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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를 분석하고,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

나는 유형을 파악하여 유형별 학생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기존 연구들

은 주로 단일 시점의 횡단자료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와 다른 변인

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종단연구의 경우에도 초기 청소년기나

중학교 시기 등 특정 시기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적 변화만을 다루

고 있다. 실제 학업 스트레스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 또한 그렇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

하고, 학생 특성의 차이에 대해 밝히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

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종단연구 3차년도(초6)에서 7차년도(고1)까지의

자료 중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2,25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학업 스트레스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평균적으로 어

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2. 학업 스트레스의 서로 다른 변화는 어떻게 유형화되는

가?

연구문제3.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유형별

학생 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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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적 변화를 파악하고, 성장혼

합모형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있어서 이질적인 유형을 파악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에 따른 학생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이차곡선의 형태를 따르며, 평균적으로

증가한다.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학업 스트레

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점차 증가 폭이 줄

어들어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는 학년

이 올라감에 따라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3개의 집단을

확인하고, 각 집단을 ‘지속적 증가집단’, ‘중3이후 급증가집단’, ‘지속

적 하위수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지속적 증가집단’의 학생들은 학

년이 올라감에 따라 계속해서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다른 집단

의 학생들에 비해 꾸준히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까지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하지만, 중학교 3학년 시기부터 급격하게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의 학

생들은 계속해서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다른 집단

의 학생들과는 달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한

다.

셋째,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유형별 학생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 스트레스가 꾸준히 높은 ‘지속적

증가집단’의 학생들은 초기 사교육 참여시간이 많고 학업 성취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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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편이다. 또한, 학업 성취도와 우울 수준이 모두 높으며, 자

아존중감, 부모애착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3

이후 급증가집단’의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사교육 참여시간, 학업 성취압력, 학업 성취도가 모두 급격히 증가

하였다. 하지만, ‘중3이후 급증가집단’이 ‘지속적 증가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부모애착도 좋은 편이다.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은 학업 스트레스, 사교육 참여시간, 학업 성취압력, 학

업 성취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다른 집단에 비해 취업을 희망하는 비

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고,

학업 스트레스 변화의 이질성을 파악하고자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

였다. 유형별 학생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분석 시점을 추가하여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까

지 포함한다면 학교급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학생 특성 변인과 학업 스트레스와의 인

과적 관계를 파악하여 학생 특성 변인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

거나 감소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다.

주요어 : 학업 스트레스, 성장혼합모형, 잠재성장모형,

종단자료분석, 경기교육종단연구

학 번 : 2019-2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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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12월 발표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8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

들은 읽기, 수학, 과학 모든 영역 최상위 성취 수준을 나타냈다1). 우

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꾸

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학업 성취만을 강조하는 교

육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을

잃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 등은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에서는 스트레

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중복 응답

을 포함하여 응답한 학생들의 64%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56%는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2019)에서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

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4%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 38.6%는 그 이유로 성적, 학업

1) PIS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시행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이다.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에 대해 국제
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첫 주기인 PISA 2000부터 참여하였다. PISA
2018은 전 세계 79개국(OECD 회원국 37개, 비회원국 42개)에서 약 71만 명
이 참여하였고 우리나라는 188개교에서 총 6,876명이 참여하였다(교육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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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부담 등의 학업 문제를 선택하였다. 또한,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라는 문항에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41.7%도

그 이유로 학업 문제를 선택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있

어 학업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달라지는 학업 난이도와 이에 따른 학업에 대

한 부담, 입시경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이유미, 박병기,

2019; Liu & Lu, 2011). 학업은 어린 시절부터 초·중등학교를 거쳐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

스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

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단일 시점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영향이나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목

하였다. 이로 인해 분석 대상과 시기에 따라 연구 결과가 각기 다르

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구경호, 김석우, 2014; 정주영, 2010;

Akgun & Ciarrochi, 2003; Ang & Huan, 2006; Liu & Lu, 2011)와

는 반대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도 높다(이유미,

박병기, 2019; Prabu, 2015)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두 변인이 실질

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권선경, 이지연, 장진이, 2015; 이솔비,

2014)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분석 시점을 추가하여

종단적인 관점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는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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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그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부

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

스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현순, 2014; 이유미,

박병기, 2019; 오정희, 선혜연, 2013; 이재혁, 2018; 조윤주, 2010; 조

은서, 2019; 채담미, 2019). 하지만, 학생 특성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

가 급격히 증가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큰 변화가 없는 학생도 있

을 것이다. 학업 스트레스 변화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인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변인중심 접근(variable-centered analysis)

에서 벗어나 개인중심 접근(person-centered analysis)을 통한 분석

이 필요하다. 개인중심 접근은 개인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되

지 않은 서로 다른 집단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 내에서

서로 유사한 응답 패턴을 나타내는 개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범주화

한다. 개인중심 접근 방식 중 성장혼합모형은 관찰되지 않은 집단간

서로 다른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종

단자료 분석에 유용하다(Muthén & Muthén, 2000).

이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가 개

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

등학교 1학년까지 학업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학업 스트레스 변화의 이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장

혼합모형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의 서로 다른 변화를 유형화하고 구

분된 유형에 따른 학생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

종 단계이다. 이때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학생 특성 변인은 이

론적 배경을 토대로 선택하였다. 살펴보고자 하는 학생 특성 변인

중 개인 내 요인은 학업 성취도, 우울,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며, 환경 요인은 사교육 참여시간, 학업 성취압력, 부모애착이다.

이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유형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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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 현장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

룰 수 있는 차별적인 교육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하고,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유형을 파악

하여 유형별 학생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적 변화를 분석하였고,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 변화의 이질성을 파악하였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학업 스트레스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평균적으로 어

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2. 학업 스트레스의 서로 다른 변화는 어떻게 유형화되는

가?

연구문제3.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유형별

학생 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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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학업 스트레스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학업, 시험, 부모, 친구, 외모 등 그

이유가 매우 다양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

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업

스트레스이다(임은미, 정성석, 2009).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김미숙, 2015)2).

학업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말한다.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단일 개념은 없으며, 국내·

외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오미향, 천성문(1994)

은 학업 스트레스를 학교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그 일이 너무 힘겹

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감 등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로 정의하

였다. 박병기, 박선미(2012)는 학업 스트레스를 성적, 수업, 공부 등

학업과 관련된 일로 부모, 교사, 자기 자신의 압력에 의해 학생들이

2) 조사는 11, 13, 15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UNICEF에서 29개국을 중심으로
비교한 연구에 우리나라를 합하여 총 30개국 간 국제 비교를 시행하였다.
UNICEF 조사대상 국가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핀란
드 등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이스라
엘, 터키, 뉴질랜드, 호주가 빠져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UNICEF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관적 웰빙을 측정한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데이터
를 이용하였고, 다른 국가들은 2009, 2010년이라는 점에서 조사 시점의 차이
가 있다. 조사대상 국가 중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전체 평균
이 33.3%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5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국 30개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김미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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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과 같은 심리상태의 불균형이라고 정의하였

다. Wilks(2008)는 학업 스트레스를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학업 관련 요구의 결합된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개념

들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연구자(연도) 학업 스트레스의 개념

이솔비(2014)
학업과 관련된 일로 학생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과 같

은 심리상태의 불균형

이유미(2019)

학업과 관련한 정의적인 심리상태이며,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이나 사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에서 받게 되는
압박감으로 심리적·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심리상태

이지혜(2018)
성적, 시험, 수업, 공부와 같이 학업과 관련된 일로 인해 오는
정신적 부담과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

조은서(2019)

과정적 측면의 학업 수행과 결과적 측면의 학업 성취결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부, 수업, 성적 등 학업 관련 상황에서 부

모기대, 교사기대, 자기기대가 있을 때 학습자가 개인 내적 자

원으로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지함으로써 유발
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

황은지(2015)
학업 장면에서 내·외적 자극으로부터 느끼는 좌절, 압력 또는
압박감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등과 같은 심리상

태

<표 2-1> 학업 스트레스의 개념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학업 스트레스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

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성적 등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로 보았다.

학업 스트레스는 성인이 되어서도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

지만,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는 성인기의 학업 스트레스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이유미, 박병기, 2019).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

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이다. 이 시기 학생들은 급격한 신체적·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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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 변화를 겪는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고, 학업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소진(burnout)과 우울함에 영향을

미쳐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고, 청소년의 비행, 자살 등의 문제 행동

을 초래한다(Yan, Lin, Su, & Liu, 2018).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

스는 학습된 무력감, 학교 부적응,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의 저하에도 영향을 준다(Ang

& Huan, 2006).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이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재엽, 성신명, 장건호, 2016). 이

처럼 학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을 위협하여 심각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학생들의 건강

한 학교·사회 생활을 돕기 위해 연구자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는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다(선혜연, 오정희, 2014). 김재엽 외(2016)는 경쟁

적인 사회구조와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개선, 개인의 적성에 맞

는 진로교육,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교육과정 구성 등을 제안하

며,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Prabu(2015)는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학생들의 부

적응 행동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습몰입과 학업 성

취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

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탐색하여 학업 스트

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년별 학

업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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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현순, 2014; 박현선, 김정은, 박지명, 2014; 이유미, 박병기,

2019; 이재혁, 2018; 조윤주, 2010; 채담미, 2019).

박현선 외(2014)는 서울아동패널(Seoul Child Panel Study)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학년이 올

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유미, 박병기(2019)는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업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학업 성취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채담미(2019)는 한국교육종

단연구(KELS)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까지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학업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업 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연구 모두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선형

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현순(2014)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

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학업 스트레스는 학년

이 올라감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선형

모형 이외에도 삼차함수까지 다차함수 모형을 설정하여 학업 스트

레스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차함수 모형을 설정하

면 해석이 쉽지 않으며 모형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찾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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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므로 선형모형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 변화를 추정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재혁(2018)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

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학업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

해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이차모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한 후 모

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으로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

화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를 잠재성장모형

의 선형모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 실제 학

업 스트레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스가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유미,

박병기(2019)의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

교 2학년까지 2.43, 2.69, 2.72이고, 채담미(2019)의 연구에서 학업 스

트레스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2.38, 2.48, 2.70이

다. 두 연구 모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바뀌는 시기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다른 시기의 변화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급이 변화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 수준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오정희, 선혜연, 2013; Liu &

Lu, 2011)와 같은 맥락이다. 학교급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율을 시기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 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조윤주(2010)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업 스트

레스의 종단적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

교로 학교급이 바뀔 때 스트레스의 증가 폭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

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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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

들도 있다. 임은미, 정성석(2009)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신체적인 성

장 속도가 완화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박영신, 권혁호, 김의철(2003)은 학업 스트레스는 학년에 관

계없이 다른 스트레스에 비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학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처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마다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권은영, 정현희(2011)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활용

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스트

레스 변화유형에 대해 살펴보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낮은 수준

의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집단, 스트레스가 약간 감소하는 집단과 증

가하는 집단,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

다. Schmeelk-Cone & Zimmerman(2003)은 4년에 걸쳐 수집한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하였다. 학업 스트레스

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군집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를 4개의 집

단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의 40%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집단과 변화하지 않고 높은 만성 스트레스 상

태를 나타내는 집단이며, 나머지 60%는 계속해서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

가 감소하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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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분석 방법 연구 결과

김현순
(2014)

초4-중2

잠재성장모형
(선형모형)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
트레스가 선형적으로 증가

이유미, 박병기
(2019)

초6-중2

이재혁
(2018)

중2-고2

채담미
(2019)

초5-중1

박현선 외
(2014)

중3-고2
다층성장모형
(HLM)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
트레스가 증가

조윤주
(2010)

초4-중2
잠재성장모형
(자유모수
변화모형)

학교급이 변하는 시기에 학업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

임은미, 정성석
(2009)

중2-고3
반복측정
분산분석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스트레스
는 증가하지 않음

박영신 외
(2003)

고1,3 t검증
학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차
이가 없음

권은영, 정현희
(2011)

초4-중2

군집분석

4집단: 낮은 수준 유지, 약간
감소, 증가, 높은 수준 유지

Schmeelk-Cone
& Zimmerman
(2003)

중3-고3
4집단: 낮은 수준 유지, 감소,
증가, 높은 수준 유지

정주영
(2015)

초6-중2
자기회귀교차
지연분석

이전 시점의 학업 스트레스가
이후 시점의 학업 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
라 안정적으로 변화

<표 2-2>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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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학업 스트레스 관련 학생 특성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상황

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어떤 학생에게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학생에게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도 한다(양애경, 조호

제, 2009).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학업 스트레

스를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학생 특성 변인을 개인 내 요인과 환경 요인

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선혜연, 오정희, 2014).

