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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종단자료 분석방법으로 많이 연구되는 잠재성장모형으로 청소년 패널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 비조건적 모형을 좀 더 빠르게 찾기 위해 비조건적 모형에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비조건적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에 주로 사용된 6개 유형,

2차모형과반복측정분산분석의결과를적용한모형들을비교하였다.

주요용어: 반복측정분산분석, 비조건적모형, 잠재성장모형, 종단적자료.

1. 서론

요즈음 많은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실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나, 수집되고 있는 자료들이 특정 시기에 한차례 조사되는 횡단적 자료가 대부

분이며 오랜기간동안 반복해서 측정해야 하는 종단적 자료 (longitudinal data)는 횡단적 자료에 비해

많지 않다. 최근 10여년 우리나라에서의 수집되고 있는 종단자료로는 1998년 노동부의 한국노동연구

원에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시작으로 고령화연구패널,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한국복

지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 한국아동패널조사, 재정패널조사, 미디어이용시간패널조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수년간 자료수집이 진행되고 있으나 동일 집단이나 개인식별자를 적용하지 못하거

나 조사기간 동안 측정변수가 추가되거나 수정되어 아직은 종단연구에 한계가 있다. 특히, 패널자료의

경우는 표본탈락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Lee 등 (2011)은 자료에 따라 표본탈락 요인에 대한 연구가 추가

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개되고 있는 자료 중 종단연구가 가능한 패널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

어 현재 경제학뿐 아니라 경영학, 사회학, 보건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패

널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 시계열 자료형태를 가지면서 동시에 현재

의횡단적자료도측정되여각측정시점들의상태와여러시점들의변화를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다.

동일대상을오랜기간측정하는종단자료로는과거에는주로의·약학분야에서소규모실험자료나경제
분야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시계열자료가 일반적이었으나 여러 기관에서 패널자료가 공개되어 다양한

분야로 연구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단자료에 대한 연구는 소규모 실험을 통한 임상자료

를 이용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반복측정 자료를 분석하는 여러가지 통계적 모형에 대해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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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이 연구하였다. 여기에서는 임상 시험자료를 적용하여 일변량 반복측정 분산분석 모형과 다변량

모형으로다변량분산분석모형, 프로파일분석모형, 성장곡선모형의특성을소개하였다.

과거 종단적 자료의 연구방법으로는 경향분석 (trend analysis),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usres ANOVA), 2단계 회귀분석 (two-stage multiple regression), t시점간 회귀분석 (wave-on

wave regression)등이 주를 이루었다 (Hwang, 1998; Singer과 Willett, 2006). 성장곡선모형 (growth

curve model)은반복측정자료를분석하기위해확장된형태로 Potthoff와 Roy (1964)가제안하였으며,

1980년대이후로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model)을이용한연구가많아지고있다.

본논문에서는청소년패널자료를이용하여잠재성장모형, 반복측정분산분석을실시하였으며, 분산분

석 결과를 잠재성장모형 설정에 적용하였다. 분산분석이나 회귀분석과 같은 방법에 비해 구조모형이나

잠재성장모형분석의 경우는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변수들의 관계를 설정하

므로 다양한 모형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자가 처음 설정한 모형이 잘 적합되는 일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모형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이 매우 어렵다. 또한 잠재성장모형의 경우는 구조모형

에서의 변수들간의 관계설정 뿐만 아니라 변화궤적을 결정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잠

재성장모형은 구조모형보다 고려해야 하는 모형이 더 많다. 많은 모형들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

운절차를다소줄일수있는방법으로반복측정분산분석의결과를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청소년 패널자료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orea Youth Panel Survey;

KYPS)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개 연령코호트를 대상으로 1차 패널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차 패

널은 3개의 연령코호트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개연령코호트중초등학교 4학년부터중학교 2학년까지의자료를활용하였다.

2. 종단자료의 분석방법

종단자료 분석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으로는 잠재성장모형, 반복측정 분산분석, 비모수적 방

법인프리드만검정이다. 분석하고자하는 3가지분석방법에대해서간단히소개하고자한다.

