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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

교육 참여 시간의 효과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

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종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GEPS) 중학생 패널 1차년도~3차년도(2012년~2014년) 자료

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처치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참여 시간 외에 영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전 공변인들의 영향력, 즉 선택편의(selection bias)

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교육 처치 이전인 중학교 1, 2학년 

시기의 사전 공변인을 활용하여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산출하였

다. 이후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를 다층모형에 적용하여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따른 사교육 효

과를 분석하였다. 그럼으로써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참여 시간의 효과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여부가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1-1. 선택편의 통제 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여부가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1-2. 선택편의 통제 이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여부가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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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2.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1. 선택편의 통제 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2. 선택편의 통제 이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분석에는 SPSS 22.0과 R package, HLM 6.08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전에는 중학생의 영어성취도에 대한 사교

육 참여 여부의 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

편,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를 통해 사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편의

를 조정한 이후 중학생의 영어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참여 효과는 더 이

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 참여 집단과 통제집단

에 대해 관찰된 사전 공변인이 동등하다면, 사교육 참여 효과는 나타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따라 사교육 참

여 여부가 중학생의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부적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했을 때의 학

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전에는 중학생의 영어성취도에 대한 사교

육 참여 시간의 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교육과 자기조

절학습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경향

점수 역확률 가중치를 통해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에는 사교육 시간에 대한 계수 크기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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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 참여 시간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여전히 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이 사교육 시간을 늘렸을 때의 효과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

은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수준에 따라 집단별 한계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사교육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종단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행동적 영역을 반영하

지 못하였다는 점을 연구의 주된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주요어 : 사교육, 자기조절학습능력, 조절효과, 다층모형, 선택편의, 경향

점수, 일반화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

학  번 : 2018-2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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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8년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일부 계층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계층으로 보

편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 수준에서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정책을 다루어 왔던 것도 한국에서의 사교육의 영향력이 그만

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열된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를 유발하고(김형원, 2017. 4. 3.; 변상민 외, 2018), 지나친 투자 비용으

로 인해 가계 부담을 심화시키고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강창

희, 이삼호, 2010; 김지하, 2009), 교육기회의 형평성 저해로 인한 불평등 

문제로 나아가 사회계층의 이동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로까

지 확대될 수 있다(김지하, 2009; 성낙일, 홍성우, 2008).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의 내실화, 교

육 외적인 사회문화적 개선, 대학입시 방안 개선 등의 방법으로‘사교육 

경감’을 추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매년 조사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 참여 시간 및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에 의하면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1.7%,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 대

비 7.0%, 늘어났으며, 1인당 주간 사교육 참여시간도 6.1시간에서 6.2시

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19).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확대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공교육의 질이 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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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공교육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요를 채우기 위해 사교육을 수강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교육은 서열 경쟁이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므로 대학 입시제도 등을 개선해야 사교육의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강창희, 이삼호, 2010; Baker et al 2001). 

  이러한 두 가지 원인은 결국 교육 주체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사교육

비를 투자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실질적인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사교육 효과 연구들은 처치 변인으로 사교육 참여 여부,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비 지출 등을 설정하여 사교육 효과를 분석해 왔었다.

  한편, 사교육 효과는 학생 개인의 배경이나 학습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 효과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

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연구(김민선, 백일우, 2016; 김희

삼, 2010; 이광현, 권용재, 2011; 차동춘, 2015) 및 학생의 배경이나 특성 

변인을 조절 변인으로 설정하여 사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

되어왔다(신종호 외, 2010; 박남수 외, 2010). 특히 사교육 연구에서 특정 

변인의 조절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사교육이 해당 변인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참여가 학생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부모의 주

도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교육 참여

에 있어 학생의 자율적인 의지보다는 부모의 압력에 의해 사교육에 참여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김진영, 2007; 최윤진, 2015). 부모 주도로 사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과도한 사교육 의존의 후유증을 겪고 수동적인 학

습태도를 가질 수 있어(최윤진, 2015), 사교육 참여의 본 목적인 학업성

취도 향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학습자의 학업 자기효능감에 

따라서도 사교육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박남수, 박서홍, 2010). 

따라서 사교육 효과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지, 또는 자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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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학습능력을 얼마나 발휘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

효과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한편 사교육 효과에 있어 다른 변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

들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공변인 차이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

은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경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사교육 효과가 실제로 사교육으로 인한 효과라기보다는 공변인에 

의해 오염된(coufound) 효과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에서 보

고된 사교육 효과에 대한 추정치가 편의(bias)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강창희, 이삼호(2010)도 사교육 연구에 있어 사교육 처치를 제외하고, 

사교육 참여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찰되지 않은 공변인

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쳐 사교육 효과 계수에 대한 추정치를 왜곡시

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김희삼, 2010). 따라서 강창희, 이삼호(2010)은 

이러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구변수법

(instrument variable), 고정효과모형, 학업성취도보다 앞선 시점에서의 사

교육 변수 활용, 경향점수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중 사교육 처치 변인과 종속 변인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향점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공변인 차이는 학생 수준 변인에서도 나타

날 수 있지만, 학교 수준 변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변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층 구조를 반영하여 통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다층 구조를 반영하여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를 추정한 후 이를 분석 모형에 적용하여 후술할 선택편의

(selection bias)를 통제하고자 한다. 이후 다층모형을 통해 영어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 참여 시간의 효과를 자기조절학습능력

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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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여부가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1-1. 선택편의 통제 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여부가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1-2. 선택편의 통제 이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여부가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1. 선택편의 통제 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2. 선택편의 통제 이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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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선택편의 조정을 통한 사교육 효과 연구 개관

  가. 선택편의

  Rubin(1974)의 인과 모형(Rubin causal model, RCM)에 따라 다층 구조

에서 처치효과(treatment effect)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속

한 개인()이 처치 집단( )에 속할 때의 잠재적 성과(potential 

outcome)과 통제 집단( )에 속할 때의 잠재적 성과 간의 차이를 산

출하여야 한다(Hong & Raudenbush, 2003; Leite at al., 2015; Thoemmes 

& West, 2011). 이는 처치를 받은 개인에 대해서는 처치를 받았을 때의 

실제로 나타난 결과와 만약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나타났을 잠재적 결과 

간 차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처치를 받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는 처치효

과란 만약 처치를 받았다면 나타났을 잠재적 결과와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 실제로 나타난 결과 간 차이를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식 Ⅱ

-1>과 같다.

1) <식 Ⅱ-1>

  그러나 우리는 처치를 받은 개인과 받지 않은 개인의 실현된 결과

1) 와 를 통칭하여 ‘잠재적 성과 또는 잠재적 결과(potential outcome)’라고 한

다. 그리고 잠재적 결과가 실현될 때 관찰되는 결과를 잠재적 결과와 구분해 ‘실현
된 결과(realized outcome)’라고 한다. 그리고 실현된 결과에 비교되는 잠재적 결과
를 가상적 대응치(counterfactual)라고 한다(강창희 외, 2013; Rosenbaum & Rubi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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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zed outcome)만 관찰할 수 있다. 한 개인이 동시에 처치집단과 통

제집단에 속할 수 없으므로 처치를 받았을 때의 실현된 결과와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의 실현된 결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 다시 말해, 처

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알고자 했던 와 는 현실적으로 동시에 

관찰될 수 없다. 따라서 한 개인에 대해서 처치효과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처치에 대해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이 일어난다고 가정

한다면, 한 개인()에 대한 가상적 대응치는 반대되는 처치를 받은 집단

의 결과에 대한 평균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성과에 대한 평균적인 차이로 처치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 ATE)2)는 처치집단과 통제집

단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이질적(heterogeneous)인 처치효과의 평균이

다.3) 다시 말해, 평균 처치효과는 처치를 받은 집단의 성과에 대한 평균

과 처치를 받지 않은 집단의 성과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 Ⅱ-2>과 같다.

      <식 Ⅱ-2>

  평균 처치효과는 다음 <식 Ⅱ-3>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 

       <식 Ⅱ-3>

2) 처치집단에서의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reated; ATT)도 자주 
사용된다. 이는 처치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실제 결과와 만약 이들이 처치를 받지 않
았을 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와의 차이를 평균한 처치효과이다. 이를 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TT    
3) 이질적이라 표현한 이유는 각 개인마다 처치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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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에서  와  은 각각 처치를 받을 확률과 처치를 

받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 처치집단에 속

한 사람들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he 

Treated; ATT)를 의미하고,   는 처치집단에 속하지 않

은 사람들, 다시 말해 통제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

(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he Untreated; ATU)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리하면, 전체 모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ATE)는 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ATT)와 통제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ATU)의 가중평균

이며, 이 때의 가중치는 처치를 받을 확률이다.

  만약 처치에 대해 무작위 배정이 일어났다는 가정이 충족된다면 평균 

처치효과는 다음 <식 Ⅱ-4>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Ⅱ-4>

  위 식에서  = 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처치가 

무작위적이라는 가정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는 처치의 무작위성으로 인

해 처치와 잠재적 성과 사이에 무조건부 독립성 가정(Un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이 성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조건부 독립성 가정> ⊥ <식 Ⅱ-5>

   만약 처치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아 무조건부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

지 않는다면 <식 Ⅱ-5>에서  = 는 더 이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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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 Ⅱ-6>

  즉, 처치에 대한 무작위 배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평균 처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를 구하게 되면 이 값은 

평균 처치효과가 아니라 처치집단에서의 평균 처치효과(ATT)에서   를 합한 결과가 되어버린다. 여기서  

  를 처치에 대한 무작위 배정이 나타나지 않

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라 한다(Angrist & Pischke, 

2009). 선택편의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있어 처치 변인 이외에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공변인들 간 차이로 인해 종속 변인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변상민, 2017).

  선택편의를 제거 또는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작위 배정이다. 

왜냐하면, 연구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처치집단과 통

제집단 간에 존재하는 관찰된 특성뿐만 아니라 측정 불가능하거나 관찰 

불가능한 특성들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이다(강창희 외, 

2013; 박광배, 2003). 그러나 사람, 기업 또는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연구에서 연구대상에 대한 무작위 배정을 한 후 실험

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무작위 실험이 쉽지 않

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통계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경향점수

(propensity score, PS)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경향점수는 조건부 독립성 가정(Unconfoundedness Assumption;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이라는 다소 완화된 가정에 기반하

고 있는데, 이는 공변인 X가 주어져 있을 때 처치와 결과 변인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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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변인 X가 동일한 값으로 주

어져 있다면 처치와 결과 변인이 독립적이란 의미이다. 이는 공변인들이 

주어진 경우 처치가 무작위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공변인이 주어졌을 때 각 개인이 처치 집단 또는 통제 집

단에 속할 확률은 어느 정도 중복된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공통 

영역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 또한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정을 합쳐 ‘강한 무관성의 가정(Strong Ignorability of treatment 

assignment assumption)’이라고 한다(Rosenbaum & Rubin, 1983). 