이 연구에서 살펴볼 학생 특성 변인 중 개인 내 요인은 학업 성취

도, 우울,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며, 환경 요인은 사교육

참여시간, 학업 성취압력, 부모애착이다3).

1. 개인 내 요인

가장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개인 내 요인은 학업 성취도이다. 대

부분의 선행연구는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구경호, 김석우, 2014; 정주영, 2010;

Akgun & Ciarrochi, 2003; Ang & Huan, 2006; Liu & Lu, 2011).

반면에 학업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적당한 스

트레스는 학업 성취도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

3)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 내 요인, 환경 요인 이외에도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SES), 학교 특성 등 학업 스트레스 관련 변인은 많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인 위주로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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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유미, 박병기, 2019; Prabu, 2015). Prabu(2015)는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과도한 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치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유미, 박병기(2019)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초등학교 6학

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업 스트레스 초깃값이 학업 성취도 초

깃값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더

라도 학업 성취도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를 학

업이 우선시되고 성적으로 학생을 구분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학업 성취도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

들도 있다. 김아영 외(2012), 양애경, 조호제(2009)는 학업 성취 하위

집단 학생들이 상위집단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김미경, 김양희, 황사라, 정익중(2012)은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낮지만,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위집단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

스가 가장 높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는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

육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학업 성취 하위집단에서는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모상현(2010)은 학업 성취 상위집단보다는 중·하위집단

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으며, 중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권선경 외(2015)는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

서 조절의 조합에 따라 구성된 군집별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

도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군집별 학업 스트레스의 패턴과 학업 성취

도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의 관련성

이 없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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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표 2-3>과 같다.

변
인

연구자
(연도)

연구
대상

분석
방법

주요 결과

학
업
성
취
도

구경호,
김석우(2014)

초5,6
구조
방정식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정주영(2010) 중1
구조
방정식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유미,
박병기(2019)

초6-
중2

잠재
성장
모형

학업 스트레스 초깃값과 변화율은 학업
성취도 초깃값과 변화율에 정적 영향

김아영
외(2012)

중1,2
구조
방정식

학업 성취 하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학
업 스트레스가 높음

양애경,
조호제(2009)

중1,2,
고1,2

상관
분석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는 부적 상
관관계

김미경
외(2012)

고1,2
위계적
회귀
분석

고1 시기에는 학업 성취 하위집단, 고2
시기에는 학업 성취 중위집단의 학업 스
트레스가 높음

모상현(2010) 고1-3
위계적
회귀
분석

학업 성취 중·하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

권선경
외(2015)

초5,6
군집
분석

군집별 학업 스트레스의 패턴과 학업
성취도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남

<표 2-3>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연구

두 번째 개인 내 요인은 우울이다. 청소년기 우울은 다양한 요인

의 영향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학업 스트레스의 영향이 매우 크다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09; Ang & Huan, 2006). 학업 스트레스

와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

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우울 수준이 높으며, 학

업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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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시한다(김빛나, 박주희, 2013; 김현순, 2014; 선혜연, 오정희,

2014; 하진의, 2015; Ang & Huan, 2006). 임은미, 정성석(2009)은 중

학교 2, 3학년 시기의 학업 스트레스가 고등학교 3학년의 우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chmeelk-Cone &

Zimmerman(2003)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내는 집단의 학생들

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다.

세 번째 개인 내 요인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이 학업 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학업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호 요인으로 학업 스트레

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다고 하였다(김은진, 2015; 조윤주,

2010). 반대로 학업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 김현순(2014)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같은 시

기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 학업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더 빠르게 감소한다고 하였다. 최미례, 이인혜(2003)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낮아진 자아존중감이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네 번째 개인 내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다. 자아존중감과 마

찬가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학업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업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

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오정희, 선혜연, 2013; 조은서,

2019; Ye et al., 2018). 조은서(2019)는 이전 시점의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학업 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허진선(2020)은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

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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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요인

첫 번째 환경 요인은 사교육 참여시간이다. 김기헌(2007)은 사교육

참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분명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 후 사교육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분명해지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목이 많을수록 더 많

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변상민, 신중휘, 양준혁

(2018)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소현, 도현심, 최

미경, 구슬기(2010)는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학업 스트레스와 사

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2-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

다.

변
인

연구자
(연도)

연구
대상

분석
방법

주요 결과

사
교
육
참
여
시
간

김기헌
(2007)

초4,
중2,
고1

회귀
분석

사교육 참여는 학업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고등학교 진학 후 그 영향
이 더 크게 나타남

변상민
외(2018)

중1,2
경향
점수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음

이소현
외(2010)

초6
구조
방정식

사교육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학업 스트레
스가 증가

<표 2-4> 학업 스트레스와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연구

두 번째 환경 요인은 학업 성취압력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는 학업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라경, 2019; 선혜연, 오정희, 2013; 황은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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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혜연, 오정희(2013)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학업 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황은지(2015)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업 성취압력이 직·간접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하였다. 김라경(2019)은 학생 스스로 사교육에 참여한 경

우보다 부모님 등 다른 사람에 의해 사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환경 요인은 부모애착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부

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낮다는 결과를

제시한다(김나영, 손윤희, 2019; 김은진, 2015; 오정희, 선혜연, 2013;

이기혜, 방수민, 이은혜, 2017; 이선행, 황혜정, 2018). 김은진(2015)은

초기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스트레스가 점점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이선행, 황혜정(2018)은 주변 환

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청소년기에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디

고 안정감을 주는 요인 중 부모애착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보호 요인이며,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

모애착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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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별 학

업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을

파악하여 유형별 학생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교육종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GEP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경기교육종단연구(GEPS)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사회적 변화 및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학생들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교

육의 효과와 교육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

로 한다.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도시 지역부터 읍면 지역까지 표본

에 포함되어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경기도교육연구원, 2017). 경기교육종단연구(GEPS)는 2012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층화 2단계 집락추출(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을 통해 표본 패널을 구성하였다4). 중학교 패널과

고등학교 패널은 2014년에 조사가 종료되었고, 초등학교 패널만 중

4)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 군을 표집층(sampling
stratum)으로 사용하여 학교를 무선 표집(random sampling)하였고, 표집층
마다 표집 되는 학교 수는 해당 표집층에 포함된 학생 수에 비례하여 결정
하였다. 학생 표집은 학교당 해당 학년 2개 학급을 무선 표집(random
sampling)하여 표집된 학급의 전체 학생이 패널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층화
2단계 집락추출을 실시하였다(성기선, 김준엽, 박소영, 민병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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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없이 매년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7차년도 자료까

지 공개되어 있다. 초등학교 패널의 학년별 조사 시기는 <표 3-1>

과 같다.

초등학교 패널 조사 시기

차시 1 2 3 4 5 6 7 8 9 10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년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follow
up*

* follow up: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진학 조사 수행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 해당하는 패널을 의미

<표 3-1> 초등학교 패널 학년별 조사 시기(연도)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패널 3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5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2014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부터 2018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자료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패널

3차년도 조사 대상자는 총 3,541명이며, 이 중에서 실제 설문에 응

답한 학생은 3,129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3차년도 학생 ID를 기준으

로 연도별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3차년도 설문에 응답한 3,129명 중

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

학교에 진학한 학생 2,25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5). 최

종 분석 대상 학생 2,258명 중 남학생은 1,167명(51.7%), 여학생은

1,091명(48.3%)이며,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93명

(92.7%),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90명(4.0%), 자율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75명(3.3%)이다. 성별과 고등학교 1학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절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로 구분한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체험 위
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연구의 주요 변인이 학업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특성
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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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진학한 학교 유형에 따른 분석 대상은 <표 3-2>에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유형 남 여 계

일반고 1,095 (93.8%) 998 (91.5%) 2,093 (92.7%)

특수목적고 31 (2.7%) 59 (5.4%) 90 (4.0%)

자율고 41 (3.5%) 34 (3.1%) 75 (3.3%)

계 1,167 (51.7%) 1,091 (48.3%) 2,258 (100.0%)

<표 3-2> 성별 및 학교 유형별 분석 대상 (단위: 명)

제 2 절 연구 변인

1. 학업 스트레스

이 연구의 주요 관심 변인인 학업 스트레스는 경기교육종단연구

(GEPS)에서 측정한 학업 스트레스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총

14개로 민하영, 유안진(1998), 박병기, 박선미(2012) 등을 참고하여

자체 제작되었다. 3차년도(초6)에서부터 7차년도(고1)까지 모두 같은

내용이며,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

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따

라서 학업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가 높다고 해석한다.

학업 스트레스 변화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각 시점마다 측정하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의

의미가 동일한지 확인하였다6). 확인 결과 경기교육종단연구에서 측

6) 종단연구에서는 시점마다 측정된 잠재변인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
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종단적 측정 동일성(longitudinal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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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학업 스트레스 14개 문항을 모두 활용하게 되면 시점마다 측

정하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의 의미가 달라져서 종단적 측정 동일성

을 만족하지 않는다7). 즉, 시점마다 같은 학업 스트레스의 의미를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한다고 보기 어

려운 문항이나 요인 분석 결과 측정 시점에 따라 요인계수의 변화

가 큰 문항은 제외하고, 14개 문항 중 6개의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

였다. 6개 문항의 평균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학업 스트레스 변인을 구성하여 변화를 추정하였다8). 학업 스

트레스 6문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측정 시점별 신뢰도 계수는 <표

3-3>과 같다9).

변인 문항 내용 신뢰도

학업
스트
레스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6개 문항의 평균

1. 좋은 성적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2. 사교육(과외, 학원 등)을 받지 않으면 불안하다.

3. 방과 후 많은 시간을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해야 하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

4. 우수한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이 크다.

5. 열심히 공부를 해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을까 봐

걱정된다.

6. 다른 학생들과 학업 성적과 관련하여 경쟁의식을 느낀다.

초6: .871

중1: .873

중2: .866

중3: .857

고1: .879

주: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나타냄

<표 3-3> 학업 스트레스 문항 내용 및 시점별 신뢰도

ment invariance)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7) 구체적인 검증 결과는 제4장. 연구결과–제2절. 연구모형 검증–1. 종단적
측정 동일성 검증에서 다루고 있다.

8) 학업 스트레스 6문항 중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이 결측이면 그 문항을 제외
한 채 나머지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학업 스트레스 변인을 구성하였다.

9) 학업 스트레스와 학생 특성 변인의 측정 시점별 신뢰도 계수는 R package
‘ltm’(Rizopoulos & Rizopoulos, 2018)의 cronbach.alpha 함수를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 22 -

각 측정 시점별 학업 스트레스 6문항이 모두 결측인 자료는 완전

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

용하여 처리하였다.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은 종단연구에서 결

측치를 다루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성장혼합모형 분석에 있어서 반

복 측정된 변인이 결측인 경우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통해

결측치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Wang

& Bodner, 2007).

2. 학생 특성 변인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학업 스트레스 관련 학생 특성 변인

의 구체적인 문항 내용과 측정 시점별 신뢰도 계수는 <표 3-4>와

같다.

변인 측정 문항 내용 신뢰도

개

인

내

요

인

학업

성취도
국어, 영어, 수학 학업 성취도 등급 평균 (역코딩)

우울

우울함에 대한 5개 문항의 평균

1.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2.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

3.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로울 때가 있다.

4. 아무런 이유 없이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5.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초6: .886

중1: .873

중2: .878

중3: .882

고1: .877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5개 문항의 평균

1.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도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4. 나는 나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5. 나는 나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초6: .919

중1: .928

중2: .936

중3: .936

고1: .924

<표 3-4> 학생 특성 변인 문항 내용 및 시점별 신뢰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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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 문항 내용 신뢰도

학업적

자기

효능감

국어, 영어, 수학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각 5개
문항 평균의 전체 평균
1.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2. 선생님의 수업이 복잡한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3.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할 자신이 있다.

4. 시험을 잘 볼 자신이 있다.

5.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능숙하게 사용할 자신이 있

다.

중1: .961

중2: .957

중3: .957

고1: .951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고등학교 졸업 직후, 희망하는 진로는 무엇입니까?

1=진학, 2=취업, 3=기타

환

경

요

인

사교육

참여시간
일주일 평균 국영수 사교육 참여시간의 합 (단위: 시간)

학업

성취

압력

학업 성취압력에 대한 4개 문항의 평균

1. 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기 때문

에 공부한다.

2. 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3. 나는 부모님이 하라고 시키므로 공부한다.

4. 나는 선생님이 하라고 시키므로 공부한다.

