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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ay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ze the
effectiveness of three learning methods in mathematics― classroom instruction, self-study, and
private tutoring. Specially, how do students’ recognition for effectiveness of each learning method
change during their transition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Study data were secondary data
derived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for 2003–2007. Findings revealed that private tutoring,
self-study, and classroom instruction, in that order, were the effective learning modes recognized by
middle school juniors; patterns of recognition did not change across grades. Application of a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uncovered a gap in effectiveness levels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haracterized by a drop in average levels for all three methods. This result implies a
discontinuity in terms of vertical articulation in the curriculum. Using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itial level of effectiveness and the slope
of change for these three learning methods. Study findings revealed that a strong correlations among
initial levels of effectiveness; slopes in the same direction indicated that students believed different
methods effective simultaneously. This implies that students utilized private tutoring as an
enrichment strategy, not a remedial strategy. A higher initial level of effective classroom instruction
was linked to a steeper decrease in the slopes for the effectiveness of self-study and private
tutoring. Indeed, a higher initial level of effective self-study related to a steeper decrease in the
slopes for the effectiveness of classroom instruction and private tutoring. However, the initial level of
effectiveness for private tutoring was not related to reduced slopes for other learning metho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o decrease dependency on private tutoring in high school, students must
experience effective classroom instruction and self-study during middle school.
Key words: learning method, mathematics,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recognition
for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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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5차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과목에 대한 중학생들의 학습방
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 수준 및 고교로 진학함에 따라 효과성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서 조사하
였다. 중학교 2학년생들은 사교육, 자기학습, 학교수업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러
한 패턴은 고 3학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급간 효과성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며 고교 단계에
서 효과성 인식 정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단계에서 세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
은 상호 연관되어 있었고 학년이 올라가도 효과성 인식의 변화 양상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것은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수업이나 자기학습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에 고교 단계에서 사교
육 효과성 인식에 대한 변화율이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사교육에 대한 효과
성 인식이 높더라도 고교단계에서 학교수업이나 자기학습의 효과성 인식의 변화율과는 관련성을 보이
지 않았다.
주제어: 학습방법, 수학, 효과성 인식,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