<조건부 독립성 가정> ⊥  <식 Ⅱ-7>

<공통 영역 가정>   <식 Ⅱ-8>

  Rosenbaum과 Rubin(1983)은 위와 같은 가정을 만족할 때 경향점수를 

이용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있어 공변인이 동일한 분포를 가진 상황

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다. 경향점수는 다양한 공변인을 1차원 변수인 

경향점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수한 간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Rajeev & 

Sadek, 2002). 그리고 경향점수 추정에 활용된 사전 공변인에 대해서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점수의 

한계점으로는 관찰 불가능한 공변인들을 고려할 수는 없으며, 관찰된 공

변인들에 대해서만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함으로써 처치의 무작위성

을 간접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경향점

수 추정 시 일부 공변인이 누락되더라도 편의(bias)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고, 처치효과에 있어 강건(robust)하다고 알려져 있다(Drak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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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향점수를 활용한 사교육 효과 연구

  경향점수(Propensity Score, PS)란 관찰된 공변인들이 주어졌을 때, 각 

개인 또는 사례가 처치집단에 속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Rosenbaum 

& Rubin, 1983). 경향점수를 활용할 경우, 처치 변인이나 종속 변인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관찰된 공변인들에 대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동등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효과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조정한 후 처

치효과를 추정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상경아, 2006; 김지하 외, 2009; 

윤유진 외, 2016; 홍순상 외, 2016; 박성철 외, 2018; 방현주 외, 2018).

  상경아(2006)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활

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사교육 경험이 대입수학능력시험 수리영

역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통제변인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부모 학력, 여성보호자의 지원, 수학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효

능감, 개인 공부 시간, 희망교육수준을 설정하였다. 이후 종속변수를 사

교육 참여 여부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사교육 참여 집단에 

속할 경향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결합표집을 실시하였다. 

이후 종속표본 t-검증을 통해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간 학업성취도 차이

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수리(가) 영역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리(나) 영역에서는 사교육 참여 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하, 김정은(2009)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로 사교육이 상위권 대학 진학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유형을 학원 사교육을 받은 경우와 개인 

사교육을 받은 경우로 구분한 후, 다항 프로빗(multinomial probit) 모형

으로 일반화 경향점수(generalized propensity score, GPS)를 산출하였다. 

이 때 통제변인으로 개인 수준에서는 성별, 개인공부시간, 출생순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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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평가한 자녀의 선천적 능력,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 평균학력, 친

부모와의 동거여부, 형제자매의 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 수준을 설정

하였으며, 학교 수준에서는 국․공립 여부, 평준화 고교 여부, 교사 1인당 

학생수, 기간제 교사 비율, 학교평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교평균 가

구소득, 학교평균 부모 학력을 설정하였다. 매칭 이후에는 중다회귀분석

으로 각 교과별 상위권 대학 진학확률과 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점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는 학원 사교육

과 개인 사교육이 상위권 대학 진학률과 수능 백분위 점수에 유의한 효

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학 교과에서는 학원 사교육과 개인 사교육이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유진, 김현철(2016)은 2013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교육비 자료를 이

용하여, 사교육, 방과후 학교, EBS 참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중 사교육 효과 분석만 따로 살펴보면, 사교육 참여를 

종속변수로, 관찰된 공변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경향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때 통제변인으로는 지역규모, 성별, 가

구소득, 주소득원, 부모학력,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EBS 참여 여부, 학

교성적, 사교육비가 투입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경향점수를 구

한 후에는 경향점수가 같거나 비슷한 사례들을 매칭하여 선택편의를 제

거한 뒤, 종속표본 t검증으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취도 차이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 참여 효과는 모든 학교급에서 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효과 크기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큰 것으

로 나타났다. 

  홍순상, 홍윤표(2016)는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6차년도 자료를 활용

하여 사교육참여와 EBS 시청이 수능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경향점수 매칭을 위해 사교육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통제변인으로 개인수준에서는 

성별, 수업이해도, 수업집중도, 부모 지원에 대한 인식, 가구소득, 교육비

지출, EBS 시청 여부를, 학교수준에서는 평준화 여부, 지역규모, 전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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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부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사교육 참여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수학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철, 황진섭(2018)은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2016년도 자료를 활용하

여 각 학교급별로 지역에 따른 사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후, 중다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부모 연령, 부모의 경제활동, 가구소득, 부모학력, 방과후 학교 참

여 여부,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국내연수비, 교과프로그램비용, 방과

후 학교 비용, 초등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비용, 진학 계획을 투입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지역에 따른 사교육 효과가 유의하

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서울, 강원, 전남, 경기 지역의 경우 유의

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현주, 정혜원(2018)은 서울교육종단연구 7차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여부가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교육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사전 공변인으로 투입하고 

경향점수 매칭을 실시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한 뒤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교육 참여 여부는 수학 학업성취도

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향점수를 활용한 

사교육 효과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Ⅱ-1>과 같다.

저자

(연도)
분석자료 분석방법 경향점수 통제변인 주요 결과

상경아

(2006)

한국교육

고용패널 

1,2차 

자료

경향점수매칭

(PSM)

종속표본 t검증

개인 수준

(수학 흥미, 수학 효

능감, 개인 공부시간, 

희망 교육수준, 소득, 

부모 학력, 여성 보호

자의 지원)

- 수리(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 수리(나): 사교육 

참여 집단의 평

균이 높게 나타

남

<표 Ⅱ-1> 경향점수를 활용한 주요 사교육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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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김정은

(2009)

한국교육

고용패널 

1,2차 

자료

일반화 

경향점수

(GPS)

중다회귀분석

(OLS)

개인 수준

(성별, 개인공부시간, 출

생순서, 능력, 소득, 친

부모 동거여부, 자녀기

대교육수준, 자녀의 수)

학교수준

(국․공립 여부, 평준화 

고교 여부, 교사 1인당 

학생수, 기간제 교사 비

율, 학교평균 학생 1인

당 공교육비, 학교평균 

가구소득, 학교평균 부

모 학력)

- 국어: 유의하지 않음

- 영어: 유의하지 않음

- 수학: 정적효과

윤유진,

김현철

(2016)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2013)

경향점수매칭

(PSM)

종속표본 t검증

중다회귀분석

(OLS)

개인수준

(성별, 가구소득, 주소

득원, 부모학력, 방과

후학교 참여, EBS 참

여)

학교수준(지역)

- 초,중,고 모두 정

적인 효과

- 효과 크기는 중학

교에서 가장 크고 

고등학교에서 가

장 작음

홍순상, 

홍윤표

(2016)

한국교육

종단연구 

6차 자료

(2010)

경향점수매칭

(PSM)

회귀분석

(OLS)

개인수준

(성별, 수업이해도, 수

업집중도, 부모 지원

에 대한 인식, 가구소

득, 교육비, EBS 시

청)

학교수준

(평준화 여부, 지역, 

전문계 여부)

- 수학성취도에 대

해 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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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경향점수를 통해 관찰된 특성들에 대해 처치집

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동등성을 확보한 후 사교육의 평균 처치효과

(ATE)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평균 처치효과는 사교육 참여에 

대한 효과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동질적 효과 가정

(homogeneous impact assumption)’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Heckman 

et al(1993)은 이 가정의 비현실성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

(이석원, 2006). 따라서 다음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사교

육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성철, 

황진섭

(2018)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자료

(2016)

경향점수매칭

(PSM)

중다회귀분석

(OLS)

개인수준

(성별, 부모연령, 부모 

경제활동, 가구별소

득, 부모 교육정도, 

방과후 학교 참여 여

부, EBS교재비, 어학

연수비, 국내연수비, 

교과프로그램비용, 방

과후 학교 비용,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비용, 진학계획)

- 고등학교에서 학

업 성적에 대한 

사교육 효과에 

있어 지역별 차

이 존재

방현주, 

정혜원

(2018)

서울교육

종단연구 

7차 자료

경향점수매칭

(PSM)

위계적 

선형모형

(HLM)

개인수준

(학교만족도, 교사에 

대한 인식, 교우관계, 

수업 분위기, 수업만

족도)

- 수학: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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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위집단별 사교육 효과 연구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사교육 효과를 추정

한 연구로는 차동춘(2015), 김희삼(2010), 이광현, 권용재(2011), 김민선, 

백일우(2016)의 연구 등이 있다. 차동춘(2015)은 한국교육종단연구의 1차

년도부터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성장에 대

한 사교육 참여 시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때 수학 교과의 성취 수

준을 상 집단(상위 20% 정도), 중 집단(중위 40% 정도), 하 집단(하위 

40% 정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별로 다층성장모형으로 사교육 

참여 시간이 학업성취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

교육 효과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나 상위집단에서의 사교육 효과가 가

장 크고 중위집단에서의 사교육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삼(2010), 이광현, 권용재(2011)와 김민선, 백일우(2016)은 분위 회

귀분석(quantile regression method)을 통해 학생의 성적 분위에 따라 사

교육의 차별적 효과(differential effect)를 분석하였다. 분위 회귀분석은 

Koenker와 Basset(1978)이 처음 제안한 방법으로, 조건부 분위(conditional 

quantile) 함수를 사용하여 종속변수의 분위수(quantile)별로 독립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에 대한 계수를 추정한다(김민선, 백일우, 2016; 

Rangvid, 2003). 이 때 한계효과란 다른 공변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될 

때, 독립변수의 1단위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dy/dx)을 의미한다. 

그리고 분위수(quantile)는 자료의 크기 순서에 따른 위치값을 의미하며, 

0.1분위수는 하위 10%, 0.5분위수는 중간값, 0.9 분위수는 상위 10%의 위

치를 의미한다. 다시 정리하면 분위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특정 분위수

별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강창희 등, 

2013), 이 때   은 처치집단의 종속변수에서의 0.1분위수와 통제집

단의 종속변수에서의 0.1분위수 간 차이를 의미한다.

  분위 회귀분석은 단순회귀분석에 비해 극단적인 관찰값(outlier)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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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덜 받으며, 종속변수의 이분산성(heterscedasticity)에도 강건하고, 오

차항의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최소자승법에 비해 보다 효

율적인 계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angvid, 2003).

