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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종단적 분석: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1)

김 용 석 (성균관대학교 강사)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사의 성취압

력과 열의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수학 학업성취도 영향

을 미치므로 그 변화양상이 학업성취도의 변화양상에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의 초등학교 5학년(2013년)부

터 중학교 3학년(2017년)까지의 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하

위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경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가 유사한 4개

의 하위그룹 모두 교사의 성취압력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변화가 적은 반면에 교사의 열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별 학생

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수학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수학 학업

성취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성향을 반영

한 교수 학습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I. 서론

학업성취도란 학습자가 교수 학습의 과정에서 성취

해야할 학습과제의 달성정도를 산출한 대표적인 교육

산출지표로서 학교교육의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를 평

가할 수 있고 상급학교의 진학과 졸업 및 취업에도 중

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Sternberg & Williams,

2009). 또한, 미래의 사회적인 지위획득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국가 경제성장률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습자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

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종사자들 모두에게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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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중에 하나이다(김진희, 서샛별, 2020; NCTM,

2000). 이렇게 교육에서 학업성취도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찾고 그 요인들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

로를 분석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김용석,

2020).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그 요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학업성취

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용석, 2020; 홍세

의, 2009). 하지만 그간 대부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들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진행되는 횡단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업성취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과 이들 사이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힘들었다(김혜미, 김용석, 한선영,

2018). 즉, 대다수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들이 횡단

연구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의 영향 및 관계를 횡단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양상과 그에 따

른 영향 및 관계를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더라도 연구의 대상인 학생들을 모두 동일 그룹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종단적 변화양상을 살펴보

기가 힘들었다(김용석, 2000, 2001). 학업성취도는 학생

들의 능력과 태도, 지식, 기술 및 성향과 특성 등이 반

영된 총체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업에 대

한 적절한 교수와 학습의 지원을 위해서는 하나의 고

정된 시점에서 진행되는 횡단연구 뿐만 아니라 학업성

취도에 대한 변화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며, 학업성취도에 대한 다양한 변화양상 또한

관찰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김용석, 2020).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은 학생,

가정환경, 학교, 교사, 부모, 교수 학습에 대한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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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김양분, 임현정, 김난

옥, 2012) 있지만 그 중에서 교수 학습에 대한 변인은

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정문주, 김혜경, 문윤희, 2015). 한편, 교사는 교수

학습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학생들의

학습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는 단순히 물리적, 구조적인 환경보다 교수

학습활동에 더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특

성은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Mullis et al., 2005). 이처럼 교사의 특성은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학업성취

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교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해야한다(김주영, 장재홍, 박인우, 2017).

그 이유는 교사 자신이 인지하는 교사의 특성과 학생

이 인지하는 교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지은림,

양명희, 정윤선, 2011). 실제 연구에서도 교사 자신이

인지하는 교사의 특성과 학생이 인지하는 교사의 특성

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교사 자신이 인지하는 교사의

특성보다 학생이 인지하는 교사의 특성이 학업성취도

의 향상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

은림 외, 2011; So & Kim, 2009). 따라서 학업성취도

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이 인지하는 교사의 특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경로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교사의 특성은 연구자들마다 상이하게 구분되어지

고 있지만 그 중에서 교사의 성취압력(김성식, 2007;

류방란, 김성식, 2006)과 열의(박현욱, 최병호, 신종호,

2017; Bettencourt, 1980; Marlin, Linfoot &

Stephenson, 1999)는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사의 믿음은 교실

내에서의 학생들에게 성취압력으로 작용하여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며(Murphy et. al, 1982), 교수와 학습에 대

한 학교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쳐 높은 학업성취를

지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식,

2007).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을 선망하게 되고 학습에 열중하게 되어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불어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urphy et. al, 1982). 또한, 교사의 열의는 학생들의

동기를 불러올 수 있으며,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업수

행 등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도도 향상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Brigham, Scruggs & Mastropieri, 1992;

Long & Hoy, 2006). 이렇게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

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습에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도

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그 영향력과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

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분석되

는 횡단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사의 성취압

력과 열의에 대한 종단적인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처럼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과 그 변화

양상이 학업성취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로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

지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교과에 주목한 이유는 수학교과

가 다른 교과목들 보다 계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누

적된 학습이 현재 또는 이후 학년의 학습을 더욱더 강

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박충례, 2003). 따라서 낮은

학년시기에 수학의 기초적인 학습들이 제대로 습득되

지 못했을 경우 그 부족함이 이후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의 결손이나 정체가 생길 수도 있

다. 그리고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초등학교와 같

이 낮은 학년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영향을 미쳐 추후

의 수학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학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의 학생들은 학교 급의 이동이 없는 시기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 급이 이동하는 시기에 수

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

졌다(고영준, 2018).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 급이

이동하는 시기에 학습의 결손이나 정체가 생긴 학생들

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이 이동하는 시

기를 포함한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종단적인 관찰은 초등학

교 수학학습이 중학교 수학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성

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범교과

적인 관점에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수학교과와 같이 개별교과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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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동일해도 교과의 특성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수 있으므로 수학교

과와 같은 개별교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의 학생자

료 중에서 2013년(초등학교 5학년: 1차 년도)부터 2017

년(중학교 3학년: 5차 년도)까지의 학생 데이터를 활용

하여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

사한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수학 학업성취도

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그

룹별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

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비교 분석해보고 이러한 변화

양상이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그 경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그룹의 변화양상은 어떻게 되는가?

둘째, 그룹별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은 어떻게 되는가?

셋째,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그룹별 종단

적인 변화양상은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

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연구한 Hattie(2003)에 의하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전체 요인들 중 학생요인은 약 50%이고 교

사요인은 약 30%이며, 가정 및 학교, 동료 학습자에

대한 요인들이 각각 5%∼10%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학

업성취도에는 학생요인 다음으로 교사요인이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물리적, 구조적인 환경보다 교수

및 학습활동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양분 외, 2012). 특히, 교사는 교수와 학습활동에서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학생들의 학습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Mullis et al., 2005).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특성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 특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의 특성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나누어 구분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수준, 자격, 경력 등의 외

재적인 특성과 수업의 기술, 전문적인 지식수준, 교사

의 인성 등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김양분 외, 2012), 교사의 사회적인 배경(학력, 성별

등)과 심리적인 태도(교사의 열의와 사기 등), 교사의

전문성 등으로도 나누어 볼 수가 있다(이희숙, 정제영,

2011). 이처럼 교사의 특성은 다양하게 나누어 구분되

고 있지만 그 중에서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는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적인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성식, 2007; 류방란, 김성식, 2006; 백

병부, 2013).