Ⅰ. 문제제기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학은 산업 전반에서 지식의 열쇠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응용 범위가 날로 넓혀지고 있다(동아일보, 2009. 3. 13; 시사저널, 2000. 8. 3.; 월간 중앙, 2000.
9.). 또한 많은 연구에서 수학성취 수준이 개인의 진학․취업 및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
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Barro, 1991; 2001; Clinton & Gore, 1993; Hanushek & Kimko,
2000; Murnane, Willett, & Levy, 1995). Barro(1991; 2001)는 국가 단위에서 수학․과학의 성취
수준이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인지능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Murnane과 Willett과 Levy(1995)는 고교 3학년시기의 수학 성적이 고교 졸업 6년 후 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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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arkas et al.,(1997)은 미국 인종 간 임금 차이를 수학 성적의 차
이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수학성적은 수능성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대학 선택
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학교 내신성적에서 수학의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9. 08. 24). 이처럼 수학 성적은 사회적 지위 배
분에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위학교 선택, 노동시장 성과 및 나아가 국가의 경제성장률과도
관련성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행히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적
은 최상위에 있지만 염려스럽게도 수학에 대한 흥미와 성취동기는 낮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
고 있으며 그 원인을 점수경쟁에 의한 과도한 사교육․입학경쟁에서 찾고 있다(공감코리아,
2007).
지난 40년 이상 동안 영어와 함께 수학은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의 대상 과목이 되어 왔으며
사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이 교육정책의
핵심이 되어 왔다(공감코리아, 2007). 그러나 학생들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
교육은 이제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부 학자들은 사교육을 무
조건 억제하기 보다는 사교육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여 공교육을 보완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김영화, 2003).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강도 높은 선행학습에서 보듯이 사교육이 학교교육
이나 개인학습을 보완하기 보다는 경쟁적 동기에 의한 과잉 중복투자라는 점을 들어 학교교육
이나 개인학습으로 흡수․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Baker et
al.,(2001)과 Baker와 LeTendre(2005)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활용은 모자라
는 점을 채우기 위한 보완전략보다는 남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경쟁전략(enrichment
strategy)이 강하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도 학교수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고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와 더불어 자기주도 학습의 강조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
는 것도 정책방향 중에 하나이다. 즉,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대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사교육 접근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서울시, 2009).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의 특성 및 가정 배경과는 무관하게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을
하나의 보편적인 학습방법의 하나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학교수업, 사교육 및 자기학습 등 각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그 유용성에 대해 인식한 경향성으로 볼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이러한 점에서 어떤
학습방법에 대한 유용성 인식은 장래에 그 학습방법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학
습방법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사교육의 선택은 학교수업이나 개인학습과
같은 다른 형태의 학습방법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며 사교육에 대한 접근이 경쟁전략인
지 혹은 보완전략인지는 사교육 소비자들의 각 학습방법에 대한 상대적 효과성 인식과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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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파악될 수 있다. 이는 참여가 강제적인 학교 수업에 비해 자기선택에 달려있는 자기학습과
사교육의 참여는 비교적 각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일련의 연구는 학교수업, 사교육, 자기학습 등 학습방법의 효과성은 상호관련성이 존재하
므로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곽수란, 2007). 이러한 점에서 각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의 상호 관계에 대한 고찰은 특
정한 학습형태에 대한 인식 정도가 향후 어떻게 다른 학습방법의 선택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만약 세 학습방법의 효과성 인식이 상호간에 강한 관련성이 있다면 일반적으
로 자기학습과 사교육에 다 같이 시간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효과
성 인식이 상호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학교수업을 보완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방법을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학교수업
및 자기학습과 대비하여 사교육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리고 학교급별
로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세 가지 학습형태 즉, 학교수업,
사교육 및 자기학습에 대해 학생들이 판단하는 수학 성적향상에 대한 효과성 인식의 변화를 잠
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①효과성 인식 수준의 학습형태별 차이 및 학년
상승에 따른 학습방법별 효과성 인식의 변화, 특히 고교단계로 원활한 이행의 관점에서 학습형
태별 효과성 인식의 변화, ②학습형태별 효과성 인식 수준과 변화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각 학습형태의 효과성 인식 수준과 중학교 단
계에서 고교 3학년까지 학습형태별 효과성 인식 수준의 종단적인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종단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학년별 및 학교급별 어떻게 변화하고 있
는 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학습형태와 성취도를 비교한 연구는 학교급별로 학습
효과성 인식에 격차가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다(김경식․이현철, 2009; 양정호․김경근, 2003; 한
대동․성병창․길임주, 2001; 황여정․김경근, 2008). 또한 많은 연구에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
계성(vertical articulation)에 대한 준거모형으로 Gagnė가 제시한 반복, 발전 및 격차의 관점에
서 중학교에서 고교단계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상당 부분이 격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송순
희․김윤영, 1998; 송순희․이영하․김미옥, 1989; 유미아, 2007; 정현식, 2005). 이러한 점에서
예상되는 학교급간의 효과성 인식의 분절성을 모형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 가지 학습형태
인 학교수업, 사교육 및 자기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효과성 인식 변화를 비연속 잠재성장모형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학교수업 및 자기학습과 대비하여 중학년 2학년 단계에서 사교육에 대한 효
과성 인식 수준(초기치)과 세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변화하는 정
도(기울기)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학교수업 및 자기학습과 대비한 사교육의 수학성적 향상 효과성 인식에 대한 종단적 고찰 139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을 적용하였다(Preacher et al., 2008). 이 방법은 세 학습형
태에 대한 효과성 인식의 초기치와 기울기를 동시에 연구할 수 있고 어떻게 각 학습형태에 대
한 효과성 인식의 변화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세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초기치)의 상관관계 및 학년이 올라감
에 따라 각 학습방법 간 효과성 인식 변화(기울기)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사교육 선택이
보완전략으로 활용되는지 혹은 경쟁전략으로 활용되는지 조사하였다. 예컨대 중학교 2학년 단
계에서 세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학교수업 혹은 자기학
습과 대비하여 사교육은 경쟁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중학교 2학년 단계에
서 학교수업 혹은 자기학습에 대한 효과성 인식 수준과 사교육 효과성 인식의 변화율과의 관계
가 부(-)의 관계에 있다면 사교육은 보완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사교육에 대한 효과성 인식 수준과 학교수업 혹은 자기학습에 대한 효과성 인
식의 변화율과의 관계가 부(-)의 관계에 있다면 자기학습은 사교육에 대한 보완전략으로 사용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학교수업 및 자기학습과 대비하여 사교육에 대한 효과
성 인식이 보완적(supplement)인지 아니면 대체적(substitute)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기존연구들
이 특정한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태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었다면 이 연구는 학
년 혹은 학교급의 변화에 따른 동태적인 변화를 포함하였다. 즉, 각 학습방법의 초기치의 상호
관련성뿐만 아니라 초기치와 변화율과의 관계도 조사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는 사교
육 수요 억제를 위해 학교수업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자기학습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일
련의 정책방향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①중학교
2학년 단계(초기치)에서 각각의 학습형태에 대한 효과성 인식의 관련성, ②세 학습형태의 효과
성 인식 수준의 변화에 있어서 세 학습형태의 상호관련성, ③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학습형태
별 효과성 인식 수준과 다른 학습형태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변화와 관련성 등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부모의 학력과 학생의 성(gender)을 통제한 후에도 학습형태 간의 수준과 변화의 관계
가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Ⅱ. 사교육 효과성에 대한 기 존 연구
1. 사교육의

팽창 원인과 문제점

Baker et al.,(2001)은 41개국의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4년과 1995년 수학․
과학 성취도를 연구한 자료(TIMSS)를 이용하여 사교육의 팽창 원인에 대한 통찰력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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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비교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연구대상 학생의 38%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간 사교육의 역할을 두 가지 즉 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한 경쟁전략과
모자란 점을 보충하기 위한 보완전략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 등은 전자가 사교육 참여의 지배
적 이유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경쟁적 사교육 소비의 주요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
고 있지만 크게 교육체제 내에서는 공교육의 질 저하가 교육체제 외에서는 학벌주의 및 학력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인 보상의 심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강인원․전성일, 2003; 우천식
외, 2004; 이종재․이희숙, 2008). 김영화(2003)는 공교육과 대비되는 사교육의 경쟁력을 ①낮은
제도화로 인한 다양하고 탄력적인 맞춤식 교육, ②강사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보상 구조, ③수업
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 ④수준별 수업, ⑤입시준비에 효율적인 강의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
다. 강인원․전성일(2003)은 학부모의 학벌주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교육 만족도는 낮아지고
사교육 신뢰도는 높아져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된다고 한다. 최인철(2000)은 사교육의 팽창을 수
능 시험과 같은 고위험 부담의 시험(high-stake test)으로 인한 과외의 실제적인 성적향상 효과
와는 관계없는 집단적 동조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쟁적인 사교육 팽창의 주요 문제점으로
가정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이외에 학생들이 시험을 위한 암기식 반
복학습을 함으로 인해 창의력이 저하되고 수동적인 학습에 익숙한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력을
상실하여 학습의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력 및 창의력 저
하는 장래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 염려되고 있다(교육부, 2004; 우천식 외, 2004).
이러한 문제점 인식에 기반을 두고 지난 40년 동안 사교육 억제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확장 일로에 있으며 줄어들고 있지 않다(공감코리아, 2007).
2.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

