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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이 연구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중심으로 EBS 수학강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
육종단연구 5차년도 설문 조사에 응답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관련 문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한 총 4,453명을 대상으로 EBS 수학강의를 수강할 확률인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를 구하고, 이를 활용한 결합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를
제외한 다른 관련 변인들에서 동등한 특성을 가지도록 EBS 수학강의 수강 집단과 미수강 집단을 결합표집하고,
집단 간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각 집단별로 각각
1,273명씩 결합표집 되었으며, EBS 수학강의를 수강한 집단이 수강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조절학습능력 총점
과 3가지 하위 영역(인지조절능력, 동기조절능력, 행동조절능력)별 점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EBS 수학강의가 고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좀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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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이 전환되
면서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자기조절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사고, 감정, 행동을 통제·관리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Schunk & Zimmerman, 1994). 이러한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적극
적으로 관여하면서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구안된 개념으로서(양명희,
2002), 외적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감으
로써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기조절학습능
력에 대한 하위 요인들은 크게 3가지, 인지적 영역, 동기적 영역, 그리고 행동적 영역으로 제시되
고 있으며(송인섭, 2006; 신종호 외, 2006),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서 강조되고
있다(박현정, 2005; 정미경, 2007).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려는 능력 또는 태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되고 있다(성현숙, 김언주, 2003).
아울러,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이러닝 학습환경에서도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을 어떻게 촉진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
아지고 있다.(박혜정, 최명숙, 2008; 이인숙, 2003; 2002; 임철일, 2001; Puzziferro, 2008).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러닝 학습환경으로는 EBS 강의를 들 수 있
다. EBS 강의는 2004년「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써 이러닝 체제
구축을 통하여 수능과외를 대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2010년에는 EBS
강의와 수능과의 연계강화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 EBS 강의를 일상적
으로 듣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이처럼 EBS 강의는 교육
의 장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시키면서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조
절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한건우 외, 2005; 한태명, 2004).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EBS 강
의 수강 여부가 고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경향점수를 이용한
결합표집(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결합표집이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들에 있어서 동일한(혹은 유사한) 속성을 갖는 사례
들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 표집하고 각 쌍에 속하는 사례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나누어 할
당하는 방법’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변인들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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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이종승, 2009; Shadish, Cook, & Campbell, 2002). 최근 교육학 연
구에서도 교육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보다 엄밀한 인과적 효과 추정을 위하여 경향점수를
활용한 분석을 자주 수행하고 있다(김정은, 김지하, 2009; 민경석, 2008; 변수용, 김경근, 2010;
상경아, 2006; 안준기, 2009; 임진영 외, 2010).
이 연구에서는 EBS 강의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교과 중 수학 교과에 대해서만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인지적 측면에서는 TIMSS 2007에서 수학 2위,
PISA 2009에서 수학 1∼2위(OECD 순위 기준)를 달성한 바와 같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도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즐거움, 흥미 등과 같은 정의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2010). 이와 관련하여 수학 교과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 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교육인적자
원부, 2007; 김경희 외, 2009; 박선화 외, 2010; 박정, 2007),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주목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수학 교과 교육 활
동과 관련하여 EBS 수학강의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 외의 다른 관련 변인들
이 동등한 특성을 가지도록 EBS 수강 집단과 미수강 집단을 결합표집하고, 집단 간 자기조절학
습능력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여, EBS 수학강의 수강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EBS 수학강의가 수학 교과 교육 내실화에 어떠
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러닝 학습환경에서의 자기조절학습능력
Bandura(1986)와 Zimmerman(1986)은 학습자를 자신의 학습에 있어 능동적인 참여자 혹은
정보의 능동적 처리자로 바라보는 적극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 학습자가 상위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스스로의 학습을 조절해 가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조절학습의 하위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 즉 ‘인지적 요인’,
‘동기적 요인’, ‘행동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송인섭, 2006; 신종호 외, 2006). 여기서 인지조절
이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실제적인 전략을 의미하며
(송인섭, 2006) 정보의 획득, 조직, 저장 그리고 활용을 촉진하는 시연, 정교화, 조직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기조절이란 학습자가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와 목적으로써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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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대와 자신에게 있어 목표의 가치를 의미하며, 활동의 선택 및 노력의 양과 지속성을