교사의 성취압력은 과업달성이나 학업성취도 등에

교사가 학생에게 갖는 교육적인 관심이나 성취기대를

의미하는 것(김현욱, 안세근, 2011)으로 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사의 믿음은

교실 내에서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교수와 학습을 실

천하게 되고 나아가 학교정책에도 성취압력을 지지하

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

생들은 학업에 열중하면서 우수한 또래 학생을 선망하

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rphy et. al, 1982). 또

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동일한 상태

에서는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

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성식, 2007; 류방

란, 김성식, 2006), 교사의 성취압력과 수학, 영어 과

목의 향상도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백병부, 2013). 하지만 최두호(2012)의 연구에서

는 교사의 태도적인 측면에 대한 성취압력은 학업성취

도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적인 측면

에서의 성취압력은 오히려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교사의 성취압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보이는 열의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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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현

욱 외, 2017). 또한, 교사의 열의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

과 학생들의 동기를 불러올 수 있는 필수조건 중 하나

로 여겨져 왔으며(Long & Hoy, 2006), 학생들의 학업

수행(Marlin, Linfoot & Stephenson, 1999)과 학업과

제에 대한 행동(Bettencourt, 1980), 학업성취도와 학습

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Brigham, Scruggs &

Mastropieri, 1992)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교사의 열의는 교육현장에 직접적인 교수

와 학습뿐만 아니라 교사의 효능감과 직업만족도, 교

사와 학생과의 관계에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밝혀졌으며, 교사의 소진과 같은 변인에는 부적

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unter

et al., 2011). 이렇게 교사의 열의는 교사의 성취압력

과 함께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특성(성취압력, 열의)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횡단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들이 횡단연

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횡단연구를 중심으로 진행

되어 왔기 때문이다(김용석, 2020). 한편, 교사의 성취

압력과 열의는 하나의 시점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

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는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와

같은 교사의 특성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은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학업성취

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시점에서

진행된 횡단연구보다는 시간이 흐름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경로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김용석, 2020; 홍세의;

2009)하지만 아직까지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

한 종단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교사가 인지하는 교사 자신에 대한 특성과 학

생이 인지하는 교사의 특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지은림 외, 2011). 또한, 교사가 인지하는 교사

자신에 대한 특성보다 학생이 인지하는 교사의 특성이

학업성취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소연희, 2011; 지은림 외, 2011; So & Kim, 2009),

학생에 대한 특성과 성향에 따라서도 교사의 특성이

다르게 인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 & Kim,

2009). 이렇게 학생이 인지하는 교사의 특성은 학업성

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

생이 인지하는 교사의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학

업성취도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학생이 인지하는 다양한 교사의 특성이 학

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

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교육종단연구2013의 학생자료를 활용하여 수학 학업성

취도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하위의 그룹

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로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수학 학업성

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과 그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취압력은 교사가 학생에게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기대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능력을 평가하거나

보상함으로서 학생이 지각하게 되는 압력으로 정하였

고 교사의 열의는 교직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수행을

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근무 의욕으로 정의한다.

2. 잠재성장모형 및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한 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Models: LGM)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MLGM)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잠재성장모형은 여러 시점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측

정된 자료에 대해 잠재적인 성장요인들을 추정해 변인

들의 변화양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변화함

수와 그 변화에 따른 개인차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다(Duncan & Duncan, 2004). 또한,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의 파악이 가능하며, 집단의 변화를 분석

할 수 있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6).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배병렬, 2016;

Kline, 2010). 첫째, 최소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측정된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며, 둘째, 종속 변인은 등간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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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학 수직척도점수 및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Fig. 1] Latent growth model for mathematics vertical scale score and teachers' achievement pressure and

enthusiasm

나 비율과 같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양적변수여야

한다. 셋째, 데이터를 수집은 동일한 연구대상에게 조

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측정을 할 때에는

측정하는 시간구조와 단위가 동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은 반복적으로 측

정된 종단자료에 대해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하

여 진행하며(Duncan & Duncan, 2004), 측정된 변인들

의 변화양상이 선형성 또는 비선형성인지를 파악한다

(김주환, 홍세희, 김민규, 2009).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

서 조사가 진행된 횡단자료를 사용하는 구조방정식모

형은 추정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요인계수와 각 요인들

간의 경로계수이지만 종단자료를 사용하는 잠재성장모

형에서는 초기상태(initial status)와 변화하는 수준(rate

of change)을 이용하여 마지막 시점까지 변화하는 정

도를 파악한다. 만약, 일차함수와 같은 선형적인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면 그 식은 (2)과 같이 상수항

(intercept)과 기울기(slope) 값으로 구성할 수 있고 2

차 함수와 같은 비선형적인 변화양상을 나타내면 식

(2)에 2차(quadratic) 식의 항을 추가하여 식 (3)과 같

이 나타낼 수 있으며, 변화양상이 없으면(무변화) 식

(2)에서 일차식의 항을 제거하면 된다(식 (1)참고). 그

리고 각 값들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선형

식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변화()=상수항(intercept) ⋯ (1)

변화()=상수항(intercept)+기울기(slope)+ ⋯ (2)

변화()=상수항(intercept)+기울기(slope)

+2차(quadratic)+ ⋯ (3)

: 잔차

위의 식에서 상수항은 측정한 시점에서 도출된 변

수들의 평균값이고 기울기는 시간에 대한 평균값의 변

화 정도를 의미하며, 2차식의 계수는 성장에 대한 가

속도의 
 을 의미한다(배병렬, 2016).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잠재요인에 부

하되는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부하량을 설정해야하며,

일반적으로는 잠재성장모형의 유형과는 무관하게 측정

변수들의 초기값 요인에는 동일한 요인부하량을 가지

게 되어 1로 고정하게 되고 변화율(기울기) 요인에는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한 간격의 상수로 설

정된다. 또한, 2차 계수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변화율

(기울기)에 대한 요인부하량의 제곱으로 설정할 수 있

다(손윤희, 2016).