초6: .859

중1: .874

중2: .888

중3: .888

고1: .867

부모

애착

부모애착에 대한 6개 문항의 평균

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2.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

를 좋아하신다.

3.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

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결정한 것을 믿어주신다.

5.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나를

이해하려고 하신다.

6. 나는 부모님(또는 보호자)을 믿는다.

중1: .941

중2: .945

중3: .949

고1: .949

주: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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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도,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사교육 참여시간 변인을 제

외한 모든 변인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자료는 3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목 학업 성취도의 원점수, T점수, 수직척도 점수를 제

공한다. 하지만, 이전년도 자료들과 달리 7차년도에는 국어, 영어, 수

학 과목 학업 성취도로 1학기 기말고사 등급과 6월 전국연합학력평

가 등급을 제공하고 있다10). 종단연구에서는 측정 시점간 학업 성취

도 비교를 위해 수직척도 점수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7차

년도 학업 성취도가 기말고사 등급과 전국연합학력평가 등급뿐이라

는 데이터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제공된 자료 내에서 학년별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기 위해 측정 시점별 학업 성취도를 모두 등급으로

변환하였다.

등급 비율 Z점수 범위

1 4% Z≥ 

2 4% ~ 11%  ≤Z 

3 11% ~ 23%  ≤Z 

4 23% ~ 40%  ≤Z 

5 40% ~ 60%   ≤Z 

6 60% ~ 77%   ≤Z 

7 77% ~ 89%   ≤Z 

8 89% ~ 96%   ≤Z 

9 96% ~ 100% Z 

주:P  ≤   , P  ≤  , P  ≤   , P  ≤   

<표 3-5> 학업 성취도 등급별 비율과 Z점수 범위

10)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3-6차년도에는 직접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
정하였으나 7차년도에는 학생 설문지에서 자신의 성적(등급)을 써넣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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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부터 6차년도 자료에 주어진 국어, 영어, 수학 학업 성취도

T점수를 Z점수로 변환하고11), 변환된 Z점수는 <표 3-5>를 참고하

여 등급으로 재코딩하였다. 7차년도 자료에서는 6월 전국연합학력평

가에 미응시했거나 자신의 전국연합학력평가 등급을 적어내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다. 7차년도(고1) 기말고사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등급

의 결측 비율은 <표 3-6>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1학기 기말고사 등

급과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등급 중에서 결측 비율이 더 적은 1학

기 기말고사 등급을 7차년도 학업 성취도 자료로 활용하였다.

1학기 기말고사 등급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등급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유효 사례 수(명) 2,167 2,168 2,170 1,816 1,816 1,813

결측 사례 수(명) 91 90 88 442 442 445

결측 비율 4.2% 4.2% 4.1% 24.3% 24.3% 24.5%

<표 3-6> 기말고사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등급 (7차년도)

이때 학업 성취도 변인이 나타내는 숫자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기 위해 1등급을 9등급으로, 2등급을

8등급으로 역코딩을 실시한 후 과목별 등급 평균을 구하여 학업 성

취도 변인을 구성하였다12).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학업 성취도 등

급 평균이 높을수록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고 해석한

다.

우울은 총 5개의 문항으로,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에서 정신건

강이라는 이름으로 측정된 문항이다. 요인분석 결과 정신건강을 측

정하는 6문항이 하나의 요인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1개 문항을 제외하고 5개 문항의 평균으로 변인을 구

11) Z 

T  

12) 1→9, 2→8, 3→7, 4→6, 5→5, 6→4, 7→3, 8→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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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13).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학생의 우울 정도가 높다고 해석

한다.

자아존중감은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에서 총 7개의 문항으로 측

정하였는데 이는 5개의 긍정문항과 2개의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개의 부정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하는 것보다 긍정문항만으

로 분석할 때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정문항 2개를

제외하고 긍정문항 5개의 평균으로 자아존중감 변인을 구성하였

다14).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

석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5개의 문항으로 측

정되었다.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3차년도 자료에서는 학업적 자

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4차년도부터 7차

년도까지의 변인만을 활용하였다. 과목별 5개 문항의 평균을 구하여

국어, 영어, 수학 교과 효능감 변인을 구성한 후 각 과목 교과 효능

감 변인의 평균을 구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인을 구성하였다. 따

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에 대해 스

스로 느끼는 효능감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은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희망 진로라는 이름으로 측정된 문항이다. 학생들이 고등학

교 졸업 이후에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지, 취업을 희망하는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교육 참여시간은 학생들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국어, 영어, 수

13) 정신건강 6문항 중 제외된 1개 문항은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
는 편이다’이다.

14) 자아존중감 7문항 중 제외된 2개의 부정 문항은 ‘나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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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모두 합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이

때, 국어, 영어, 수학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교과

별 사교육 참여시간이 결측으로 되어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사교육 참여시간이 0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측으로 되

어 있던 부분을 0으로 바꾸어 코딩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응답한

사교육 참여시간의 단위가 분이어서 수를 간단하게 변환하기 위해

60으로 나누어 단위를 시간으로 변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국어,

영어, 수학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석한다.

학업 성취압력은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에서 외적조절동기라는

이름으로 측정된 문항이다. 총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4문항

의 평균을 계산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교

사로부터의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이 더 높다고 해석한다.

부모애착은 총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경기교육종단연구

(GEPS) 3차년도 자료에는 부모애착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4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의 변인만을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부모와의 애착, 즉 학생이 부모를 신뢰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해석한다.

제 3 절 연구모형

1. 종단적 측정 동일성

종단연구에서 측정 문항이 달라지거나 자료수집 절차에 변화가 생

기는 경우 문항이 측정하는 잠재변인의 속성은 달라진다. 이러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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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의 변화가 없더라도 잠재변인의 속성은 종종 알려지지 않은 이

유로 인해 달라지기도 한다(Newsom, 2015). 이처럼 종단연구에서는

측정 시점에 따라 잠재변인의 의미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잠재변인의 종단적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

다. 종단적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달라진 잠재변인의 속성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측정 체계가 달라서 나타나

는 변화인지 알 수 없다.

종단적 측정 동일성 검증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잠재변인의 의미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것, 즉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관계가 시

간 독립적(time-independent)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Xu,

2019). 잠재변인의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에서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의 요인계수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달라지지 않은지

확인하여 각 측정 시점마다 같은 구인(construct)이 측정되었는지

살펴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의 요인계

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측정되고 있는 구인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Pitts, West, & Tein, 1996).

종단적 측정 동일성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발전했으며, 다

집단 분석에서의 측정 동일성 검증 과정과 유사하다(Xu, 2019). 측

정 동일성은 제약의 정도에 따라 형태 동일성(Configuration

Invariance), 약한(weak) 측정 동일성, 강한(strong) 측정 동일성으로

구분된다. 형태 동일성은 모형 식별을 위한 제약을 제외하고 다른

모수들을 자유롭게 추정하여 측정 시점마다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가 같은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때 다집단 분석에서의 측정 동

일성 검증과 가장 큰 차이는 시점별로 같은 측정 문항에 대한 잔차

상관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측정변인과 관련된 오차는 단순 무선 오

차와 체계적 오차로 나눌 수 있는데, 체계적 오차는 잠재변인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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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다른 문항들과는 공유되지 않는 부분으로 시간이 지나

더라도 같은 문항 내에서 여전히 잠재변인을 설명하지 못한 채 남

아있다. 그러므로 종단자료에 대한 형태 동일성 검증에서는 반복 측

정된 측정변인의 잔차 상관을 설정해야 한다(Chen, 2007).

형태 동일성이 검증되면 약한 측정 동일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

다. 약한 측정 동일성 검증은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을 연결하는 요인

계수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이

다. 약한 측정 동일성을 만족하면 구인의 개념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므로 종단적 측정 동일성을 만족한다

고 볼 수 있다.

형태 동일성 검증은 모형 적합도 지수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그

이후의 측정 동일성은 제약이 주어진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내재된(nested) 두 모형 간의 비교는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통해 가능하다. 제약이 주어진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의 카이제곱 차이를 구한 후, 각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자

유도로 하여 카이제곱 분포 내에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다. 두 모

형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두 모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는 결과를 얻게 되면, 제약이 주어진 모수는 실제로 다른 것이므로

이는 동일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카이제곱 차이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큰 표본에 대해서는 영가설을 쉽게 기

각하고 편향된 결과를 나타낸다는 단점이 있다. 카이제곱 차이검증

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측정 동일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안적인

모형 적합도 지수가 제안되고 있다. Chen(2007)의 기준에 따르면 표

본의 크기가 300이상일 때 CFI가 .01이상 감소하거나 RMSEA가

.015이상 증가하는 경우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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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 맥락에서 관찰된 관심 변인을 나이,

학년과 같은 시간 관련 변인과 연결하여 종단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된 변인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궤적(trajectory)을 파악하고15), 관측되지 않은

성장요인인 절편(intercept)과 변화율(slope)을 추정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신택수, 2014).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세 번

이상 반복 측정된 변인이 있어야 한다.

선형모형은 잠재성장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식 3.1)과 같이

나타낸다.

    

   

    (식 3.1)

이때, 는 시점(time score)을 나타내고, 는 측정 시점 에서

응답자 의 관측치를 의미한다. 는 절편을 의미하는 잠재변인으로

  일 때 응답자 의 관측치이고, 는 변화율을 의미하는 잠재

변인으로 응답자 의 기울기이다. 는 절편의 평균, 은 변화율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다.   는 응답자 가 절편과 변화율의 평

균으로부터 각각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편차를 의미한

다.

15)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화 추이를 잠재성장모형에서 주로 사용되
는 변화궤적(trajectory)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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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추정을 위해서는 잠재변인 , 에 대한 요인계수를 고정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편의 요인계수는 모두 1로 고정하며, 변화율

의 요인계수는 측정 시점 간격을 반영한 상수로 고정한다(Newsom,

2015). 예를 들면, 5번에 걸쳐 반복 측정된 변인에 대해 절편의 요인

계수는 (1, 1, 1, 1, 1)로, 변화율의 요인계수는 (0, 1, 2, 3, 4)로 고정

할 수 있다16). 연구자의 연구문제에 따라 절편의 위치를 조정하여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2, -1, 0, 1, 2) 혹은 (-4, -3, -2, -1, 0)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1]은 선형모형의 한 예시를 시각화한 것으로 I는 절편, S

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잠재변인이며, y1-y5는 시점별 측정변인을

나타낸다.

[그림 3-1] 잠재성장모형(선형)

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관점에서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할 때, 측정 시점간 간격
이 같지 않더라도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초6, 중1, 중3, 고2, 고3 시기
의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변화율의 요인계수는 (0, 1, 3, 5, 6)으로 고정하여
분석한다(Wickrama, Lee, O’Neal, & Lorenz,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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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점이 4개 이상이면 비선형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이 가능하

다. 실제 사회과학연구에서는 매 시점 측정된 변인의 변화율이 일정

한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신택수, 2014). 대표적인

비선형 잠재성장모형인 이차모형은 (식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3.2)

, , 는 각각 절편, 순간 변화율, 이차항을 의미하는 잠재변

인이다. 즉, 는   일 때 응답자 의 관측치, 는   일 때

의 변화율이다. 이차항 는 변화율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차항이 양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율이 증가하고, 음수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변화율이 감소한다고 해석한다. 는 절편의 평균,

은 순간 변화율의 평균, 는 이차항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며,

    는 응답자 가 절편, 순간 변화율, 이차항의 평균으로부터

각각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편차를 의미한다.

절편과 순간 변화율의 요인계수는 선형모형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며, 이차항의 요인계수는 순간 변화율 요인계수의 제곱으로

고정된다(Newsom, 2015). 예를 들면, 5번에 걸쳐 반복 측정된 변인

에 대해 절편의 요인계수는 (1, 1, 1, 1, 1), 순간 변화율의 요인계수

를 (0, 1, 2, 3, 4)로 고정하면, 이차항의 요인계수는 (0, 1, 4, 9, 16)

이다. 순간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2, -1, 0, 1, 2) 혹은 (-4, -3, -2,

-1, 0)으로 고정하면 이차항의 요인계수는 (4, 1, 0, 1, 4) 혹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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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1, 0)이 된다.

[그림 3-2]는 이차모형의 한 예시를 시각화한 것으로 I는 절편, S

는 순간 변화율, Q는 이차항을 나타내는 잠재변인이며, y1-y5는 시

점별 측정변인을 나타낸다.

[그림 3-2] 잠재성장모형(이차)

3. 모형 적합도 지수

이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변인의 종단적 측정 동일성을 검증

하고, 적절한 잠재성장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의 모형 평

가 단계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모형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한 적합도 지수는 카이제곱 통계

량과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인 CFI, TLI, 절대적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인 RMSEA, SRMR이다17).