  김희삼(2010)은 한국교육종단연구의 1차년도부터 3차년도 자료를 활용

하여 과목별·학년별로 사교육의 분위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분위를 0.1, 0.25, 0.5, 0.75, 0.9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사

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 시간 변수를 설명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 시간의 경우 수학과 영어에서는 전 분위에서 유

의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비 모형에서 국어 

교과는 중1과 중3은 0.5분위, 0.75분위, 0.9분위에서, 중2는 0.9분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 참여 모형에서도 국어 

교과는 중1은 0.5분위, 0.75분위, 0.9분위, 중2는 0.75분위와 0.9분위, 중3

은 0.5분위와 0.9분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어 사교육

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주로 하위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광현, 권용재(2011)은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중학생 1차년도부터 3차년

도까지의 자료로 사교육의 분위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수직척도화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각 과목별

로 학업성취도 분위를 0.1, 0.3, 0.5, 0.7, 0.9로 나누어 사교육 참여 시간

과 사교육비 지출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교육 시간 효과는 

대부분의 분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위수가 높아질수록, 계

수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교육비 지출 효과

는 대부분의 분위에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0.9분위에서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위가 높아질수록 효과 크기가 작아지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선과 백일우(2016)는 서울교육종단연구의 중학생 패널 3차년도

(2012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어와 수학 교과의 수직

척도화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각 교과별로 사교육 시간 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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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비용 변수를 동일한 모형 내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학업

성취도 분위는 0.1, 0.25, 0.5, 0.75, 0.9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사교육 시

간의 경우 영어 사교육 시간은 전 분위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수학 사교육 시간은 0.1분위를 제외하고 전 분위에서 정적인 효과를 나

타냈다. 사교육비의 경우 영어와 수학 교과 모두 0.5분위 이상에 해당하

는 학생들에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위가 높아질수록 계수가 커

지는 양상을 보였다. 하위집단별 사교육 효과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저자(연도) 분석자료 분석방법 주요 결과

차동춘

(2015)

한국교육

종단연구

1-3차자료

다층성장

모형
- 사교육 시간: 전 분위에서 유의

김희삼

(2010)

한국교육

종단연구

1-3차자료

분위회귀

분석

- 사교육 비용: 영어와 수학은 전 분위에서 유의, 

국어는 주로 하위권에서 유의

- 사교육 시간: 영어와 수학은 전 분위에서 유의, 

국어는 주로 하위권에서 유의

이광현, 

권용재

(2011)

한국교육

종단연구

1-3차자료

- 사교육 시간: 전 분위에서 유의

- 사교육 비용: 0.9분위를 제외한 분위에서 유의

김민선, 

백일우

(2016)

서울교육

종단연구 

3차자료

- 사교육 시간: 영어는 전 분위에서 유의하며, 수

학은 0.1분위를 제외한 전 분위에서 유의

- 사교육비: 영어와 수학 모두 0.5분위 이상에서 

유의하며 분위가 증가할수록 계수가 커지는 양상 

<표 Ⅱ- 2> 하위집단별 사교육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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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개념으로 

교육심리학 영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능력

(self-regulated learning)은 학습자가 스스로 인지적 측면, 동기적 측면, 

행동적 측면을 통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Pintrich, 

2000; Zimmerman & Schunk, 1989).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조절학습능력

을 크게 인지적 영역, 동기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세 영역으로 구분한

다(송인섭, 2006; 신종호 외, 2006; Pintrich, 2004). 인지적 영역은 인지적 

전략, 초인지적 전략, 비판적 사고 기술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동기적 

영역은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목적과 의욕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숙달목

적 지향성, 자기효능감, 성취가치 등을 포함하며, 행동적 영역은 노력, 

도움 구하기, 학업시간 관리 등을 포함한다.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인이 연구에서 함께 고려되는 경우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상경아, 백순근, 2005). 둘째, 사교육이 자기조절학습능

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오숙영, 

2012; 조은별, 박수원, 2016), 셋째, 학생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변인들

로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있다(도승이, 김성

식, 2014; 박현정 외, 2008). 마지막으로 사교육에 대한 자기조절학습능력

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박남수, 박서홍, 2010; 신종호 외, 

2010).

  상경아, 백순근(2005)은 서울에 소재한 1개 고등학교의 2004년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1학년 2학기까지 성취도 및 태도

의 변화 자료를 수집하여 수학 교과에 대한 과외가 자기조절학습에 미치

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학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받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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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숙영(2012)는 일반계 고등학교 386명을 대상으로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사교육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이 때의 사교육은 사교육 기간과 사교육 비용을 토대로 

잠재요인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사교육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과 학업성취 사이에서 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별, 박수원(2016)은 200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중학

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자료를 대상으로 사교육 시간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사교육 시간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능력을 매

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교육 시간이 학업

적 자기조절능력과 행동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승이, 김성식(2014)은 한국교육종단연구의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의 자료로 3수준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사교육 참여 여부, 참여 시간, 사

교육비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인지전략, 자기효능감, 노력 변인)이 학업성

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 수준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사교육 효과를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정, 상경아, 강주연(2008)은 한국교육종단연구의 1차년도부터 3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포함한 

학생의 학습 심리적 특성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학업성취도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지 다층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사교육 참여 변인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사교육 참여는 중학생 

초기 성적 이외의 성적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자기조절학습

의 동기조절 전략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박남수, 박서홍(2010)은 한국교육종단연구의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의 중학생 자료를 활용하여 영어 교과 사교육에 대한 학업적 자기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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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를 3수준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4) 연구 결과, 영어 학업성취

도에 대한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의 효과는 학업적 자기개념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업적 자기개념의 조절

효과가 부적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사교육 효과는 낮

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신종호, 황혜영, 서은진(2010)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경

우 사교육 비용에 대한 투자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한국교육종단연구 2차년도와 3차년도 중학생 데

이터를 활용하여 중다회귀분석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교육에 대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사교육 효과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인이 고려되었던 연구를 정

리하면 다음 <표Ⅱ-3>과 같다.

4) 이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개념’ 변수의 문항들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공부
를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등 7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이는 주어진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
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Bong & Skaalvik, 2003)의 구성요소이며, 학
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동기적 영역에 포함되므로, 이 연구를 자기조
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관련 선행연구에 포함시켰다.



- 21 -

저자(연도) 분석자료 분석방법 주요 연구 결과

상경아, 

백순근

(2005)

서울소재 

1개 고교 

350명

반복측정 

다변량분석

- 수학 과외 집단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

음

오숙영

(2012)

일반계 

고교 

386명

PLS 

구조방정식
- 사교육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정적인 직접 

효과

-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간 관계에서 자기조

절학습능력 매개효과 유의

조은별, 

박수원

(201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2007)

구조방정식

(SEM)

도승이, 

김성식

(2014)

한국교육

종단연구

1-3차년도

3수준 

다층모형

- 학교 평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효과

를 부분적으로 감소

박현정 등

(2008)

한국교육

종단연구

1-3차년도

다층성장

모형

- 사교육 변인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 사교육 참여는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못미치지만, 자기조절학습능력

은 영향을 미침

박남수 등

(2010)

한국교육

종단연구

1-3차년도

3수준 

다층모형

- 사교육에 대한 학업적 자기개념의 조절효

과는 부적으로 유의

신종호 등

(2010)

한국교육

종단연구

2-3차년도

중다회귀

분석

- 사교육에 대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

과는 유의하지 않음

<Ⅲ-3>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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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분석 자료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수집

한 경기교육종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GEPS)의 중학교 

패널 1차년도부터 3차년도(2012~2014년도)까지의 데이터이다. 경기교육종

단연구는 2012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층화2단계 집락추출을 통해 표본을 선정한 후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강호수 외, 2017). 이 중 중학교 패널은 1차년도에 

63개 중학교의 4,051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에 1차년도 조사를 시행

하였으며, 2013년 11월에는 3,929명을 대상으로 2차년도 조사를 실시하

여 3,874명이 응답하였다. 2014년에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패널 

학생들을 고려하여 7월에 3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3,784명이 응답하

였다. 연도별 조사 시기와 대상자 수는 <표 Ⅲ-1>과 같다.

구분 조사시기 학년 대상자 1차 대비 연계율(%) 학교

1차 2012. 11. 중 1 4,051 -

632차 2013. 11. 중 2 3,874 96.99

3차 2014. 7. 중 3 3,784 93.41

<표 Ⅲ-1> GEPS 중학교 패널 조사 시기, 대상자 수 및 연계율

  이 연구에서 중학교 패널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8년에 학교급별로 사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사

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으며, 사교육비 지출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9). 그러나 일반교과에 대한 사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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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초등학교 55.0%, 중학교 59.3%, 고등학교 45.5%로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체능에 대한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학교

에서는 66.4%로 중학교 24.7%, 고등학교 15.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사교육 참여

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보다 더 활발히 일어난다고 보아 중학교 

패널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같은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해당 학교의 특성

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층모형으로 연구 문

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층모형으로 분석할 때 학교 당 사례 수가 일

정 수준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학교 수준의 변수를 다룰 때 각 학교별로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

집단으로 삼아 표본을 추출한 자료는 이후 해당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

할 때 각 학교별로 고르게 표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교적 최

신 자료는 아니지만 중학생을 모집단으로 삼아 표본을 추출한 경기교육

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3차년도 설문에 응답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63개 학교 

3,784명이다. 이 중 종속 변인과 처치 변인에 있어 하나라도 결측이 있

으면 사례 제거(listwise)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

교육 참여 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모형을 사교육 참여 

모형과 사교육 시간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모형에 대해 종속 

변인과 처치 변인에서의 결측치를 확인하고 하나라도 결측이 있으면 사

례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참여 모형의 경우 

3,725명, 사교육 시간 모형의 경우에는 3,569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

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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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인 및 결측처리

  이 연구에서 이용하는 종속 변인은 3차(2014년) 영어 교과 학업성취도 

수직척도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 영어를 관심 교과로 선정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영어 교과는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 교과에 비해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도 높은 

추세에 있다(통계청, 2019). 둘째,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수학 교과는 

사교육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일부 있으나(방현주, 정혜원, 2018), 상대적

으로 일관되게 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는 편이다(김민선, 

백일우, 2016; 김지하, 김정은, 2009; 상경아, 2006; 홍순상, 홍윤표, 

2016). 그러나 영어 교과의 경우 연구마다 일치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

는 편으로(김민선, 백일우, 2016; 김지하, 김정은; 2009; 하여진, 박현정, 

2015), 영어 사교육이 부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도 있다(오영수, 윤

정식, 2003). 따라서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에 영어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참여 시간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어 교

과를 선정하게 되었다. 

  사교육 참여 여부의 경우 통제집단은 0, 처치집단은 1로 코딩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을 생성할 때에는 통제집단을 ‘-1’, 처치집단을 

‘1’로 코딩하였다. 이는 원 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주 효과 항

과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박광배, 2003; 홍세희, 정송, 2014). 

  사교육 시간의 경우 0.1을 더한 뒤 자연로그로 변환하였다. 일반적으

로 정적 편포를 보이는 연속형 변수의 경우 단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한다. 이 때 별도의 코딩없이 자연로그로 변환

할 경우 관측치가 ‘0’인 값들은 결측치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이를 방

지하기 위해 1을 더한 후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변인을 산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시간의 원 척도가 분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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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의 편의상 60으로 나누었다. 이 경우 사교육 시간

이 ‘1’보다 작은 값이 있으므로 척도를 고려하여 0.1을 더한 다음 자

연로그로 변환하였다(박현정 외, 2008; 변상민 외, 2018).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학습전략 관련 16개 문

항과 학습동기 관련 8개 문항을 평균하여 1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학

습전략과 학습동기를 각각 다른 처치 변인으로 설정하고 주 효과와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항들을 토대로 요인분석

을 한 결과 1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2개 변인으로 나누어 상관관계

를 확인했더니 상관계수가 0.6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따라서 본 분석에

서는 1개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경향점수 추정 모형에는 처치 변인과 종속 변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혼재변인(true confounders)나 종속 변인에 대한 예측변인(predictors 

of the outcome)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Leite, 2017). 혼재변인(true 

confounders)을 모형에서 제외하는 경우 처치효과 추정치에 편의(bias)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혼재변인을 경향점수 추정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

은 처치효과 추정치의 편의와 분산(variance)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Brookhart et al, 2006). 그리고 종속 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을 투

입하는 것은 처치효과 추정치의 편의를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분산을 줄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Brookhart et al, 2006; Cuong, 2013), 경

향점수 모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향점수 추정을 위한 사전 공

변인을 선정하기 위해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인 선정 시 검토

한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사교육 처치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추가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처치 변인

과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인들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는 <표 Ⅲ-2>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처치 이전 시점에서의 공변인을 통

제하여야 하므로, 처치인 3차년도보다 이전 시점인 2차년도에 수집된 변

인들로 경향점수 통제변인을 구성하였다. 다만, 사전 영어성취도는 2차

년도에 수직척도화 점수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년도 수직척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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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활용하였다. 