본 연구에서는 그룹별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

단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2차 비선형 잠재성

장모형을 활용하여 5개년도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종단

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았으며,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

의 성취압력과 교사의 열의에 대해서는 무변화 모형과

1차 선형변화모형을 살펴본 결과 1차 선형변화모형을

최종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은 수학 수

직척도점수와 교사의 성취압력 및 열의에 대한 잠재성

장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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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설문문항에 대한 설명

수학

수직척도점수

학년 간 비교가 가능한 수학 학업성

취도로 활용

교

사

의

특

성

교사의

성취압력

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

하신다.

②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

으면 싫어하신다.

③시험에서 우리 반이 상위권에 들

것을 강조하신다.

④모든 학생이 숙제를 다 해 오도

록 강조하신다.

⑤숙제 검사를 철저하게 하신다.

교사의

열의

①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신다.

②본받을 만한 점이 많으시다.

③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다.

④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신다.

[표 1] 설문문항 및 문항에 대한 설명

[Table 1] Questionnaire questions and explanations

Model: MLGM)은 종단적인 여러 변수들 간의 관련성

을 살려볼 수 있으며, 한 변수의 변화양상에 따른 다

른 변수들의 변화양상과 그에 대한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변수에 대한 변화양상이 개인 간

에도 차이가 있는지 검증이 가능하며, 변수들 간의 직·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Duncan

et al., 2006). 일반적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에서는 최종모형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지 않고 각각

측정된 변수에서 가장 적합한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한

후 잠재성장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MacCallum

& Kim, 2000). 즉, 최종적 모형의 분석에 앞서 사용되

는 변수들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먼저 살펴본 뒤에

각각의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종

단적인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수

학 수직척도점수와 교사의 성취압력 및 열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먼저 추정한 후 이들 사이에 관계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의

1차 년도(2013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5차 년도(2017

년: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자료1)를 활용하였다. 1차

년도인 2013년도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후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까지는 매년 조사가 시행되

어 구축되는 종단데이터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은

조사를 위해서 2013년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특수지역, 분교, 신설학교를 제외

한 전국의 5,509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5학년 학

생 524,117명으로부터 242개교의 8,070명이 대상 학생

들로 추출되었고 그 중에서 연구에 동의한 7,32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1)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의 종단데이터는 학생들

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생평가, 학교

장, 학교조사, 학교통계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시행하여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제공한다.

2020). 또한, 학생들의 표집설계 및 표집방법으로 층화

군집무선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을 활용되었다(박경호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기에 앞서 초등학교 5학년부

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설문조사가 모두 시행된 학생들

을 추적 조사하여 5,937명을 선택하였다. 추적 조사 진

행시 수학 학업성취도점수, 개별 설문문항, 초등학교에

서 중학교로 학교 급의 이동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

여 설문문항 조사가 누락된 학생들은 제외하였다.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추적 조사하여 선택된 5,937명의

학생들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용

된 학생들의 데이터에서 결측치가 없었다. 최종 선택

되어진 학생들 중에는 남학생은 2,909명(49%), 여학생

은 3,028명(51%)이였다.

2. 분석 자료와 분석 변수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기초능력검사를 시행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에서 시행된 학년별 기초능력검

사는 점수의 변화를 능력수준의 변화로 해석하기 위해

학년 간 점수를 비교할 수 있게 공통척도(수직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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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

항

수

신뢰도(Cronbach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교사의

성취압력
5 0.707 0.699 0.689 0.689 0.71

교사의

열의
4 0.896 0.912 0.908 0.915 0.915

[표 2]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별 신뢰도

[Table 2] Reliability of each factor for the questionnaire

문항반응이론(IRT: Item Response Theory)을 바탕으

로 제작하였으며, 수직척도개발을 위해 공통문항비동

등집단 자료수집 설계를 적용하였고 다집단 동시모수

추정방식을 적용하여 수직척도를 개발하였다(한국교육

개발원, 2020).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

학교 3학년 기간 동안 시행된 수학 기초능력검사에 대

한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이용하여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직척도점수는 학업성취도

의 점수들을 하나의 발달 척도 상에 놓은 것으로서 학

년 간의 비교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이용하여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

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년 간의 비교가 가능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에서 제공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교

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설문문항은 학생들의 인

식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교사의 성취압력과 교

사의 열의에 대한 설문은 각각 5개, 4개의 설문으로

제시되었다. [표 1]은 설문문항들과 그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놓은 것이며, 교사의 특성(성취압력, 열의)에

대한 설문문항들은 ‘⑴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⑸ 매

우 그렇다.’까지 총 5개의 척도로 제시가 되었다.

3.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요인별 신뢰도

[표 2]은 연구에서 활용한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

에 대한 검사 신뢰도이다. 5개 년도 Cronbach 계수를

각각 산출한 결과 교사의 성취압력에 대한 Cronbach

계수는 최솟값이 0.689, 최댓값이 0.71 있었으며, 교사

의 열의에 대한 Cronbach 계수는 최솟값이 0.896, 최

댓값이 0.915로 나타났다. 교사의 성취압력은 교사의

열의에 비해 낮게 나왔지만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Cronbach  계수가 0.6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노경섭, 2014)으로 간주하여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본 연구에는 1차부터 5차까지의 모

든 변인들에 대한 Cronbach  계수가 0.6이상으로 나

와 본 설문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노

경섭, 2014).

