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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d the data of students from the 6th grade to the 3rd grade of middle schoolin the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13 and classified them into subgroups with similar longitudinal changes in math academic achievement.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longitudinal changes in the group's academic self-concept and teachers and parents academic support on the 
longitudinal changes in math academic achievement were analyz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academic self-concept of each group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mathematics. In 
addition, the academic support of teachers and parent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mathematics through the mediating of the academic self-concept. In terms of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academic self-concept 
and math vertical scale scores, it was found that teachers' academic support had more influence than parents' academic support.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se poin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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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의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은 수학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학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수학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아개념과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부모의 
학업적 지원 보다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따른 교육적인 함의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수학 학업성취도, 종단연구, 잠재성장모형, 다변량 잠재성장모령, 성장혼합모델링, 학업적 자아개념, 교사의 학업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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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란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지적 능력, 태도, 가치관, 기능 등 학습의 결과를 총칭하는 개
념(Yang & Cho, 2009)으로 학습의 과정 속에서 학생이 성취해야할 학습과제의 성취정도를 산출한 교육의 대표적인 산출지표이다
(Sternberg & Williams, 2009).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수가 있으며, 상급학교의 진학 및 졸업과 취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NCTM, 2000). 그리고 지식의 축적과 전인적인 발달,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모두 

포함한 예언적 측정 도구(Lee, 2018)로서 미래의 사회적인 지위획득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경제성장
률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와 교육과 관련이 되는 일을 하는 종사자 모두에게도 중
요 관심사 중에 하나이다(Kim & Seo, 2020; NCTM, 2000). 이렇게 교육에서 학업성취도가 중요 관심사가 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들을 찾아 그 요인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Kim, 2020).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학생, 교사, 부모, 가정환경, 학교, 교수‧학습에 대한 변인들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
려져(Kim et al, 2012) 있지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한 Hattie (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
업성취도에는 학생요인 약 50% 정도, 교사요인 약 30% 정도, 가정과 학교 및 동료 학습자들에 대한 요인들 각각 5~10% 정도 순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학업성취도에는 학생요인 다음으로 교사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정요인도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생요인들 중에 자아개념
(Self-Concept)은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im & Heo, 2004). 자아개념은 청소년 시기
에 중요한 발달과업(Harter, 1983; Song et al, 2012) 중에 하나로서 청소년 시기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Kim & Heo, 2004), 미래의 진로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n & Chung, 2014). 또한,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구
성하는 하위요인들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게 제시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위요소들 중에 하나인 

학업적 자아개념(Academic Self-Concept)은 일반적 자아개념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Chapman et al, 1990). 그리고 학업적 자아개념은 학교에서의 태도와 적응에도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Park, 2002), 학업에 대한 동기
와 적응력, 진로 및 삶의 태도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in, 2013). 이러한 점들로 보면 학업적 자아개념
은 학습에 중요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업적 자아개념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의 경험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형성되므로 청
소년시기에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1).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정보들과 학습 선택권을 많이 제공하면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으며(Choi, 2011; Gonzalez-Pienda et al., 2002), 학
업적인 지원을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ttfried et al, 1994; Wentzel, 1998). 학업적 자아개념이 청소
년시기에 많이 발달(Choi, 2011)되는 것을 생각하면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중요한 요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력과 그에 따른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Hattie (2003)의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요인은 학생요인 다음으로 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사는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는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환경보다 교수와 학습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Mullis et al., 2005) 때문에 교
사의 학업적 지원은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Lee, 2021; Gottfried et al, 1994; Wentzel, 

1998). 또한, 교사의 학업적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태도(Lee, 2021)와 학업적 자아개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Kim & Kim, 2004) 학업성취도의 향상 위해서 교사의 학업적 지원도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에 

따른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학업성취도
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해서 학생이 정확하게 인지해야한다. 그 이유는 교
사와 부모가 학업적인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학생의 인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은 학습활동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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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본인의 인지가 학습활동에 밀접한 관계(So & Kim, 2009)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이 인지
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와 부모의 학
업적 지원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미치기(Choi, 2011; Gonzalez-Pienda et al., 2002; Kim & Kim, 

2004) 때문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매
우 미비한 실정이다.