결정하는 자기 효능감, 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과제에 대한 내재적 흥미나 내재적 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행동조절이란 과제에 대해 관여하는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통제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학습을 최적화하는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조화하며 정보를 탐색하고 자기 강화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것은 주어진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환경을 중시하는 것이다(김영상,
1992).
한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도 및 학교 적응력 등 학습자의 인
지적․정의적 성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현주 외, 2004). 그래서 최근 이러닝
학습환경이 활발히 구축됨에 따라,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촉진하
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닝 학습은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테크놀로
지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실시하거나,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이 아닌 교
실 밖에서 테크놀로지와 교육 자료에 의존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귀종,
2008). 대체로 이러닝 학습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운영하고 정보를 처리하
며, 자료를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Hanna, Glowacki-Dudka, &
Conceicao-Runlee, 2000). Moore(1993) 역시 원격교육을 특징짓는 주요 요소로써 상호작용
(interaction), 구조(structure), 자율성(autonomy)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중 자율성은 원격교육
환경에서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닝 학습환경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매체
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게 되므로 학습자는 학습시간과 분량, 자원의 활용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일차적 책임을 지게 된다(이항녕, 2002). 이와 같이 이러닝 학습환경은 기본적으로는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 및 자기조절학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이러닝 학습환경 그 자체
가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공간으로써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양용
칠, 2004; 이인숙, 2003; 임철일, 2001). 따라서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학습하
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
에 학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 학습환경을 새롭
게 구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자기조절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참고로, 강명희와
김세은(2002)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 촉진전략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자기조절학습
능력 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임철일(2005)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 학
습관리체제 설계를 위한 다양한 원리를 도출한 후, 이를 반영하는 학습관리체제를 개발하고 실
제 이러닝 운영에 적용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업 성취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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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바 있다. 그리고 양용칠(2004)의 연구에서도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활용하는 이러닝 학습환
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실험대상 학생들에게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
러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구체적으로 웹기반 학습과정에 반영되도록 설계하여 내용과 자기조
절기능이 동시에 학습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러닝 학습환경의 일부 영역이 자기조절학습기
능의 습득과 활용에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러닝 학습환경으로서의 EBS 강의
EBS강의는 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 이후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일
환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2010년 사교육경감과 공교육 내실화
를 위한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EBS 교육방송-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교류협력협정서(MOU)’를 체결하고, EBS 교재에서 수능의 70%를 출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
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으로 EBS 강의의 월평균 순방문자 수는 128만
건에 달하였으며, 일평균 다운로드 수도 17만 2천 건에 달하는 등(정영식 외, 2010), EBS 수능강의
전문 채널인 EBSi의 순방문자 수 증가와 함께 방과후 학교 등에서 EBS 교재의 활용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보다 구체적으로 EBS 강의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EBS 강의는 위성
TV와 인터넷,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경우 수능 전문 홈페
이지인 EBSi(http://ebsi.co.kr)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강좌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매체별로는
인터넷 강좌가 가장 많고 TV 강좌와 FM 라디오 순으로 개설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인터넷
강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학생의 수요가 있을 경우 시간적인 제약 없이 개설하기 쉽기 때문
인 것으로 파악된다(정영식 외, 2010). 실제로 송승연과 황우형(2008)의 연구에서도 컴퓨터를 실
시간으로 이용하여 EBS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의 비율이 57.6%, 다운로드를 받아 수강하는 학생
의 비율이 22.2%로 전체 응답자의 79.8%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EBS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BS는 수능강의의 공교육지원 잠재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하여 강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종합적 개선을 추진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2011).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수
강사의 영입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현직교사 중 영역별 우수교사 5명을 선발 후 EBS로 파견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강의자가 교재 개발 및 강의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강의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영역별 혹은 학습단계별 다양한 맞춤형 강좌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2010년 이전에는