4.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Mplus 7.3,

SPSS 26, Microsoft Office Excel을 활용하였으며, 교

사의 성취압력 ①∼⑤까지의 5문항과 교사의 열의 ①

∼④의 4문항에 대해 평균을 활용하여 교사의 성취압

력과 교사의 열의를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하

위의 그룹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성장혼합모델링

(Growth Mixture Modeling: GMM)을 시행하였다. 성

장혼합모델링(GMM)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과 잠재성장모형(LGM)이 결합되어진

모형으로 모집단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개체군들의

다양한 종단적인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계층들을 도출

하는데 활용된다(김지원 외, 2019). 즉,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된 변인들을 발달하는 양상이

유사한 하위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Muthén

& Asparouhov, 2009)으로 잠재성장모형(LGM)은 연구

대상들이 모두 하나의 그룹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변화

궤적을 추정하지만 성장혼합모델링(GMM)은 집단 내

에 있는 이질성을 추적하여 상이한 변화궤적을 나타내

고 있는 개체군들을 잠재계층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다

른 성장요인에 대한 모수들의 추정이 가능하다

(Muthén & Muthén 2000).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성장혼합모델링(GMM)은 다음

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김지원 외, 2019). ①

공변수(covariate)는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으므로 공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잠재계층분석을

시행하여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한다. ② 계산되

어진 사후확률에 따라 잠재계층을 연구대상들에게 각

각 할당한다. 연구대상들에게 각각 할당된 잠재계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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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변수(nominal variable)이므로 확률적으로는 개인

이 속할 가장 높은 잠재계층(하위 그룹)을 의미한다.

할당된 명목변수는 해당하는 잠재계층(하위집단)에 속

할 확률로부터 도출되어진 것으로서 실제로 해당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은 100%가 아니다. 때문에 분류오류

(classification error)를 고려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 할당 시에 나타나는 분류오류 및 추정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분산과 공분산에 동일화 제약을 가

하였고 잠재계층의 수를 늘려가며 정보지수와 Entrop

y2), LMR-LRT3)(Lo Mendell Rubin-Likelihood Ratio

Test)의 p value 값을 확인하여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였다.

둘째, 성장혼합모델링(GMM)을 시행하여 분류되어

진 하위 그룹(잠재계층)의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해

서 잠재성장모형(LGM)을 시행하여 그룹별 종단적인

변화양상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력과 교사의 열의에 대해 잠재성장모형(LGM)을

시행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양상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각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종

단적인 변화양상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종단적인 변

화양상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LGM)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어진 잠재성장모형은 무변화 모

형, 1차 선형변화 모형, 2차 비선형변화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적의 적합도로 나온 모형을 최종

선택하였고 모든 성장모형은 공변수(covariate)를 포함

하지 않는 무조건(unconditional)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잠재성장모형들과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들의 모델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절대적합

도 지수중에 하나인 을 활용하는 검증을 시행하였고

4)검증이 표본에 대한 크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

2)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는 분류의 질(quality of the

classific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0∼1까지의 값을 나타

낸다. 0에 가까울수록 무작위(Randomness)로 분류가 되었

다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정확히 분류가 되었

음을 의미한다(Celeux & Soromenho, 1996).

3) 하위 그룹(잠재계층)의 수가 인 모형과 인 모형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value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에 인 모형보다 인 모형이 하위 그룹(잠재계층)

의 수가 더 적합함을 의미한다(McLachlan & Peel, 2000).

4) 의 적합도 기준: 값이 적을수록 적합도가 우수함(노경섭,

해서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5), SRMR6)과 증분적

합도에 대한 지수인 CFI, TLI7)를 함께 활용하였다.

5.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Fig. 2] Research model

Ⅳ. 분석결과

1.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

보기 위해서 기술통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는 변인들의 기술통계에 대한 분석을 정리한 것으로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

인 1차 년도(199.0286)부터 중학교 3학년인 5차 년도

(246.640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은 초등학교

5학년인 1차 년도(3.4307)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2차

2014)

5) RMSEA의 적합도 기준: 0.05이하(매우 근사한(좋은)-colse

fit), 0.05초과∼0.08이하(적절한(괜찮은)-fair fit), 0.08초과

∼0.1이하(보통(양호한)-mediocre fit)(Browne, & Cudeck,

1993;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6) SRMR의 적합도 기준: 0.08이하 좋은 적합도(Hu &

Bentler, 1999)

7) CFI, FLI의 적합도 기준: 0.95이상 매우 좋은 적합도(배병

렬, 2016), 0.9이상∼0.95미만 좋은 적합도(송지순, 2015),

0.8이상 양호한 적합도(Okada, Hirano, & Taniguch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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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학
년
차
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수학

수직척

도점수

초5 1 199.0286 37.54 -0.210 -0.520

초6 2 203.6601 38.58 -0.420 -0.335

중1 3 214.8819 49.39 0.084 -0.971

중2 4 232.2582 50.71 0.070 -1.063

중3 5 246.6407 52.30 0.065 -1.18

교사의

성취

압력

초5 1 3.4307 0.73 0.107 -0.189

초6 2 3.3593 0.72 0.075 0.014

중1 3 3.4016 0.67 0.104 0.261

중2 4 3.4555 0.66 0.152 0.217

중3 5 3.3947 0.67 0.120 0.228

교사의

열의

초5 1 4.2300 0.71 -0.763 0.397

초6 2 4.2272 0.69 -0.609 0.051

중1 3 4.1558 0.69 -0.530 0.405

중2 4 4.1006 0.71 -0.476 0.129

중3 5 4.0134 0.74 -0.433 0.097

[표 3] 측정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측정변인 수학1 수학2 수학3 수학4 수학5 성취압력1성취압력2성취압력3성취압력4성취압력5 열의1 열의2 열의3 열의4 열의5

수학1 1

수학2 .647** 1

수학3 .626** .643** 1

수학4 .561** .580** .746** 1

수학5 .518** .533** .662** .713** 1

성취압력1 .030* .016 .018 .009 .001 1

성취압력2 .025* .043** .033* .029* .019 .296** 1

성취압력3 .098** .080** .104** .087** .076** .260** .292** 1

성취압력4 .074** .076** .077** .058** .058** .212** .268** .377** 1

성취압력5 .081** .072** .093** .077** .067** .145** .211** .309** .387** 1

열의1 .117** .096** .096** .094** .085** .134** .040** .033* .041** .056** 1

열의2 .098** .131** .108** .102** .104** .087** .113** .068** .072** .066** .379** 1

열의3 .098** .113** .133** .129** .119** .060** .070** .104** .073** .050** .287** .365** 1

열의4 .055** .085** .086** .119** .104** .059** .050** .063** .114** .070** .256** .324** .458** 1

열의5 .054** .070** .076** .102** .123** .049** .049** .034** .053** .164** .212** .266** .372** .477** 1

수학=수학 수직척도점수, 성취압력=교사의 성취압력, 열의=교사의 열의, 숫자=차 년도,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 *=상관계수는 0.05 수준에서 유의