학업성취도에 영향 및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그 요인들은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며 

직‧간접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Hong, 2009; Kim, 2020). 하지만 그동안 학업성취도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살펴본 횡단연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학업성취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 

및 이들 사이의 관계와 종단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가 힘들었다(Kim et al, 2018; Kim, 2020). 즉,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횡단연구로 진행이 되어 학업성취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 및 영향들을 횡단적으로만 살펴보았을 뿐 시간이 지남에 따
른 종단적인 변화양상과 그에 대한 종단적인 영향 및 관계들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더라도 연구의 

대상을 모두 동일한 그룹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종단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힘들었다(Kim, 2000, 

2001).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지식과 능력을 비롯하여 태도와 기술, 성향과 특성까지 반영이 된 총체적인 결과로 볼 수가 있다
(Yang & Cho, 2009). 따라서 학업에 대한 적절한 교수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살펴본 횡단연구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업성취도에 대한 다양한 변화양
상도 관찰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Kim, 2020).

본 연구는 수학교과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교과목들 보다 계통성이 강조되는 수학교과의 특성상 누적된 학습들이 현재 

또는 이후 학년의 학습에 영향을 미쳐 더욱더 수학학습을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Park, 2003). 즉, 학년이 낮은 시기에 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들이 제대로 습득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부족함이 이후 수학학습에도 영향을 미쳐 학습의 정체나 결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같이 낮은 학년의 시기에 학업적 자아개념이나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생의 수학학습
에 영향을 미쳐 이후 수학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낮은 학년의 시기부터 수학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
들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교의 급에 대한 이동이 없는 시기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의 급을 이동하는 시기에 수학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Go, 2018).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의 급을 이동하는 시기
에 수학학습의 정체나 결손이 발생한 학생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의 이동시기를 포함한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
단적인 변화양상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관찰하면 초등학교에서의 수학학습이 중학교의 수학학습
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Kim, 2021). 또한,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
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범교과적인 관점에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들을 진행하였으며, 수학
교과 같이 개별교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즉,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동일해도 개별교과의 특
성에 따라서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력은 다른 수도 있으므로 수학교과와 같은 개별교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KELS2013)의 학생자료들 중에서 초등
학교 6학년(2014년: 2차 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2017년: 5차 년도)까지의 학생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단
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하위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하였으며, 하위
그룹별로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하였
다. 또한,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영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수학 학업성취
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과 그 경로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The Mathematical Education. Vol. 61, No. 1, 127-15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Series A 130

연구문제1,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그룹에 대한 수학 학업
성취도의 종단적인 추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그룹별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은 어떻게 되는가?

연구문제3,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
화양상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론적 배경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와 학업적(학문) 자아개념

자아개념(Self-Concept)은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Lee, 2016)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 내려지고 있지
만 그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James (1890)는 자아개념을 ‘개인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Rogers (1951)는 보다 절충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개념화하여 ‘행동의 결정과 인성형성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라 정의하였다
(as cited in Song, 2013). 또한, Purkey (1974)는 ‘자신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신념과 태도 및 견해의 총체’라고 하였으며, Pascarella 와 

Terenzini (2005)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자기인식으로 자아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처럼 자아개념에 대한 개념은 다중적이며,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정의적인 행
동특성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Jeon, 2007), 자기존재의 본질이나 위치, 역할 등을 파악하여 현실상황에 적응하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Choi, 1997).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하고 진단하여 예언하고자 다수의 

학자들이 자아개념에 관심을 두고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ong, 2004, 2013).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수의 연구들은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요
소들을 다차원적이고 위계적인 속성으로 제시하고 있다(Lee, 2016). Shavelson 외 (1976)는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자
아개념에 대한 위계적 구조의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일반적인 자아개념 아래에 학문적(학업적) 자아개념과 비
학문적 자아개념을 하위요인으로 두고 있으며, 하위요인 중 학문적 자아개념은 국어, 역사, 수학, 과학에 대한 자아개념을 두고 있
고 비학문적 자아개념은 사회, 정서, 신체에 대한 자아개념을 하위요인으로 두고 있다. Song (1982)은 Shavelson 외 (1976)가 제시한 