2.1. 잠재성장 모형

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modeling; LGM)은 시간에 따라 측정한 종단적 자료에 대한 변화 형태

를 파악하고자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 세 번 이상의 종단자료에 대해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변화량을

확인하는 연구방법이다 (Duncan 등, 2006). 잠재성장모형 분석은 기본적으로 2단계를 거쳐 분석한다.

1단계를 비조건적 모델 (unconditional model) 분석단계, 2단계를 조건적 모델 (conditional model)이

라 한다 (Kline, 1998). 비조건적 모델 분석을 통하여 평균 발달곡선의 초기치 (intercept)와 변화율

(slope), 2차항 (quad)을 구한 후 2단계 조건적 모델 분석단계에서 1단계에서 얻어진 잠재요인(Latent

factor)으로서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을 다양한 요인에 연결시켜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찾아내는것이다. 본논문에서는 1단계의비조건적모델의설정하는데촛점을두고있다.

잠재성장모형의데이터구조는다음과같다 (Bollen과 Curren, 2006).

y = τ +Λη + ε.

여기서, y는 p× 1의관측값벡터, τ는 p× 1 상수항벡터, η는 m× 1의잠재변수, Λ는 p×m 요인적재

량행렬이다. 그리고 ε은 p× 1 형태의오차항벡터이다.

잠재성장모형은 Preacher 등 (2008)과 Kim (2009)는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Song과 Kim

(2012)에서는성장유형을다음과같이소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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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화모델은 초기치만 있고 변화율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5년간 관측변수들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가정한다. 제약모델로 초기치 요인의 경로계수를 모두 1로 지정한다. 1요인 자유모델은 무변화

모델과 값이 초기치 1개 요인만 있는 것으로 2차년도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하여 다양한

변화를 보다 간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무제약 모델로 1차년도 경로계수만 1로 제약하고 2차년도부터는

지정하지 않는다. 이후 분석결과에서는 무변화 모델은 제1모형으로 1요인 자유 모델을 제2모형으로 표

시하였다.

선형변화모델은 잠재성장모델의 가장 기본형으로 초기치와 변화율, 2개의 잠재요인이 있는 것으로 초

기치 요인의 경로계수를 모두 1로 제약하고, 변화율 요인을 2차년도부터 선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가

정하여 변화율 요인의 경로 계수를 (0,1,2,3,4)로 제약한다. 2차년도 변화모델은 선형변화모델과 요인

구조는 같으나 변화율의 경로계수를 선형모델처럼 설정하지 않고 (0,1,1,1,1)로 제약한다. 즉, 1차년도

와 2차년도에는 변화가 있으나 2차년도 이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3차년도 변화모델은 선

형변화모델과 요인구조는 같으나 변화율의 경로계수를 (0,0,1,2,3)로 제약한다. 즉, 1차년도와 2차년도

에는 변화가 없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 사이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 모델이다. 2요인 자유모수

변화모델은 선형변화모델과 요인구조는 같으나 변화율의 경로계수를 선형변화모델처럼 설정하지 않고

(0,1,*,*,4)로 제약한다. 즉, 1차년도와 2차년도는 (0,1)로 제약하고 2차년도와 5차년도 사이에는 자유

롭게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 모델이다.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의 경로를 (0,1)로 고정하는 이유

는 1차년도에서 2차년도사이의변화를 1로두었을때 2차년도와 5차년도사이의변화율을크기를측정

하기 위한 것이다. 2요인 자유모수 변화모델은 자료의 실질적인 변화에 가깝게 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

선형변화모델은 순서대로 제3모형, 제4모형, 제5모형으로 표시하였으며, 2요인 자유모수모델은 제6모

형으로나타내었다.

그 외의 유형으로 Meredith와 Tisak (1990)에 의해 소개되었고 Kaplan (2009)에 의해 언급된 것으

로 1차년도을 0으로 2차년도를 1로 하여 나머지는 자유롭게 추정될수 있도록 설명하는 모형으로 (0,1,

*,*,*)로 표현되는 모형도 있다. 2차모형은 선형변화모델의 기본형인 제3모델에 2차항을 추가한 것으로

초기치요인의경로계수를모두 1로제약하고변화율요인은 (0,1,2,3,4), 2차항은 (0,1,4,9,16)으로제약

한모형이다.