지금까지 사교육이 성적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지만 많은 선행
연구에서 사교육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지적하고 있다(강상진 외, 2008; 김기헌, 2007; 한국교육개발원, 2003). 즉,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사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한 반면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교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양정호․김경근, 2003; 이해명, 1998; 한대동․성
병창․길임주, 2001). 과외를 통한 선행학습의 효과를 분석한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연구결과
는 선행학습의 유무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하
고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교과내용의 수준이 높아질 경우 의존적인 학습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음에서 찾고 있다. 김기헌(2007)은 사교육의 영향력은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가장 크며 고등
학교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강상진 외(2008)의 연구도 사교육의 효과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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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서 높게 나타나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효과는 감소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사교육의 효과는 학생의 학업성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양분․김미숙(2002)
은 학원수강의 효과는 상위권에 있는 학생에게 더 긍정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강상진 외(2008)와 김성식(2010)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과목에 따라 사교육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수학에 대한 사교육 효과
를 발견한 연구가 많았다. 대입수능을 분석한 김성식(2010)은 수리에서는 상위권 학생에게 사교
육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명헌․김진영(2005)은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를 사용하여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의 주요 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
을 분석하였으며 국어 및 영어 과목과는 달리 수학 과목에서는 사교육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김지하․김정은(2009)는 성향점수 매칭 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
여 수학 사교육이 수능백분위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경아(2006)는
대입수능에서 사교육 효과를 수리(가)와 수리(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리(나)에서만 나타
났다고 한다.
3. 사교육과 학교수업의 상대적 효과성 인식

학생들의 학교수업 효과성 인식에 대해 연구한 김경식․이현철(2009)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수업 효과성 인식이 학년이 올라갈 수 록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종태(2000)는 학생들
은 학교수업 효과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
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가 낮다는 것과 수업 방법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상철․이문복(2009)은 학생들
은 사교육의 큰 장점인 수준별 맞춤형 학습으로 인해 학교수업보다 사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강인원․전성일(2003)은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여 개성을 존중하는 과외교육을 더 신뢰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4. 사교육과 자기학습의 상대적 효과성 인식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통한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
성 신장을 주요과제로 채택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1997; 교육인적자원부, 2007; OECD, 2004). 강
경석 외(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입시 경쟁으로 과외에 의존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자기 주
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며 최상근 외(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주도학

142 교육학연구 제48권 제4호

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오상철․이문복
(2009)은 학생들이 부족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부분적으로 사교육이 보완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가 중학교 시기에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하지만 고등학교 시기에는 역의 관
계에 있다고 제시한다.