[표 4] 측정된 변인들 간 상관분석의 결과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result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년도(3.3593)까지는 감소하다가 중학교 2학년인 4차 년

도(3.455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중학교 3학년인 5차 년도(3.3947)에는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의 열의는 초등학교 5학년

인 1차 년도(4.2300)부터 중학교 3학년인 5차 년도

(4.0134)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

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수에 대한 추정방법으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은 다변량 정규성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서 변인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수학 수

직척도점수와 교사의 성취압력, 교사의 열의에 대한

왜도의 절댓값은 0.76이하로 나왔으며, 첨도의 절댓값

은 1.18이하로 나타났다([표 4] 참고). 연구에 사용이

되는 변인들이 왜도에 대한 절댓값이 2이하, 첨도에

대한 절댓값이 7이하 이면 최대우도법을 활용할 때 모

수에 대한 추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Curran,

West, & Finch, 1996).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

지는 문항들은 왜도와 첨도의 기준을 모두 다 만족하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사용되어지는 문항들은 구

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대해 변인들 간의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746이하로 나왔다([표 4] 참고). 구조방정식에 대한

모형의 분석에서는 변인들 간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95를 초과하는 변인들은 분석할 시 불안정한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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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잠재계층 수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

[Fig. 3] Information index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otential classes

적합도 지수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AIC 294015.773 293084.979 292772.903 292451.736 292437.118

BIC 294109.419 293205.38 292920.06 292625.64 292637.786

SABIC 294064.931 293148.181 292850.151 292543.028 292542.455

Entropy 0.763 0.767 0.764 0.701

LMR-LRT  value <0.0001∗ <0.0001∗ <0.0001∗ 0.0077∗

분류율

(%)

1그룹 5937명(100%) 2658명(44.8%) 323명(5.4%) 1697명(28.6%) 1229명(20.7%)

2그룹 3279명(55.2%) 2666명(44.9%) 2233명(37.6%) 2428명(40.9%)

3그룹 2948명(49.7%) 1681명(28.3%) 307명(5.2%)

4그룹 326명(5.5%) 1738명(29.3%)

5그룹 235명(3.9%)

AICAkaike, BIC=Bayesian, SABIC=Sample Size Adjusted BIC,

LMR-LRT=Lo Mendell Rubin-Likelihood Ratio Test, ∗=<0.05

[표 5]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성장혼합모델링에 대한 적합도 지표(2차 함수 활용)

[Table 5] A goodness of fit indicator for growth mixed modeling of Mathematical Vertical Scale Scores (Use of

quadratic functions)

산출할 수도 있지(Kline, 2005)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들 간 상관계수는 절댓값이 0.746이하로 나

와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변화양상이 유사한 하위

의 그룹으로 분류

학년별 수학 기초능력검사의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학생들을 하위 그룹

으로 분류하기 위해 성장혼합모델링을 시행하였다. [표

5]는 그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서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활용한 성장혼합모델링을 분석한 결과 2차 함

수를 활용한 성장혼합모델링이 잠재계층 수에 대한 적

합도와 분류율이 더 좋게 나와 최종 선택되었다. 성장

혼합모델링 시행 시 5개의 하위그룹까지는 분류가 가

능했으나 6개 이상의 하위그룹부터는 분류된 하위그룹

중 인원이 0명(0%)인 그룹이 나와 그룹의 분류가 명확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룹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최적에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지수

AIC, BIC, SABIC 값들을 산출한 결과([표 5] 참고) 4

개의 하위 그룹까지는 그룹을 많이 분류할수록 값들이

적게 나왔으며, 5개의 하위 그룹으로 분류한 정보지수

의 값은 AIC와 SABIC는 소폭 적게 나왔고 BIC의 값

은 소폭 높게 나왔다([그림 3] 참고). 또한, LMR-LRT

의  value 값은 모두 기준이 되는 <0.05 보다 낮게

나와 2개∼5개의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

는 정확성을 따지는 Entropy 값이 3개의 그룹(0.767)으

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개의 그룹

(0.701)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4개의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의 Entropy 값은 0.764 로

3개의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소폭 낮게 나왔

고 2개, 3개의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정보지

수 AIC, BIC, SABIC의 값들이 적게 나와서 4개의 하

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을 최종 선택하였다. 4개의

하위 그룹 중 적은 수의 학생이 포함된 4그룹(326명,

5.5%)은 소수의 집단이라도 인간 행동에 대한 특수한

측면들도 연구되어야한다는 최현주, 조민희(2014)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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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절편(Intercept)　 기울기(Slope)　 2차(Quadratic)　

평균(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평균(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평균(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1그룹 201.308∗∗(0.985)

626.824∗∗

(34.452)

-1.944(1.216)

137.205∗∗

(28.756)

4.149∗∗(0.342)

3.279∗

(1.465)

2그룹 175.298∗∗(0.984) -4.62∗∗(0.806) 2.563∗∗(0.218)

3그룹 223.722∗∗(0.848) 16.457∗∗(1.114) 1.282∗∗(0.291)

4그룹 209.895∗∗(2.111) 36.78∗∗(3.134) -9.685∗∗(0.798)
∗∗=<0.01, ∗=<0.05

[표 6]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추정치

[Table 6] Estimate of latent growth model of mathematical vertical scale scores by group

견에 따라 집단 분류에 포함시켜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Entropy의 값은 전체 그룹을 하위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분류의 질(quality of the classification)을 의

미하는 것으로 0.8보다 큰면 적절한 값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ng et al., 2017). 본 연구는

5,937명의 많은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하

위 그룹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Entropy의 값이 소폭

낮게나왔다.

[표 6]은 성장혼합모델링의 결과로 분류된 4개 하위

그룹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계수들을 추정한 결과이

다. [표 6]에서 보는 봐와 같이 1그룹의 기울기 계수를

제외한 모든 그룹의 계수들의 평균은 유의미하게 나왔

으며, 모든 계수들의 분산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와 그

룹 내의 학생 개인 간에는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

할당 시에 추정오류와 분류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서 분산, 공분산에 모두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때문

에 모든 그룹들의 계수들에 대한 분산과 표준편차는

동일하게 나왔다([표 6] 참고).