Figure 2.1 Types of latent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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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잠재성장모형을청소년패널자료에적용한연구로 Cha와 Kim (2010)는초등학교 4학년대

상으로 외현화 변화를 무변화, 선형, 2차모형을 비교하여 모형에 사용하였다. Lee 등 (2013)에서는 중

학교 2학년 대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통제력과 비행행동의 변화를 6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적

합시킨 후,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Chung (2012)의 경우는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등이 내면화와 외현

화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비조건적 모형에서 무변화, 선형, 2차모형을 비교하여 모형

적합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논문에서 6개 유형별로 적합도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결정

하거나무변화, 선형, 2차모형에서모형을비교하고있다.

2.2. 반복측정분산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은 동일한 실험개체에 3회 이상의 측정을 수행한

자료에서 분산분석을 적용한 것이다. 반복측정은 몇 가지 처리 (treatment)를 적용함에 있어 실험에서

충분한 수의 실험개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나 실험개체 간의 차이가 커서 전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개체를 블럭 (block)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한 개체를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처음의 처리가 이후 실험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동일한 대상을

여러번 측정한 이와같은 자료는 잠재성장모형이 적용되는 자료와 자료구조가 동일하며 의·약학분야에서
치료 효과의 추이를 파악하거나 사회과학분야의 시간에 따른 변화 연구에서는 오히려 반복측정의 단점

이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 잠재성장모형이변화추이를가진모형에대한전체적합도에치중한분석

이라면반복측정분산분석은변화의추이보다는각단계별로차이여부를중점적으로해석한다.

Girden (1992)에서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구형성 (sphericity)에 대한 가정이나 구형성의 특별한 형태

인복합대칭성 (compound symmetry)에대한가정이만족되어야한다. 그러나최근에는복합대칭성의

가정이 분석에서 충분조건이지 필요한 가정이 아니다고 하여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자유도를 수정

한방법을사용하는것이가능하다고하였다.

2.3. 비모수적 방법

구형성가정이나모집단의분포가정에대한제약에구애받지않은것으로대응 k-표본의비모수적분

석방법인 프리드만 검정 (Friedman test)과 페이지 검정 (Page test)가 있다. 프리드만 검정방법은 처

리와 블럭사이의 교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하며 순위척도 이상의 자료에서 가능하다 (Song 등, 2003). 그

러나 이 분석방법은 단순히 대응되는 k-표본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해석이 전부이다. 페이지 검정의 경

우는 순서대립가설의 사용으로 전체적인 증감여부를 검정할수 있으나 세부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본연구에서는잠재성정모형과반복측정분산분석의결과를주로다루었다.

3. 청소년 패널자료 분석

청소년 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위, 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의 2개 연령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것이다. 2개의 연령 중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004년 4월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

학교 4학년들의 수는 630,694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층화다단계집락표집 (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으로 2,949명이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조사하여 수집된 자료

중 최종 선정된 표본은 2,844명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모형을 찾

고자 하였으며 동일 자료를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도 실시하였다. 1차년도에서 5차년도의 변화를

파악하는잠재성장모형의 1단계비조건적모형의결정에분산분석의결과를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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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한 자료에서 분석에 사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의 증

가감소하는형태를여러가지유형별로비교하기위해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자아낙인 4가

지를 사용하였다. 4가지 특성 모두 5점 척도로 측정이 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총 6문항 중 3개 문항

은 역코딩하여 6개의 평균점수를 계산하였다. 자기통제력에 관한 문항 역시 6개 문항으로 모든 문항이

부정적으로 측정되어 전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는 관련된 16개의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으

며 자아낙인은 관련된 4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Cha와 Kim, 2010; Seo와 Kim, 2013). 자

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자아낙인의 1차년도 자료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Cronbach의 α가 0.741, 자기통제력은 0.643, 스트레스는 0.902, 자아낙인은 0.740으로나타났다.

잠재성장모형은 IBM SPSS Amos 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0를이용하였다.

3.1. 잠재성장모형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는데 있어 결측자료에 대해서는 Amos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가능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자아낙인의 변화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한 그래프를 Figure 3.1에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은 1차년도에서 3차년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다 3차년도에서 5차년도는 증가

하는 형태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징이 보여지지 않은 예이며, 자기통제력과 스트레스는 감

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자아낙인은 증가하는 정도가 매년 일정하게 보여지는 자료로 선형의 관계가 가

장뚜렷해보인다고판단이되어모형비교에사용하였다.