  다층모형 통제 변인은 경향점수를 추정할 때 활용되었던 공변인들의 3

차년도 값들을 활용하였다.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역확률 가중치를 

활용하였다면, 이 때 통제되었던 변수들을 다층모형에 투입하지 않았다. 

반면에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전 다층모형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검토

한 공변인들의 3차년도 값들과 학생 및 학교의 배경 변인에 해당되는 변

인들을 통제하는 데 투입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층모형에서 다시 후

술하였다. 연구변인 및 문항정보에 대한 내용은 <표 Ⅲ-3>에 제시하였

다.

  공변인에 대한 결측처리는 연속형 변인의 경우 SPSS 22.0에서 EM 알

고리즘으로 단일 대체하였다. 그리고 범주형 변인인 2차년도 진학계획과 

3차년도 진학계획의 경우 r에서 mice 패키지를 활용하여 다중 대체를 실

시하였다. 결측치 대체에 있어 여러 번 대체를 수행한 후 결과를 통합하

여 분석하는 다중 대체(multiple imputation)이 가장 정확하게 모수를 추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EM 대체로도 정확한 모수 추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홍세희 외, 2010; Graham et al, 

2006), 공변인 균형 및 처치 효과의 편의 감소에 있어 단일 대체와 다중 

대체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도 보고되고 있다(Leite & Aydin, 2016). 

따라서 공변인 중에서 결측이 있는 변인을 대상으로 EM 알고리즘을 통

해 단일 대체를 실시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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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명
선행연구 검토 결과

처치 변인에 영향 결과 변인에 영향

개인

수준

사전성취도 박현정 외(2008)

부모 교육연수
박현정(2008) 김성식 외(2007), 

현지영 외(2015)

교과효능감 상경아(2006) 우연경 외(2015)

수업태도 정윤경 외(2017)

교사수업전문성 인식
김주영 외(2017), 

지은림 외(2011)

가구월소득(ln)
박현정 외(2008), 

현지영 외(2015)

성별
강태중(2009), 

박현정(2008)
박현정 외(2008)

진학계획
김한나(2018), 

박현정 외(2009)
송진주 외(2018)

학교

수준

학교평균 사전성취도 신혜숙 외(2010)

학교평균 가구월소득 도승이 외(2014)

학교평균 교사학력 이수정 외(2009)

학교유형
김경년(2012), 

변수용 외(2011)

지역 박현정(2008) 도승이 외(2014)

<표 Ⅲ-2> 사전 공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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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명 문항 내용 및 코딩

종속

변인
영어성취도 3차년도 영어 수직척도화 점수

처치

변인

영어 교과 

사교육 참여

3차년도 영어 과목 사교육 참여 여부

- 미참여(0), 참여(1)

- 상호작용항 생성 시 미참여(-1), 참여(1)로 대비코딩

영어 교과 

사교육 

시간(ln)

3차년도 영어 과목 일주일 평균 소요 시간을 분단위로 기재

 - 60으로 나누어 시간 척도로 변환 후, 정규성을 위해 0.1

을 더한 뒤 자연로그 변환

자기조절

학습능력

3차년도 인지조절 변인(학습전략) 16문항과 동기조절(학습동

기) 변인 8문항 평균

1. 학습전략(Likert형 5점)

1) 공부할 때 모든 내용을 다 외우려고 애쓴다.

2) 다른 과목에서 이미 배운 것과 새로 배우는 내용을 연결

하려고 애쓴다.

3)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검토하고 중요한 내용들의 개

요를 만든다.

4) 공부를 시작할 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

악한다.

5) 공부할 때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외운다.

6) 배우는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

해본다.

7) 공부한 내용은 내 방식대로 정리해 놓는다.

8) 배운 것을 기억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9)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모두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운다.

10)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킬 때 공부가 더 잘 된다.

11) 중요한 내용은 따로 정리한다.

12) 책을 읽을 때 아직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13) 공부한 내용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연습한다.

<표 Ⅲ-3> 연구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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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부할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할

지 생각해 본다.

15) 공부할 개념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관계를 정리해 본다.

16)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

2. 학습동기(Likert형 5점)

1) 나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

문에 공부한다.

2) 나는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3) 나는 공부한 내용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 공

부한다.

4) 나는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공부한다.

5) 나는 지식을 쌓는 것이 즐거우므로 공부한다.

6) 나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7) 나는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에 공부한다.

8) 나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경향

점수 

통제 

변인

개인

수준 

변인

사전

성취도
1차년도 영어 수직척도화점수

부모

학력

(1차)

아버지(남자 보호자), 어머니(여자 보호자)의 학력을 연한으

로 바꾼 후, 이에 대한 평균

1) 중학교 졸업 이하(9로 변환)

2) 고등학교 졸업(12로 변환)

3) 2~3년제 대학 졸업(14로 변환)

4) 4년제 대학 졸업(16로 변환)

5) 대학원(석사) 졸업(수료 포함)(18로 변환)

6) 대학원(박사) 졸업(수료 포함)(21로 변환)

교과

효능감

2차년도 영어교과 효능감 5문항 평균(Likert형 5점)

1)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2) 선생님의 수업이 복잡한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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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 할 자신이 있다.

4) 시험을 잘 볼 자신이 있다.

5)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능숙하게 사용할 자신이 있다.

경향

점수 

통제 

변인

개인

수준 

변인

수업

태도

2차년도 영어교과 수업태도 5문항 평균(Likert형 5점)

1)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2)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4)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한다.

5)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교사 

수업

전문성 

인식

2차년도 학생들의 교사 수업전문성에 대한 인식 4문항 평균

(Likert형 5점)

1) 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

2)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3)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4)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가구

월소득

(ln)

2차년도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급여, 상여금, 종합소득, 생

활보조금 등 포함)

- 정규성을 위해 1을 더한 뒤 자연로그 변환

성별

(1차)
남학생(0), 여학생(1)로 재코딩

진학

계획

2차년도 진학 희망 고등학교(일반고, 직업계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예체능 계열, 대안학교, 해외 유학, 기타)

- 특목고 및 자사고(1), 그 외 응답(0)으로 재코딩

학교

수준

변인

학교

평균 

사전

성취도

해당 학교 학생의 1차년도 영어 수직척도화 점수의 학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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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평균

가구

월소득

해당학교 가정의 2차년도 로그가구소득의 학교평균

학교

평균 

교사

학력

2차년도 해당학교 교사들의 학력을 연한으로 바꾼 후, 이에 

대한 평균

1) 2년제 대학 졸업(14로 변환)

2) 4년제 대학 졸업(16로 변환)

3) 대학원(석사) 졸업(수료 포함)(18로 변환)

4) 대학원(박사) 졸업(수료 포함)(21로 변환)

학교

유형
국·공립(0), 사립(1)로 재코딩

지역 읍·면 소재지(0), 도시(1)로 재코딩

다층

모형

통제

변인

개인

수준 

변인

교과

효능감

3차년도 영어교과 효능감 5문항 평균(Likert형 5점)

- 문항내용은 위와 동일

수업

태도

3차년도 영어교과 수업태도 5문항 평균(Likert형 5점)

- 문항내용은 위와 동일

교사 

수업

전문성 

인식

3차년도 학생들의 교사 수업전문성에 대한 인식 4문항 평균

(Likert형 5점)

- 문항내용은 위와 동일

가구

월소득

(ln)

3차년도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급여, 상여금, 종합소득, 생

활보조금 등 포함)

- 정규성을 위해 1을 더한 뒤 자연로그 변환

진학

계획

3차년도 진학 희망 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예체능 계열, 대

안학교, 해외 유학, 기타, 아직 결정하지 못함)

- 특목고 및 자사고(1), 그 외 응답(0)으로 재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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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준

변인

학교

평균

가구

월소득

해당학교 가정의 3차년도 로그가구소득의 학교평균

학교

평균

교사

학력

3차년도 해당학교 교사들의 학력을 연한으로 바꾼 후, 이에 

대한 평균

1) 2년제 대학 졸업(14로 변환)

2) 4년제 대학 졸업(16로 변환)

3) 대학원(석사) 졸업(수료 포함)(18로 변환)

4) 대학원(박사) 졸업(수료 포함)(21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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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가. 사교육 효과 분석을 위한 다층모형

  교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수집되는 자료들은 개인과 조직의 정보

를 모두 포함하는 위계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위계적인 자료

(hierarchical data)는 여러 관찰 단위(observation unit)가 상위집단에 내

재된 자료(nested data)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육학에서는 주로 학생

이 학급 또는 학교에 내재된 자료를 들 수 있다(강상진, 2016). 이러한 

위계적 구조의 자료 또는 다층자료(multilevel data)의 주된 특징으로 소

속 학교가 다를 때에는 독립성을 가지나 동일 학교 내에서는 상호 의존

성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위계적 자료를 개인 수준으로 

분석할 경우, 각각의 분석단위가 독립적으로 표집되었다는 독립성 가정

이 위배되어 오차분산이 과소추정되고 1종 오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하여 연구자의 가설 검정 또한 타당성을 잃을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한편 집단을 분석 단위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의 가정

을 위배하지는 않으나,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고, 개인 수준에서의 정보

를 분석에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강상진, 2016). 다층모형에서는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을 모두 분석단위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경기교육종단연구 중학교 패널 자료도 학생들이 각자의 학교에 속하는 

위계적인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

으로 구성된 2수준의 다층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처치 변인이 투

입되지 않은 기초모형을 설정하여, 3차년도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각 수준별로 분산의 크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초모형의 수식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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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학생 수준>

<식 Ⅲ-1>

   ～ 
<2수준: 학교 수준>

   ～ 

  는 종속변수로 j 학교에 소속된 i번째 학생의 3차년도 영어 학업성

취도 점수를 의미한다. 는 j 학교의 평균 학업성취도를 의미하며, 
는 j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효과를 의미한다. <식Ⅲ-2>에서 는 표본 

전체의 평균을 의미하며, 는 전체 평균과 j 학교 간 차이를 나타내며 

학교 효과를 의미한다. 의 분산은 학생 수준에서의 분산()과 학교 

수준에서의 분산()로 구분된다. 종속변수의 전체 분포에서 어느 정도

가 학교 효과이고, 어느 정도가 개인 효과인지 집단 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로 진단할 수 있다. ICC는 전체 

관찰분산에서 학교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다음 <식 Ⅲ-2>과 같이 

계산된다.

