252 -2.300 7.875 10.42 

여학생 0.509 0.500 -0.036 1.001 0.000 1.000 0.00 

첫째 여부 0.480 0.500 0.078 1.006 0.000 1.000 2.36 

로그월평균가구소득 6.080 0.584 -2.228 27.101 0.000 9.393 4.87 

모 학력 2.907 1.090 1.046 4.327 0.852 8.000 4.14 

로그월평균교육비 3.640 0.818 -1.462 6.299 0.000 6.909 4.93 

교육 부담 정도 3.417 0.996 -0.509 3.139 1.000 6.478 2.23 

선행학습의 사교육 여부 0.376 0.484 0.512 1.262 0.000 1.000 11.99 

EBS 활용 정도 0.389 0.762 2.007 6.146 0.000 3.000 3.99 

부모 교육포부

(2-3년제 대학)
0.067 0.249 3.479 13.107 0.000 1.000 2.72 

부모 교육포부

(4년제 대학)
0.560 0.496 -0.244 1.059 0.000 1.000 2.72 

부모 교육포부(석사) 0.125 0.330 2.273 6.167 0.000 1.000 2.72 

부모 교육포부(박사) 0.203 0.402 1.477 3.181 0.000 1.000 2.72 

부모의 학교참여 3.691 3.731 1.477 5.212 0.000 21.000 4.76

<표 2> 연구변수의 기술통계(N=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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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레스 2.612 0.774 -0.108 2.874 1.000 5.000 0.41

학습자로서의 이해 3.584 0.785 -0.359 3.632 1.000 5.000 0.45

사전 성적 476.337 83.277 0.099 2.217 220.895 670.962 0.00

학교평균 성적 474.843 41.726 0.187 3.248 305.507 584.009 -

학교평균 로그사교육시간 0.764 0.697 -0.246 3.227 -1.738 2.327 -

학교평균 학업스트레스 2.621 0.169 0.001 3.883 1.917 3.238 -

학교평균 로그가구소득 6.082 0.239 -0.311 4.775 4.825 6.604 -

사립 0.075 0.264 3.218 11.356 0.000 1.000 0.00

도시 0.870 0.336 -2.200 5.841 0.000 1.000 0.00

남녀별학 0.104 0.306 2.588 7.696 0.000 1.000 0.00

학교 선행학습 

사교육 비율
0.374 0.104 -0.390 3.192 0.000 0.667 -

학교평균 학교부모참여 3.723 1.216 0.524 3.870 0.556 10.167 -

학교평균 EBS 이용 0.382 0.155 1.603 9.100 0.000 1.426 -

2. 사교육 참여 모형

1) 경향점수 및 가중치 산출

변수 b s.e odds z p-value

절편 -7.381 *** 1.861 0.001 -3.970 0.000 

사전 사교육 참여 1.274 *** 0.097 3.574 13.140 0.000 

여학생 0.337 *** 0.085 1.401  3.960 0.000 

첫째 여부 0.196 * 0.086 1.217   2.290 0.022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170 * 0.084 1.186  2.020 0.043 

모 학력 0.009 0.047 1.009  0.200 0.842 

로그월평균교육비 0.571 *** 0.063 1.770  9.000 0.000 

교육 부담 정도 0.084 0.045 1.088  1.870 0.061 

선행학습의 사교육 여부 0.257 ** 0.096 1.293  2.670 0.008 

EBS 활용 정도 -0.097 0.054 0.907 -1.800 0.072 

부모 교육포부(2-3년제 대학) 0.025 0.212 1.025  0.120 0.906 

부모 교육포부(4년제 대학) 0.394 * 0.171 1.483  2.300 0.022 

부모 교육포부(석사) 0.469 * 0.212 1.599  2.210 0.027 

부모 교육포부(박사) 0.368 0.191 1.445  1.930 0.054 

부모의 학교참여 0.029 * 0.014 1.030  2.170 0.030 

<표 3>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결과(N=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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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레스 0.225 *** 0.056 1.252  4.010 0.000 