Figure 3.1 self-esteem, self-control, stress, self-stigma

잠재성장모형은 Song과 Kim (2012)에서 소개한 6가지 유형의 모형과 2차모형, 총 7개 모형을 적

용하여 각각의 적합도 지수를 Table 3.1에 제시하였다. 모형적합도지수로는 χ2값과 증분적합지수로

NFI, CFI, 간명적합지수로 TLI (또는 NNFI), 절대적합지수로는 RMSEA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또

한 χ2값은 자료의 수가 많은 경우 모형적합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므로 자유도를 나눈 값으로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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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df도 제시하였다. 각각의 적합도지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Hong (2000)가 NFI, CFI, TLI은 모

두 0.9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하였다. Steiger (1990)는 RMSEA는 RMSEA< 0.1이면 자료

를잘적합시키고, RMSEA< 0.05이면매우좋은적합도라고하였다.

Table 3.1 Model fit index of unconditional models

content model χ2 CMIN/df NFI TLI CFI RMSEA

self-esteem

model 1 294.8 (17) 17.3 .881 .900 .887 .076

model 2 269.8 (13) 20.756 .891 .880 .896 .083

model 3 (1,2,3,4,5) 113.7 (14) 8.119 .954 .957 .960 .050

model 4 (0,1,1,1,1) 260.8 (14) 18.629 .895 .893 .900 .079

model 5 (0,0,1,2,3) 117.7 (14) 8.404 .953 .955 .958 .051

model 6 (0,1,*,*,4) 211.3 (12) 17.608 .915 .899 .919 .076

quadratic model 114.0 (12) 9.500 .954 .948 .959 .055

self-control

model 1 718.2 (17) 42.247 .761 .793 .765 .120

model 2 342.5 (13) 26.348 .889 .873 .8906 .094

model 3 (1,2,3,4,5) 115.6 (14) 8.260 .961 .964 .966 .051

model 4 (0,1,1,1,1) 370.5 (14) 26.466 .876 .872 .881 .095

model 5 (0,0,1,2,3) 199.8 (14) 14.271 .933 .933 .938 .068

model 6 (0,1,*,*,4) 110.5 (12) 9.212 .963 .959 .967 .054

quadratic model 160.9 (12) 13.408 .946 .938 .950 .066

stress

model 1 1920.6 (17) 112.977 .297 .382 .299 .198

model 2 315.8 (13) 24.291 .884 .871 .889 .091

model 3 (1,2,3,4,5) 207.7 (14) 14.838 .924 .924 .929 .070

model 4 (0,1,1,1,1) 1203.3 (14) 85.948 .560 .531 .562 .173

model 5 (0,0,1,2,3) 274.5 (14) 16.606 .900 .897 .904 .081

model 6 (0,1,*,*,4) 107.3 (12) 8.943 .961 .956 .965 .053

quadratic model 328.4 (12) 27.367 .880 .854 .884 .096

self-stigma

model 1 525.3 (17) 30.903 .641 .690 .649 .103

model 2 398.4 (13) 30.646 .727 .693 .734 .102

model 3 (1,2,3,4,5) 213.8 (14) 15.274 .854 .852 .862 .071

model 4 (0,1,1,1,1) 372.5 (14) 26.609 .745 .734 .752 .095

model 5 (0,0,1,2,3) 185.9 (14) 13.279 .873 .873 .881 .066

model 6 (0,1,*,*,4) 210.0 (12) 17.501 .856 .829 .863 .076

quadratic model 161.5 (12) 13.460 .889 .871 .897 .066

자아존중감은 제3모형이 NFI가 0.954, TLI이 0.957, CFI가 0.960으로 모두 0.9를 초과하여 모형적

합에 문제가 없었으며 RMSEA 또한 0.05로 모형적합기준에 부합되는 모형이었다. 그 다음은 제5모형

과 2차모형 또한 NFI, TLI, CFI 모두 0.9를 초과하였으며 RMSEA도 각각 0.051, 0.055로 모형적합기

준에 벗어나지 않았다. 자기통제력의 경우 제3모형, 제5모형, 제6모형과 2차모형이 NFI, TLI, CFI가

모두 0.9를 초과하였으며 RMSEA도 각각 0.070, 0.081, 0.053, 0.096으로 보통의 적합도를 가졌으나

제5모형과 2차모형은 다른 모형에 비해서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제3모형,

제6모형이 NFI, TLI, CFI가 모두 0.9보다 높았으며 RMSEA도 각각 0.070과 0.053으로 나타났다.