Ⅲ. 교육과정의 수 직 적 연계성에 대한 기 존 연구
학교급간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사교육 성과 및 효과성 인식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는 편의(bias)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vertical
articulation) 관점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단계의 교육과정 설정을 중학교 과정
으로 할 것인지(middle school) 혹은 고등학교 과정의 일부로 할 것인지(junior high school)에
대해서 오랫동안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Mizelle & Irvin, 200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는 이 전환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되었다. 기존연구는 교육과정 연계성의 준거모형으로
제시되는 반복, 발전 및 격차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송순희․김윤영(1998)은 수학 교육과정의
해석 영역에 대한 연구에서 중학교에서 고교단계로의 전환 과정의 57%가 격차라고 하였다. 즉
상당수의 학습요인이 중학교 단계에서 충분히 연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에서 도입되어
있거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습요인이 통합되지 않아 분절이 이루어진 상태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송순희․이영하․김미옥(1989)은 6차 교육과정에 의한 수
학교과서의 확률과 통계부분에 대한 초·중 교육과정 구성은 발전이 82.5 %로 비교적 연계가 잘
되어 있지만, 중·고 교육과정 구성은 격차가 52.1%로 높음을 보였다. 유미아(2007)는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수학교과서의 확률과 통계부분에 대한 중학교 교과서는 발전이 71.4%, 격차가
23.8%이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는 발전이 42.9%, 격차가 54.7%로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격차
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기하 영역에 대한 중․고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연구한
정현식(2005)은 학교급간 기하학을 연결해주는 중간과정을 교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격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조규판(2006)은 초등학교와 중학
교 수학교과의 교육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수학태도, 수학자아개념 등이 학교급간 감소하고 있
는 점을 들어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수학 교육과
정 내용의 조직 방식에 대해 교사들은 반복보다는 발전과 격차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급간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중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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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를 활용하였다. 동 조사의 중학교 2학년 패널은 2003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
3,449명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시작하였다. 5차 조사 시점인 2007년에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일반고로 진학한 학생으로 제한하였으며 특
목고와 전문고로 진학한 학생을 제외한 2,24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2
학년에서 고등학교 3년까지 5개 학년에 걸친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2. 분석변수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변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분석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학교수업 정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업을 말한다.
자기학습 학교수업이나 학원/과외수업 외에 혼자서 교과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룹과외, 학원수강, 학습지 과외, 인터넷 과외, 학내 방과후 과외 등을
사교육 통한개인과외,
과외를 이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3).
세 가지 학습방법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측정은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효과
성 인식 정도는 5개 선택지로 구성되었다[전혀 효과가 없었다(1), 별로 효과가 없
학습방법의 었다(2), 보통이다(3), 다소 효과가 있었다(4), 매우 효과가 있었다(5)]. 구체적으로
성적향상 학교수업, 개인학습, 사교육 효과성 인식에 대한 질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효과성 인식. 의 수학수업이 귀하의 수학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② 개인 공부가
귀하의 수학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③ 사교육이 귀하의 수학 성적향
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성별
남․여를 말하며 기준변수는 여성이다(=0).
학력수준 모의 학력수준을 말하며 실제 학교에 다닌 연수로 측정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여 LISREL 8.80(du Toit
& du Toit, 2001; Jöreskog & Sorbom, 1996)으로 분석하였다. 최대우도법은 우도(likelihood)를
계산하는데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하므로 결측치(missing data)가 있는 자료도 분석에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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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가지 학습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효과성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였다. 학교급별로 효과성 인식의 격차가 존재
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학교급별로 비연속 변화모형(piecewise model)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학
습방법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세 가지 잠재성장모형을 통합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을 구성하여 세 학습방법의 초기치와 기울기 사이의 상호관
계에 대해서 추정하였다.
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잠재성장모형은 측정오차가 존재하는 변수에 대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잠재성장모형 설정을 위한 LISREL Syntax가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방정
식의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s)이 시간을 포착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쉽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의 변화를 포착하도록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Willet & Sayer, 1994). 본 연구에서
학교수업 효과성은 2차 곡선 모형으로 설정되었다1). [그림 1]에서 보듯이 잠재변인으로 절편,
기울기, 제곱값 등을 설정하였다. <부표 1>의 열15～19에서 보듯이 절편의 요인부하값은 1열에
서와 같이 일정하게 설정하고 1차 함수에 대한 요인부하값은 [0 0 1 2 3]으로 2차함수는 1차함
수의 제곱인 [0 0 1 4 9]로 설정하였다. 사교육 효과성 및 자기학습 효과성은 [그림 2]에서 보
듯이 절편과 기울기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사교육 및 자기학습 효과성의 요인부하값은 열20～
24 및 열25～29에서 각각 제시되어 있듯이 비선형적인 계단 형태를 띠도록 [0 0 1 1 1]로 설정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학교급별로 학습방법의 효과성 인식에서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을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격차는 요인부하값이 학교급별로 비연속 모형(piecewise modeling)으
로 설정하였다. <부표 1>에서 보듯이 세 모형의 1차 함수와 2차 함수 요인부하값 중 중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중2와 중3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설정함으로써 고등학교 단계와 격차가 있도
록 설정하여 학교급간의 차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또한 측정오차는 학년별로 동일
(homoscedastic)하도록 설정되었으며 인접한 학년과 독립적(uncorrelated)으로 설정되었다. 각
모형의 측정오차는 <부표 1> 열54, 열55, 열56에서 보듯이 동등성 제약(equality constraint)을
설정하여 학년별로 동일(homoscedastic)하도록 하였으며 열39～열43에서 보듯이 인접한 학년과
는 측정오차가 독립적(uncorrelated)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1) 이러한 모형 설정의 타당성은 분석결과란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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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잠재성장모형 1
[그림 2] 잠재성장모형 2
한편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학습방법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합하여 중
학교 2학년 시기의 효과성 인식 수준인 초기치(intercept)와 고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효과성
인식의 변화 수준인 기울기(slope)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2)은 하나 이상 변수의 변화 과정을 모델링하는데 유용하며
서로 다른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좋은 분석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Preacher, et
al., 2005). 예컨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학교수업의 효과성 인식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
식이 학교급별로 변화 양태에 관한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통합잠재성장모형은 적절한 분석방법
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표 1>에 열12～13에서 보듯이 세 가지 학습방법에 대
한 초기치와 기울기로 이루어진 7개 변수로 구성되어 진다. 각 학습형태에 대한 효과성 인식의
초기치와 기울기의 관련성은 다른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편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로
측정되었다. 세 학습형태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
는 초기치 사이의 관련성, 기울기 사이의 관련성, 한 학습형태의 초기치와 다른 학습형태의 기
울기 사이의 관련성을 편상관관계로 측정하였다3). <부표 1>에서 31열～37열에서 제시되어 있
듯이 세 가지 모형의 모든 잠재변수 사이의 편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측정오차는 개별 변수의
측정오차의 동일성과 독립성 외에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해 시간이 동일한 측정치에 관련성이 있
다고 가정하였다. 측정오차는 열57～열61까지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각 학습형태별 동일학년의
측정오차가 동등하도록 설정하였다.
나. 모델 적합도(a model fit) 평가 기준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χ

2

RMSEA(Browne & Cudeck, 1993),

2) 이 모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parallel process model, Cheong, MacKinnon, & Khoo,
2003; simultaneous growth model, Curran et al., 1996, bivariate growth model, Aber & McArdle,
1991)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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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Bentler & Bonnett, 1980; Tucker & Lewis, 1973), CFI(Bentler, 1990) 등을 고려하였다.
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내포(nested model)된 경우 모델 적합도는 두 모델의 χ 차이를 자유도
의 차이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단일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경우 χ 값은 표본의 크
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본 연구에서 모델의 적합도는 χ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
다. 좋은 모델 적합도 기준(a good model fit)으로 위에서 언급된 기존 문헌들은 RMSEA의 값
은 0.05보다 작을 것을, RHO 값은 0.95보다 클 것을, CFI 값은 0.96보다 클 것을 기준으로 제시
하였다. 그러나 Hu와 Bentler (1999)는 이러한 좋은 모형적합도 평가기준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RMSEA는 0.06, RHO는 0.95, CFI는 0.95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Browne과 Cudeck(1993)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도 기준(an acceptable model fit)으로
RMSEA는 0.08, RHO와 CFI는 0.90을 제시하고 있다.
2

2

2

다. 결측치(missing data)

본 연구에서는 각 학습형태의 인식에 대해 결측치가 존재하였다. 각 학습형태에 참여하지 않
은 측정치에 대해서는 효과성 인식에서 결측치로 취급하였다. 예컨대 특정시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사교육 효과성 인식을 0(零)으로 하지 않고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부표1>에
제시된 LISREL 명령어 중 첫 번째 열에 제시된 데이타 라인에서 결측치 coding방법을 포함
(mi= -9)하여 분석되었다. 한편 LISREL 8.80은 결측치가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모델 적합도로
RMSEA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시된 RMSEA는 결측치가 없는 경우를 상정한 값이므로
낮게 제시된다. 이에 대해 Graham과 Hofer(2000)는 결측치 비율을 사용하여 표본크기를 조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원래의 표본크기를 결측치 비율로 조정해주는 것이다.
n = [1 - p(결측치 비율)] × n
여기서 n은 원래의 표본크기, p는 결측치 비율, n 는 조정된 표본크기를 나타낸다. 한편
LISREL은 결측치가 있을 경우에 RMSEA만 제시하므로 RHO나 CFI는 Graham과 Hofer(2000)
가 제시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