254 아시아교육연구 12권 4호

중상위권 학생을 위주로 강좌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수준별로 다양한 강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수준별 강
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수능대비용 문제풀이 강좌 위주의 강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
념 이해 강의, 교재 요약 강의, 협력교재 강의 등과 같이 다양한 맞춤형 강좌를 제공하였다.
셋째, 학생들이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끼기 쉬운 스튜디오 제작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EBS
수능 시범운영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현장에서의 강의를 확대하여 제작하고, 이를 제공함으로써
강의의 생동감을 불어 넣고 현장감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EBS 강의와 수능과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EBS 수능 교재의 품질개선을 위해 대표 집
필진을 도입하는 등 집필진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항을 출제하기 위하여 문항 공모제와
문항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EBS 교재 집필방식을 매절에서 인세로 전환하여 집
필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EBS 수능교재 감수 자문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저자 직강을 확대함으로써 교재 집필자와 강사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다섯 째, EBS 수능 사이트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구체적
으로는 검색 기능과 학습단계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 로드맵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여
원하는 정보와 사용자의 수준에 따른 강좌를 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째, 입시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37명의 대학생 멘토(일명 드림튜터)를 구성하
여 대학생 선배로서의 학습 노하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방학 기간 동안
E-Summer School을 운영하여 총 451개 반, 26,63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대학 입학
사정관제 대비 강좌 및 학부모 대상 TV, 고교 및 지역방문 입시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청각 장애인 대상 자막서비스를
2009년의 2,500여 편에서 12,400편으로 늘리고, EBS 교재를 구매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능과 연계되는 교재 전량을 PDF로 전환하여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방자
치단체 등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MOU 체결을 통하여 EBS 교재 및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
로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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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0년 EBS 강의 개선 내용
구분

개선 내용

강사

- 스타강사 52명으로 확대
- 우수교사 5명 EBS 파견근무제 도입 시행

강좌/교재

- 수준별 강좌 확대 제공(6단계)
- 개념이해 강의, 문제풀이 강의, 요약강의, 협력교재 강의(예 : 수학정석)
등 다양한 맞춤형 강좌 제공
- 지역현장강의 확대로 생동감 강화
- 공모제 확대, 원고료의 인세전환 등 인센티브 강화로 고품질 교재 개발
- 저자 직강교재 확대로 강의효과 증대

서비스/
입시정보

-

EBS 수능사이트(EBSi) 전면 개편으로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드림튜터(대학생 멘토) 신설, Q&A 서비스 강화
맞춤형 학습 로드맵 서비스 실시
대학별 TV 입학사정관제, 입시설명회 등 대입정보 서비스 제공 대폭 강화

협력 및 제도

- 유관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한 협력제도화
- 수능강의와 대입수능간 연계 제도화

교재무상지원

- 시도교육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 150,000명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1)의 표(p. 109)를 재인용하였음.