자아낙인의 경우 NFI, TLI, CFI가 0.9이상이 나타나는 모형이 없었으나 제5모형과 2차모형은 RM-

SEA에서모두 0.066이었다.

제시된 7개 모형 외에도 더 많은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어떤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변화의 여부를 잠재성장

모형에적용함으로써좀더빠르게모형을설정하는데이용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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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복측정 자료에서 분석결과 적용

잠재성장모형분석에서실제로많은측정항목들에대해비조건적모형을결정하고이를적용한조건적

모형을 결정해야 하므로, 1단계에 해당되는 비조건적 모형을 좀 더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Song과 Kim (2012)에서 제시한 6가지 혹은 5가지 유형의 적합도지수를 비교하여 결정된 모

형으로 다음 조건적 모형을 적합시키고 있다. 이에 청소년 패널자료에서 비조건적 모형을 찾는데 있어

6가지 이외의 모형을 적용하고자 하며 여기에 분산분석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청소년 패널자료에

서 1차년도 5차년도의 변화궤적에 대한 성장유형을 결정하는데 종단자료의 또 다른 분석방법인 반복측

정분산분석에서주효과의차이를비교한결과를적용하여모형설정에이용하는방법을적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자아낙인의 5차년도자료는모두평균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

으나, 그러나 4개 항목 모두 구형성 가정을 위배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형성 가정을 위배하였을

때, 다변량분석을적용하거나자유도수정을이용한분석을실시할수있다. Han 외 (2009)에서반복측

정자료분석에서는다변량분산분석보다는자유도를수정하는것이더많은자유도를살릴수있는방법

이라 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구형성의 가정을 위배하였으나 구형성 가정을 만족할 경우와 자유도 수정

의그린하우스-가이서 (Greenhouse and Geisser)와훈-펠트 (Huynh and Feldt)의분석결과도모두동

일하게나타났으며비모수검정방법인프리드만검정을실시한결과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자아낙인모두 5차년도자료들간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 중 5차년도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활

용하였다. 반복측정 분석의 LSD방법으로 주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3.2에 제시하였다. 각 년도

별로 다중비교한 결과 중 1차와 2차, 2차와 3차, 3차와 4차, 4차와 5차의 결과만을 이용하였다. 자아

존중감은 1차와 2차의 차이가 0.025 (p값=0.103)으로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2차와 3차의 차이는 0.050 (p값=0.001)로 차이가 있었다. 3차와 4차의 평균차이는 -0.035

(p값=0.020)으로차이가있었고 4차와 5차의차이는 -0.025 (p값=0.087)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

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0,1,2,2)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통

제력은 (0,1,2,2,3), 스트레스는 (0,1,2,3,3), 자아낙인은 (0,0,1,1,2)을 변화율의 요인계수로 적용하여 모

형적합을하였으며그결과는표 3.3에제시하였다.

Table 3.2 Comparison of mean difference

comparison self-esteem self-control stress self-stigma

mean diff. (p-value) mean diff. (p-value) mean diff. (p-value) mean diff. (p-value)

1st - 2nd year .025 (.103) .0143 (.000) -.090 (.000) -.027 (.067)

1st - 3rd year .075 (.000) .207 (.000) -.287 (.000) -.063 (.000)

1st - 4th year .040 (.020) .224 (.000) -.502 (.000) -.095 (.000)

1st - 5th year .015 (.370) .288 (.000) -.515 (.000) -.141 (.000)

2nd - 3rd year .050 (.001) .064 (.000) -.197 (.000) -.036 (.038)

2nd - 4th year .015 (.375) .080 (.000) -.412 (.000) -.067 (.000)

2nd - 5th year -.010 (.570) .145 (.000) -.425 (.000) -.114 (.000)

3rd - 4th year -.035 (.020) .016 (.299) -.214 (.000) -.032 (.078)