학습자로서의 이해 -0.002 0.055 0.998 -0.030 0.977 

사전 성적 0.007 *** 0.001 1.007  9.920 0.000 

학교평균 성적 -0.005 ** 0.002 0.995 -2.720 0.007 

학교평균 사교육시간 0.392 ** 0.118 1.480   3.330 0.001 

학교평균 학업스트레스 -0.404 0.288 0.668 -1.400 0.160 

학교평균 로그가구소득 0.448 0.306 1.565   1.470 0.142 

사립 -0.200 0.155 0.819 -1.290 0.198 

도시 -0.003 0.132 0.997 -0.020 0.983 

남녀별학 0.240 0.142 1.271   1.680 0.092 

학교 선행학습 사교육 비율 -0.024 0.511 0.976 -0.050 0.962 

학교평균 학교부모참여 -0.005 0.048 0.995 -0.110 0.915 

학교평균 EBS 이용 0.388 0.273 1.473   1.42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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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스틱 모형 분석 결과3),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유사  은 0.288로 나타났다. 로그가

능도 함수에 기반하는 유사  은 일반적으로  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해석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0.2~0.3의 값을 가진다면 모형의 설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Hensher & Stopher, 1979). 이에 따라 모형 자체의 설명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

으며 설정한 27개의 공변인 중에서 13개의 변인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4)으로 나타났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로지스틱 

경향점수

통제

(N=1,169)
0.503 0.272 0.031 1.698 0.007 0.990 

처치

(N=3,477)
0.831 0.177 -1.962 6.708 0.065 0.994 

총계

(N=4,646)
0.748 0.249 -1.233 3.360 0.007 0.994 

<표 4> 공통영역 가정을 위한 로지스틱 경향점수 기술통계(N=4,646)

3) 프로빗 분석도 실시하였으나, 로지스틱 선형회귀모형으로 구한 경향점수 추정치와의 상관이 .99 이상으로 

나타나 로지스틱 선형회귀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였다.
4)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학교수준 변인에서 학교평균성적의 계수가 음수인 것은 다른 학교평균변수

를 상당 부분 통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학교수준의 평균변수(aggregate variable) 간 상관은 

0.4~0.6 정도로 다른 변수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산출된 것이며, 실제로 하나의 

변수만 넣는 경우에는 계수가 양수로 산출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학교평균성적이 높은 학교에서 학교평균 

사교육시간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산출된 것인데 이 모형에서는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선

택편의까지 조정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변수를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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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를 <표 4>에, 히스토그램과 상자그림을 부록의 [그림 1],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결과

를 보면, 각 집단의 경향점수 분포는 다르지만 전체 범위에 있어서는 거의 겹치는(overlapping)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집단의 경우, 이봉형(bimodal) 분포를, 처치집단의 경우에는 부적 편

포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영역 가정을 확인한 후, 겹치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범위가 거의 겹치기 때문에, 뒤에서 극단가중치를 잘라내는 부분과 중

복되므로 함께 진행하였다.

극단 가중치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크게 가중치 자체를 줄이거나 일부 가중치를 제거하는 방

식이 주로 활용된다. 이 중 전자의 경우, 정규화 가중치(normalized weight)와 안정화 가중치

(stabilized weight)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자5)를 활용하였다. 정규화 가중치

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는역확률가중치 는처치집단 는통제집단
은각집단의사례수 는개체를의미

이 경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규화 상수는 각각 약 0.737, 약 0.263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수를 곱하여 정규화 가중치를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규화 가중치의 경우, 역확률 가중치 

자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을 합이 각 집단이 되도록 척도를 조정한 것일 뿐이므로 의미 

자체는 역확률 가중치와 동일하다.