이처럼, EBS 강의는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는 이러닝 체제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활
용되고 있다. 특히, 학생 개인적 측면에서의 활용을 살펴볼 때, 학생들은 스스로 세운 학습 계획
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EBS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며, 타인에 의하여 정해진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수준에 맞게 제작된 다양한
강의 중에서 자신의 수준과 학습 목표에 적합한 강의를 선택적으로 수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현재 EBS 강의는 크게 내신 준비용 강의와 수능 대비용 강의로 나누어 제공
되고 있으며, 이 중 위성방송 및 일반 케이블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수능 전문 채널인 EBS 플러
스 1은 고등학교 수능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수능 방송
인 EBSi와 연계하여 모든 강의를 VOD 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 상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EBSi에서는 각 교과과정 및 교재별로 다양한 강사의 강좌를 제공하고, 학습단계 및
강의수준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EBS, 2011).
이처럼, 학생들은 EBS 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이용 가능한 학
습자원을 확인하며 그에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학습하고 학습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등 학습의 전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에 EBS 강의 수강은 이러닝 학습환경으
로써 기능하며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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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향점수를 활용한 결합표집
특정한 독립변인(처치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외에 다른 배경변인들을 통제하거나 표집 단계에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공변량분석이나 중다회귀분석 등을 통해 배경변인들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어떤 변인들을 통제변인(공변인)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상경아, 2006).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피험자들을 실험집단(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할당(random assignment)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처럼 비실험적 설계에 기반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응답 자
료에 내재하는 선택편의로 인해 인과적 효과를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다(변수용, 김경근, 2010;
Schneider et al. 2007; Morgan & Winship, 2007).
한편, 이와 같은 분석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변인 외의 다른 관련 변인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례들을 선택적
으로 찾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 할당하는 결합표집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Rosenbaum과 Rubin(1983)은 다수의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추정하고, 추정된 경향점수를 통해 결합표집을 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때 경향점수란
실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하여 해당 사례가 실험집단
에 할당될 조건부 확률을 추정한 것을 말한다. 즉, z는 처치 여부에 대한 독립변인으로 z=0이면
통제집단에 할당되며 z=1이면 실험집단에 할당됨을 의미하고, x가 실험처치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들을 의미할 때, 조건부 확률의 기대치는 e( x) = Pr (z = 1| x)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실험집단에 할당될 조건부 확률로써의 경향점수는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게 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경향점수를 사용하여 결합표집을 하는 절차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Hahs-Vaughn, & Onwuegbuzie, 2006; 상경아, 2006 재인용). 첫째, 선행연구
를 검토하여 실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독립표본
t검증이나 카이제곱검증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한다. 둘째, 경향점수 산출을 위하여 설정한 공변인을 독립변인으
로, 기존의 독립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실험집단 혹은 통제집
단에 할당될 확률을 산출하여 경향점수로 활용한다. 셋째, 경향점수를 이용하여 결합표집을 실
시하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속한 사례 중 경향점수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사례들을 각
각 추출하여 대응시킨다. 넷째, 결합표집 이후에는 공변인들에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
등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확인한 후 동등성이 확보되었다면, 경향점수를 활용한 분석을 하
여 순수한 독립변인의 효과를 추정하게 된다(Rosenbaum & Rubi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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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의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KELS는 2005년 당시 전국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
명을 대상으로 하여 종단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변인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수집해 오고 있다. 특히, 5차년도 조사에서는 이전과 달리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를 직접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자 특성으로 자기조절능
력을 측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관련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준 4,4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성별에 따른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 분포
성별
남학생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

수강
미수강
전체

전체

여학생

568(12.8%)

705(15.8%)

1,273(28.6%)

1,769(39.7%)

1,411(31.7%)

3,180(71.4%)

2,337(52.5%)

2,116(47.5%)

4,453(100.0%)

2. 변인 구성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공변인으로부터 예측되는 EBS 수학강의 수강 확률이 유사하도록 결합표집한 후, 고등
학생의 EBS 수학강의 수강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으로써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
는 고등학교 2학년 때 EBS 수학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예 혹은 아니오의 이분 응답
에 해당한다. 그리고 종속변인으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설정하고, 선행연구에 따라 하위 변인
을 인지조절능력, 동기조절능력, 행동조절능력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BS 수학강의 수강 확률을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공변인으로 크게
6가지 변인을 탐색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수학 교과이해도’는 학교 수업에서 수학 교과를 어
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으로, 값이 높을수록 학교 수학 수업에서의 교과이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수학 사교육 시간’은 일주일 동안 학원 또는 과외를 통해 받는 수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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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시간을 의미하며, 그 값이 높을수록 수학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여기에
서 사교육이란 학원(단과반, 종합반), 과외(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습지, EBS를 제외한 통신․인터
넷 과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에 해당한다. 셋째, ‘수학 자율학습 시간’은 일주일 동안 학교 수업
및 학원 혹은 과외 시간을 제외하고 학습자 스스로 수학 숙제나 공부를 하는 시간에 대한 것으
로, 그 값이 높을수록 수학 학습을 혼자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지역 규모’는 1차년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가 소재한 지역 규모에 해당하며, 그 값이 클수록 지역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한다. 단, 1차년도 이후 지역 규모에 대해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당시 재학했던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로그 월소
득과 로그 월 수학 사교육비는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수학 사교육비를 로그 변환한 것으로, 사교
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들이 결측치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한 정적편포를 완화하기 위해
각각의 값에 0.1을 더한 후 자연로그(natural log)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박현정
외, 2008).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의 설명값 및 기술통계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인에 대한 설명값
변인 명
독립
변인