ICC = 전체관찰분산학교간분산 
  


<식 Ⅲ-2>

  다음으로 모형1에서는 처치 변인을 투입하여 <식 Ⅲ-3>와 같이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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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학생 수준>

<식 Ⅲ-3>

 사교육자기조절학습능력사교육×자기조절학습능력  ～ 
<2수준: 학교 수준>

   ～    

  <식 Ⅲ-3>에서 는 사교육 참여 모형에서는 사교육 참여 여부, 사교

육 시간 모형에서는 로그 사교육 시간의 주 효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사교육 처치와 자기조절학습능력 상호작용항의 계수로 자기조절학

습능력에 따른 사교육 처치효과가 유의미한지를 보여주는 계수이다. 상

호작용항을 생성할 때 원 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주 효과 항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변인의 코딩 값이 

합이 ‘0’이 되도록 대비코딩(contrast coding)을 해주어야 한다. 변인들

의 코딩 값이 서로 직교적일 때, 만약 각 변인의 각 코딩 값을 가지는 

사례 수가 동일하면, 그 변인들은 서로 독립적이게 된다. 즉, 변인들 간 

상관계수가 0이다. 이분형 변수에 대한 대비코딩의 일반적인 방법은 통

제집단을 ‘-1’, 처치집단을 ‘1’로 코딩하는 것이며, 연속형 변수에 

대한 대비코딩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평균중심화(centering)를 해주는 

것이다(박광배, 2003; 홍세희, 정송, 2014). 따라서 사교육 참여 모형에서

는 사교육 처치를 대비코딩한 후 평균중심화된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인과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사교육 시간 모형에서는 로그 

사교육 시간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인을 평균중심화하여 상호작용 변수

를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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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모형2에서는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의 공변인을 투입하

여 통제한 후 사교육 처치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식 Ⅲ-4>와 같

이 분석하였다. 

<1수준: 학생 수준>

<식 Ⅲ-4>

 사교육자기조절학습능력
사교육×자기조절학습능력  

  
～ 
<2수준: 학교 수준>

  학교평균가구월소득 학교평균교사학력 ～        ⋯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결과에 선행해야 한다. 따라서 

후술할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향점수를 추정할 

때 처치 이전의 공변인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향점수를 산출할 

때에는 앞서 연구변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간 의존적 변수

(time-varying variable)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된 변인들을 투입할 예정

이다.

  위 식은 후술할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한 후 3차년도 변인을 추가로 투

입하여 통제한 모형이다. 이 때 통제변수로 학생 수준에서는 교과효능

감, 수업태도, 교사의 수업전문성 인식, 가구 월소득, 진학계획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는 학교평균 가구월소득과 학교평균 

교사학력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층모형에서는 경향점수

를 추정하는 데 쓰여진 시간 의존적 변수들의 3차년도 값들을 추가로 투

입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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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추정하고자 했다. 다만 시간 독립적 변수(time-independent 

variable)들은 이미 경향점수를 추정할 때 투입되었기 때문에, 다층모형

에서는 추가로 통제하지 않았다.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전 모형에서는 시간 독립적 변수들도 추가로 통

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즉, 앞서 서술한 통제변수 외에 성별, 부모 학력 

등 학생 수준 변수와 학교평균 사전성취도, 학교 유형, 지역 변수도 추

가로 투입하였다. 또한 처치 변인과 각 수준별 통제변인은 이분형 변수

인 성별과 진학계획, 학교유형과 지역규모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을 전체

평균 기준으로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하였다. 모형별 투입 변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데이터 클리닝 및 기술통계 분석은 SPSS 2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후술할 경향점수 및 역확률 가중치,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추정은 R에서 lme4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한 다층모형 분석은 사교육 참여 모형에서는 HLM 6.08 프

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Raudenbush et al, 2004), 사교육 시간 모형에서

는 R에서 lme4 패키지로 분석하였다.

 나. 사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경향점수 모형

  

  경향점수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변인들이 주어졌을 때, 각 사례

가 처치집단에 속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Rosenbaum & Rubin, 1983). 

모형 투입 변수

기초모형 없음

모형1 처치 변인 및 상호작용 효과 변인

모형2 모형1+학생, 학교 수준 통제변인

<표 Ⅲ-4> 모형별 투입변수



- 38 -

일반적으로 이분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를 추정할 때에는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많이 활용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학생이 학교에 내재된 위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생 수준

과 학교 수준에서의 영향력을 동시에 통제하기 위해 다층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다층자료를 분석할 때에

는 다층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단층 로지스틱 모형에 비해 

공변인 균형을 보다 더 확보하며, 처치효과에 대한 추정치도 상대적으로 

편의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현정, 2019; Kim & Seltzer. 2007; 

Leite et al, 2015; Li et al, 2013).

  공변인(X)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j 학교에 속한 i학생이 처치집단( = 

1)에 속할 확률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r               
       

<식 Ⅲ-5>

  위 식에서의 확률()은 0에서 1 사이의 값만 가능하다. 따라서 예측된 

확률 값을 실수영역 전체에서 관찰 가능한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 연결함

수를 사용하게 된다. 연결함수는 다음 식과 같다.

  ln    <식 Ⅲ-6>

  exp 
<식 Ⅲ-7>

  연결함수에 의해 가 정의되면 2-수준 다층 로지스틱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수준>      ⋯
<식 Ⅲ-8>

<2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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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에서 는 j 학교 i학생의 로짓값이며, 는 학생 수준에서의 p

번째 공변인이다. 그리고 는 학교 수준에서의 공변인이며, 는 각 

공변인의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로 평균이 

0이고, 분산-공분산 행렬이 T인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 효과 분석 모형에서 경향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다

층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1수준>

<식 Ⅲ-9>

 ⋯
<2수준>

  ⋯ ～   
<통합모형>

<식 Ⅲ-10>    
   

  
Pr 
  : 사교육 참여 여부

 …  : 사전성취도, 부모 학력, 교과효능감, 수업태도, 교사 

수업전문성 인식, 가구월소득, 성별, 진학계획

 …  : 학교평균 사전성취도, 학교평균 가구월소득, 학교평균 

교사학력, 학교유형, 지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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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층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결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 수준

의 오차항은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경향점수를 추정한 후에는 역확률 가중치(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 방법으로 분석에 활용한다. 이 방법

은 각 학생이 처치 또는 통제집단에 소속할 확률의 역수를 곱해 가중치

를 부여하는 방법이다(Hirano & Imbens, 2001). 역확률 가중치 방법에서

는 처치집단에서는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인 가 높은 학생들이 과대 표

집되고 가 낮은 학생들이 과소 표집되었으며, 통제집단에서는 그 반대

라고 본다. 따라서 그 역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처치집단에서는 가 높

은 학생에게 낮은 가중치를, 가 낮은 학생에게는 높은 가중치를 주고 

통제집단에서는 (1-)가 높은 학생에게 낮은 가중치를, (1-)가 낮은 학

생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인위적으로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다(김준엽, 2011; 하여진, 2015). 역

확률 가중치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 <식 Ⅲ-11>과 같다.

  
  

 
<식 Ⅲ-11>

  는 학생의 역확률 가중치를,  는 학생이 처치집단에 속하는지 여

부를 의미하며(처치집단=1), 는 각 학생의 경향점수를 의미한다.

  일부 학생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경우 소수의 사례가 

지나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치효과 추정 시 표준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Robins et al, 2000). 이 경우에는 99분위보다 큰 가중치

를 제거하는 방법(Gurel & Leite, 2012)과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Stabilized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로 가중치를 줄이

는 방법(Robins et al, 2000; Xu et al, 2010)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로 극단적인 값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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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는 공변인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각 집

단에 속할 확률인 안정화 상수(stabilizing constant)가 기존의 역확률 가

중치 공식에서 분자에 곱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안정화 상수는 각 

집단 별 사례수를 각 집단의 가중치 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안정화 상수 및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Xu 

et al, 2010).

<안정화 상수>

   
  


<식 Ⅲ-12>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식 Ⅲ-13>

  여기서 는 처치집단, 는 통제집단의 안정화 상수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극단적인 가중치 값을 보정한 후에도 여전히 큰 값을 갖는 

가중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Rubin(2001)의 기준에 따라 10 이

상의 가중치를 갖는 일부 사례를 제거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다.

  사교육 참여에 대한 경향점수를 통해 역확률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에

는 처치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공변인 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Rosenbaum & Rubin, 1983). 사교육 참여에 대한 공변인 

균형 여부는 역확률 가중치가 적용된 가중 t검증(adjusted t-test)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검토할 수 있다(강창희 

외, 2013). 이를 통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는 것을 확인했다면, 역확률 가중치를 원래의 연구모형인 다층모형에 적

용하여 처치효과를 추정하게 된다. 사교육 참여 모형에 대한 경향점수 

및 역확률 가중치 산출, 공변인 균형 검토 결과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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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경향점수 모형

  

  이분형 처치에 대한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경향점수는 

이후 다분형 및 연속형 처치 상황에서의 처치를 다루는 방법으로 확장되

었다. Imbens(2000)는 여러 범주를 갖는 다분형 처치에서의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위한 일반화 경향점수(generalized propensity score, GPS)를 제

안하였으며, Hirano와 Imbens(2004)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연속형 처치에 

대해 선택편의를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일반화 경향점수는 약한 무관성의 가정(weak unconfoundedness)이라는 

이분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에 비해 완화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Imbens, 2000). 이는 사전 공변인이 주어졌을 때 개인에게 배정된 처치

와 해당 처치를 받았을 때의 잠재적인 결과(potential outcome)는 독립적

이라는 가정이다. 약한 무관성에 대한 식은 다음 <식 Ⅲ-14>과 같으며, 

이 때 는 처치를 받았을 때 나타난 잠재적 결과, 는 개인에게 

배정된 처치를 의미한다.

⊥  <식 Ⅲ-14>

  사전 공변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처치값인  가 특정 수준에서 

나타날 조건부 밀도 함수 값인 일반화 경향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

다.

  


<식 Ⅲ-15>

    
  연속형 처치에 대한 일반화 경향점수는 처치 변인을 종속변수로, 공변

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분석 모형에서 추정된 잔차분산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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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에서 계산되는 확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산출된 일반화 경향점

수의 경우, 이분형 처치가 아니므로 매칭 방법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따

라서 보통 일반화 경향점수의 역수를 가중치로 쓰는 역확률 가중치 방법

이 활용된다.

 


<식 Ⅲ-16>

  이분형 처치일 때와 마찬가지로 연속형 처치에서의 일반화 경향점수가 

극단적인 값을 가지는 경우 처치효과 추정 시 특정 사례가 과대한 영향

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분형 처치에서의 경향점수와 마찬가지로 안정

화 역확률 가중치를 활용하여 이를 보정하게 된다(Robin et al, 2000). 연

속형 처치에서의 일반화 경향점수에 대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는 이분

형 처치일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공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해당 처치

값이 나타날 확률을 역확률 가중치에 곱하여 계산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Ⅲ-22>과 같다.