3rd - 5th year -.060 (.000) .081 (.000) -.227 (.000) -.078 (.000)

4th - 5th year -.025 (.087) .065 (.000) -.013 (.377) -.046 (.008)

Table 3.3은 분산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여 제시한 모형의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지수이다. 분산분석

결과를 활용한 요인계수에 자유모수를 적용의 결과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으나 자아존중감의 (0,0,1,2,2)의 NFI, TLI, CFI값이 모두 0.9를 초과하였으며 RMSEA 역시

0.038로 모형적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가지 유형에 비해서는 모형적합이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의 (0,1,2,2,3)과 스트레스의 (0,1,2,3,3) 역시, NFI, TLI, CFI값이 모두 0.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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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였으며 RMSEA도 모형적합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았다. 앞서 7개 모형과 마찬가지로 자아낙인

의 (0,0,1,1,2)은 NFI, TLI, CFI값이 모두 0.9에 미치지 않아 다소 모형적합이 좋지 않았으며, RM-

SEA는 0.074로나타났다.

Table 3.3 Camparison of latent growth model applied to the repeated measures ANOVA

content model χ2 CMIN/df NFI TLI CFI RMSEA

self-esteem

(0,0,1,2,2) 72.060 (14) 5.147 .971 .975 .976 .038

(0,1,*,*,*) 71.9 (11) 6.533 .971 .966 .975 .044

(0,*,*,*,2) 68.7 (11) 6.244 .972 .968 .977 .024

self-control

(0,1,2,2,3) 161.9 (14) 11.566 .946 .947 .950 .061

(0,1,*,*,*) 183.1 (11) 16.643 .939 .921 .942 .074

(0,1,*,*,2) 141.8 (12) 11.818 .953 .946 .956 .062

stress

(0,1,2,3,3) 166.6 (14) 11.900 .939 .940 .944 .062

(0,1,*,*,*) 124.6 (11) 11.326 .954 .943 .958 .060

(0,1,*,*,3) 153.8 (12) 12.821 .944 .935 .948 .064

self-stigma

(0,0,1,1,2) 232.4 (14) 16.597 .841 .838 .849 .074

(0,1,*,*,*) 178.8 (11) 16.259 .878 .842 .884 .073

(0,*,*,*,2) 178.3 (11) 16.209 .878 .842 .884 .073

이 결과에서는 기존 모형비교에 사용된 7개 모형에서 가장 잘 적합된 모형의 적합도보다 월등히 좋은

적합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정도의 모형적합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잠재성장모형의 비조건적

모형 분석에서 적합도는 전체 모형을 평가하므로 각 년도별로 변화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

을보완하기위해모형의요인계수설정에분산분석의결과를반영함으로써변화의추이를해석할수있

다. 따라서, 비슷한 정도의 적합도를 가진 경우라면 분산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요인계수를 지정한 모

형을선택하는것이좀더성장모형의변화를해석하기좋은모형이라고생각한다.

다음은 잠재성장모형 모형을 결정하거나, 요인계수를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첫째,

Figure 3.1에서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아니라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로 시

각적으로는 2차모형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형적합도의 결과를 보면 6가지 유형에서는 일

반적선형모형(제3모형)과 2차모형이적합도가비슷하게나타났으며, 반복측정자료를결과를반영한선

형모형은 적합도가 오히려 더 좋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형 설명이 용이하지 않다. Table

3.4에서 자아존중감의 경우 요인계수가 (0,1,2,3,4)의 기울기는 -0.008 (p값=0.047)로 나타났으며 2차

모형에서는 변화율과 2차항의 계수의 평균이 모두 -0.001 (p값<0.5)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적으로

적합도지수로모형을결정해서는안될것으로보인다.