17) CFI=Comparative Fit Index(Bentler, 1990), TLI=Tucker-Lewis
Index(Tucker & Lewis, 197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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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제곱 통계량 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며, 최대 우도 추정을

통해 도출되는 모형오류 에 대한 식으로 (식 3.3)과 같이 표현된

다18).

   (: 표본의 크기) (식 3.3)

카이제곱  값이 클수록 모집단 공분산행렬과 설정된 모형 공분

산행렬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영가설은 ‘모집단 공

분산행렬과 설정된 모형의 공분산행렬은 같다’이다19). 모집단 공분

산행렬과 설정된 모형 공분산행렬의 차이가 크면 영가설이 기각되

고, 이때 설정된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카이제곱 통계량의 문제점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점이다. 모

형오류 와는 별개로 표본의 크기가 크면 영가설이 쉽게 기각되어

모형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안정적으로 추정

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영가설이 쉽게 기각되어 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카이제곱

통계량의 단점을 보완하여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

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모형 적합도 지수를 고려한다. 대안

적인 모형 적합도 지수에는 상대적 모형 적합도 지수인 CFI, TLI와

Approximation(Browne & Cudeck, 1992),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Hu & Bentler, 1999)

18) 모형오류는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과 실제 수집된 자료와의 차이를 나타낸
다. 모형오류가 크다는 것은 모형이 자료에 잘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모형오류에는 전집오류 (discrepancy of approximation)와 표본오류
 (sample discrepancy)가 있다. 전집오류는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 표본오류는 모형이 표본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를 의미한다.
실제 전집오류를 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표본오류를 통해 추정한다(홍세
희, 2000).

    


( : 표본의 크기,  : 자유도,  : 표본오류)

19) :    (영가설은 모형의 전집오류는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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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모형 적합도 지수인 RMSEA, SRMR이 있다.

상대적 모형 적합도 지수는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기초 모형에

비해 얼마나 더 나은지 평가한다20).

CFI   max
  

max
  

(식 3.4)

TLI  















( :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  : 기초 모형)

(식 3.5)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과 모집단 공분산행렬의 차이가 작을수록

CFI는 1에 가까워진다21). 즉, CFI와 TLI는 1에 가까울수록 설정한

모형이 모집단을 더 잘 설명한다고 판단한다. CFI와 TLI를 통해 모

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90이상

이면 양호(adequate)한 수준, .95이상이면 바람직(good)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

절대적 모형 적합도 지수는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수집한 자료

에 얼마나 잘 적합한지 절대적으로 평가한다.

RMSEA는 추정된 모형의 전집오류를 자유도로 나눈 후 제곱근을

20) 기초 모형(null model, baseline model)은 모형 내 모든 변인의 평균과 분
산은 추정하지만, 변인간 상관을 모두 0으로 설정한 모형으로 가장 간단하
지만, 적합도는 좋지 않은 모형이다.

21)     


⇒      ⇒     이므로 모

형의 공분산행렬과 모집단 공분산행렬의 차이가 작아질수록 모형의 전집오
류 는 0에 가까워지고, 

   의 값도 0에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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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값으로 상대적으로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다. RMSEA의 분

자는 설정된 모형이 모집단 공분산행렬에 얼마나 가까운지 나타내

며, 분모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다.

RMSEA 






 




max

 
 

(식 3.6)

SRMR은 관찰된 상관행렬과 예측된 상관행렬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다22). 관찰된 상관행렬과 예측된 상관행렬의 차이인 잔차 상관

행렬의 각 원소를 제곱하여 평균을 낸 후 제곱근을 구하여 계산한

다. SRMR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그 값이 작을수록 모

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RMR 



  




  





  






(식 3.7)

(: 변인의 수, : 관찰된 공분산행렬, : 예측된 공분산행렬)

Hu & Bentler(1999)에 따르면 RMSEA는 .06이하, SRMR는 .08이

하일 때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22)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은 관찰된 공분산행렬과 예측된 공분산
행렬의 차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값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값을 통해 계산되
기 때문에 변인의 척도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어 표준화된
값을 통해 계산된 SRMR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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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

앞에서 살펴본 잠재성장모형은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동질적인

(homogeneous) 모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심 변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평균적인 변화궤적을 추정한다. 추정된 변화궤적은 모

집단 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사회과학 분야의 많

은 연구 상황에서 잠재성장모형의 이러한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모

집단 내 변화궤적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잠

재성장모형을 통해 하나의 변화궤적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실

제 변화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킨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

는 학업 스트레스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들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를 하나의 변화궤적으

로 설명하기보다는 잠재성장모형의 가정을 완화하여 여러 개의 하

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23).

관찰된 여러 집단에 대한 분석은 다집단 잠재성장모형

(multi-group LGM)을 통해 가능하지만, 모집단 내 관찰되지 않은

하위집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없

다. 수집된 자료 내에서 표면적으로 관찰되지 않은 서로 다른 집단

인 잠재계층(Latent Class)을 파악하고, 각 잠재계층에 대해 변화궤

적을 추정하는 분석 방법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이다(Wang & Bodner, 2007). 잠재성장모형(LGM)과 성장혼

23) 실제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이는 모집단 내 하위집단의 존재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
다(Wang & Bodn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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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모형(GMM)의 차이를 정리하여 <표 3-7>에 제시하였다.

구분 잠재성장모형(LGM) 성장혼합모형(GMM)

모집
단

모집단 내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동일한 변화궤적을 지님

질적으로 서로 다른 변화궤적을
지니는 집단으로 구분

변화
궤적

하나의 변화궤적을 통해 모집단
내 관심 변인의 변화를 설명

관찰되지 않은 서로 다른 하위집
단마다 변화궤적을 각각 추정

공변
인

모집단 내 모든 개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영향

모집단 내 서로 다른 하위집단마
다 서로 다른 영향

접근
방식

변인중심(variable-centered) 개인중심(person-centered)

모형
예시

<표 3-7> 잠재성장모형(LGM)과 성장혼합모형(GMM)

이질적인(heterogeneous) 변화를 나타내는 잠재계층을 파악하고,

잠재계층마다 각각의 변화궤적을 추정하는 성장혼합모형은 (식 3.8)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잠재계층) (식 3.8)

이 연구의 맥락에서 (식 3.8)을 설명하면, 는 측정 시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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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 에 속하는 학생 의 학업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성장혼합

모형은 잠재계층마다 성장요인 모수인 평균과 분산을 허용하여 0이

아닌 값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ung & Wickrama,

2008; Muthén & Muthén, 2000; Wang & Bodner, 2007). 즉, 잠재계

층마다 절편, 순간 변화율, 이차항의 평균과 분산을 모두 다르게 추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장혼합모형은 변인중심 접근(variable-centered analysis) 방법이

아니라 개인중심 접근(person-centered analysis) 방법 중 하나이다.

변인중심 접근은 변인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에 대해 파악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이다. 기존 통계

분석에서 많이 활용된 방식으로 회귀분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

형 등이 변인중심 접근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개인중심 접근은

변인간 관계보다는 개인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개인이

응답한 자료로부터 추론 가능한 하위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계

층을 범주형 잠재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같은 잠재계층에 속

하는 개인의 특성과 잠재계층간 이질적인 특성을 설명한다. 개인중

심 접근의 예시로는 군집분석, 잠재계층분석, 잠재전이분석, 성장혼

합모형 등이 있다.

성장혼합모형 분석에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

제이다.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모형

적합도 지수에는 정보 준거 지수(Information Criteria index, IC), 상

대적 모형 적합도 지수, 엔트로피(Entropy) 값 등이 있다.

정보 준거 지수(IC)는 내재적인(nested) 관계에 있지 않은 모형 사

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지수로 BIC, SSABIC 등이 있다24).

2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chwarz,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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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   ln

SSABIC 



ln

 

(: 로그우도 값, : 모수의 수, : 표본의 크기)
(식 3.9)

BIC는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초창기 연구부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 준거 지수로 그 값이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

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가정된 모형의 로그우도() 부분과 모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벌점항(ln) 부분으로 구성되어 표본의 크기

와 모형 모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형의 복잡성에 벌점(penalty)

을 부과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모수의 수가 적고, 표본 크기가 작

으며, 로그우도 값이 큰 모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25). 하지만,

BIC는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더 복잡한 모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

다는 단점이 있다. SSABIC는 BIC에서 을 로 치환하여

표본 크기에 대한 벌점항의 영향을 감소시켜 BIC의 단점을 보완한

지수로 신뢰도가 높은 적합도이다(Tofighi & Enders, 2008). 하지만,

BIC와 마찬가지로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그 값이 작아지므로 잠재계

층의 수가 더 많은 복잡한 모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정보

준거 지수는 전체 모집단 내에서 하나의 계층보다는 여러 개의 계

층에 대한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Wickrama

et al., 2016). 따라서 BIC, SSABIC 등과 함께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적 모형 적합도 지수에는 LMR-LRT와 BLRT가 있다26). 일

SSABIC=Sample-size Adjusted BIC(Sclove, 1987)
25) 로그우도 값은 음수이므로 절댓값이 더 작은 모형을 선택한다.
26)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Lo, Mendell, &
Rubin, 2001),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McLachlan & P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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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내재된(nested) 경우에는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통한 모형 비교가 가능하다(Tofighi & Enders, 2008)27).

하지만, 혼합모형(mixture model)에서 잠재계층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 두 모형은 내재된(nested)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도비

(Likelihood Ratio, LR)28)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Muthén, 2004). 따라서 혼합모형에서 계층의 수가 개인 모형

과 개인 모형을 카이제곱 차이검증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박현정, 하여진, 박민호, 2011; 신택수, 2011). 이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LMR-LRT와 BLRT는 잠재계층이 

개인 모형과 개인 모형의 로그우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지수이다. 이때 영가설은 ‘잠재계층이 개인 모형이 개인

모형보다 더 적합하다’이다. 따라서 LMR-LRT, BLRT 값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영가설이 기각되면 잠재계층이 개인 모형을 선택한

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29).

엔트로피(Entropy; Ramaswamy, DeSarbo, Reibstein, &

Robinson, 1993) 값은 잠재계층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

다. 이 값을 통해 자료를 더 적합하게 설명하는 잘 구분된 잠재계층

2004)
27) 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내재(nested)된 경우, 두 모형의 우도비(Likelihood
Ratio, LR)는 점근적으로(asymptotically)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이때 자
유도는 내재된 모형에 부과된 제약의 수, 즉 두 모형 사이에 추정되는 모수
의 수 차이와 같다.

28) 우도비(Likelihood Ratio, LR)    

(, : 잠재계층이 각각   , 개인 모형의 로그우도 값)
29) LMR-LRT는 단일 표본에서의 집단간 로그우도 차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반면, BLRT는 잠재계층이  개인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영
가설 하에서 다량의 부트스트랩(bootstrap) 표본을 생성하여 로그우도 값을
추정하고, 잠재계층이 개인 모형의 로그우도와의 차이를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로그우도 차이의 분포를 추정하고, 추정된 분포를 바탕
으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다. LMR-LRT, BLRT 모두 다변량 정규성을 가
정하며, 성립하지 않을 때는 잠재계층의 수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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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를 선택할 수 있다(Petras & Masyn, 2010). 엔트로피는 개인

을 특정 잠재계층으로 분류하는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ies)에

근거하여 측정된 하나의 요약값으로 0부터 1사이의 값으로 표현된

다. 엔트로피 값이 0이라면 구성원의 사후확률이 계층에 따라 다르

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잠재계층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엔트로피 값이 1이라면 해당 잠재계층에 대한 모든

구성원의 사후확률이 1이고 다른 계층에 대한 사후확률은 0이기 때

문에 완벽하게 잠재계층이 나누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엔트로피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장혼합모형 분석에서 잠재계층의 수를 선택할 때 집단별 표본

구성 비율도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작은 잠재계층의 표본 수가 전

체 표본의 1% 이하이면 통계적 검증력과 정확성이 낮을 수 있다

(Jung & Wickrama, 2008). 따라서 잠재계층별 표본의 비율을 고려

하였을 때 표본 수가 작은 집단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구자의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는 탐색적인

과정이다. 최적의 성장혼합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통된 기준이 있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재계층별 변화궤적의 형태가 유사하지는

않은지, 결과 예측에 있어서 차이가 잘 구분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모형 적합도 지수뿐만 아니라

집단별 표본 구성 비율, 연구자의 연구문제, 모형의 간명성, 이론의

정당성,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잠재계층의 수

를 결정해야 한다(Muthén & Muthé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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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절차

이 연구는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파악하고, 파악된 잠재계층별 학생

특성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장 먼저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변인인 학업 스트레스의 시점별 평

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을 확인하여 시점별 학업

스트레스 측정값의 변화와 정규성 가정을 검토하였으며, 학업 스트

레스 변인의 시점별 상관을 살펴보았다. 또한, 분석의 마지막 단계

에서 학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잠재계층별 학생 특성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시점별 학생 특성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을 확인하였고, 학업 스트레스와 학생 특성 변인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를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 변인의 의미가 측

정 시점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업

스트레스 변인에 대한 종단적 측정 동일성 검증을 마친 후 구체적

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 잠재성장모형

가장 먼저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

교 1학년까지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적인 변화궤적을 파악하

였다. 잠재성장모형 중 선형모형과 이차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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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적 변화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30).