5) 정규화 가중치의 경우, 해당 개체의 가중치에 정규화 상수(normalizing constant)를 곱하는데, 여기서 정규

화 상수란 해당 개체의 가중치를 해당 개체가 속한 집단(처치 혹은 통제)의 평균가중치(mean weight)로 나

누는 방식이다(Lanehart et al., 2012). 이렇게 구한 정규화 상수는 각 집단별 평균이 1이며, 따라서 각 집단

별 가중치의 합은 해당 집단의 개체수가 된다. 즉, 이는 경향점수 가중치 외에도 표집 가중치와 같이 일반

적으로 가중치를 표본에서 다룰 때, 흔히 활용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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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가중치 합

역확률 

가중치

통제

(N=1,169)
3.802 5.596 7.508 99.675 1.007 100.913 4444.841

처치

(N=3,477)
1.357 0.920 7.380 75.756 1.006  15.311 4718.461

총계

(N=4,646)
1.972 3.104 12.656 292.792 1.006 100.913 9163.302

정규화 

가중치

통제

(N=1,169)
1.000 1.472 7.508 99.675 0.265  26.540 1169.000 

처치

(N=3,477)
1.000 0.678 7.380 75.756 0.742  11.283 3477.000 

총계

(N=4,646)
1.000 0.943 9.235 163.927 0.265  26.540 4646.000 

<표 5> 역확률 가중치, 정규화 가중치의 기술통계 비교(N=4,646)

가중치를 줄인 이후, 전체 표본이 4,000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Rubin(2001)의 기준을 적용하여 10 이상의 가중치를 갖는 일부 사례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정규

화 가중치에 의해서는 처치집단 2명, 통제집단 4명 총 6명을 함께 제거하였다. 아래는 일부 사례

를 제거한 이후의 로지스틱 정규화 가중치를 나타낸 표이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통제

(N=1,165)
0.947 1.102 3.295 16.158 0.265 9.035 

처치

(N=3,475)
0.994 0.635 6.819 64.365 0.742 9.998 

총계

(N=4,640)
0.983 0.779 5.057 37.235 0.265 9.998 

<표 6> 최종 사례의 정규화 가중치 기술통계(N=4,640)

2) 공변인 균형 검토

아래 표는 각 공변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교육 참여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정규화 가중치 

및 안정화 가중치를 투입한 일변량 가중회귀분석(univariate weighted regression) 결과이다. 27

개의 공변인에 대하여 27번 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하나의 표로 묶어 제시하였다.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시간이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929

변수 b s.e β 변수 b s.e β

사전 사교육 참여 0.021 0.018  0.025 학업스트레스 0.001 0.038   0.001 

여학생 0.026 0.025  0.022 학습자로서의 이해 0.034 0.040   0.019 

첫째 여부 0.025 0.025  0.022 사전 성적 11.219 * 4.356   0.059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0.041 0.027  0.030 학교평균 성적 2.454 2.181   0.025 

모 학력 0.004 0.070  0.001 
학교평균 

사교육시간
0.060 0.034   0.037 

로그 월평균 교육비 0.080 * 0.041  0.049 
학교평균 

학업스트레스
0.002 0.008   0.004 

교육 부담 정도 0.042 0.054  0.018 
학교평균 

로그가구소득
0.014 0.013   0.026

선행학습의 사교육 

여부
0.020 0.025  0.018 사립 -0.005 0.011 -0.008 

EBS 활용 정도 -0.014 0.038 -0.008 도시 0.005 0.014   0.006 

부모교육포부

(2-3년제)
-0.006 0.009 -0.011 남녀별학 -0.007 0.016 -0.010 

부모교육포부

(4년제)
0.000 0.025  0.000 

학교 선행학습

사교육 비율
0.005 0.005   0.022 

부모교육포부(석사) 0.009 0.016  0.012 
학교 평균 

학교부모참여
0.031 0.065   0.011 

부모교육포부(박사) 0.003 0.022  0.003 
학교 평균 

EBS 이용
-0.003 0.008 -0.008 

부모의 학교참여 0.328 0.18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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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 균형 검토(N=4,640)