종속
변인

변인 설명

EBS 수학
강의 수강

평균(SD)

고 2시기 EBS 수학 강의 수강 경험

0= 미수강,
1= 수강

인지
조절
능력

인지조절(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
지)에 대한 12개 문항별 응답 평균값

4점 척도

2.63
(0.40)

동기
조절
능력

동기조절(수학에 대한 내재적동기, 숙
달목적지향성, 수학에 대한 자기효능
감)에 대한 10개 문항별 응답 평균값

4점 척도

2.65
(0.54)

행동
조절
능력

행동조절(노력조절, 시간관리, 공간관
리, 자원관리)에 대한 10개 문항별 응
답 평균값

4점 척도

2.64
(0.40)

수학교과에 대한 학교 수업 이해도

1 ~5

수학 사교육
시간

일주일동안 학원 또는 과외를 통해 받
는 수학 수업 시간

0 ~8

수학 자율학습
시간

일주일동안 학교 수업 및 학원(과외)
시간을 제외하고 수학 숙제나 공부를
하는 시간

0 ~8

2.75
(2.75)

지역 규모

1=읍면지역
2=중소지역
3=광역시
4=특별시

2.52
(0.94)

자기
조절
학습
능력

수학 교과
이해도

공변인

변인 값

지역 규모

*

**

**

3.38
(1.23)
1.67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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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월 소득

월 소득을 자연로그 변환

만원단위 기입

5.68
(0.89)

로그 월
수학사교육비

월 총 수학 사교육비를 자연로그 변환

만원단위 기입

0.27
(2.78)

* 1=20% 이하, 2=21～40%, 3=41～60%. 4==61～80%, 5=81% 이상
** 0=전혀 안함, 1=1시간 이하, 2=2시간, 3=3시간, 4=4시간, 5=5시간, 6=6시간, 7=7시간, 8=8시간 이상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의 경향점수는 관련 공변인들을 고려할 때 EBS 수학강의를 수강할 확률에 해당하
며, 이를 이용하여 실험집단(EBS 수학강의를 수강한 집단)과 통제집단(EBS 수학강의를 수강하
지 않은 집단) 간의 동등성을 확보한 후, EBS 수학강의 수강 효과를 고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
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활용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EBS 수학강의를 수강할 조건부확률인 경향점수
를 추정하였다.
p(EBS 수학강의 수강 j = 1|x j ) =

1

1+e

- Logit( EB S수학강의수강 j )

단, 이 연구에서 경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한 로짓모형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Logit(EBS수학
강의수강)은 j번째 학생이 EBS 수학강의를 수강할 확률의 로짓값에 해당한다.
  수학강의 수강     수학교과이해도  수학사교육시간  수학자율학습시간
 지역규모  로그월소득  로그월사교육비

그리고,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된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결합표집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에
속하는 사례의 경향점수와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사례를 통제집단에 속하는 사례 중에서 중
복을 허용함 없이 선택하여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경향점수 간 유사성의 확보 기
준으로는 Rosenbaum과 Rubin(1985)이 제안한 결합표집 기준, 즉, 경향점수 전체 표준편차의
1/4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였다(민경석, 2008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경향점수 전체 표준편차
가 0.0697이었으므로 경향점수 차가 0.017보다 작은 경우에만 결합표집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으
로 간주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합표집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등성이 확보된 후에는 EBS 수학강의를 수강한
집단과 수강하지 않은 집단 간 자기조절학습능력 총점과 3가지 하위 영역(인지조절능력, 동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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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능력, 행동조절능력)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독립표본 평균비교 절차인 t검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에만 차이가 있고 공변인들에서 차이가
없다면, 두 집단 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는 EBS 수학강의 수강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분석을 위해서 STATA 11.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Ⅳ. 분석 결과
1. 경향점수의 추정
EBS 수학강의 수강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분석 결
과, 지역규모와 로그월소득 변인을 제외하고 다른 공변인들은 고등학생의 EBS 수학강의 수강여
부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학교과이해도가 높을수록,
수학자율 학습시간이 많을수록, 로그월수학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고등학생이 EBS 수학
강의를 수강할 확률이 더 높았고 수학 사교육시간이 많을수록 EBS 수학강의를 수강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규모 및 로그월소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BS 수학강
의를 수강할 확률을 예측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EBS 수학강의 수학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써 탐색적으로 활용되어 로짓모형에 포함되었다. 이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공변인
들을 모형에 포함한 이유는 Rubin과 Thomas(1996)가 제안한 바와 같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피험자가 실험집단 혹은 통제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기여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4> EBS 수학강의 수강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수학교과이해도