  
 ×         

  

         
<식 Ⅲ-17>

  한편 위계적 구조의 자료에서 일반화 경향점수를 추정할 때에는 단일 

회귀분석에서의 잔차를 구하지 않고, 학생 수준 사전 공변인 행렬 과 

학교수준 사전 공변인 행렬 을 고려하여, 처치인  가 t일 확률을 다

층모형으로 추정한다. 위계적 구조의 자료에서 경향점수를 추정하는 방

법은 일반적으로 단일 수준 모형(Single level model), 고정 효과 모형

(Fixed effects model), 무선 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 3가지로 

분류된다(Schuler et al, 2016, Thoemmes & West, 2011). 단일 수준 모형

은 2수준의 공변인을 투입할 때 위계적 구조를 무시하고 단일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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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며, 고정 효과 모형과 무선 효과 모형은 1수준과 2

수준에서의 공변인을 모형에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일 수준 모형>

<식 Ⅲ-18>     
<고정 효과 모형>

<식 Ⅲ-19>     
<무선 효과 모형>

<식 Ⅲ-20>      ～
 

  학생수준 공변인()과 학교수준 공변인()에 대하여 단일 수준 모형

은 모형에서의 절편(intercept) 값을 1개만 추정한다. 고정 효과 모형은 

학교마다 다른 절편(cluster-specific intercept)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학교 

수만큼 더미 변수를 구성하여 절편 값을 추정한다. 그리고 무선 효과 모

형은 학교 내에서도 절편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절편 

값을 추정한다. 위 식에 나온 무선 효과 모형은 절편 값이 다른 경우만 

나타낸 것으로, 연구 상황에 따라 기울기(slope)를 다르게 설정하고 분석

할 수도 있다. 위의 3가지 방법 중에서 무선 효과 모형이 학교 내에서의 

공변인 균형을 가장 잘 확보하고 편향되지 않은 처치효과 추정치를 제공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Kim & Seltzer. 2007),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

을 활용하여 일반화 경향점수를 추정하는 데 절편 값만 다른 무선 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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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식 Ⅲ-21>

 ⋯～ 
<2수준>  ⋯ ～   
<통합모형>

<식 Ⅲ-22>
    

   
  

～ 
～   : 사교육 참여 여부

 …  : 사전성취도, 부모 학력, 교과효능감, 수업태도, 교사 

수업전문성 인식, 가구월소득, 성별, 진학계획

 …  : 학교평균 사전성취도, 학교평균 가구월소득, 학교평균 

교사학력, 학교유형, 지역규모

  이와 같이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일반화 경향점수를 구하고, 앞서 서술

한 방법대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로 극단적인 가중치를 보정했다면, 가

중회귀분석을 통해 공변인 균형을 검토하고 다층모형에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하여 처치효과를 추정하게 된다. 사교육 시간 모형에 대한 

경향점수 및 역확률 가중치 산출, 공변인 균형 검토 결과는 뒤에서 자세

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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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사교육 참여 모형에서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분석

  가. 기술통계 

  다음은 사교육 참여 모형의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구분 평균 sd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인 영어 학업성취도(3차) 506.60 97.23 -0.11 -1.20 286.30 653.70

처치 변인
사교육 참여 여부(3차) 0.61 0.49 -0.44 -1.81 0.00 1.00

자기조절 학습능력(3차) 3.01 0.71 -0.45 0.75 1.00 5.00

경향 

점수

통제

변인

개인

수준

사전성취도(1차) 467.61 95.91 0.42 -1.04 278.70 653.20

부모학력(1차) 13.85 1.97 0.43 -0.36 8.62 21.00

교과효능감(2차) 3.24 0.97 -0.11 -0.12 1.00 5.00

수업태도(2차) 3.21 0.91 -0.19 -0.00 1.00 5.00

수업전문성인식(2차) 3.64 0.92 -0.42 0.05 1.00 5.00

로그 월소득(2차) 6.00 0.67 -1.39 16.59 0.00 9.21

성별(1차) 0.49 0.5 0.08 -2.00 0.00 1.00

진학계획(2차) 0.18 0.38 1.67 0.79 0.00 1.00

학교

수준

학교평균 사전성취도(1차) 467.00 46.41 0.55 -0.30 383.36 575.82 

학교평균 로그월소득(2차) 5.99 0.25 -0.24 1.24 5.16 6.59 

학교평균 교사학력(2차) 16.78 0.39 0.70 1.07 16.00 18.00 

학교유형(1차) 0.05 0.21 4.35 17.50 0.00 1.00 

지역(1차) 0.86 0.35 -2.09 2.45 0.00 1.00 

다층

모형

통제

변인

개인

수준

교과효능감(3차) 3.28 0.98 -0.15 -0.12 1.00 5.00 

수업태도(3차) 3.27 0.95 -0.20 -0.04 1.00 5.00 

수업전문성인식(3차) 3.74 0.88 -0.45 0.20 1.00 5.00 

로그 월소득(3차) 6.01 0.58 -1.07 13.63 0.00 9.04 

진학계획(3차) 0.11 0.31 2.47 4.11 0.00 1.00 

학교

수준

학교평균 로그월소득(3차) 6.00 0.24 0.52 0.25 5.58 6.63 

학교평균 교사학력(3차) 16.86 0.36 1.11 2.41 16.31 18.25 

<표 Ⅳ-1> 사교육 참여 모형 주요 변인 기술통계(N=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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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ine(2005)에 따르면,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

만인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했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라 주요 변

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로그 가구월소득을 제외한 변인들은 

정규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변인은 자연로

그 변환을 한 이후에도 첨도가 16,49(2차년도), 13.63(3차년도)로 나타났

다. 다만 이 경우는 특정 값으로 집중되는 소득 변인의 한계로 보았다.

 나. 경향점수 및 역확률가중치 추정 

  우선 사교육 참여를 종속변수로 놓고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의 공

변인을 독립변수로 둔 다층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R 

소프트웨어의 lme4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수 회귀계수(b) 표준오차 z p

절편 -7.630** 2.712 -2.813 0.005

사전성취도  0.004*** 0.001  8.559 0.000

부모 학력 -0,132 0.022 -0.595 0.552

영어 교과효능감  0.122* 0.050  2.459 0.014

영어 수업태도  0.327*** 0.053  6.203 0.000

영어교사 수업전문성 인식 -0.084 0.046 -1.847 0.065

가구월소득  0.389*** 0.065  6.005 0.000

성별 -0.129 0.074 -1.730 0.084

진학계획 -0.068 0.109 -0.627 0.531

학교평균 사전성취도 -0.001 0.002 -0.379 0.705

학교평균 가구월소득  0.804* 0.367  2.192 0.028

학교평균 교사학력 -0.090 0.127 -0.708 0.478

학교유형  0.007 0.222  0.029 0.977

지역 -0.154 0.140 -1.099 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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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 경향점수 추정을 위한 다층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N=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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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5에서 사교육 참여를 예측하는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성취도, 영어 교과효능감, 

영어 수업태도, 가구월소득, 학교평균 가구월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이 서로 중복되는 

분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공통 영역의 가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별 경향점수를 정규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로짓 분포

로 변환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분포를 비교하였다. 다음 <그림 Ⅳ

-1>은 사교육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경향점수의 로짓 분포를 살펴

본 것이며, 이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Ⅳ-3>과 같다. 

<그림 Ⅳ-1> 사교육 참여에 따른 경향점수 로짓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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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sd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로짓 

경향점수

참여

(N=1,466)
0.75 0.75 -0.03 -0.19 -3.22 3.03 

미참여

(N=2,259)
0.13 0.80 0.34 0.26 -3.36 2.65 

계

(N=3,725)
0.50 0.83 0.03 -0.23 -3.36 3.03 

<표 Ⅳ-3> 공통영역 가정 확인을 위한 로짓 경향점수 기술통계

  확인 결과, 사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처치집단(참여집단)에 속할 확률

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통영역의 가정을 만족시키

기 위해 로짓 경향점수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기준으로 하여 공통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시 말해, 참여집단과 미

참여집단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확인한 후, 공통영역을 비교하여 참여집

단의 최솟값 –3.22보다 로짓 경향점수가 낮은 미참여집단의 사례와 미참

여집단의 최댓값 2.65보다 로짓 경향점수가 높은 참여집단의 사례는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7개의 사례가 제거되었으며, 최

종 분석에는 3,718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Ⅳ-2> 공통영역에 속한 사교육 참여 모형 경향점수 로짓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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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경향점수를 통해 역확률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결과 

최댓값이 15.21로 나왔다. 따라서 Rubin(2001)의 기준인 10 이상인 사례

가 있으므로 극단적인 가중치를 줄이기 위해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산

출하였다. 산출 결과, 최댓값이 6.37로 나왔기 때문에 사례를 추가로 제

외하지는 않았다.  역확률 가중치와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음 <표Ⅳ-4>에 제시하였고,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의 분포는 

<그림 Ⅳ-3>에 제시하였다.

 

구분 평균 sd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역확률

가중치

참여

(N=1,466)
1.62 0.52 3.81 42.58 1.07 10.51 

미참여

(N=2,259)
2.61 1.65 2.80 10.39 1.07 15.21 

계

(N=3,725)
2.01 1.21 3.98 22.52 1.07 15.21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참여

(N=1,466)
0.98 0.31 3.81 42.58 0.65 6.37 

미참여

(N=2,259)
1.03 0.65 2.80 10.39 0.42 5.99 

계

(N=3,725)
1.00 0.48 3.57 21.08 0.42 6.37 

<표 Ⅳ-4> 역확률 가중치,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의 기술통계 비교(N=3,718)

 

  안정화 역확률을 적용한 이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공변인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였다. 사전 공변인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졌

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사전 공변인들에 대한 처치집

단과 통제집단 간 가중 t검증이다(Hirano & Imbens, 2004). 가중 t검증을 

통한 공변인 균형 검토 결과는 표 <Ⅳ-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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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가중 가중

t p-value t p-value

사전성취도 19.070*** 0.000 -1.413 0.158

부모 학력 10.336*** 0.000 -1.448 0.148

영어 교과효능감 12.893*** 0.000 -1.125 0.260

영어 수업태도 14.295*** 0.000 -1.045 0.296

영어교사 수업전문성 인식  4.805*** 0.000  1.659 0.099

가구월소득 12.493*** 0.000 -1.448 0.148

성별 -0.872 0.383  0.575 0.565

진학계획  7.349*** 0.000 -0.988 0.323

학교평균 사전성취도 11.300*** 0.000 -0.954 0.340

학교평균 가구월소득 11.493*** 0.000 -0.919 0.358

학교유형 -2.858** 0.004 -0.411 0.681

지역  4.230*** 0.000 -0.380 0.704

학교평균 교사학력 -1.985* 0.047 -0.60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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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5> 사교육 참여 모형 가중 t-test 공변인 균형 검토 결과

<그림 Ⅳ-3> 사교육 참여에 대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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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가중치 적용 이전에는 성별 변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수들

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평균 교사

학력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있어 성별 변수를 제외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전 공변인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중치 적용 