Leite(2016)는, 공변인 균형 검토 시 가설검증보다는 표준화 계수에 주목할 것을 권장한 바 있

다. 물론, 효과 크기의 관점에서 공변인 균형을 검토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이것이 결국 일반화의 목적을 갖는다면, 가설 검증에 대한 검토 역시 함께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살펴본다면 더 강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설검증과 표준화 계수를 모두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결과를 살펴보면, 27개 변인에 대하여 로그월평균교육비와 사전 성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 역시도 0.1을 넘지 않았다. 부록의 [그림 3]과 [그림 4]는 가중치를 통해 

선택편의를 조정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27개 변인 중 로그월평균소득의 결과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기 전 두 표본 집단 간의 공변인 분포가 상당히 달랐던 데 

비해(부록 [그림 3] 참고), 가중치를 적용함에 따라 두 집단의 로그월평균소득이 매우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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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그림 4] 참고).

3) 평균처치효과(ATE) 산출

이렇게 산출한 가중치를 바탕으로 하여 평균처치효과를 산출하였다. 정규화 가중치의 경우,

표준화 차이를 기준으로 하면 모든 사전 공변인이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선택편의를 제거하고자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로그월평균교육비, 사전성적을 투입하였다. 이렇

게 하여, 비가중 모형과 처치변수만 투입한 가중모형, 로그월평균교육비, 사전성적을 투입한 가

중 모형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 다음의 <표 8>이다.

비가중 모형에서 사교육 참여와 미참여 집단 간의 차이가 0.345점 가량으로 추정된 데 비하여,

가중 모형1과 가중 모형2에서는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가중 

모형에 비해 가중 모형2의 표준화 계수 크기가 약 절반가량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학업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수 공변인의 영향력을 가중치를 통해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가중 모형1과 가중 모형2의 결과 비교에서 계수 크기가 다시 줄어든 것은 경향점수를 통한 공변

인 균형 검토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변수를 다시 통제하는 것이 필요

함을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공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들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략 0.159점 가량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b s.e z p β

비가중 모형 0.345 *** 0.026 13.530 0.000 0.195

가중 

모형

가중 모형1

(처치변수만 투입)
0.172 *** 0.036 4.720 0.000 0.097

가중 모형2

(로그월평균교육비, 사전성적 투입)
0.159 *** 0.037 4.280 0.000 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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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모형별 평균처치효과(ATE) 추정치 비교(N=4,640)

2. 사교육 시간 모형

1) 일반화경향점수 및 가중치 산출

다음으로 사교육 시간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교육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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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475명을 선별하였다. 사전 공변인은 중 사전(중1) 사교육 참여 여부 변수를 사전(중1) 사

교육 참여 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는 참여 모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 선형회귀모형

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사교육 참여 모형에 비해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수가 적고 모형의 설명량도 약 0.228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 참여와 미참여 집

단 간의 차이에 비해 참여 집단 내의 이질성이 작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수 b s.e t p β

절편 -0.215 0.583 -0.370 0.712   -

사전 로그사교육시간 0.104 *** 0.010 10.220 0.000 0.187 

여학생 -0.054 * 0.026 -2.120 0.034 -0.032 

첫째 여부 0.013 0.026 0.520 0.603 0.008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029 0.029 0.980 0.330 0.018 