'

Ⅴ. 분석 결과
1. 기 술 통계

<표 2>는 수학과목에 대해 학생들이 인지하는 학습형태별 성적향상 효과성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왜도 및 첨도는 모든 측정치가 정규분포에 가깝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 효과성에 대한 표본 수(n)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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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에 대한 사교육 참여율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는 또
한 각 학습형태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고3 단계에서 사교육 효과성 인식과 다른 학습
방법과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관관계의 크기는 근
접한 학년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중학교 2학
년에서 학교수업의 효과성 인식과 학년의 올라감에 따라 자기학습의 효과성 인식과 상관관계는
0.41, 0.22, 0.19, 0.13, 0.12 등으로 측정시점이 중학교 2학년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
다.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학습형태별

효과성

인식

수준을

보면

학생들은

사교육(M=3.87,

SD=.92), 자기학습(M=3.60, SD=.92), 학교수업(M=3.41, SD=1.10)의 순서로 효과성을 높게 인식
하고 있었다. 각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 체계의 순서는 학년진급에 따라 변화가 없었다.
한편 효과성 인식의 변화는 학교급별, 학습형태별로 특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단계
에서 학습형태별 효과성 인지 정도는 변함이 없으나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또한 학습형태별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학교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지도는 고
교단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자기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 인지는 일
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3]은 평균적인 효과성 인식 수준과 변화, 학교급별로 차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세 가지 학습형태 모두에서 효과성 인식이 고교 단계에서 하락하고 있
다는 것은 학교급별로 학생들이 인지하는 수학교과의 난이도에는 단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암시
한다. [그림 4]는 수학에서 나타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의 격차가 영어 학습형태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서도 나타나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수학 교과와는 달리 영어 교과에서는 자기학
습 및 사교육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중학교와 고교 단계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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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성적 향상에 대한 효과성 인식 수준

어수업 효과성 인식은 수학교과와 같이 고교단계에서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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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습형태별 효과성 인식 수준과 변화 양상(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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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습형태별 효과성 인식 수준과 변화 양상(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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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자녀의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학습형태별 및 학년별 수학 성적 효과성 인식 수준(M ) 및 상관관계
학교교육
자기학습
사교육
교육
변수 학년 n M SD 왜도 첨도 성 수준 중2 중3 고1 고2 고3 중2 중3 고1 고2 고3 중2 중3 고1 고2

성별
2143 .50 .50
교육수준 2087 12.4 2.51
학교교육 중2 2143 3.43 1.09
중3 2049 3.43 1.06
고1 2056 3.07 1.08
고2 2082 2.94 1.06
고3 2134 2.90 1.11
자기학습 중2 1703 3.61 0.90
중3 1676 3.63 0.89
고1 1831 3.43 0.96
고2 1726 3.42 0.93
고3 1639 3.42 0.96
사교육 중2 1809 3.88 0.90
중3 1614 3.94 0.84
고1 1320 3.64 0.93
고2 1171 3.70 0.88
고3 888 3.63 0.89
주: **p < .01, *p <.05. 성(여자=0)

.02
-0.66
-0.32
-0.30
-0.11
-0.09
-0.08
-0.30
-0.40
-0.34
-0.41
-0.44
-0.66
-0.60
-0.65
-0.68
-0.66

-2.00
2.97
-0.60
-0.45
-0.61
-0.57
-0.69
-0.21
-0.02
-0.30
-0.11
-0.12
0.18
0.22
0.21
0.41
0.33

0.03
0.07**
0.02
0.07**
0.04
0.00
0.04
0.00
0.07**
0.04
0.05****
0.06
0.02
0.06****
0.07**
0.07

0.09****
0.07 *
0.05
0.06***
0.05
0.12****
0.16**
0.12**
0.07**
0.10**
0.11**
0.07 *
0.07*
0.07
0.11**

0.33****
0.19**
0.20**
0.20**
0.49**
0.22**
0.19**
0.13**
0.12**
0.39**
0.21**
0.10**
0.14
0.04

0.26****
0.19**
0.19**
0.25**
0.45**
0.24**
0.14**
0.11**
0.19**
0.36**
0.10**
0.12
0.05

0.33****
0.29**
0.18**
0.23**
0.56**
0.25**
0.20**
0.15**
0.19**
0.40**
0.18**
0.09

0.41****
0.16**
0.19**
0.29**
0.55**
0.30**
0.16**
0.16**
0.24**
0.35
0.18

0.13****
0.16**
0.23**
0.30**
0.57**
0.11**
0.12**
0.19**
0.17**
0.35

0.31****
0.27**
0.21**
0.13**
0.44**
0.24**
0.15**
0.18
0.04

0.28****
0.18**
0.18**
0.22**
0.44**
0.15**
0.10**
0.08

0.32****
0.21**
0.22**
0.24**
0.55**
0.22**
0.14

0.36****
0.19**
0.16**
0.28**
0.50**
0.23

0.15****
0.15**
0.13**
0.24**
0.50

0.26**** **
0.17** 0.23** **
0.12** 0.19** 0.24** **
0.10 0.09 0.1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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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연 속