Table 3.4 Comparision of self-esteem

(0,1,2,3,4) (0,0,1,2,2) quadratic model

Icept 3.474 (<.001) 3.471 (<.001) 3.465 (<0.001)

Slope -0.008 (.047) -0.0131 (.038) -0.001 (0.5)

Quad -0.001 (0.5)

둘째, 잠재성장모형에서 유형에서는 요인계수를 지정하는데 있어 증가하는 모형과 감소하는 모형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자기통제력의 자료를 이

용하여 비교하였다. Figure 3.1에서 자기통제력의 경우는 1차년도에서 5차년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인계수를 (0,1,2,3,4)로 설정하는 것과 (4,3,2,1,0)로 설정하여 비교

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각각의 요인계수에서의 표준화된 추정값이 다소 차이를 보였

다. Table 3.5에서 자기통제력의 요인계수를 (0,1,2,2,3)과 (3,2,1,1,0)을 적용했을 때 나타난 결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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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요인계수를 증가형태와 감소형태에 따른 변화율의 평균 추정값이 각각 0.095와 -0.095로 요

인계수의 형태로 인한 부호 차이이며 그 값은 동일하였다. 초기치 평균 추정값과 Figure 3.2에 제시한

표준화된 요인계수 값이 약간 차이를 보였을 뿐 거의 대부분의 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성장모형설정시요인계수의지정하는데있어증감여부는고려하지않아도될것으로보여진다.

Table 3.5 Results of factor loading in the self-control

Icept Icept Slope Slope Icept and Slope

factor loading mean variance mean variance corrlation

(0,1,2,2,3) 3.758 0.231 -0.095 0.025 -0.359

(3,2,1,1,0) 3.473 0.292 0.095 0.025 -0.558

Figure 3.2 Model of self-control

4. 결론

종단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 중 잠재성장모형은 1단계로 비조건적 모형을 결정한 후 영향을 주는 여

러요인을고려한조건적모형을적용한다. 다른분석들에비해구조모형을적용한분석들의가장큰어

려움은 모형을 설정하는데 있다. 구조모형의 한 형태인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의 변화궤적이 더 추가

된다. 따라서, 잠재성장모형으로 모형분석을 할 경우 구조모형보다 더 많은 모형을 고려해야 한다. 모

든 가능한 모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변화궤적을 나타내는 제시된 몇가지 유형내에서 적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제시된 유형 내에서 가장 잘 설명되는 모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제시된 유형 또는 무변화, 선형, 2차의 기본적인 모형들의

비교만 이루어지고 있다. 비조건적 모형의 변화궤적을 찾기 위해 청소년 패널자료 중 자기존중감, 자기

통제력, 스트레스, 자아낙인 4가지를 이용하여 모형들을 비교하였다. 6가지 유형 내에서는 변화율의 요

인계수가 (0,1,2,3,4)인제3모형이전반적으로는모형적합이좋았으며, 자기통제력과스트레스에서는일

부 자유모수로 지정한 경우 전반적인 적합도지수도 기준을 만족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제3모형

과 2차 모형의 모형적합도가 기준에 부합하였으며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모형을 설정한

것이 6가지 유형의 결과보다 적합도지수가 조금 높았으나, 모형 결정에 적합도지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

는문제가있는모형으로간주되므로변화율의요인계수비교에서는판단을유보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자료를 이용한 모형의 경우도 모형적합도가 대부분 기준에 부합되었으며, 6가지

유형 중 모형적합도가 좋은 모형과 비슷한 정도의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잠재성장모형 결과에서는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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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변화여부에 파악이 힘든데 비해 분산분석 결과를 요인계수에 포함함으로서 변도별 변화여부에 대

한 설명이 용이하다. 성장모형을 선택하는데 적합도지수만으로 모형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고

판단된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선형모형과 2차모형이 모두 모형적합도지수가 비슷하게 나왔으나, 완전

히 다른 모형으로 단순히 적합도지수 비교로 모형선택이 아니라 변화추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

다.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은 전반적으로 초기치와 변화율, 요인계수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추정식으로 설

명이 가능하지만 연도별로의 변화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즉, 적합도지수가 기준치에 부합된다고

판정된 모형들이 유일한 모형이 아니므로 모형적합도의 결과만으로 연도별의 변화를 설명하는것에는 한

계가 있다. 이에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에서 연도별 변화여부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에서 요인계수

를지정하는데적용하면요인계수에서변화의여부도나타낼수있으며적합된모형을찾는데도움이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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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nalyzed the data from KYPS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 which has been

widely studied as an analysis method of longitudinal data. In this study, we applied

repeated measures ANOVA to unconditional model in order for faster decision of the

unconditional model of the latent growth model. Also, we compared the six-type mod-

els, the quadratic model and the model of which repeated measures ANOVA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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