[그림 4]는 성장혼합모델링을 시행하여 분류된 4개

하위 그룹의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각 그룹별로 수학 수직척

도점수의 종단적인 변화양상들을 살펴보면 전체학생

중에 28.6%가 포함된 1그룹(1,697명), 37.6%가 포함된

2그룹(2,233명), 28.3%가 포함된 3그룹(1,681명)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학

생 중 5.5%가 포함된 4그룹(326명)의 수학 수직척도점

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증가하

다가 중학교 3학년까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

년까지의 기간으로 보면 1그룹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2, 3그룹의 순서로

증가하는 것으로 타났다. 전체학생들 중 5.5%의 학생

이 포함된 4그룹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

교 3학년까지의 기간 동안 나머지 3개의 하위 그룹은

3그룹, 1그룹, 2그룹의 순서로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면 3그룹은 상위권, 1

그룹은 중위권, 2그룹은 하위권 학생들을 대표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그래프

[Fig. 4] Graph of latent growth model for each group's

mathematical vertical scale score

4.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력과 교사의 열의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

[표 7]은 각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모델 적합도를 정리한 것이다. 1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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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변수 모형  DF RMSEA CFI TLI

1그룹

1697명

(28.6%)

교사의 성취압력
무변화 159.441 13 0.081∗∗ 0.864 0.896

1차 선형변화 46.141 10 0.046∗∗∗ 0.967 0.967

교사의 열의
무변화 327.399 13 0.119 0.798 0.845

1차 선형변화 35.432 10 0.039∗∗∗ 0.984 0.984

2그룹

2233명

(37.6%)

교사의 성취압력
무변화 167.346 13 0.073∗ 0.88 0.907

1차 선형변화 71.836 10 0.053∗∗ 0.952 0.952

교사의 열의
무변화 372.819 13 0.111 0.817 0.859

1차 선형변화 63.344 10 0.049∗∗∗ 0.973 0.973

3그룹

1681명

(28.3%)

교사의 성취압력
무변화 134.372 13 0.075∗∗ 0.895 0.919

1차 선형변화 56.931 10 0.053∗∗ 0.959 0.959

교사의 열의
무변화 377.108 13 0.129 0.764 0.819

1차 선형변화 48.095 10 0.048∗∗∗ 0.975 0.975

4그룹

326명

(5.5%)

교사의 성취압력
무변화 32.022 13 0.067∗∗ 0.851 0.885

1차 선형변화 15.706 10 0.042∗∗∗ 0.955 0.955

교사의 열의
무변화 113.399 13 0.154 0.485 0.604

1차 선형변화 20.696 10 0.057∗∗ 0.945 0.945
∗∗∗=<0.05, ∗∗=<0.08, ∗=<0.1

[표 7]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모델 적합도

[Table 7] Model fit of latent growth model for achievement pressure and enthusiasm of teachers by group

변수 변수
절편(Intercept)　 기울기(Slope)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1그룹
교사의 성취압력 3.358∗∗(0.015) 0.187∗∗(0.015) 0.016∗∗(0.005) 0.016∗∗(0.002)

교사의 열의 4.279∗∗(0.014) 0.185∗∗(0.013) -0.055∗∗(0.005) 0.016∗∗(0.002)

2그룹
교사의 성취압력 3.408∗∗(0.013) 0.178∗∗(0.014) -0.016∗∗(0.005) 0.013∗∗(0.002)

교사의 열의 4.17∗∗(0.014) 0.227∗∗(0.014) -0.056∗∗(0.005) 0.017∗∗(0.002)

3그룹
교사의 성취압력 3.445∗∗(0.015) 0.19∗∗(0.015) 0.01∗(0.005) 0.013∗∗(0.002)

교사의 열의 4.346∗∗(0.014) 0.176∗∗(0.013) -0.052∗∗(0.005) 0.018∗∗(0.002)

4그룹
교사의 성취압력 3.441∗∗(0.035) 0.183∗∗(0.036) 0.014(0.013) 0.018∗∗(0.005)

교사의 열의 4.3∗∗(0.034) 0.176∗∗(0.032) -0.086∗∗(0.014) 0.025∗∗(0.005)
∗∗=<0.01, ∗=<0.05

[표 8]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Table 8] Latent growth model estimation of achievement pressure and enthusiasm of teachers by group

에 대한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는 1차 선형변화 모형

의 RMSEA의 값이 각각 0.046, 0.039로 매우 근사한

(좋은) 적합도로 나와 무변화 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로

나왔으며, CFI와 TLI의 값도 모두 매우 좋게 나와 최

종 선택하였다. 2그룹에 대한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

는 1차 선형변화 모형의 RMSEA의 값이 각각 0.053,

0.049로 적절한(괜찮은), 매우 근사한(좋은) 적합도로

나와 무변화 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로 나왔으며, CFI와

TLI의 값도 모두 매우 좋게 나와 최종 선택하였다. 3

그룹에 대한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는 1차 선형변화

모형의 RMSEA의 값이 각각 0.053, 0.048로 적절한(괜

찮은), 매우 근사한(좋은) 적합도로 나와 무변화 모형

보다 좋은 적합도로 나왔으며, CFI와 TLI의 값도 모두

매우 좋게 나와 최종 선택하였다. 4그룹에 대한 교사

의 성취압력과 열의는 1차 선형변화 모형의 RMSEA

의 값이 각각 0.042, 0.057로 매우 근사한(좋은) 적합도,

적절한(괜찮은) 적합도로 나와 무변화 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로 나왔으며, 교사의 성취압력에 대한 CF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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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모형  DF RMSEA SRMR CFI TLI

1그룹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영향 238.014 87 0.032∗∗∗ 0.041 0.957 0.948

2그룹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영향 488.798 88 0.045∗∗∗ 0.032 0.917 0.901

3그룹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영향 731.284 87 0.066∗∗ 0.076 0.836 0.802
∗∗∗=<0.05, ∗∗=<0.08, ∗=<0.1

[표 9]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모델 적합도

[Table 9]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fit for achievement pressure and enthusiasm of teachers by group

교사의 성취압력 교사의 열의

[그림 5]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그래프

[Fig. 5] Latent growth model graph on achievement pressure and enthusiasm of teachers by group

TLI의 값은 매우 좋은 적합도, 교사의 열의에 대한

CFI와 TLI의 값은 적절한(괜찮은) 적합도로 나와 최

종 선택하였다. 모든 그룹이 무변화 모형보다는 1차

선형변화 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더 좋게 나와 최종 선

택되었다.