모 학력 0.022 0.013 1.710 0.088 0.029 

로그월평균교육비 0.170 *** 0.026 6.680 0.000 0.132 

교육 부담 정도 0.021 0.014 1.440 0.151 0.024 

선행학습의 사교육 여부 0.104 *** 0.027 3.840 0.000 0.062 

EBS 활용 정도 -0.013 0.017 -0.750 0.456 -0.012 

부모 교육포부(2-3년제 대학) 0.090 0.084 1.070 0.285 0.022 

부모 교육포부(4년제 대학) 0.060 0.061 0.990 0.325 0.036 

부모 교육포부(석사) 0.125 0.068 1.830 0.068 0.052 

부모 교육포부(박사) 0.119 0.065 1.840 0.065 0.059 

부모의 학교참여 0.003 0.004 0.720 0.470 0.012 

학업스트레스 0.077 *** 0.017 4.490 0.000 0.070 

학습자로서의 이해 0.052 ** 0.017 2.990 0.003 0.047 

사전 성적 0.002 *** 0.000 7.660 0.000 0.154 

학교평균 성적 0.000 0.001 0.230 0.815 0.006 

학교평균 로그사교육시간 0.048 0.038 1.280 0.201 0.039 

학교평균 학업스트레스 -0.074 0.085 -0.870 0.384 -0.015 

학교평균 로그가구소득 -0.075 0.097 -0.770 0.442 -0.021 

사립 0.082 0.055 1.500 0.133 0.024 

도시 0.058 0.046 1.250 0.211 0.022 

남녀별학 0.054 0.044 1.220 0.223 0.019 

학교 선행학습 사교육 비율 0.023 0.153 0.150 0.882 0.003 

학교평균 학교부모참여 0.028 0.015 1.890 0.059 0.041 

학교평균 EBS 이용 0.048 0.085 0.560 0.57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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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일반화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선형회귀모형 분석결과(N=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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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모형을 통하여 산출한 일반화경향점수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 10>과 같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일반화 경향점수 0.383 0.147 -0.840 2.616 0.000029 0.540067

<표 10> 사교육 시간에 대한 일반화경향점수의 기술통계 비교(N=3,475)

이분형 혹은 다분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와 달리, 연속형 경향점수의 경우, 처치가 연속체

(continuum)이므로 공통영역 가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연속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경향점수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에도, 공통영역의 가정은 가정 상으로만 언급할 뿐 

실제 분석상에서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처치가 연속변수라는 점에서 이것을 모든 개체

가 모든 처치값에 대하여 예측확률이 겹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Kluve et al.(2007)은 연

속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경향점수를 처음 제안한 Hirano & Imbens(2004)가 공변인 균형을 평가

하기 위하여 활용한 층화 방식을 응용하여 공통영역 가정에 대한 평가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방

식은 이후에 Polachek & Tatsiramos(2014), Kreif, Grieve, Díaz, & Harrison(2015)의 연구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Kluve et al.(2007)에 따르면, 연속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에 대해 공통영역의 가정을 확인하

기 제안한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처치범위에 따라, 30백분위, 70백분위를 기준으로 총 3집단으로 나눈다.

2) 각 집단의 처치변인의 중앙값에서의 GPS를 비교한다. 

3) 각 처치 조건에 대해, 3집단의 경향점수 커널밀도플롯을 그려 영역이 겹치는지 확인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다소 우회적인 방식이나, 연속형 경향점수가 갖는 가정 검토에 대한 약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평균이 아닌 중앙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경향점

수의 특성상, 편포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Kluve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30백

분위, 70백분위를 활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례수가 충분하므로 25백분위, 75백분위를 활용

하여 총 3집단으로6) 분할하였다. 25백분위는 약 1.234, 75백분위는 약 2.493였으며 이에 따라 나

눈 세 집단의 사례수와 비율, 각 집단에서 처치의 중앙값은 다음 <표 11>과 같다.

6) 층화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할지, 또한 그 때 백분위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모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모수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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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사례수(명) 비율(%) 집단의 중앙값

집단 1   881 25.35 0.741937 

집단 2 1,657 47.68 1.848455 

집단 3   937 26.96 2.714695 

계 3,475 100.00 1.887070 

<표 11> 공통영역 가정 검토를 위한 집단 구분(N=3,475)

이렇게 구한 각 집단별 처치의 중앙값을 일반화경향점수 산식에 투입하여, 특정 개체가 세 

가지 처치를 받을 확률을 구한 후, 각 집단별로 이 확률의 분포가 겹치는지 기술통계를 통하여7)

확인하였다. 앞서 일반화 경향점수 추정 모형에서 볼 수 있었듯,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간에

는 동질성이 있으므로 확률이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공통영

역에 속하지 않은 78명을 제거하였다.