2. 2단계 : 성장혼합모형

성장혼합모형은 잠재계층별 변화궤적을 서로 다르게 추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잠재계층별 변화궤적을 서로 다르게 추

정하는 경우 성장혼합모형 분석에서 흔히 발생하는 수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1단계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추정한 학업 스

트레스의 평균적인 변화궤적에 기반하여 모든 잠재계층의 학업 스

트레스 변화궤적은 이차모형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31).

또한, 성장혼합모형 분석은 특이점(singularity)이나 여러 개의 국

소적 최적값(local optima)의 존재로 인해 추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성장혼합모형 분석 시 잠재계층별 성장요인의 분산에 제약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도 평면(likelihood surface) 위에 여러 개의 특이

점이 존재한다. 특이점을 제거하고, 국소적 최적값을 줄여서 모형

추정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추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성장요인의 분산에 제약이 주어져야 한다. 성장요인의 분산에 주어

지는 제약은 이론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제약이 주어져야

30)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
학년까지이다. 학교급의 변화에 따라 변화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분할함수
모형을 적용하기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시점이 충분하지 않아 선형모형
과 이차모형의 결과만 분석하게 되었다.

31) 잠재계층의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추정해야 하는 자유 모수의 수가 함께
증가한다. 추정해야 하는 모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형 추정은 불안정해
지거나 수렴의 문제로 인해 EM 추정의 M단계 반복 과정이 실패하거나
Fisher 정보 행렬이 비양정치(non-positive) 행렬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잠재계층 내 변화궤적을 같게 추정하는 것을
추천한다(Muthén, 2004; Wang & Bodn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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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대해 일치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Hipp & Bauer,

2006). 따라서 성장요인의 분산 제약을 다양하게 설정한 후 분석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성장혼합모형 분석에 있어 성장요인의 분산 제약을 결정한 후에는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도출된 정보 준거 지수, 상대

적 모형 적합도 지수, 엔트로피 등을 바탕으로 최종 잠재계층의 수

를 결정하였다. 모형 추정의 과정에서 국소적 최적값이 아닌 전체적

최적값(global optima)을 얻기 위해 시작값(start value)을 바꿔가며

반복적인 과정을 거쳤다32).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 분석에 2단계 접근법

(2-step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 분석의 1단계 접근

법(1-step approach)은 공변인이 투입된 상태에서 잠재계층을 추정

하는 방법으로 공변인의 구성에 따라 잠재계층이 달라질 수 있으며

(Asparouhov & Muthén, 2014), 성장요인과 잠재계층에 대한 공변

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unconditional) 모형을

분석할 때 편향(bias)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Lanza, Tan, &

Bray, 2013).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이 잠재계층의 사후분포

를 통해 분류 오차를 고려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추정을 위해 최근

혼합모형 연구에서는 선호되고 있지만, 사례 수가 많은 경우 2단계

접근법과 3단계 접근법의 차이가 없다(구소희, 맹세호, 조영일,

2020). 이 연구에서는 분류된 잠재계층에 대한 공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 연구목적이 아니므로 공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 분석에 있어서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32) MPLUS에서 START 신택스(syntax)를 통해 성장혼합모형을 분석하면, 최
적의 로그우도값을 출력하는 seeds가 출력된다. OPTSEED 신택스를 통해
이 값을 고정하여 여러 번 반복적인 시행을 거쳐 국소적 최적값인지 판단할
수 있다(Jung & Wickram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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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 학생 특성 분석(ANOVA)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각 잠재계층에 학생이 속하게 될 사후

확률과 사후확률이 가장 높은 잠재계층이 결정된다. 결정된 잠재계

층을 명목변인으로 저장한 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각각의 학생 특성 변인에 있어 잠재계층마다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

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잠재계층별 학생 특성을 기술하였다.

기술통계와 분산분석(3단계)은 R 4.0.3을 활용하였으며, 종단적 측

정 동일성 검증, 잠재성장모형(1단계), 성장혼합모형(2단계)은 Mplus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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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학업 스트레스 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4-1>에 제시하였으며33),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는 [그림 4-1]에 제시하

였다.

학년
사례
수

결측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소 최대

학
업
스
트
레
스

초6 2,252 6 2.38 .94 .31 -.50 1.00 5.00

중1 2,250 8 2.82 .94 -.14 -.46 1.00 5.00

중2 2,237 21 2.89 .94 -.17 -.33 1.00 5.00

중3 2,236 22 2.91 .92 -.24 -.31 1.00 5.00

고1 2,257 1 3.06 .98 -.35 -.41 1.00 5.00

<표 4-1>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 기술통계 (N=2,258)

[그림 4-1] 측정 시점별 학업 스트레스 평균

33) 변인의 기술통계는 R package ‘psych’(Revelle & Revelle, 2015)의 describe
함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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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 시점별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은 초6 2.38, 중1 2.82, 중2

2.89, 중3 2,91, 고1 3.06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

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바뀌는 시점에서 학업 스트

레스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

급이 바뀌는 시점에서도 학업 스트레스가 다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시점별 측정된 학업 스트레스 변인들의 왜도 절댓값은

3을 넘지 않았고, 첨도 절댓값은 10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성 가

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5).

측정 시점간 학업 스트레스의 상관계수 행렬은 <표 4-2>에 제시

하였다34).

학업 스트레스 1 2 3 4 5

1 초6 1.00

2 중1 .44 1.00

3 중2 .37 .54 1.00

4 중3 .34 .47 .61 1.00

5 고1 .29 .40 .49 .55 1.00

주: 제시된 상관계수는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표 4-2> 학업 스트레스의 측정 시점간 상관

상관분석 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측정된 모든 시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 시점간 학업 스트레스

변인의 자기 상관은 .29에서 .61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측

정된 학업 스트레스와 중학교 3학년 때 측정된 학업 스트레스간 상

관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4) 상관계수 행렬과 통계적 검증은 R package ‘Hmisc’(Harrell & Harrell,
2019)의 rcorr 함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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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활용된 학생 특성 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4-3>에 제시하였다.

변인 학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소 최대

개
인
내
요
인

학업
성취
도

초6 2,258 5.20 1.38 -.92 .46 1.00 7.67

중1 2,251 5.16 1.63 -.30 -.78 1.00 8.33

중2 2,246 5.21 1.64 -.21 -.86 1.00 8.33

중3 2,244 5.25 1.65 .06 -.83 1.00 9.00

고1 2,175 5.56 1.71 -.27 -.34 1.00 9.00

우울

초6 2,257 1.93 .93 1.05 .42 1.00 5.00

중1 2,250 2.09 .92 .69 -.15 1.00 5.00

중2 2,234 2.20 .96 .58 -.37 1.00 5.00

중3 2,235 2.28 .98 .46 -.51 1.00 5.00

고1 2,258 2.36 .98 .46 -.49 1.00 5.00

자아
존중
감

초6 2,255 4.07 .80 -.72 .34 1.00 5.00

중1 2,250 4.08 .76 -.58 .16 1.00 5.00

중2 2,235 4.07 .80 -.54 -.12 1.00 5.00

중3 2,236 3.96 .82 -.58 .37 1.00 5.00

고1 2,254 3.97 .80 -.65 .44 1.00 5.00

학업
적
자기
효능
감

중1 2,249 3.72 .85 -.26 -.21 1.00 5.00

중2 2,233 3.69 .86 -.29 -.08 1.00 5.00

중3 2,229 3.66 .85 -.17 -.34 1.00 5.00

고1 2,257 3.51 .87 -.28 .02 1.00 5.00

환
경
요
인

사교
육
참여
시간

초6 2,258 3.84 4.29 1.79 3.96 0.00 34.17

중1 2,164 5.35 5.57 1.44 3.20 0.00 45.00

중2 2,021 6.12 6.04 1.61 4.71 0.00 51.00

중335) 2,033 6.55 6.50 1.99 10.46 0.00 77.33

고1 2,143 6.78 6.55 1.99 14.30 0.00 84.00

<표 4-3> 학년별 학생 특성 변인의 기술통계 (N=2,25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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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 스트레스와 학생 특성 변인간 관련성

을 살펴보기 위해 3차년도(초6)부터 7차년도(고1)까지 학년별 자료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4>~<표 4-8>에 제시

하였다.

초6 1 2 3 4 5 6

1
학업

스트레스
1.00

2
학업
성취도

.08 *** 1.00

3 우울 .33 *** .00 1.00

4
자아
존중감

-.16 *** .17 *** -.41 *** 1.00

5
사교육
참여시간

.18 *** .30 *** .01 .09 *** 1.00

6
학업성취
압력

.35 *** -.12 *** .30 *** -.31 *** -.02 1.00

*** : p<.001

<표 4-4> 학업 스트레스 및 학생 특성 변인간 상관(초6)

35)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6차년도 자료 중 일주일 동안 국영수 사교육 참
여시간의 합이 108.33시간, 113시간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1명씩 있었
다.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 국영수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이상치로 간
주하고 2명의 사교육 참여시간 응답을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변인 학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소 최대

학업
성취
압력

초6 2,257 1.98 .85 .65 -.06 1.00 5.00

중1 2,249 2.06 .86 .55 -.17 1.00 5.00

중2 2,236 2.03 .87 .66 .05 1.00 5.00

중3 2,236 1.96 .84 .69 .14 1.00 5.00

고1 2,253 1.81 .77 .72 -.11 1.00 5.00

부모
애착

중1 2,249 3.96 .86 -.68 .25 1.00 5.00

중2 2,237 3.92 .88 -.57 -.04 1.00 5.00

중3 2,231 3.92 .87 -.54 -.09 1.00 5.00

고1 2,258 3.96 .87 -.68 .15 1.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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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1 2 3 4 5 6 7 8

1 학업 스트레스 1.00
2 학업 성취도 .24 *** 1.00
3 우울 .26 *** .02 1.00
4 자아존중감 -.05 * .15 *** -.38 *** 1.00
5 학업적 자기효능감 .15 *** .40 *** -.21 *** .42 *** 1.00
6 사교육 참여시간 .23 *** .37 *** .01 .11 *** .24 *** 1.00
7 학업 성취압력 .24 *** -.12 *** .23 *** -.28 *** -.24 *** -.01 1.00
8 부모애착 -.07 *** .08 *** -.30 *** .41 *** .33 *** .02 -.3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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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학업 스트레스 및 학생 특성 변인간 상관(중1)

중2 1 2 3 4 5 6 7 8

1 학업 스트레스 1.00
2 학업 성취도 .22 *** 1.00
3 우울 .27 *** .01 1.00
4 자아존중감 -.08 *** .09 *** -.41 *** 1.00
5 학업적 자기효능감 .12 *** .36 *** -.22 *** .40 *** 1.00
6 사교육 참여시간 .23 *** .39 *** .00 .06 ** .24 *** 1.00
7 학업 성취압력 .26 *** -.11 *** .25 *** -.26 *** -.21 *** .00 1.00
8 부모애착 -.07 *** .08 *** -.28 *** .43 *** .33 *** .03 -.36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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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학업 스트레스 및 학생 특성 변인간 상관(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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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1 2 3 4 5 6 7 8

1 학업 스트레스 1.00
2 학업 성취도 .22 *** 1.00
3 우울 .25 *** .01 1.00
4 자아존중감 -.04 .12 *** -.41 *** 1.00
5 학업적 자기효능감 .19 *** .39 *** -.21 *** .40 *** 1.00
6 사교육 참여시간 .24 *** .38 *** -.01 .09 *** .28 *** 1.00
7 학업 성취압력 .20 *** -.15 *** .22 *** -.28 *** -.20 *** .00 1.00
8 부모애착 -.06 *** .12 *** -.28 *** .44 *** .34 *** .06 ** -.38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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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학업 스트레스 및 학생 특성 변인간 상관(중3)