잠재성장모형(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추정

기술통계에서 제시한 효과성 인식의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학습형
태별 효과성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학습형태별 평균에
대한 기술통계는 학교급별, 학년별로 효과성 인식에 격차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러한 격차를 모
형하기 위하여 비연속 모형(piecewise modeling)을 설정하였다. 비연속 모형은 요인부하값을
<부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별 효과성 인식의 추세에 맞게 고정시킴으로써 설정하였다.
성장추세선(growth trajectory)은 매 학년의 평균값을 추정하고 이 평균값의 형태를 추세선으로
설정하였다. Singer와 Willet(2003)은 비연속 모형, 2차 방정식 모형은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모
형을 설정하여도 무방함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학교수업
선형모형
곡선모형
자기학습
선형모형
비연속모형
사교육
선형모형
비연속모형
다변량모형

df
14
10
14
14
14
14
92

χ

2

156.22
43.273
82.42
76.36
93.53
47.96
281.74

<표 3> 모형 적합도
df(차이)
4

(차이) RMSEA
0.07
112.94 0.04
0.05
0.04
0.05
0.03
0.03

χ

2

RHO

CFI

0.97

0.97

0.95

0.93

0.93
0.97

0.90
0.97

가. 학교수업 효과성 인식

학교수업의 효과성 인식에 대해서는 선형모형(linear)과 곡선모형(curvilinear)의 두 모형을 설
정하고 어떤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은지를 검사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χ 차이를 통한 모
형 적합도 검사(chi-square difference test)는 곡선모형이 선형모형보다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χ difference(4) = 112.94, p <.001]. 곡선모형의 적합도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
한 기준에 부합하며 모형과 데이터의 적합성(fit)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χ (10)= 43.27, p
<.001; RMSEA= 0.04, RHO= 0.97, CFI= 0.97]. <표 4>에 의하면 이 모형의 초기치( α )는 3.41
이며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부(-)의 값을 가졌다( α = -.43). 이는 학년이 증가
함에 따라 수업 효과성 인식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치( ψ = 0.39)와 기울기( ψ =
0.30) 분산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001). 이것은 중2년 단계에서 학생들의 수업 효
2

2

2

1

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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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 인식과 학년의 증가에 따른 변화의 정도가 개인 학생별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초기치와 기울기의 부적인 상관관계(r= -0.43; ψ =-0.15, p<.001)는 중2년 단계에서 수업
효과성 인식이 높은 학생은 학년의 증가에 따른 효과성 인식의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제곱값( α )은 기울기의 변화량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는 것을 의미한다.
21

3

나. 자기학습 효과성 인식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기술통계에 의하면 자기학습 효과성 인식에 있어서 중학교와 고교
사이에 비선형적인 단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3>은 자기학습의 수학성적 향상
효과성 인식에 대한 비연속 모형(piecewise model)과 선형모형(linear model)의 적합도가 각각
RMSEA=0.04와 RMSEA = 0.05로서 비연속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
연속 모형의 기울기( α )는 비선형관계를 설정하도록 요인부하값을 [0 0 1 1 1]로 설정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였다[RMSEA=0.04, RHO = 0.95, CFI =
0.93].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부(-)의 값을 가졌다( α = -.24). 이는 중학교 단계
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자기학습 효과성 인식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0.24만큼 감소함을 의미한다.
초기치( ψ =0.23)와 기울기( ψ =0.14)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것은 중학교 단계
에서의 자기학습의 효과성 인식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자기학습 효과성 인식의 학교급간 격차
가 개인 학생별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치와 기울기가 부의 상관관계(r= -0.21;
ψ =-0.04, p< .01)를 갖는 것은 중학교 단계에서 자기학습 효과성을 높게 인식한 학생들이
고교단계에서의 자기학습 효과성 인식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2

11

22

21

학습방법
학교수업
자기학습
사 교** 육
주: p <.01)

<표 4> 잠재성장모형의 계수 및 계수 간 상관관계

Intercept
Linear
(초기치)
(선형)
α1
se
α2
se
3.41**** 0.02 -0.43**** 0.03
3.61** 0.02 -0.22** 0.02
3.90 0.03 -0.32 0.02

다. 사교육 효과성 인식

Quadratic
(제곱값)
α3
se
0.09** 0.01
-

상관관계
(초기치와 기울기)
r
se
-0.43****
0.03
-0.21**
0.02
-0.34
0.02

자기학습 효과성 인식의 변화 형태와 마찬가지로 <표 2>의 기술통계에 의하면 사교육의 성
적향상 효과성 인식에 있어서 중학교와 고교 사이에 비선형적인 단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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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표 3>는 자기학습과 같이 비연속 모형(piecewise model)과 선형모형(linear model)의
적합도가 각각 RMSEA=0.03와 RMSEA=0.05로서 비연속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비연속 모형의 요인부하값은 [0 0 1 1 1]로 주어졌다. 비연속 모형의 모델 적합도는 받
아 드릴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MSEA=0.03, RHO=0.93, CFI=0.90]. 기울기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지만 부(-)의 값을 가졌다 ( α = -0.32). 이는 중학교 단계와 고등학교 단계에
서 사교육 효과성 인식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0.32만큼 감소함을 의미한다. 초기치( ψ =0.18)와
기울기( ψ =0.13)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것은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의 효과성
인식과 학교급간 효과성 인식의 차이가 개인 학생별로 다름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치와 기울
기 간에 부(-)의 상관관계(r=-0.34; ψ =-0.04, p< .01)는 이것은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 효과
성을 높게 인식한 학생들이 고교단계에서는 사교육 효과성 인식의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2