집단 구분

공통영역 조정 전 공통영역 조정 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GPS1

집단 1 881 0.287 0.131 0.026 0.540 871 0.284 0.129 0.026 0.540 

집단 2 1657 0.196 0.121 0.014 0.540 1,643 0.197 0.120 0.026 0.540 

집단 3 937 0.129 0.103 0.009 0.540 883 0.135 0.102 0.026 0.540 

계 3,475 0.201 0.132 0.009 0.540 3,397 0.203 0.130 0.026 0.540 

GPS2

집단 1 881 0.462 0.094 0.069 0.540 871 0.465 0.086 0.169 0.540 

집단 2 1657 0.487 0.069 0.151 0.540 1,643 0.489 0.066 0.175 0.540 

집단 3 937 0.468 0.074 0.165 0.540 883 0.478 0.061 0.167 0.540 

계 3,475 0.475 0.078 0.069 0.540 3,397 0.480 0.071 0.167 0.540 

GPS3

집단 1 881 0.188 0.113 0.003 0.529 871 0.190 0.112 0.014 0.529 

집단 2 1657 0.278 0.127 0.012 0.540 1,643 0.277 0.126 0.015 0.529 

집단 3 937 0.364 0.127 0.014 0.540 883 0.354 0.123 0.014 0.529 

계 3,475 0.278 0.139 0.003 0.540 3,397 0.275 0.135 0.014 0.529 

<표 12> 공통영역 조정에 따른 처치집단별 일반화경향점수 비교

2) 공변인 균형 검토

이와 같이 공통영역 가정이 성립함을 확인한 이후, 역확률 가중치와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7) 지면 상 한계로 밀도플롯을 도시하는 대신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934  아시아교육연구 19권 4호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역확률 가중치 7.138 70.263 37.631 1695.703 1.852 3417.811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1.023 1.070 18.738 567.671 0.087 39.568 

<표 13> 역확률 가중치, 안정화 가중치의 기술통계 비교(N=3,397)

3,398명 중 10 이상의 극단적 가중치를 갖는 개체인 8명을 제거한 후 3,389명을 최종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 14>는 공변인 균형 검증을 위하여 공변인을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를 

로그 사교육 참여 시간으로 하여 가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변수 b s.e z p β

사전 사교육 참여 시간 0.058 0.047 1.240 0.215 0.030 

여학생 0.008 0.014 0.570 0.566 0.013 

첫째 여부 0.001 0.014 0.100 0.922 0.002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007 0.014 0.490 0.623 0.011 