고1 1 2 3 4 5 6 7 8

1 학업 스트레스 1.00
2 학업 성취도 .38 *** 1.00
3 우울 .24 *** -.02 1.00
4 자아존중감 -.01 .12 *** -.46 *** 1.00
5 학업적 자기효능감 .27 *** .51 *** -.21 *** .39 *** 1.00
6 사교육 참여시간 .37 *** .36 *** .02 .07 ** .28 *** 1.00
7 학업 성취압력 .15 *** -.07 ** .22 *** -.25 *** -.17 *** .03 1.00
8 부모애착 -.01 .11 *** -.32 *** .42 *** .33 *** .04 -.3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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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학업 스트레스 및 학생 특성 변인간 상관(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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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모형 분석

1. 종단적 측정 동일성 검증

종단적 측정 동일성 검증의 첫 단계로 형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였다. 3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 모든 시점에서 측정된 6개의 문항이

동일하게 학업 스트레스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지 요인 구조의 동일

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시점이 달라지더라도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

하는 다른 문항들과는 공유되지 않는 체계적 오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시점별 동일한 측정변인에 대해 [그림 4-2]와 같이 잔차 상관

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2] 학업 스트레스 종단적 측정 동일성 검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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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df CFI TLI SRMR RMSEA △(df)

비제약 2651.56 *** 335 .939 .921 .043 .055
49.91(20)***

제약 2701.47 *** 355 .939 .925 .043 .054

*** : p<.001

<표 4-9> 종단적 측정 동일성 검증 모형 적합도 비교

<표 4-9>의 비제약 모형의 결과는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

수를 나타내고 있다. CFI와 TLI가 각각 .939, .921로 .90이상이고,

SRMR이 .043으로 .08이하, RMSEA가 .055로 .06이하이므로 형태

동일성을 만족한다고 판단하였다(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형태 동일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종단적 측정 동일성 검증의 두

번째 단계로 약한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시점의 요

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이 주어진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카이제곱 검증은 사례

수에 민감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적으로 두 모형의 모형 적합

도 지수 간 차이도 함께 확인하였다. 비제약 모형과 제약 모형의 카

이제곱 차이는 49.91, 자유도 차이는 20으로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

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두 모형의 CFI 차이는 없었으며, RMSEA의 차이도 .001

이었다. Chen(2007)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약한 측정 동일성을

만족한다고 판단하였다36). 따라서 3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측정하

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6) 표본의 크기가 300 이상일 때 CFI 차이가 .01이하이거나 RMSEA 차이가
.015이하인 경우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고 판단한다(Che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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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 스트레스 변화 분석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분석하기 전에 학년

별 학업 스트레스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궤적을 분

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을 활

용하여 선형모형, 이차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선형모형과 이차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결과는 <표 4-10>에 제시하였다.

모형  df CFI TLI SRMR RMSEA (LO90, HI90)

선형 357.286 *** 10 .898 .898 .061 .124 (.113, .135)

이차 154.764 *** 6 .956 .927 .042 .105 (.091, .119)

*** : p<.001

<표 4-10> 학업 스트레스 잠재성장모형 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선형모형의 CFI는 .898, TLI는 .898,

SRMR은 .061, RMSEA는 .124이다. 제시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

호하지 않아 학업 스트레스 변화를 설명하기에 선형모형은 적합하

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차모형의 경우에는 CFI는 .956, TLI는 .927로 CFI와 TLI 모두

.90이상이며, SRMR은 .042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지만,

RMSEA 값이 .1이상이었다. 잠재성장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가 양

호하지 않고, 성장요인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면 종단적 변화궤적에

있어서 이질성이 존재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Wickrama et al.,

2016). 이차모형에 대한 성장요인의 모수 추정치를 제시한 <표

4-11>에 따르면, 절편, 순간 변화율, 이차항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집단 내에서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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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잠재계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

였다. 따라서 이차모형을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위한 최종 변화모형

으로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순간 변화율 요인계수 0, 1, 2, 3, 4 -2, -1, 0, 1, 2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평
균

절편 2.438 *** .020 2.889 *** .018

순간 변화율 .309 *** .018 .143 *** .006

이차항 -.041 *** .004 -.041 *** .004

분
산

절편 .460 *** .038 .526 *** .022

순간 변화율 .202 *** .030 .028 *** .003

이차항 .008 *** .002 .008 *** .002

상
관

절편 ↔ 순간 변화율 -.267 *** .074 .224 *** .041

절편 ↔ 이차항 .134 .085 -.530 *** .043

순간 변화율 ↔
이차항

-.937 *** .012 -.329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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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1> 학업 스트레스 이차모형의 모수 추정치

이차모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치의 요인계수는 (1, 1, 1, 1, 1),

순간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는 (0, 1, 2, 3, 4), 이차항에 대한 요인

계수는 (0, 1, 4, 9, 16)으로 설정하여 추정한다. 하지만, 이렇게 모형

을 추정하면 순간 변화율과 이차항과 관련된 성장요인의 상관계수

가 -.93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다(Biesanz, Deeb-Sossa,

Papadakis, Bollen, & Curran, 2004)37).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개 시

점의 중간 시점에 대한 중심화(centering)를 통해 중학교 2학년 시

37) 잠재성장모형의 이차모형을 분석할 때 순간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곱 형
태인 이차항을 동시에 추정하게 되면 두 잠재변인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발생한다(Newso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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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0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순간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는 (-2,

-1, 0, 1, 2)로, 이차항에 대한 요인계수는 (4, 1, 0, 1, 4)로 고정하였

다. 그 결과 순간 변화율, 이차항과 관련된 잠재변인의 상관계수가

-.329로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업 스트레스 평균적인 변화궤적에 대한 최종

잠재성장모형은 중학교 2학년 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차모형으로

선택하였다38).

순간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를 (-2, -1, 0, 1, 2)로 고정한 이차모

형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성장요인 모수의 평균과 분

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학교 2학년 시기 평균 학업 스트레

스는 2.889이며, 이때 순간 변화율은 .143이다. 이차항 -.041은 변화

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

가 증가하는 폭이 점점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학업 스트레스 변화 유형 분석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개인별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은 [그림 4-3]과 같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개인별 학업 스

트레스 변화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변

화궤적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라 볼 수 있다.

38) <표 4-11>에 제시된 내용 중 진하게 표시된 테두리 안쪽 내용이 최종 분
석한 이차모형의 모수추정 결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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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학업 스트레스 변화궤적 (100명 무선 추출)

이전 단계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적인 변

화궤적을 이차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계층별 변화

궤적은 모두 이차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성장혼합모형 분석에서 잠재

계층별 변화궤적을 서로 다르게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은 모두

이차모형으로 고정한 후 잠재계층별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장혼합모형의 모형 추정 과정에서 특이점을 제거하고, 국

소적 최적값을 줄여서 안정적인 추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성장요

인의 분산에 제약이 주어져야 한다(Hipp & Bauer, 2006). <표

4-12>와 같이 성장요인의 분산에 제약을 바꿔가며 성장혼합모형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분석할 성장혼합모형의 성

장요인 분산 제약에 대해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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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절편
분산

순간 변화율
분산

이차항 분산 추정 결과

1

계층에
따라
다름

계층에 따라
다름

계층에 따라
다름

수렴하지 않음

0으로 고정
엔트로피<.6,

4개 집단 이상: 추정실패2
계층에 따라
다름

3 계층마다 동일 0으로 고정 o (최종 분석 모형)

4 0으로 고정 0으로 고정 엔트로피<.7

5

계층마다
동일

계층마다 동일 계층마다 동일 3개 집단 이상: 추정실패

6 계층마다 동일 0으로 고정 o

7 0으로 고정 0으로 고정
엔트로피<.7,

4개 집단 이상: 추정실패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이 연구에서 분석한 최종 성장혼합모형의 제약임

<표 4-12>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위한 분산 제약

먼저 학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에 대한 성장요인의 분산

을 모두 자유롭게 추정한 ‘모형1’의 경우 잠재계층의 수가 2개인 경

우부터 모형 추정에 실패하였다. 잠재계층마다 성장요인 분산이 모

두 동일하다는 제약이 주어진 ‘모형5’의 경우 잠재계층의 수가 2개

이면 추정할 수 있었지만, 잠재계층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부터는

모형 추정에 실패하였다39). 이차항 분산을 0으로 고정한 후 절편과

순간 변화율의 분산 제약을 바꿔가며 분석한 결과 ‘모형2’, ‘모형4’,

‘모형7’의 경우는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값이 너무 낮거나

집단의 수를 늘릴 때마다 추정에 실패하였다40). 따라서 이차항 분산

은 0으로 고정하고, 순간 변화율 분산은 집단마다 동일하며, 절편

분산은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제약이 주어진 ‘모형3’과 이차항의 분

39) MPLUS에서는 성장혼합모형 분석에 있어 잠재계층마다 성장요인의 분산
이 동일하다는 제약이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되어 있다.

40) <표 4-11>의 이차모형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았을 때 이차항 분산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지만, 그 값은 .008로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라고 판단하여
잠재계층별 이차항의 분산을 0으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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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0으로 고정하고, 순간 변화율의 분산과 절편의 분산이 집단마

다 동일하다는 제약이 주어진 ‘모형6’ 중에서 분산 제약이 더 적은

‘모형3’을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위한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계층의 수를 2

개부터 4개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며 모형을 분석하였다. 잠재계층의

수에 따른 로그우도 값과 자유도, 정보지수 BIC와 SSABIC, 상대적

모형 적합도 지수인 LMR-LRT와 BLRT,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

트로피 값을 <표 4-13>에 제시하였다41).

잠재계층 수 2개 3개 4개

로그우도 -13656.254 -13631.775 -13591.147

df 16 21 26

BIC 27436.063 27425.717 27383.071

SSABIC 27385.228 27358.997 27300.465

LMR-LRT 115.108 *** 47.721 ** 79.206

BLRT 118.089 *** 48.957 *** 81.257 ***

Entropy .592 .740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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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3> 잠재계층 수 결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 비교

가장 먼저 정보 준거 지수인 BIC, SSABIC를 살펴보았다. BIC,

SSABIC 모두 집단의 수가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그 값이 감소하고

있다. 정보 준거 지수는 그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하

는데, 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나타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Wickrama et al., 2016).

41) 잠재계층의 수가 5개인 경우는 모형 추정이 불가능하여 잠재계층의 수가 2
개, 3개, 4개인 경우만 표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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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상대적 모형 적합도 지수인 LMR-LRT, BLRT를 살펴

보았다. BLRT는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할 때마다 모두 .00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LMR-LRT는 잠재계

층의 수가 3개일 때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잠재계층의 수를

4개로 증가시켰을 때에는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이 4개인

모형보다 더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값을 살펴보았다. 잠재

계층의 수가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그 값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잠

재계층의 수가 3개인 경우는 .740, 4개인 경우는 .743으로 4개인 경

우가 3개인 경우보다 엔트로피 값이 약간 높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잠재계층 수 2개 3개 4개

계층1 1,847 (81.8%) 1,914 (84.8%) 1,752 (77.6%)

계층2 411 (18.2%) 110 (4.9%) 331 (14.7%)

계층3 234 (10.4%) 133 (5.9%)

계층4 42 (1.9%)

<표 4-14> 계층 수에 따른 사례 수 및 비율 (단위: 명)

마지막으로 <표 4-14>에 제시된 잠재계층의 수에 따른 사례 수

및 비율을 살펴보았다.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경우는 사례 수가

1.9%인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통계적 검증력과 정확성

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Jung & Wickrama, 2008).

따라서 정보지수, 상대적 모형 적합도, 엔트로피 값과 계층별 사례

수, 잠재계층별 변화궤적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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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잠재계층의 측정

시점별 학업 스트레스 평균은 <표 4-15>에 제시하였다.

집단
학업 스트레스 평균

초6 중1 중2 중3 고1

1 지속적 증가집단 2.46 3.01 3.15 3.14 3.24

2 중3이후 급증가집단 2.35 2.07 1.86 2.20 3.24

3 지속적 하위수준집단 1.85 1.97 1.75 1.69 1.68

<표 4-15> 잠재계층의 측정 시점별 학업 스트레스

추정된 잠재계층별 학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을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4-4]와 같으며,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추정된 이차모형

모수 추정치는 <표 4-16>에 제시하였다.