11

22

21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가. 학습형태의 계수 간 상관관계

세 학습형태에 대한 초기치(intercept)와 기울기(slope)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 학습모형을 통합하여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학습형태에 대한
모형은 위에서 설정한 비연속 잠재성장모형과 동일하다. 다만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학습형태 내에서 측정오차가 모든 학년단계에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 것과 더
불어 다른 학습형태 사이에서 동일한 학년 단계에서도 동일(homoscedastic)하도록 설정하였다.
예컨대 [그림 5]에 제시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학교수업 효과성 인식의 측정오차인 중2A,
중3A, 고1A, 고2A, 고3A 상호간 및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세 가지 학습형태에 대한 측정오차
인 중2A, 중2B, 중2C에 동등성 제한(equality constraints)이 주어졌다. 동등성 제한을 설정함으
로써 같은 학습형태 내에서 및 동일한 학년의 다른 학습형태 간에서 측정오차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다변량 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우수한 모형 적
합도를 보이고 있다[ χ (92)=281.74, p< .001; RMSEA=0.03, RHO=0.97, CFI=0.97].
세 학습형태에 대한 효과성 인식의 초기치(intercept)와 기울기(slope) 간 상관관계와 공분산
등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세 학습형태의 초기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
교교육과 자기학습, 학교교육과 사교육, 자기학습과 사교육의 초기치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70, 0.81, 0.90이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001). 즉 중학교시기에 어떤 학습형
태에 대한 성적향상 효과성 인식이 높은 경우 다른 형태의 학습방법에도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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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둘째 세 학습형태의 기울기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학교교육과 자기학습, 학
교교육과 사교육, 자기학습과 사교육의 기울기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44, 0.80, 0.77의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001). 세 학습형태에 대한 효과성 인식의 변화도 서로 같은 방향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학교수업의 효과성 인식 감소폭이 크면 클수록 자기학습 및 사교육의 효과
성 인식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세 학습형태의 초기치와 다른 학습형태의 기울
기와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학교수업의 초기치와 자기학습 및 사교육의 기울기 사이의 상관
관계는 -0.33 및 -0.22였다(p< .001). 중학교에서의 학교수업의 효과성 인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등학교 단계에서 자기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 인식의 변화율은 가파르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자기학습의 초기치와 학교수업의 기울기 및 사교육의 기울기의 상관관계는 -0.27 및
-0.44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것은 중학교 단계에서 자기학습의 효과성 인식이 높으
면 높을수록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교수업과 사교육의 효과성 인식의 감소폭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의 초기치와 학교교육 및 자기학습의 기울기 사이의 상관관계는 각각
-0.10, -0.06이었으며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 효과성 인식이 고등
학교 단계에서 학교수업과 자기학습의 효과성 인식의 변화와는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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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습형태 간 계수의 공분산과 상관관계

학교수업
사교육
자기학습
초기치 선형 제곱값 초기치 기울기 초기치 기울기
(α1) (α2)
(α3)
(α4)
(α5)
(α6)
(α7)
학교수업
초기치(α1) 0.39** -0.48*
0.50
0.70
-0.33
0.81
-0.22
선 형(α2) -0.16* 0.30 * -0.98* -0.10
0.44
-0.27
0.80
제곱값(α3) 0.04 -0.07
0.02
0.05
-0.31
0.26
-0.73
사교육
초기치(α4) 0.19** -0.02*
0.00
0.19** -0.31*
0.90
-0.0 6
기울기(α5) -0.07 0.08
-0.01 -0.04
0.11
-0.44
0.77
자기학습
초기치(α6) 0.26** -0.08** 0.02** 0.20* -0.08** 0.27** -0.28*
기울기(α7) -0.06 0.19
-0.04 -0.01
0.11
-0.06
0.19
주: *p <.001. 음영으로 표시된 대각선은 분산이며 공분산은 대각선 밑 부분에 소개되어 있고 상
관은 대각선 윗부분에 제시되어 있음
나. 부모의 교육수준 및 자녀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성별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초기치와 기울기에 회귀시켜 두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다변량 모형의 초기치와 기울기의 차이를 검사하였다. 우선 두 변수를
추가한 모형은 이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내포(nested)구조이므로 χ 차이를 통해 어떤 모형
이 더 적합한 지 검사를 하였다(chi-square difference test). 검사 결과 두 변수를 추가하는 경
우 앞에서 제시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χ
difference(16)=168.80, p <.001]. 다른 적합도 기준도 우수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χ (108) =
301.21, p <.001; RMSEA=0.028, RHO=0.98, CFI=0.97]. 두 변수를 포함하여도 학습형태 간 계수
의 공분산과 상관관계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4).
2