모 학력 0.006 0.034 0.170 0.863 0.004 

로그월평균교육비 0.029 0.020 1.400 0.161 0.035 

교육 부담 정도 0.015 0.030 0.500 0.619 0.012 

선행학습의 사교육 여부 0.010 0.014 0.750 0.453 0.017 

EBS 활용 정도 0.006 0.025 0.240 0.812 0.006 

부모 교육포부(2-3년제 대학) -0.005 0.005 -0.930 0.354 -0.019 

부모 교육포부(4년제 대학) 0.004 0.014 0.280 0.782 0.006 

부모 교육포부(석사) 0.008 0.011 0.740 0.456 0.018 

부모 교육포부(박사) -0.001 0.012 -0.070 0.941 -0.002 

부모의 학교참여 0.062 0.104 0.600 0.549 0.013 

학업스트레스 0.023 0.024 0.970 0.333 0.024 

학습자로서의 이해 0.004 0.020 0.200 0.843 0.004 

사전 성적 3.003 2.273 1.320 0.187 0.031 

학교평균 성적 0.900 1.190 0.760 0.449 0.017 

학교평균 사교육시간 0.015 0.020 0.730 0.468 0.018 

학교평균 학업스트레스 0.003 0.005 0.720 0.469 0.016 

학교평균 로그가구소득 0.008 0.006 1.210 0.228 0.027 

사립 0.009 0.008 1.150 0.248 0.029 

도시 0.004 0.008 0.520 0.603 0.011 

남녀별학 0.010 0.009 1.120 0.261 0.027 

<표 14> 사교육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에 대한 균형 검증(N=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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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공통영역을 확보하고 극단가중치를 제거한 이후 모든 공변인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으며, 표준화 계수 역시 0.1, 더 나아가 0.05보다도 작게 나타나 공변인 균형이 상당

히 양호하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균처치효과(ATE) 산출

이와 같이 구한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가중회귀모형에 적용하여, 사교육 시간에 대한 선택

편의를 조정한 이후,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15> 참고). 분석 결과, 가중치를 통해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에도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

을 참여할수록 중학생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구체적으로

는 로그 사교육 참여 시간이 1단위 증가할 때, 학생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는 0.059점 만큼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전과 후의 두 모형에서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비교하면, 대략 

절반 가량으로 그 크기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전 나타난 

로그 사교육 참여 시간의 효과 중 절반 가량은 학생이 가진 사전적 특질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교육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혼재 변인에 대한 충분한 통제가 필요함을 시사하

는 결과이기도 하다.

변수 b s.e z p β

비가중 모형
절편  2.532 *** 0.031  82.720 0.000  

로그 사교육 참여 시간 0.099 *** 0.015 6.570 0.000 0.112

가중 모형
절편  2.607 *** 0.042 62.070 0.000  

로그 사교육 참여 시간 0.059 ** 0.022 2.650 0.008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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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평균처치효과(ATE) 추정 결과(N=3,389)

단, 로그사교육 시간이라는 변수가 갖는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원척도인 시간의 측면

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8)이 가능하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참여 시간의 

학교 선행학습 사교육 비율 0.001 0.003 0.310 0.759 0.007 

학교평균 학교부모참여 0.011 0.037 0.280 0.777 0.007 

학교평균 EBS 이용 -0.002 0.004 -0.400 0.686 -0.009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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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는 2시간, 중앙값은 6.5시간, 상위 10%는 16.7시간이다. 이를 통해, 일주일 평균 2시간

을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는 2.65, 6.5시간을 사교육에 할애하는 학생의 학업스트

레스는 2.72,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은 2.77 정도로 추정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의 제 4차 및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시간이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참여 여부와 

시간을 2단계 모형으로 다룸으로써 사교육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

고자 했으며 방법론의 측면에서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IPTW)를 

활용하여 계수의 과대추정을 줄이고 보다 엄밀한 인과추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참여 모형의 경우, 가중치를 통해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공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0.159점 가량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교육 시간에 미치는 공변인으로 인한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에도,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모형에서 모두 가

중치를 통해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이전과 이후 표준화 크기는 약 절반 정도로 유사하게 감소하

였다. 이는 학생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 중 사교육 참여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공변인으

로 인한 부분이 대략 절반가량에 해당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이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실증적 결과는 사교육이 청소년의 심

리정서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스트레스가 그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변인일 가능성

을 시사한다.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문제 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결

과는 기존의 여러 연구(강혜정, 강성현, 임은미, 2014; 김민주, 이동귀, 2018; 김아영 외, 2012; 김

진아, 2015; 오미숙, 심우찬, 2014; 좌현숙, 2014; 채진영, 2012)를 통해 보고되어왔으며, 사교육이 

우울과 같은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 역시 일각에서 보고되어왔다.