0.064

0.031

0.037

수학사교육시간

-0.072

0.019

0.000

0.095

0.014

0.000

-0.070

0.037

0.056

로그월소득

0.006

0.041

0.881

로그월수학사교육비

0.055

0.017

0.001

-1.171

0.258

0.000

수학자율학습시간
지역규모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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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j번째 학생이 EBS 수학강의를 수강할 조건부 확률 즉,
EBS 수학강의 수강의 경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한 로짓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강의 수강      × 수학교과이해도   × 수학사교육시간
  × 수학자율학습시간   × 지역규모   × 로그월소득
  × 로그월사교육비

그리고 추정된 로짓값을 활용하여 j번째 학생의 경향점수를 일반적인 확률식의 형태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p(EBS 수학강의 수강 j = 1|x j ) =

1

1+e

- Logit( EB S수학강의수강 j )

2. 결합표집 전후의 집단별 특성 비교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결합표집한 결과 각각 1,273명씩 EBS 수학강의 수강 집단과 미수강 집
단이 표집되었으며, 결합표집된 사례들의 경향점수 차이는 결합표집 기준으로써 앞서 제시된 경
향점수 전체 표준편차의 1/4에 해당하는 값인 0.017보다 모두 작은 경우에 해당하였으므로 결합
표집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편, 결합 표집 이 전에는
두 집단의 경향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합 표집 이후에는 두 집단의
경향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그림 1]. [그림 2] 참조). 즉, EBS 수학
강의 수강집단과 미수강집단 간의 경향점수가 유사하도록 결합표집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합 표집 후, EBS 수학강의 수강 집단과 미수강집단은 관련 공변인에 대하여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전체 집단과 결합표집 집단 간의 경향점수 차이 분석 결과
EBS 수학강의
수강 집단

EBS 수학강의
미수강 집단

t

결합표집 이전

0.302(0.069)
(N=1,273)

0.279(0.069)
(N=3,180)

9.971

결합표집 이후

0.302(0.069)
(N=1,273)

0.302(0.068)
(N=1,273)

-0.070

*** p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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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결합표집 이전 경향점수 분포

[그림 2] 결합표집 이후 경향점수 분포

한편, 결합 표집 이후,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에 따라 공변인으로 삼았던 변인들에서 동등한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즉, 결합표집 이 전에는 두 집단 간 수학
사교육시간과 지역규모를 제외한 4개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결합표집 후에는 관련
공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역시, 결합표집 이후 EBS
수학강의 수강 집단과 미수강집단이 관련 공변인에 대하여 매우 유사한 속성을 지니게 되어 집
단 간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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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결합표집 전후의 집단 특성 분석 결과
결합표집 전
수강 집단
(N=1,273)

미수강 집단
(N=3,180)

수학교과이해도

3.538

3.316

수학사교육시간

1.712

1.610

결합표집 후
수강 집단
(N=1,273)