[표 8]은 그룹별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

력과 열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계수들을 추정한 결

과이다. 4그룹 교사의 성취압력에 대한 기울기 평균계

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들의 평균, 분산이 유의미하게

나와서 그룹 내의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는 개인 간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그룹별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

압력과 열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그래프이다. 각

그룹에 대한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는 초등학교 5학

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 동안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

력에 대한 변화의 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의 열의는 모든 그룹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떨어지는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수학 수직척

도점수에 미치는 영향력

각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수학 수직척

도점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시행하였다.

[표 9]는 각 그룹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모델

적합도로 1, 2, 3그룹은 유의미한 모델을 찾을 수 있었

지만 4그룹은 다양한 모델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모델을 찾을 수 없었다. 1그룹의 모델 적합

도를 살펴보면 의 값은 238.014로 나왔고 RMSEA와

SRMR은 각각 0.032, 0.041로 매우 좋은 근사한(좋은)

적합도와 좋은 적합도로 나왔으며,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각각 0.957, 0.948로 매우 좋은 적합도,

좋은 적합도로 나와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2그룹의 의 값은 488.798로 나왔고 RMSEA와

SRMR은 각각 0.045, 0.032로 매우 좋은 적합도와 좋

은 적합도, 증분적합도에 대한 지수인 CFI와 TLI는 각

각 0.917, 0.901로 좋은 적합도로 나와서 수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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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1그룹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 ← 교사의 성취압력 절편 2.246(22.83) 0.045(0.046) 0.325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 ← 교사의 성취압력 절편 1.111(2.285) 0.053(0.111) 0.627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 ← 교사의 성취압력 기울기 15.894(8.741) 0.224(0.136) 0.069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 교사의 성취압력 절편 -0.388(0.559) -0.099(0.148) 0.488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 교사의 성취압력 기울기 -3.533(2.38) -0.264(0.203) 0.138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 ← 교사의 열의 절편 5.071(2.19) 0.102(0.044) 0.021∗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 ← 교사의 열의 절편 2.264(2.12) 0.108(0.105) 0.286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 ← 교사의 열의 기울기 -5.069(7.996) -0.072(0.114) 0.526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 교사의 열의 절편 -0.891(0.515) -0.227(0.156) 0.084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 교사의 열의 기울기 1.985(2.183) 0.15(0.172) 3.63

2그룹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 ← 교사의 성취압력 절편 2.889(1.971) 0.041(0.028) 0.143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 ← 교사의 성취압력 기울기 21.593(9.495) 0.166(0.072) 0.023∗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 교사의 성취압력 절편 -0.264(0.157) -0.059(0.038) 0.093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 교사의 성취압력 기울기 -6.021(2.584) -0.366(0.175) 0.02∗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 ← 교사의 열의 절편 4.295(1.999) 0.068(0.032) 0.032∗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 ← 교사의 열의 절편 0.739(1.604) 0.032(0.05) 0.645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 ← 교사의 열의 기울기 -10.549(7.454) -0.092(0.065) 0.157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 교사의 열의 절편 -0.277(0.378) -0.069(0.095) 0.465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 교사의 열의 기울기 4.505(2.037) 0.312(0.155) 0.027∗

3그룹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 ← 교사의 성취압력 절편 2.645(2.186) 0.06(0.049) 0.226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 ← 교사의 성취압력 절편 1.803(2.032) 0.101(0.116) 0.375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 ← 교사의 성취압력 기울기 -1.703(8.153) -0.025(0.12) 0.835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 교사의 성취압력 절편 -0.518(0.476) -0.151(0.148) 0.277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 교사의 성취압력 기울기 0.48(2.147) 0.037(0.166) 0.823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 ← 교사의 열의 절편 6.353(2.262) 0.138(0.049) 0.005∗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 ← 교사의 열의 절편 -1.983(2.063) -0.106(0.114) 0.336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 ← 교사의 열의 기울기 8.64(5.597) 0.15(0.105) 0.123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 교사의 열의 절편 0.298(0.481) 0.083(0.138) 0.536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 교사의 열의 기울기 -2.067(1.474) -0.188(0.15) 0.161
∗=<0.05

[표 10]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모수추정치

[Table 10] Path coefficient parameter estimate for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of mathematical vertical scale score

한 것으로 나왔으며, 3그룹의 의 값은 731.284로 나

왔고 RMSEA와 SRMR은 각각 0.066, 0.076로 적절한

(괜찮은) 적합도와 좋은 적합도, 증분적합도에 대한 지

수인 CFI와 TLI는 각각 0.836, 0.802로 양호한 적합도

로 나와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표 10]은 1, 2, 3그룹의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그에 대

한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시행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의 경로계수 모수추정치이다. 1그룹 교사의 열의에 대

한 절편(초기치)은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절편(초기치)

에 0.102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으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교사의 열의가 높으면

같은 학년의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그룹 교사의 성취압력의 기울기는 수학 수직척도

점수 기울기에 0.166의 정적인 영향, 수학 수직척도점

수의 2차 계수에 –0.366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열의에 대한 절편(초기치)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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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2그룹 3그룹

[그림 6] 그룹별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 추정치

[Fig. 6] Estimate of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for achievement pressure and enthusiasm of teachers by group

학 수직척도점수의 절편(초기치)에 0.068의 정적인 영

향, 교사의 열의에 대한 기울기는 수학 수직척도점수

의 2차 계수에 0.312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사의 성취압력에 대한 증가율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증가하는 폭은 줄어드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교사의 열의가

높으면 같은 학년의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교사의 열의가 증가하면 수학 수직

척도점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그룹 교사의 열의에 대한 절편(초기치)은 수학 수

직척도점수의 절편(초기치)에 0.138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초등학교 5학년 시

기에 교사의 열의가 높으면 같은 학년의 수학 수직척

도점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 2, 3그룹

모두 교사의 열의에 대한 절편(초기치)이 수학 수직척

도점수의 절편(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교사의 열의가 높을

수록 같은 학년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시킬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온 변인들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에 대한 추정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을 살펴보면 1, 2, 3