이와 더불어 학업스트레스가 심리 구인이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등교 시간 외에도 상당 시간을 

8) 예를 들어, 사교육 참여 시간이 t일 때, 학생이 받는 학업스트레스는 ln이다. 여기서 시간이 1단

위 증가했을 때의 스트레스는 ln  ln ln 이므로 증가분은 

 ln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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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에 할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업스트레스는 사교육과 청소년의 정서를 매개하는 중요

한 매개변인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인과추론의 관점

에서 사교육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사교육 참여 여부와 강도를 나타내는 시간을 고려하여 인과추론을 수행하였

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는 향후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요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 청소년의 정의적 요인

을 다루는데 있어서 다양한 조절변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여러 연구

를 살펴보면, 부모의 성취 압력, 학습 관여, 교육 참여 등 유사한 변인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설계

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기도 하고(김종백, 김준엽, 2009; 오정희, 선혜연, 2013) 감소하기

도 하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김종백, 김준엽, 2009; 이뿐새, 2017). 그러나 이는 서로 배치되는 

결과가 아니라 각 연구 설계에서 학업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혹은 그 향상 정도 

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볼 때, 사교육의 경우

에도 동일한 시간을 참여하였더라도 학업탄력성이 높은 학생이 학업스트레스가 낮을 수 있으며,

사교육 이후 실제 성취도가 향상되었다면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사전 성

취도 수준에 따라 사교육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역시 다를 수 있다는 가설 하에 분위별 효과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경향의 측면에서 경기 지역의 중학교 2학년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사교육 참여의 평균적인 영향력을 추정하였으나 이후 이와 같은 조절

변인을 고려한다면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 청소년의 정서적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함

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의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활용한 경향점수 역확률가중

치와 같이 인과추론을 고려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한다면 인과 추론 측면에서도 보다 엄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교육 참여 시간이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시간 

이어지는 사교육 참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도부터 교습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여 심야 교습을 규제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경기

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를 통해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중학생의 70%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 참여 

시간의 상위 10%가 주당 16.7시간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많은 학생이 여전히 상당 

시간을 사교육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하(2009) 역시 현행 심야 

교습 제한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학생들의 

방과 후 자유시간 및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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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수행된 대부분의 사교육 연구에서는 주로 학생의 학업성취라는 사교육의 제 1 목적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결과와 같이 사교육에는 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저해요인으로서의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교육 연구에서는 정의적 발달의 관점에서 

사교육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PISA 2015에서는 ‘학생

이 느끼는 삶의 질(Student’s Well-being)’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그동안 ‘학

생들이 우수한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한국 교육에서도 ‘학생들이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 역시 

던져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PISA의 변화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관점에서 중등학생의 과도한 학업부담을 학생으로서 짊어져야 할 과업으로서 당연시하는 경향,

성적이라는 인지적 성취가 주목적이 되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되돌아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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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Time

o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9)10)11)

Byeon, Sangmin*

Shin, Junghwi**

Yang, Junhy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time

o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using the 4th and 5th data from GEPS(Gyeonggi

Educational Panel Study). In order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terms of

causal inference, the propensity score method for reducing selection bias was used as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IPTW). We employed a binary treatment and a continuous

treatment model for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time, respectively. Firstly,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was found to increase students’ academic stress. Secondly, the more time

students spend in private tutoring, the more stress students tend to perceive. Thirdly, adjusting

selection bias with weights, standardized effects were reduced by about half in both models.

These findings imply that academic stress could be a major factor mediating the private tutoring

and students’ negative emotionality. In addition, studies on private tutoring in terms of the

affective domain need to be implement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

for follow-up studies.

Key words: private tutoring, academic stress, causal inference, selection bias,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G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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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경향점수 모형의 가정 검토를 위한 플롯

[그림 1]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로지스틱 

경향점수 분포를 나타낸 히스토그램

[그림 2]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로지스틱 

경향점수 분포를 나타낸 상자그림

[그림 3] 사교육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로그월평균소득의 커널밀도함수(비가중)

[그림 4] 사교육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로그월평균소득의 커널밀도함수(정규화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