[그림 4-4] 집단별 학업 스트레스 변화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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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사례
수

비율 학업 스트레스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1
지속적
증가집단

1,914 84.8%

절편(중2) 3.138 *** .033

순간 변화율 .167 *** .010

이차항 -.070 *** .006

2
중3이후
급증가집단

110 4.9%

절편(중2) 1.877 *** .145

순간 변화율 .188 *** .038

이차항 .232 *** .039

3
지속적

하위수준집단
234 10.4%

절편(중2) 1.789 *** .151

순간 변화율 -.063 * -.002

이차항 -.00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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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6> 집단별 이차모형 모수 추정치

첫 번째 집단은 전체 학생들의 84.8%가 포함되는 집단으로 대부

분의 학생들이 이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높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계속해서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학업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

가한다. 추정된 이차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학업 스트레스는 3.138이고, 이때 순간 변화율은 .167이다. 이차

항이 -.070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폭

이 점점 완만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집단의 특징을 반영하여 첫

번째 집단은 ‘지속적 증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 학생들의 4.9%가 포함되는 집단으로 초등학

교 6학년 때에는 첫 번째 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나타내지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중학교 2학년 시기를 지나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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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첫 번째 집단의 학생들과 다시 비

슷한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나타낸다. 추정된 이차모형의 모수 추

정치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학업 스트레스는 1.877로 첫 번째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때 순간 변화율은 .188이다. 이

차항은 .232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폭

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집단

의 특징을 반영하여 두 번째 집단은 ‘중3이후 급증가집단’으로 명명

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 학생들의 10.4%가 포함되는 집단으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낮다. 추

정된 이차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학업 스

트레스는 1.789이고, 이때 순간 변화율은 -.063이며, 이차항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

학년까지 학업 스트레스가 선형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형

태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집단의 특징을 반영하여 세

번째 집단은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측정 시점마다 잠재계층별 학업 스트레스의 상자 도표와 분산

분석 결과는 <표 4-17>과 같으며, 각 잠재계층에 속하는 학생 개인

별 변화궤적의 분포는 [그림 4-5]에 나타내었다42).

42) 상자 도표는 R package ‘ggplot2’(Wickham, Chang, & Wickham, 2016)의
ggplot + geom_boxplot 함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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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초6 중1 중2 중3 고1

상자
도표

F 53.39 *** 290.3 *** 660.6 *** 564.4 *** 533.2 ***

사후
검증

1,2>3 1>2,3 1>2,3 1>2>3 1,2>3

*** : p<.001

<표 4-17> 집단별 학업 스트레스 상자 도표 및 분산분석

집단1 : 지속적 증가집단 (84.8%) 집단2 : 중3이후 급증가집단 (4.9%) 집단3 : 지속적 하위수준집단 (10.4%)

[그림 4-5] 각 집단의 개인별 변화궤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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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 스트레스 변화 유형별 학생 특성 분석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속적 증가집단’과 ‘중3

이후 급증가집단’의 학업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반면에 ‘지속적 하위

수준집단’의 학업 스트레스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오히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한다. 또한, ‘지속적 증가집단’과 ‘중3이후 급증가

집단’의 학업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중학교 시기에는 서로 다른 변화

를 나타낸다. ‘지속적 증가집단’은 중학교 시기에도 계속해서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반면에 ‘중3이후 급증가집단’은 중학교 입학하

는 시점에는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하지만, 졸업하는 시점부터는 학

업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처럼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 변

화궤적이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집단별 학생 특성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에 따라 나눈 3개의 집단별 학생 특성 변

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점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학생 특성

변인의 집단별 기술통계와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8>에 제시하였

으며, 집단별 학생 특성 변인의 측정 시점별 변화를 [그림 4-6]~[그

림 4-12]에 나타내었다. 학생 특성 변인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살펴

본 후 이를 종합하여 집단별 학생 특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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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학
년

지속적 증가
중3이후
급증가

지속적
하위수준

분산분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개
인
내
요
인

학업
성취
도

초6 5.32 1.31 4.88 1.44 4.41 1.61 50.3 *** 1>2>3

중1 5.32 1.57 4.78 1.58 4.12 1.68 63.1 *** 1>2>3

중2 5.35 1.61 4.88 1.54 4.25 1.64 51.0 *** 1>2>3

중3 5.38 1.64 4.77 1.48 4.35 1.54 47.0 *** 1>2,3

고1 5.69 1.63 5.76 1.65 4.33 1.89 65.4 *** 1,2>3

우울

초6 1.94 .94 1.84 .95 1.66 .81 11.7 *** 1>3

중1 2.15 .91 1.75 .88 1.75 .90 28.0 *** 1>2,3

중2 2.28 .95 1.83 .86 1.72 .86 45.8 *** 1>2,3

중3 2.35 .98 2.01 .92 1.86 .93 31.5 *** 1>2,3

고1 2.42 .97 2.18 .99 1.92 .95 29.6 *** 1>2,3

자아
존중
감

초6 4.06 .79 4.13 .82 4.07 .86 .4 -

중1 4.06 .74 4.29 .77 4.16 .82 6.1 ** 2>1

중2 4.04 .78 4.37 .79 4.15 .88 10.8 *** 2>1,3

중3 3.93 .80 4.19 .91 4.08 .91 8.0 *** 2,3>1

고1 3.95 .79 4.14 .83 4.08 .89 5.3 ** 2,3>1

학업
적
자기
효능
감

중1 3.76 .81 3.80 .98 3.35 .95 24.0 *** 1,2>3

중2 3.72 .82 3.75 1.01 3.47 1.02 8.6 *** 1,2>3

중3 3.69 .81 3.75 1.00 3.34 1.02 18.6 *** 1,2>3

고1 3.54 .82 3.68 .99 3.19 1.12 19.1 *** 1,2>3

환
경
요
인

사교
육
참여
시간

초6 4.01 4.32 3.46 4.03 2.56 3.95 12.6 *** 1>3

중1 5.71 5.65 3.81 4.38 3.11 4.64 26.8 *** 1>2,3

중2 6.55 6.10 5.10 5.70 3.31 4.86 30.5 *** 1>2>3

중3 7.07 7.50 5.62 5.87 2.92 4.22 42.2 *** 1,2>3

고1 7.19 6.56 7.56 6.37 3.18 5.33 39.9 *** 1,2>3

<표 4-18> 집단별 학생 특성 변인 기술통계 및 분산분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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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집단별 학업 성취도(등급) 변화

집단별 학업 성취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스가 꾸준히

높은 ‘지속적 증가집단’이 높은 학업 성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

변인
학
년

지속적 증가
중3이후
급증가

지속적
하위수준

분산분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학업
성취
압력

초6 2.00 .85 1.92 .77 1.81 .85 5.5 ** 1>3

중1 2.11 .85 1.82 1.02 1.78 .79 20.1 *** 1>2,3

중2 2.10 .87 1.56 .74 1.63 .75 49.5 *** 1>2,3

중3 2.03 .84 1.58 .75 1.57 .76 43.0 *** 1>2,3

고1 1.87 .77 1.72 .78 1.42 .62 37.0 *** 1,2>3

부모
애착

중1 3.95 .84 4.20 .95 3.99 .97 4.5 * 2>1

중2 3.89 .86 4.22 .88 4.04 .98 10.2 *** 2,3>1

중3 3.89 .86 4.16 .86 4.05 .97 7.7 *** 2,3>1

고1 3.93 .86 4.23 .77 4.13 .95 11.1 *** 2,3>1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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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스트레스가 낮은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은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 성취도 변화에 있어 주목할 부분은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기에 급

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지속적 증가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초등

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학업

성취도보다 계속 높았으나,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되면서 ‘지속적

증가집단’과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학업 성취도 차이가 줄어든다.

고등학교 1학년 시기 두 집단의 학업 성취도 차이는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학업 성취도

는 5.76, ‘지속적 증가집단’의 학업 성취도는 5.69로 ‘중3이후 급증가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지속적 증가집단’의 학업 성취도보다 높아졌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 증가집단’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계

속해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냈지만,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학업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부

터 이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함께 증가하면서 두 집단의 학업 성취

도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정리해보면, 학업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속적 증가집단’

의 학업 성취도가 높으며, 학업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낮은 ‘지속

적 하위수준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낮다. 또한, ‘중3이후 급증가집단’

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학업 성취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가 부적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구경호, 김석우, 2014; 정주

영, 2010; Akgun & Ciarrochi, 2003; Ang & Huan, 2006; Liu &

Lu, 2011)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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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집단별 우울 변화

집단별 우울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파악된 세 집단의 우울 수준

모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의 경우에도 학년이 올

라감에 따라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거나 낮은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우울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세 집단 중에서도 우울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학업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속적 증가집단’이다. 이 집단의 우울 수준은 다

른 집단에 비해 꾸준히 높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속도도 빠르다. ‘지속적 증가집단’이 분석 대상의 84.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우울 수준이 매

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우울 수준이 심각한 개인

적·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의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

다.



- 71 -

[그림 4-8] 집단별 자아존중감 변화

집단별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는

세 집단의 자아존중감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집단별로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의 자아존중감은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큰 변화를 나타

내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지속적 증가집단’의 자아존중감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아지며, ‘중3이후 급증가집

단’의 자아존중감은 학업 스트레스 변화와는 반대로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정리해보면,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지속적 증가집단’의 자아

존중감이 가장 낮다. 또한,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경우 학업 스트레

스가 감소할 때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자아존중감이 감소한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

고, 학업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면 자아존중감은 급격하게 감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현순, 2014)와 마찬가지로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사이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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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집단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화

집단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 증가집단’과

‘중3이후 급증가집단’에 비해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의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학

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스트레스가 서로 부적 관계에 있다(오정희,

선혜연, 2013; 조은서, 2019; 허진선, 2020; Ye et al., 2018)고 하였으

나 이와는 달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업 스트

레스가 가장 낮은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집단의 학생들은 학

업에 있어서 성공 경험이 거의 없기에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낮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마저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 증가집단’과 ‘중3이후 급증가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

게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스트레스

가 서로 부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학업 스트레

스와 학업 성취도가 모두 낮은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의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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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자기효능감 또한 매우 낮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개인 내 요인 중 마지막으로 집단별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에 대

해 살펴본 결과는 <표 4-19>와 같다.

고등학
교 졸업
후 계획

학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계 지속적

증가
중3이후
급증가

지속적
하위수준

진학 1,650 (87.3%) 97 (89.0%) 152 (66.1%) 1,899 (85.2%)

75.96***

(df=4)
취업 178 (9.4%) 8 (7.3%) 55 (23.9%) 241 (10.8%)

기타 61 (3.2%) 4 (3.7%) 23 (10.0%) 88 (3.9%)

계 1,889 (84.8%) 109 (4.9%) 230 (10.4%) 2,228 (100%)

*** : p<.001

<표 4-19> 집단별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단위: 명)

집단별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5.96, df=4). ‘지속적 증가집단’에 속하는 학생

의 87.3%, ‘중3이후 급증가집단’에 속하는 학생의 89.0%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에 ‘지속적 하위수준집단’

의 학생들은 66.1%만이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 ‘지속적 하위수

준집단’에 속하는 학생 중 23.9%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

였으며, 10.0%는 그 밖의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분석 대상을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로

제한하였으나 실제로는 취업을 희망하더라도 미리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보지 못한 채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포함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한 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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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집단별 국영수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

집단별 국영수 사교육 참여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 증가

집단’과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사교육 참여시간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

속적 증가집단’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다른 집단에 비해 사교육 참

여시간이 많으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국영수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반면 ‘중3이후 급증가집단’은 ‘지속적 증

가집단’에 비해 초기 사교육 참여시간은 적은 편이지만 학년이 올라

가면서 사교육 참여시간이 꾸준히 증가한다. 학업 성취도와 마찬가

지로 중학교 3학년 이후에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사교육 참여시간

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등학교 1학년 시기 두 집단의 사교육 참여시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하

위수준집단’의 사교육 참여시간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확연하게 적

은 편이다.

정리해보면, ‘지속적 증가집단’과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경우 학

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한다. 특히 ‘중3이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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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집단’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시기와 학업 스

트레스, 학업 성취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가 비슷하다. 또한, ‘지

속적 하위수준집단’의 학업 스트레스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이유

가 사교육 참여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과 연결 지

어 해석해볼 수 있다.