그룹의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은 교사의 열의 절편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그룹의 수학 수직

척도점수 기울기는 교사의 성취압력 기울기와 수학 수

직척도점수 2차 계수는 교사의 성취압력 기울기, 교사

의 열의 기울기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의

1차 년도(2013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5차 년도(2017

년: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자료를 활용하여 수학 학

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하위 그룹으

로 분류한 후 그룹별로 수학 학업성취도의 변화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그룹별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살펴

보고 이러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그 경

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도출되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종단적인 변화

가 유사한 하위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성장혼합모

델링(GMM)을 시행한 결과 네 개의 하위그룹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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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특성과 성향이 반영된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은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용석, 2020, 2021; 김혜미

외, 2018)을 뒷받침 해주는 실증적인 결과이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

학 수직척도점수가 소수의 그룹인 4그룹(326명)을 제

외하고 상위권-3그룹1681명, 28.3%), 중위권-1그룹

(1697명, 28.6%), 하위권-2그룹(2233명, 37.6%)의 순서

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

른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증가폭도 상위권(3그룹), 중위

권(1그룹), 하위권(2그룹)의 순서대로 큰 것으로 나타

난 것으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수학 수직척도점

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수학교과가 계통성이 강조되는 교과임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수학교과의 특성상 누적된 학습

이 이후 학습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

년 시기에 높은 수학 학업성취도를 보인 학생들이 중

학교 3학년 시기까지 더 높은 수학 학업성취도의 향상

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학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한 만큼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추후 다양한 측면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학생들 중

5.5%의 학생이 포함된 4그룹의 학생들은 다른 그룹들

과는 다르게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추후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1, 2, 3그룹의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5학

년 시기의 수학학습은 이후 수학학습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학교과는 다른 과목보다 계통

성이 강조되는 교과로서 초등학교 수학학습에 결손이

있는 학생들은 이후 수학학습에도 그 결손으로 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시기에 수학학습의 결손이 발생한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의 지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

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각 그룹별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

력과 열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변화에 대한 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선행연구들(김용

석, 2020, 2021; 홍세의, 2009)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종

단적인 변화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고 4그룹을 제외하

면 세 그룹 모두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별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

력과 열의는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은 초등학교 6

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시기에도 변화의 폭이 매우 적

은 것으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의 급이

이동해도 학생들의 인지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열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

이 인지하는 교사들의 교수 학습에 대한 열의가 학년

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시기에도 감소하

는 것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의 급이 이

동하는 시기에도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들의 열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박현욱 외, 2017)

에서 교사들의 열의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만큼 추후 교사

들에 대한 교수 학습의 지원과 함께 학생들이 인지하

는 교사들의 열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하위권인

2그룹은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에 대한

증가율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향상에 정적인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부

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2그룹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이 증가하면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향

상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그룹 학생들이 초등

학교 5학년 시기부터 하위권 학생들의 대표하는 만큼

초등학교 시기부터 하위권 학생들의 수학 수직척도점

수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의 성취압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부터 교수·학

습에 교사의 성취압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

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각 그룹별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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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열의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가 수학 수직척도점수

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그

에 대한 경로를 살펴본 결과 그룹에 따라서 다르게 나

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서 교사

의 특성(성취압력, 열의)이 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인

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는 비슷하지만 학생들

의 특성과 성향이 반영된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종단적

인 변화양상에 따라 다르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2, 3그룹 모두 교사의 열의 절편(초기치)은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절편(초기치)에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열의가 같은 시기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수학 수직척도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열의가 무

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보

면 1, 2, 3그룹 모두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수학학습

이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초

등학교 5학년과 같은 저학년 시기에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의 열의가 중학교 3학년시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2

그룹에서만 교사의 성취압력은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하위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그룹은 유의미한 모형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

의는 학생들의 학생생활(Murphy et. al, 1982)과 학습

에 대한 동기에 영향(Brigham, Scruggs &

Mastropieri, 1992; Long & Hoy, 2006)을 미쳐 학업성

취도에 간접적인 영향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학생들에

따라서 종단적인 변화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

며,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는 초

등학교 시기부터 그룹에 따라서도 수학 수직척도점수

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

을 종합해보면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초등학교와 같은 저학년

시기부터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를 활용한 교수 학습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선행연구(지

은림 외, 2011; So & Kim, 2009)에서 교사 자신이 인

지하는 교사의 특성보다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특

성이 학업성취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온 만큼 수학 학업성취도에도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

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중요할 것 보인다. 또한, 학생의

수학학습에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적절히 지원되

어도 학생들이 인지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바

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방안도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해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

등학교 학생들에게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고등학교 학생

들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이 인

지하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때문에 학년이나 맡은 과목

에 따라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동일 교사가 맡은 학생들에 대한 분

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의 성취

압력과 열의에 대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

지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미

치는 종단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함 이였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게 위해서 추후에는 각 학

년 별로 교사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수학 수직척도점수

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에서 진행한 교사의 특

성(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설문은 범교과적인 측면

에서 교사의 전반적인 성취압력과 열의에 대한 질문이

었다. 따라서 추후 수학교사와 같은 개별교과의 교사

에 대한 설문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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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eachers' Achievement Pressure 
and Enthusiasm Perceived by Students on Academic Achievement in 

Mathematic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8)

Kim, YongSeok
Sungkyun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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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pressure and enthusiasm affecting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are constantly 
changing and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Therefore, a longitudinal study is need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change patterns of teachers' achievement pressure and enthusiasm on the change 
patterns of academic achievement. This study utilized student data from the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2013 year) to the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2017 year) of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of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were 
classified into similar subgroups and the influence of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of the 
achievement pressure and enthusiasm of each group on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 of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path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all four 
subgroups with similar longitudinal changes in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the teacher's 
achievement pressure showed little change from the fifth grade, while the teacher's enthusiasm continued 
to decline from the fifth grade.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teachers' achievement pressure and 
enthusiasm perceived by students in each group on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was different.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rove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it is necessary to support 
teaching and learning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spositions of students.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D60

* Key Words : math academic achievement, teacher's

achievement pressure, teacher's enthusiasm, latent

growth modeling, growth mixture model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