2

2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수학과목에 대한 각 학습방법의 효과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효과성 인식의 변화하는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사교육, 자기학습, 학교수업 순으로 수학성적 향상에 효과적
이라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 패턴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또한 모든
학습방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급간 효과성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며 고등학교 단계에
4) 페이지 제한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요청에 의거하여 제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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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효과성 인식 정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영어교과에 비해 수학교과의
고유한 특징이었다. 또한 중학교 단계에서 세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학년이 올라가도 효과성 인식의 변화 양상은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즉 한 학습형태의 효
과성을 높게 인식하면 다른 학습방법의 효과성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년이 올라감
에 따른 효과성 인식의 변화 역시 세 학습형태가 동일한 방향이었다. 주목할 것은 중학교 단계
에서 학교수업이나 자기학습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다른 학습형
태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변화율이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시기에 사교육
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고교단계에서 학교수업이나 자기학습의 효과성 인식의 변
화율과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성별 및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동일하였다. 학습방법에 대한 태도가 그 학습방법을 선택하는 행위로 이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어 사교육 참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이 학교수업이나 자기학습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
사하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강인원․전성일, 2003; 이종태, 2000)와 같이 평균적으로 학생들은 수학교과의
성적향상에 학교수업이나 자기학습보다는 사교육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
은 사교육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하는 기술을 습득시키는 훈련(training)의 성격이 강하여 학생들
이 성적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학교수업은 전반적인 지식․능
력을 향상시키는 교육(education)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하는 성격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기학습은 개념적인 원리 등에 대한 스스로의 학습
을 통해 지식을 얻는 면과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 및 암기법 등 기술을 습득하는 면을 겸하고
있어서 효과성 인식에 있어서 사교육과 학교수업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수학에 대
한 성취도는 시험을 통해 확인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학습방법의 실질적인 지식․능력 향상
효과와는 별개로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에 대한 선호가 형성될 수 있
다. 이렇게 형성된 학습방법에 대한 태도가 학습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비해 사교육을 비교우위에 두는 태도가 바뀌어야만 사교육 억제정책이 개
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세 가지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모두 고
교단계에서 하락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구성의 격차가 존재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급과
정에서 학생들은 학습 곤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
과 관련하여 교과내용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송순희․김윤영,
1998; 송순희․이영하․김미옥, 1989; 유미아, 2007; 정현식, 2005)에서 제시된 바 있다. 영어교
과 경우에는 세 학습방법의 효과성 인식이 모두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
학 교육과정 구성의 특성에 기인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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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로 넘어갈수록 미미해지거나 사라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세 가
지 학습방법에 대한 학교급간 효과성 인식의 분절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과
같은 의존적인 학습은 교과내용이 어려워질 경우에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수학과목에 대한 학교수업, 자기학습 및 사교육의 효과성 인
식이 연동(co-movement)한다는 것과 학년 진급에 따라 세 가지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성 인식
의 변화율 역시 연동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학교수업이 수학 성적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동시에 사교육도 수학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라
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학습도 수학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효과
성 인식에 의해 학습방법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정태적인 관점에서 학습방법의 선택이 상호
보완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성 인식의 연동관계는 사교육 참여가 보완전략
보다는 경쟁전략(enrichment strategy)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면에 고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학교수업 효과성의 감소를 경험한 학생은 자기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 감소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수업의 효과성 인식이 높은
경우에 자기학습과 사교육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고교단계에서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중학교 단계에서 자기학습에 대한 높은 효과성 인식은 고교단계에서 학교수업 및
사교육에 대한 가파른 효과성 인식 하락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수업이나 자기학습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고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다른 학습방
법을 배척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학생들은 성적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관성적으
로 그 방법에 집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동태적인 관점에서 학습방법의 선택은 보완
전략에 의해 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효과적인 학습방법
은 더 사용하고 덜 효과적인 방법은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즉,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학습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에서 사교육 참여하는 학생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도 학생들의 합리적인 행동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효과성
을 낮게 인식하는 학습방법에 대한 의존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중학교시기에 학교수업의 효과성이나 자기학습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사교육 억제 정책이 고등학교 단계보다는 중
학교시기에 집중되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더라도 학년진급에 따라 자기학습 및 학교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을 가파르게 낮
추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이것은 학교수업이나 자기학습의 경우와는 달리 사교육이 가지
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사교육은 의존적인 학습방법이고 시험을 잘 치
르게 하는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더라
도 고교단계에서 학습난이도의 증가로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에 강점이 있는 학교수업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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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효과성 인식의 하락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학습방법에 대한 학생 개인의 주관적인 성적향상 인식에 관심을 두고 분
석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방법과 실제 성적향상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아님에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습방법의 효과성 인식과
학습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특정한 학년에서 학교수업
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성 인식이 그 다음 학년에서 사교육에 더 의존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 가능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
의 관점에서 수학 교육과정의 격차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학교와 고등학
교의 교육내용 구성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일정시점에서 사교육 행태에 대한 정태적인 연구와 더불
어 학년급에 따른 사교육 참여 변화와 같은 동태적인 주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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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구성을 위한 LISREL Syntax

01. da no=2143 ni=12 ma=cm mi=-9
02. labels
03. math1 math2 math3 math4 math5
04. tmath1 tmath2 tmath3 tmath4 tmath5
05. smath1 smath2 smath3 smath4 smath5
06. ra fi=class_tutor_self.dat
07. selection
08. math1 math2 math3 math4 math5
09. tmath1 tmath2 tmath3 tmath4 tmath5
10. smath1 smath2 smath3 smath4 smath5/
11. mo ny=15 ne=7 ly=fu, fi ps=sy, fr te=sy, fr al=fr
12. le
13. int_class slope_class quad_class int_private slope_private int_self-learning slope_self-learning
14. ma ly
15. 1 0 0 0 0 0 0
16. 1 0 0 0 0 0 0
17. 1 1 1 0 0 0 0
18. 1 2 4 0 0 0 0
19. 1 3 9 0 0 0 0
20. 0 0 0 1 0 0 0
21. 0 0 0 1 0 0 0
22. 0 0 0 1 1 0 0
23. 0 0 0 1 1 0 0
24. 0 0 0 1 1 0 0
25. 0 0 0 0 0 1 0
26. 0 0 0 0 0 1 0
27. 0 0 0 0 0 1 1
28. 0 0 0 0 0 1 1
29. 0 0 0 0 0 1 1
30. pa ps
31. 1
32. 1 1
33. 1 1 1
34. 1 1 1 1
35. 1 1 1 1 1
36. 1 1 1 1 1 1
37. 1 1 1 1 1 1 1
38. pa te
39. 1
40. 0 1
41. 0 0 1
42. 0 0 0 1
43. 0 0 0 0 1
44. 1 0 0 0 0 1
45. 0 1 0 0 0 0 1
46. 0 0 1 0 0 0 0 1
47. 0 0 0 1 0 0 0 0 1
48. 0 0 0 0 1 0 0 0 0 1
49. 1 0 0 0 0 1 0 0 0 0 1
50. 0 1 0 0 0 0 1 0 0 0 0 1
51. 0 0 1 0 0 0 0 1 0 0 0 0 1
52. 0 0 0 1 0 0 0 0 1 0 0 0 0 1
53.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54. eq te 1 1 te 2 2 te 3 3 te 4 4 te 5 5
55. eq te 6 6 te 7 7 te 8 8 te 9 9 te 10 10
56. eq te 11 11 te 12 12 te 13 13 te 14 14 te 15 15
57. eq te 6 1 te 11 1 te 11 6
58. eq te 7 2 te 12 2 te 12 7
59. eq te 8 3 te 13 3 te 13 8
60. eq te 11 6 te 16 6 te 14 9
61. eq te 12 7 te 17 7 te 15 10
62. ou nd=3 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