이후에는 모든 공변인들에 대해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균형(balance)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분석

  Harrison(2008)에 따르면, 독립변수로 주효과항와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포함하였을 때, 두 변수간 상관이 높을수록 편의(bias)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여진,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참여의 주효과 및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처치변수

인 사교육 참여 여부,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수와 종속변수인 3차년도 영

어 학업성취도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때 사교육 참여 

여부는 이분형 변수이고,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영어 학업성취도 변수는 

연속형 변수이므로 사교육 참여 여부와 다른 변수간 상관 계수는 점 이

연 상관계수(point-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으며, 자기

조절학습능력과 영어 학업성취도 변수 간 상관은 피어슨 상관 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는 다음 <표 Ⅳ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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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어 학업성취도 사교육 참여 여부 자기조절학습능력

영어 학업성취도 -

사교육 참여 0.300 -

자기조절학습능력 0.325 0.161 -

<표 Ⅳ-6> 사교육 참여 모형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N=3,718)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봐야 할 부분은 사교육 참여 여부와 자

기조절학습능력 변수 간 상관계수이다. 이를 살펴보면 상관이 0.161로 

다소 낮게 나타나 상호작용항의 추정치가 모수치에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참

여의 주효과 및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의 상호작용효과를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HLM 6.08을 활용하였으며, 추정 결과

는 <표 Ⅳ-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모형에서 ICC는     
로 나타났다. 경기도 중학생의 영어성취도의 약 19.8%가 소속학교의 영

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ICC값이 0.05 이상일 때에는 다층모형을 적

용한 분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학교 간 분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 자료의 위계적인 구조를 반영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주효과항 및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연구모형을 보면, 학업성

취도에 대해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각각 정적인 효과를 보이나,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학생수준과 학교수준 공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이후에는 사교육 

참여의 주효과는 그대로 유의하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 효과는 부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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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초모형 모형1 모형2

고정효과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절편 506.15***  5.67 482.80***  5.26 489.44***  7.65

1수준: 학생 수준

주효과

사교육 참여  39.46***  2.81  12.27***  2.23

자기조절학습능력  36.28***  1.92   6.87***  1.71

사전성취도   0.58***  0.01

부모학력   1.68**  0.62

교과효능감   4.42**  1.50

수업태도   5.01**  1.56

교사 수업전문성 인식   2.87*  1.33

가구 월소득   0.91  1.96

성별  18.48***  2.11

진학계획  16.33***  3.55

상호작용 효과

사교육×자기조절학습  -3.01  1.91  -3.67*  1.44

2수준: 학교 수준

학교평균 사전성취도   0.26*  0.12

학교평균 가구월소득  -9.16 21.32

학교평균 교사학력   9.10  7.61

학교유형  -2.51 12.57

지역  -0.67  8.25

무선효과 분산 % 분산 % 분산 %

1수준 7632.7 80.14 6500.69 3677.67

2수준 1891.9*** 19.86 1446.33  2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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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7>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적용 전 사교육 참여 모형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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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분석은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선택편의

가 통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사교육 주효과 및 사교육과 자기조

절학습능력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계수에 있어 선택편의를 조정한 연

구 결과와 비교하여 참고할 수는 있어 제시하였다. 안정화 역확률 가중

치를 적용하여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의 연구 결과는 다음 <표 Ⅳ-8>과 

같다.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한 후 기초모형에서 ICC는 

    로 나타났으며, 학교 간 분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처치 변인 및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연구

모형을 보면, 선택편의를 통제한 이후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의 공변인을 추가로 투입했더니 사교육의 주

효과는 더 이상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선택편의가 통제된 이후에는 사

교육 참여 자체는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4.86점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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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초모형 모형1 모형2

고정효과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절편 510.26***  5.79 503.44***  5.77 499.33***  3.93

1수준: 학생 수준

주효과

사교육 참여   9.89**  3.40   3.56  3.09

자기조절학습능력  39.23***  2.41  12.79***  2.36

교과효능감  17.93***  2.36

수업태도  11.97***  2.55

교사 수업전문성 인식  -0.26  1.84

가구 월소득  12.71***  2.76

진학계획  56.12***  5.28

상호작용 효과

사교육×자기조절학습  -5.75**  2.24  -4.86*  1.96

2수준: 학교 수준

학교평균 가구월소득 108.58*** 12.23

학교평균 교사학력  10.24  9.71

무선효과 분산 % 분산 % 분산 %

1수준 7526.6 79.44 6754.88 5725.40 

2수준 1947.5*** 20.56 1670.87 6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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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8>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적용 후 사교육 참여 모형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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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교육 시간 모형에서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분석

  가. 기술통계 

  다음은 사교육 시간 모형에서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구분 평균 sd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인 영어 학업성취도(3차) 506.92 96.99 -0.12 -1.19 286.25 653.68 

처치 변인
로그 사교육 시간(3차) 1.83 3.63 -0.20 -1.85 -2.30 7.22 

자기조절 학습능력(3차) 3.01 0.71 -0.44 0.71 1.00 5.00 

경향 

점수

통제

변인

개인

수준

사전성취도(1차) 467.59 95.91 0.42 -1.04 278.74 653.21 

부모학력(1차) 13.85 1.98 0.43 -0.34 8.61 21.00 

교과효능감(2차) 3.23 0.97 -0.11 -0.14 1.00 5.00 

수업태도(2차) 3.21 0.92 -0.19 -0.03 1.00 5.00 

수업전문성인식(2차) 3.64 0.92 -0.42 0.04 1.00 5.00 

로그 월소득(2차) 5.99 0.68 -1.41 16.83 0.00 9.21 

성별(1차) 0.49 0.50 0.04 -2.00 0.00 1.00 

진학계획(2차) 0.18 0.38 1.69 0.84 0.00 1.00 

학교

수준

학교평균 사전성취도(1차) 467.00 46.41 0.55 -0.30 383.36 575.82 

학교평균 로그월소득(2차) 5.99 0.25 -0.24 1.24 5.16 6.59 

학교평균 교사학력(2차) 16.78 0.39 0.70 1.07 16.00 18.00 

학교유형(1차) 0.05 0.21 4.35 17.50 0.00 1.00 

지역(1차) 0.86 0.35 -2.09 2.45 0.00 1.00 

다층

모형

통제

변인

개인

수준

교과효능감(3차) 3.28 0.99 -0.15 -0.15 1.00 5.00 

수업태도(3차) 3.26 0.95 -0.21 -0.05 1.00 5.00 

수업전문성인식(3차) 3.74 0.88 -0.47 0.23 1.00 5.00 

로그 월소득(3차) 6.00 0.58 -1.15 13.94 0.00 8.99 

진학계획(3차) 0.11 0.32 2.46 4.08 0.00 1.00 

학교

수준

학교평균 로그월소득(3차) 6.00 0.24 0.52 0.25 5.58 6.63 

학교평균 교사학력(3차) 16.86 0.36 1.11 2.41 16.31 18.25 

<표 Ⅳ-9> 사교육 시간 모형 주요 변인 기술통계(N=3,569)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사교육 참여 모형과 마찬가

지로 로그 가구 월소득을 제외한 변인들은 정규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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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향점수 및 역확률가중치 추정 

  일반화 경향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로그 사교육 시간을 종속변수로 놓

고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의 공변인을 독립변수로 둔 다층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참여 모형과 마찬가지로 분석은 R 소프트웨어의 lme4 패키

지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정효과 계수 S.E t p

절편  2.016*** 0.247   8.152 0.000

1수준: 학생 수준

사전성취도  0.009*** 0.001  11.099 0.000

부모 학력  0.002 0.034   0.056 0.956

영어 교과효능감  0.182* 0.076   2.394 0.017

영어 수업태도  0.511*** 0.081   6.318 0.000

영어교사 수업전문성 인식 -0.122 0.069  -1.766 0.077

가구월소득  0.582*** 0.091   6.389 0.000

성별 -0.087 0.115  -0.758 0.449

진학계획 -0.046 0.159  -0.290 0.772

2수준: 학교 수준

학교평균 사전성취도 -0.002 0.003  -0.609 0.545

학교평균 가구월소득  1.597* 0.676   2.361 0.022

학교평균 교사학력 -0.214 0.233  -0.922 0.361

학교유형  0.050 0.413   0.121 0.905

지역 -0.174 0.262  -0.664 0.509

무선효과 분산

1수준 10.8369

2수준  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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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0> 일반화 경향점수 추정을 위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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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5에서 사교육 시간을 예측하는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성취도, 영어 교과효능감, 

영어 수업태도, 가구 월소득, 학교평균 가구월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사교육 시간 모형에서 역확률 가중치와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를 계산한 결과이다. 

구분 평균 sd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역확률가중치 14.76 7.62 3.83 21.63 9.10 96.53 

안정화 역확률가중치 0.98 0.45 3.15 16.69 0.43 5.55 

<표 Ⅳ-11> 역확률 가중치,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기술통계 비교(N=3,569)

  역확률 가중치의 최댓값은 96.53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단적인 가중치

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하나의 사례가 96명만큼의 가중치를 부여받는 의

미이다. 따라서 앞서 서술한 방법대로 안정화 상수를 역확률 가중치에 

곱해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가중치가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값을 얻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에 대

한 분포는 다음 <그림Ⅳ-4>와 같다.

    <그림 Ⅳ-4>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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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 공변인 균형을 검토하기 위해 각 공

변인을 종속변수로, 로그 사교육 참여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에 

대해 일변량 가중 회귀분석(univariate weighted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표 Ⅳ-12>에 제시하였다.

변수 계수 S.E t p
표준화

계수(β)

사전성취도 0.796 0.451 1.765 0.078 0.030 

부모 학력 0.008 0.009 0.857 0.391 0.014 

영어 교과효능감 0.006 0.005 1.319 0.187 0.022 

영어 수업태도 0.008 0.004 1.794 0.073 0.030 

영어교사 수업전문성 인식 0.003 0.004 0.625 0.532 0.010 

가구월소득 0.005 0.003 1.534 0.125 0.026 

성별 0.001 0.002 0.401 0.688 0.007 

진학계획 0.000 0.002 0.121 0.903 0.002 

학교평균 사전성취도 0.294 0.213 1.378 0.168 0.023 

학교평균 가구월소득 0.002 0.001 1.665 0.096 0.028 

학교평균 교사학력 -0.002 0.002 -0.976 0.329 -0.016 

학교유형 -0.001 0.001 -1.009 0.313 -0.017 

지역 0.001 0.002 0.800 0.4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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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2> 공변인 균형 검토를 위한 일변량 가중회귀 분석결과(N=3,569)

  Leite(2016)는, 공변인에 대한 균형을 검토할 때 표준화 계수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계수에 대해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지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표준화계수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든 공변인들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며, 표준화 계수 역시 0.1, 더 나아가 0.05보다도 작게 나타나 

공변인 균형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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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분석

  사교육 참여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교육 시간 모형에서도 처치변수

인 사교육 참여 시간,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수와 종속변수인 3차년도 영

어 학업성취도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때의 주요 변수

는 모두 연속형 변수이므로 변수 간 상관을 산출할 때 피어슨 상관 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였다. 산출 결과는 다음 <표 Ⅳ

-13>과 같다. 