[그림 4-11] 집단별 학업 성취압력 변화

집단별 학업 성취압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잠재계층별 학업 스트레

스의 변화궤적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 변화와 학업 성취압력의 변화가 유사하다는 점은 두

변인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지속적 증가집단’의 학업 성취압력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또한,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학업 성취압력은 중학교

2학년 시점 이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여 고등학교 1학년

시기 ‘지속적 증가집단’과의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학생 스스로 사교육에 참여했을 때보다 부모님 등 다른 사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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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교육에 참여했을 때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김

라경, 2019)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사교육 참여

시간 변인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지속적 증가집단’의 학생

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높은 학업 성취압력으로 인해 사교육

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고 이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가 높다. ‘중3이

후 급증가집단’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학업

성취압력에 의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학업 스트

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 4-12] 집단별 부모애착 변화

집단별 부모애착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 증가집단’의 부모애착

은 계속 낮은 수준이며,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부모애착은 계속해

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의 부모애착은 변화

가 거의 없는 다른 집단과는 달리 점차 증가한다. 중학생의 학업 스

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애착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이선

행, 황혜정, 2018)와 같이 실제 중학교 시기에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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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부모애착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애

착이 학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

하여 ‘중3이후 급증가집단’은 학업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

도 ‘지속적 증가집단’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 시기 우울 수준이 낮

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높은 학업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있는 ‘지속적 증가집단’은 부모애착이 낮아 학업 스트

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이 부족한 현실이

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생 특성 변인에 따라 집단별 특성을 정리해보

면 다음과 같다. 전체의 84.8%를 차지하는 ‘지속적 증가집단’은 초등

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꾸준하게 학업 스트레스가 증

가하는 집단이다. 초등학교 6학년 이른 시기부터 다른 집단에 비해

사교육 참여시간이 많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교육 참여시간은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학업 성취압력도 꾸준히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즉 ‘지속적 증가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업 성취압력이 높아 사교육 참여시간이 많고, 학업 성취도

가 높으며, 학업 스트레스도 높다. 하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매우 높으며, 부모애착이 낮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자아존중감도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중3이후 급증가집단’은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하지만, 그 이후부터

는 학업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지속적 증가집단’의 학생들

보다는 좀 더 사교육을 늦게 시작하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

업 성취압력과 사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하면서 ‘지속적 증가집단’과

의 사교육 참여시간의 차이도, 학업 성취도의 차이도 점점 감소한

다. ‘지속적 증가집단’과 마찬가지로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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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학생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참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도 함께 높아진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 ‘지속적 증가집단’

과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사교육 참여시간,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

취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에도 ‘중3이후 급증가집단’이 ‘지속적 증

가집단’보다 우울 수준은 낮고,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이 높다는 점

이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하는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은 다

른 집단에 비해 학업 성취압력, 사교육 참여시간, 학업 성취도, 학업

스트레스가 모두 낮은 집단이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

년까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꾸준히 낮고, 다른 집단에 비해 고등학

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이나 기타 다른 진로를 희망하

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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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년별 학업 스

트레스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유형을 확인하여 유형별 학생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

가 한 시점에서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에서는 종단적 관점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변인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개

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학업 스트레스 변화의 이질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학업 스트레스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평균적으로 어

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2. 학업 스트레스의 서로 다른 변화는 어떻게 유형화되는

가?

연구문제3.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유형별

학생 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이를 위해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의 초등학교 패널 3차년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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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서 7차년도(고1)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

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2,258명

을 분석하였다.

학업 스트레스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잠재성장

모형을 통해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여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가 서로 다르

게 나타내는 잠재계층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산분석을 통해

측정 시점에 따라 잠재계층별 학생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별 학업 스트

레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의 선형모형과 이차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업 스트레스 변화를 설명하기에 이

차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업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바뀌는 시기의 증가 폭이 가장 크며, 중학

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

때, 이차모형 적합도 지수 중 RMSEA가 .1이상이었으며, 이차모형

을 통해 추정한 성장요인 모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잠재

성장모형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지 않으며 추정한 모든 성장요인 모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변화의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Wickrama et al., 2016)를 바탕으로 학년

이 올라감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학생 개개인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둘째,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정보 준거 지수, 상대적 모형 적

합도 지수, 분류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에

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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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지속적 증가집단’은 전체의

84.8%로 꾸준히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학년이 올

라감에 따라 계속해서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두 번째 ‘중3이후

급증가집단’은 전체의 4.9%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

까지는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업 스

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세 번째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은 전체

의 10.4%로 계속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다른 집단

과는 달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셋째,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유형별 학생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속하는 ‘지속적 증가

집단’은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교육

참여시간이 많고 학업 성취압력이 높은 편이었으며, 이에 따른 학업

성취도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

고,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3이후 급

증가집단’은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사교육 참여시간,

학업 성취압력, 학업 성취도도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 사교육 참여

시간, 학업 성취압력이 증가하면서 ‘지속적 증가집단’과의 차이가 줄

었지만, 우울, 자아존중감, 부모애착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

한다. ‘중3이후 급증가집단’이 ‘지속적 증가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낮

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부모애착도 좋은 편이다. 두 집단의 차이

를 통해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높은 학업 스트레

스를 겪게 되어 이로 인해 다른 부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할 수 있다

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

하는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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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스트레스, 사교육 참여시간, 학업 성취압력, 학업 성취도,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모두 낮다는 특성을 나타낸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

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다른 두 집단과의 차이가 있었다.

제 2 절 논의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

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별 학업 스

트레스 변화 추이를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업 스트레스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한다(김현순, 2014; 박현

선 외, 2014; 이유미, 박병기, 2019; 이재혁, 2018; 채담미, 2019). 하

지만, 실제 학생들의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 폭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오정희, 선혜연, 2013; 조윤주, 2010;

Liu & Lu, 2011).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

속도가 점점 완화되고, 학생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면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경험을 자신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박영신 외, 2003; 임은미, 정성석, 2009)

와 마찬가지로 점차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 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의 이차모형으로 설명하여 초등학교에서 중학



- 83 -

교로 진학할 때 학업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점

차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서로 다

르게 나타나는 3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기

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횡단자료를 통해 단일 시점에서 학업 스트레

스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종단연구의 경

우에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모집단 내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를 하

나의 양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는 모두에게 같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학업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르며,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

형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모집단 내 학업 스트레스

의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3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셋째,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종단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가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학업 스트레스가 높으면 학업 성취

도는 낮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구경호, 김석우, 2014; 정주영,

2010; Akgun & Ciarrochi, 2003; Ang & Huan, 2006; Liu & Lu,

2011).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횡단자료를 통해 파악한 관계

이기에 분석 대상과 그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는 모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변화하므로

종단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지속적 하위수준집단’보다 학업 스트레

스가 높은 ‘지속적 증가집단’과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학업 성취도

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3이후 급증가집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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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와 학업 성취도가 급격하

게 증가하는 시기가 겹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업이 우

선시되고 성적으로 학생을 구분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반영

되어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오히려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

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유미, 박병기, 2019).

넷째, 학업 스트레스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유형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다름을 파악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

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다는 결론(오정희, 선혜연,

2013; 조은서, 2019; Ye et al., 2018)을 제시하거나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허진선, 2020)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

도가 모두 낮은 ‘지속적 하위수준집단’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생에게 있어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적 자기효능감의 부적 관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에서 확인한 학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유형에 따라 두 변인의

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섯째, 사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지속적 증가집단’과 ‘중3이후 급증가집

단’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하는 시점에 학업 스트레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 참여시간의 증가가 학업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교육 참여시간

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 원하여 사교육에 참여한 경우와 주변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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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의해 사교육에 참여한 경우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업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야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더라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

용이 적을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른 시기부터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우울 수준도 계속

해서 높아진다. 학업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서 학생들은 학업 성취 그 자체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학업

성취가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과 성공까지도 결정짓는

기준으로 인식되며 우리나라 학생들은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이로 인한 우울 수준이 높은 편이다. 학생들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우울함이 심각해지지 않도

록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업 스트레스의 보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시기에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중

3이후 급증가집단’ 학생들과 꾸준히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나타낸

‘지속적 증가집단’ 학생들은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

로그램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도움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에 진학

한 학생 중에서 학업 성취도,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

교육 참여시간이 모두 낮은 약 10%의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학업에서의 작은 성공 경험이 필요한 이 학생들에게

도 학업의 기회가 주어져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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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 및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데이터상의 한계로 인해 분석 시

점을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한정하였다. 경기교

육종단연구에서는 3차년도부터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시작했으며, 분석 시점까지 공개된 데이터는 7차년도 자료이다. 측

정 시점을 추가하면 좀 더 다양한 모형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다. 후

속 연구에서는 추후 공개되는 고등학교 2, 3학년 자료를 추가하여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 등을 통해 학교급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변

화의 이질성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장혼합모형 분석에 있어서 수렴의 문제로 인해 학생 특성

변인의 영향력을 모형에 포함하여 검증하지 못하였다. 성장혼합모형

분석의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은 잠재계층의 분류 오차를

통제하는 과정을 모수추정에 포함하는 방법이다(Vermunt, 2010;

Wickrama et al., 2016).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여 학업 스트레스 변

화궤적의 잠재계층 분류 오차를 통제한 후 공변인의 영향력을 검증

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한 성장

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공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서로 다

른 변화궤적을 나타내는 집단마다 학생 특성 변인의 영향력을 직접

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업 스트레스 변화와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학생 특성 변인

과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학업 성취도, 사교육 참여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 학업 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하고 있

으며, 집단별 학업 성취압력의 변화 양상이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와

다른 학생 특성 변인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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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교육 현장에서 학생

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학생 특성 변인과 학업 스트레스 사이에 명확

한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학생 특성 변인 이외에도 학업 스트레

스의 변화와 관련한 개인 내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등이 존재

한다. 이운경, 김민주(2019)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특히 교사애착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미경 외(2012)는 또래애착이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교사애착은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킨

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

소가 학교인 만큼 학교요인 등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활용한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자료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경우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에 대해 대표성을 지니는 자료를 통

해 학업 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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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academic stress

in each grade and student

characteristics by types of

change using longitudinal

data

Sujin BAE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ngitudinal changes in

academic stress, identify groups in which changes in academic

stress differ within group members,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 each group. Although many studies

on academic stress have been conducted, they main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other variables

using data at a single point in time. Even the longitudinal studies

that analyzed data at multiple points in time deal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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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change in academic stress by focusing on a specific

period, such as early adolescence or middle school period.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individuals differs from one another,

and so does the change in academic stress. By grasping how

academic stress changes as grade level increases and revealing

the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it could be possible to

discuss ways to practically lower the academic stress. To do so,

the data of 2,258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s,

special-purpose high schools, and autonomous high schools, the

data from the 3rd to 7th year of the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are analyzed.

Accordingly,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How does academic stress change on

average as grade level increases?

Research question 2. How can the different changes academic

stress be categorized?

Research question 3. What are the differences in student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who show

different changes in academic stress?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academic stress from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1st grade of high school

based on latent growth model and estimates the heterogeneities

in changes based on the growth mixture model.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1st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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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have followed a

quadratic curve and increased on average. Especially when

students entered middle school, their academic stress showed a

steep rise. However, during three years in the middle school, the

increase slowed down, so the academic stress gradually

increased. It shows that the academic stress does not simply

increase linearly as grade level increases.

Second, this study divided target students into three latent

classes based on changes in the academic stress, and classified

each class as ‘a continuously increasing group’, ‘a rapidly

increasing group after middle 3’, and ‘a continuously low-ranking

group.’ Academic stress of students in ‘the continuously

increasing group’ continued to increase as they advance through

school. In ‘the rapidly increasing group after middle 3’, students

showed a decrease in the academic stress from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2nd grade of middle school but an steep

rise in their senior year of middle school. Lastly, students in ‘the

continuously low-ranking group’ stayed low in the academic

stress and showed a decrease as they advance through school.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from each group, the students of ‘the continuously increasing

group’, whose academic stress stayed consistently high, had a lot

of early private education and were pressured to academic

achievement a lot. In addition, they showed high academic

achievement and depression level, and their self-esteem, career

maturity and parental attachment were lower than other groups.

Students in ‘the rapidly increasing group after middle 3’ showed

a sharp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participation time, pressure

for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t 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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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cademic stress increased. However, this group had a

lower level of depression, higher self-esteem, and better parental

attachment than ‘the continuously increasing group.’‘The

continuously low-ranking group’ spent less time for private

education and was low in academic stress, pressure for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Moreover, they showed a higher rate of desire for employment

than other groups who wished to enter college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I have strongly believ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educational field. That is because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manage students' academic stress effectively by

clarifying the existence of groups in which changes in academic

stress differ from each other, and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 each group.

If a further study includes analysis time and expands the

target students to the 2nd and 3rd graders in high school, it could

be possible to analyze the overall changes in academic stress as

grade level increas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academic stress and

students’ characteristics and to figure out how the variables

directly affect an increase or decrease in academic stress.

keywords : Academic Stress, Growth Mixture Model,

Latent Growth Model, longitudinal data

analysis,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G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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