미수강 집단
(N=1,273)

t

5.46***

3.538

3.588

-1.08

1.31

1.712

1.860

-1.58

t

***

수학자율학습시간

3.324

2.507

9.04

3.324

3.335

-0.10

지역규모

2.483

2.529

-1.46

2.483

2.492

-0.24

로그월소득

5.732

5.664

2.29*

5.732

5.740

-0.25

로그월수학
사교육비

0.605

0.139

5.06***

0.605

0.605

-1.26

* p < .05; *** p < .001

3. EBS 수학강의 수강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친 효과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결합표집을 실시한 결과, EBS 수학강의 수강 집단과 미수강 집단이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를 제외한 관련 변인들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결합표집된 두 집단 간에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3가지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결합 표집 전후에 모두 EBS 수학강의를 수강한 집단이 수강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총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3가지 하위 영역, 즉, 인지조절능력, 동기조절능력, 행동조절능력 점수에서도 모두
EBS 수학강의를 수강한 집단이 수강하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집단 간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에만 차이가 있고 공변인들에서 차이가 없으며,
두 집단 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면, 이는 EBS 수학강의 수강의 효
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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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결합표집 전후 EBS 수학 강의 수강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친 효과 분석 결과
결합표집 전

결합표집 후

수강집단
(N=1,273)

미수강집단
(N=3,180)

t

수강집단
(N=1,273)

미수강집단
(N=1,273)

인지조절능력

2.677

2.609

5.25***

2.677

2.626

3.43***

동기조절능력

2.766

2.605

9.13***

2.766

2.726

2.06***

행동조절능력

2.717

2.614

7.87***

2.669

2.614

3.29***

자기조절학습능력

2.720

2.609

9.39***

2.720

2.673

3.50***

t

*** p < .001

Ⅴ.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EBS 수학강의 수강효과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5차년도 자료 중 해당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총
4,453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특히, 독립변인인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되는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향점수를 산
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결합표집을 함으로써 두 집단 간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를 제외한
관련 변인들에서 동등한 특성을 가지도록 조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고등학교 2학년의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학교과이해도, 수학자율학습시간, 로그월수학사교육비, 수학 사교육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학교과이해도가 높을수록, 수학자율 학습시간이 많을수록, 로그월수학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고등학생이 EBS 수학강의를 수강할 확률이 더 높았다. 반면, 수학
사교육시간이 많을수록 EBS 수학강의를 수강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 및 로
그월소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로그월소득이 많을수
록 EBS 수학강의를 수강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같은 6개 변인은 선행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Rubin& Thomas, 1996) EBS 수학강의 수강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써 탐색적으로 활용되어 로짓모형에 포함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둘째, 로짓모형에 의해 산출된 경향점수를 이용하여 결합표집을 한 결과,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를 제외한 관련 변인들에서 모두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집단 간 자기조절학습능력
총점과 3가지 하위 영역(인지조절능력, 동기조절능력, 행동조절능력)별 점수에서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EBS 수학강의 수강이 고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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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차이는 결합표집이 실시되기 이전에도 EBS 수학강의를 수강한 집단과 수강하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점수를 이용한
결합표집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대표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이미 존재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결합표집을 함으로써 연구 설계에 내재해 있는 선택편의를 다소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그만큼 더 높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많
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박선화 외(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총 응답
자 908명 중 71.7%의 수학교사들이 수학과 관련된 정의적 특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의 비율이
47.8%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BS 강의는 고등학생의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고등학생의 수
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경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활용된 공변인은 기존에 EBS 수학강의 수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상당히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KELS 5차년도 자
료에서 활용 가능한 변인 중 다소 탐색적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결합 표집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련 변인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경향점수를 이용한 결합
표집을 시행할 때 중요한 변인이 누락될 경우 그만큼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합표집을 하는 과정에서 공변인으로 설정된 변인들에 대해서만 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으므로, 결합표집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이 공변인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면 실제적인 의미에서 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EBS 수학강의 수강이 고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EBS 수학강의 수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배경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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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EBS Mathematics Lectures Using Propensity Score
: Focusing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Sun-Geun Baek*
Hye-ji Kil**
Hye-ye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EBS mathematics lectures focusing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by using 2009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KELS)
data. Based on the 4,453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data, propensity score was calculated
and matched sampling method was used by using the propensity score. 1,237 students was
matched sampled into each group (the EBS mathematics lectures watching group or
non-watching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BS mathematics lectures watching group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watching group in the total points and three sub domains
(cognitive regulation ability, motivational regulation ability, behavioral regulation ability)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p < .001). This indicates that the EBS mathematics lectures has
positive effects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watching EBS mathematics lectures,
propensity score, matched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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