구분 영어 학업성취도
로그 사교육 

참여 시간
자기조절학습능력

영어 학업성취도 -

로그 사교육 참여 시간 0.363 -

자기조절학습능력 0.328 0.182 -

<표 Ⅳ-13> 사교육 시간 모형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N=3,569)

  사교육 참여 시간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수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상관이 0.182로 다소 낮게 나타나 사교육 시간 모형에서도 상호작용 항

의 추정치에 대한 편의가 다소 적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교육 참여 모형과 마찬가지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

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시간의 주효과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따

른 사교육의 상호작용효과를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Ⅳ-14>에 제시하였다. 이 때의 분석은 R 소프트웨어의 lme4 패키지를 활

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모형에서 ICC는     
로 나타났으며, 학교 간 분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처

치 변인 및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연구모형을 보면, 사교육 참여 모형과 

마찬가지로 사교육 시간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

향을 주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 시간이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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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 공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이후에도 사교육 참여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 모형과 마찬가

지로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의 모형은 인과효과로 해석하

기에 한계가 있다. 

구분 기초모형 모형1 모형2

고정효과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절편 506.56***  5.65 507.51***  4.72 498.17***  7.57

1수준: 학생 수준

주효과

사교육 시간   6.68***  0.39   2.11***  0.31

자기조절학습능력  33.91***  1.96   6.28***  1.76

사전성취도   0.58***  0.01

부모학력   1.48*  0.63

교과효능감   4.01**  1.52

수업태도   4.69**  2.96

교사 수업전문성 인식   2.94*  1.35

가구 월소득   0.47  1.99

성별  17.95***  2.14

진학계획  16.95***  3.60

상호작용 효과

사교육×자기조절학습  -1.15*  0.52  -1.36***  0.40

2수준: 학교 수준

학교평균 사전성취도   0.25*  0.12

학교평균 가구월소득  -9.61 21.39

학교평균 교사학력   9.03  7.64

학교유형  -1.73 12.57

지역  -1.42  8.27

무선효과 분산 % 분산 % 분산 %

1수준 7617.8 80.29 6326.61 5253.35 

2수준 1869.7*** 19.71 1283.07 2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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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4>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 적용 전 사교육 참여 시간 모형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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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하여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의 연구 결

과는 다음 <표Ⅳ-15>과 같다.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한 후 기초모

형에서 ICC는     로 나타났으며, 학교 간 분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처치 변인의 주 효과 항 및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연구모형을 보면, 선택편의를 통제한 이후에도 사

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주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고, 사교육과 자

기조절학습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의 공변인을 추가로 투입했더니 사교육 및 자

기조절학습능력의 주 효과 추정치 계수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호작용 효과 추정치 

또한 모형1에 비해 계수 크기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택편의가 통제된 이후에도 사교육 시간이 학업

성취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사교육 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해석할 때에는 자

연로그라는 특성에 주의하면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교육 참여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ln  =

  ln  ln   으로 기존의 t시간에 비해 ln  만큼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안정화 가중치 적용 전 모형에서의 결

과로 해석하면 사교육 참여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학생의 학업성

취도는 참여 시간이 1시간 늘어나기 전에 비해 2.11*ln(1.5)만큼 늘어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이 1단위 늘어날 때마다 학

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효과는 참여시간이 1시간 늘어날수록 

1.36*ln(1.5)만큼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안정화 가중치 적용 

후에는 사교육 참여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학업성취도가 평균적으

로 1.19*ln(1.5)만큼 향상되지만, 자기조절학습능력이 1단위 늘어날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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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효과는 1.85*ln(1.5)만큼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 기초모형 모형1 모형2

고정효과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절편 509.87***  5.58 509.59***  5.17 502.77***  3.48

1수준: 학생 수준

주효과

사교육 시간   2.44***  0.39   1.19**  0.36

자기조절학습능력  36.72***  2.01  11.22***  2.19

교과효능감  17.84***  1.84

수업태도  11.46***  2.46

교사 수업전문성 인식  -0.53  1.72

가구 월소득  11.52***  2.46

진학계획  

상호작용 효과

사교육×자기조절학습  -2.16***  0.54  -1.85***  0.50

2수준: 학교 수준

학교평균 가구월소득 108.95*** 14.48

학교평균 교사학력   8.33  9.67

무선효과 분산 % 분산 % 분산 %

1수준 7313.7 80.05 6520.56 5556.21 

2수준 1822.4*** 19.95 1557.88 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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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5> 안정화 역확률가중치 적용 후 사교육 참여 시간 모형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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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선택편의를 통제한 이후에 학업성취도에 사교육 참

여 여부 및 시간의 효과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

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종단연구 중학교 패널의 1차년도부

터 3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사교육 처치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사전 공변인을 선정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였다. 이 때 학생이 학교

에 내재된 다층 구조를 반영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함으로써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의 공변인이 동등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 이후에는 다

층모형을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시간에 대한 자기조절학습능력

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요약하여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여부가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1-1. 선택편의 통제 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여부가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1-2. 선택편의 통제 이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여부가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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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2.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1. 선택편의 통제 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2. 선택편의 통제 이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역확률 가중치로 선

택편의를 통제하기 전에 사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주 효과 및 사교육 참

여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안정화 역확률 가중치로 선택편의를 통제한 이후에 자기조절학습능력 변

인과 사교육 참여와 동일한 연도의 학생, 학교 수준 공변인을 투입한 상

태에서는 사교육 참여의 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이 연

구의 대상인 2014년도 경기도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한해서는 자기조

절학습능력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사교육 참여 여부 자체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따

라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전이나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1단위 높은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할수록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4.86점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교육 시간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교육 시간의 주 효과는 유의수

준 .05에서 정적으로 유의하며, 사교육 시간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호

작용 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정화 역확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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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로 선택편의를 통제한 이후에는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사교육 시간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 시간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전보다 계수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5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교육 참여 시간이 1시간 

늘어날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평균적으로 1.19*ln(1.5)만큼 늘어난다. 

그러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1단위 높아질수록 사교육에 1시간을 더 투자

하는데 대한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는 1.85*ln(1.5)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및 한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따라 사교육이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전에는 사교육 참여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

였으나, 안정화 역화률 가중치로 선택편의를 통제한 이후에는 사교육 참

여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간 관찰된 사전 공변인의 차이가 종속 변인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

기 때문에 사교육 참여 효과가 유의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를 동등한 상

황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 사교육 참여 자체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선택편의를 통제한 이후에도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따라 사교육 

참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적어도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기도 중학생들에 한해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수록 영어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참여 효과

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교육 시간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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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

이 높은 학생이 사교육에 시간을 더 투자했을 때의 효과가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이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사교육의 학

업성취도에 대한 효과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박남수 

외, 2010). 한편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과 자기조절학습능력 간 상호

작용 효과가 없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신종호 외, 2010)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참여 시간을 주요 처치 변수로 

투입한 본 연구와는 달리 신종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사교육비를 처

치 변수로 투입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

여진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학습에 있어 다양한 학습전략을 활용하거

나, 학습동기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사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사교육

에 투입되는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등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해석하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낮은 학

생들에 대해 사교육 효과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학습전략을 상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학습동기가 부족한 학생에게

는 사교육 환경에 놓이게 하거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학습전략 활용법도 익히고 학습동기도 향상시켜 학업성취도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교육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오숙영(2012), 조은별, 박수원

(2016)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기

조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사교육 처치를 늘려야 한다는 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최윤진(2015)의 연구처럼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들

에게 강제로 사교육 참여 시간을 늘릴 경우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후

유증을 경험하거나 수동적인 학습태도에 길들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

교육 처치에 있어 학생들의 인지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을 동시에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교육과 관련하여 적은 투자로도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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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적절한 학습전

략을 익히고, 성취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다층 구조의 자료에서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의 공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다층 구조를 반영한 모형을 설

정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의 교육 연구

에서도 다층 구조에서 이분형 처치에 대한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송승원, 2014; 

전현정, 2019). 그러나 다층 구조의 자료를 다룰 때에도 단층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경향점수를 산출하는 연구도 있으며, 자료 구조의 

특성 상 단층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는 경우와 다층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가 공변인 균형 및 처치효과 추정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어(송승원, 2014),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다층 구조에서 연속형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를 추정할 때의 방안

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Schuler et al(2016)

가 제안한 방안을 토대로 다층 모형에서 절편에서의 무선 효과를 허용한 

모형으로 경향점수를 추정하였으며, 공변인 균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교육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사교육 효과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

습능력의 수준에 따라 하위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한계효과

(marginal effect)를 분석한다면 각 수준별로 사교육 처치에 대한 효과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교육 처치 효과는 당해연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연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의 경우에는 

해당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당시의 평가보다 교육과정에서 앞선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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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사교육 처치가 앞선 시점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이후 시점에서의 사교육 처치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 설계로 확장하여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따른 사교육 효과가 지연되었는지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처치와 학업성취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양방향적 관계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인지적, 동

기적, 행동적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인을 구

성할 때에는 3가지 하위 구성요인이 포함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기교육종단연구에 학습노력 등 행동적 영역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

과 관련한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을 구성할 때 행동적 영역에 대해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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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the time of private tutoring on English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For this purpose, the data from the first, 

second and third years (2012-2014) of Gyunggi Education Panel Study 

(GEPS) middle school panels were used. To infer the causal effects of 

the treatment of private tutoring, the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method was used to reduce selection bias. Thus, the propensit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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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and time was calculated by using the multilevel model, and 

the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of the propensity score was applied to 

control selection bias of private tutoring. For estimating propensity 

score, the covariates in the first year and second-year data was used. 

After adjusting selection bias using the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 the multilevel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main effect of 

private tutoring and interaction effect of private tutor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In this way,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time on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Doe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moderat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1-1. Doe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moderat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before adjusting selection bias?

   1-2. Doe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moderat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after adjusting selection bias?

 2. Doe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moderate the effect of time in 

private tutor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2-1. Doe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moderate the effect of time 

in private tutor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before adjusting selection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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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Doe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moderate the effect of time 

in private tutor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after adjusting selection bias?

  SPSS 22.0, R package, and HLM 6.08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effect of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on English achievement was shown to 

be positive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was shown to be negative before 

adjusting selection bias. But the main effect of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on academic achievement was no longer significant in the 

model that controlled the selection bias through the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of the propensity score.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of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was shown 

to be negative after adjusting selection bias.

  Second, the main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ime in 

private tutoring time was shown to be positive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ime in private tutoring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was 

shown to be negative before adjusting selection bias. When controlling 

selection bias, the main effect coefficient of time in private tutoring on 

academic achievement was lower than before applying the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of the propensity score. However, the main effect 

of time in private tutoring was shown to be positive yet. And the 

interaction term coefficient of time in private tutor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was shown to be negative after adjusting 

selection bias.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on academic performance may vary depend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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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study pointed out 

that analyzing the marginal effect of private tutoring depending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Because of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may be delayed, the longitudinal design of the research is 

needed, and that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did not reflect the 

behavioral 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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