모형을 재연구하여 자아개념을 삼차원적인 위계요인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자아개념을 학문(학업적) 자아개념과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의 자아개념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하위구조로 학문(학업적) 자아개념은 학급, 능력, 성취에 대
한 자아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요타인 자아개념은 사회, 가족에 대한 자아개념을 하위요인으로, 정의 자아개념은 정서와 신체
에 대한 자아개념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자아개념은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Harter, 1983; Song et al, 2012) 중에 하나로서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
치며(Kim & Heo, 2004), 미래의 진로에도 관련성이 있는 것(An & Chung, 2014)et al., 1990), 학업에 대한 동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

Figure 1. Hierarchical structure of self-concept (Song,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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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Byrne, 1984) 많은 연구들에서 학업적 자아개념을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Guay et al., 2004; Lee, 2006; Jo, & Son, 2011). 또한, 학업적 자아개념은 학교에서 태도와 적응에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Park, 2002), 학업에 대한 동기와 학업적응력, 진로 및 삶의 태도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in, 2013).

한편,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에 대한 학습을 하며 보내기 때문에 학습에서 얻어진 성공과 실패는 학습자의 학
업적 자아개념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1984).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으
며, 자기 자신을 가치가 있고 바람직하며,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는데 반해서,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자아개
념이 부정적이고 자기를 비하하며,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urkey, 1970: as cited in Jeon, 

2007).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들로 종합해보면 학생들의 자아개념은 그들의 학업성취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업성취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개념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학업적(학문)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업적 자아개념이 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그동안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
적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횡단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져왔다. 그러한 이유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횡단연
구로 진행이 되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도 횡단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이다(Kim, 2020). 

학업적 자아개념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고정된 시점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과 영향력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즉,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한 변인들에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며 학업성취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정된 시
점에서 본 횡단연구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로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Hong; 2009; Kim, 2020). 하지만 아직까지는 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업적 자
아개념에 대한 종단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Purkey (1970)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도 

학업적 자아개념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영향 및 영향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의 학생자료들을 활용하여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하위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의 종단적인 변화양상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양상들
이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그에 따른 경로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아개념을 학습에 대한 태도와 흥미, 학업적인 능력 및 학업성취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견해와 평가적인 

태도로 정의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학문(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아개념으로 용어들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학업적 자아
개념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한 Hattie (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의 요인들 중에서 학생요인은 약 50%정도이며, 교사요인은 약 30%정도이고, 가정과 학교 및 동료 학습자들에 대한 요인들은 

각각 5~10%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학업성취도에는 교사요인은 학생요인 다음으로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정에 대한 요인도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는 단순한 구
조적‧물리적인 환경보다 교수와 학습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et al., 2012). 특히, 교사는 교수 및 학습활동
에서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많은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Mullis et al., 2005).

교사의 지원이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정서적 지원으로 교사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울 것이라는 학생
들의 지각을 의미한다(Kim, 2011). 교사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는 그들의 학업과 행동, 인지적‧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교사의 지원은 자아개념을 확립해 나아가는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Kim, 2013). 한편, 교사의 지원은 다양하게 나누어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학업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Colarossi & Eccles, 2003). 그 중 학업적인 지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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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fried et al., 1994; Wentzel, 1998), 학생들의 학습태도(Lee, 2021)와 학업적 자아개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Kim & Kim, 2004). 이렇듯 교사의 학업적 지원은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적 자아개념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형성이 되므로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Choi, 2011).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 선택권과 학업에 대한 정보들을 많
이 제공할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oi, 2011; Gonzalez-Pienda et al., 2002),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면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1).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
록 자녀에 대한 학업적인 지원이 증가하여 학업적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대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ijs, 1997). 이
러한 점들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Gottfried et al., 1994; Wentzel, 1998).

이렇듯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Chen, 2008), 학업적 자아개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Guay et al., 2004; Lee, 2006; Jo & Son, 2011)을 미치고 있는 점을 생
각하면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와 부모
의 학업적인 지원이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한, 학년에 따라서도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업적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
도(Chen, 2008)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횡단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년에 따른 영향 및 영향력들을 살펴보기 힘들었다. 그
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구의 대상인 학생들을 동일 그룹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볼 수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의 학
생자료들을 활용하여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하위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학생들의 학업적 자
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영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
화양상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로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잠재성장모형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s: LGM)은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된 자료들에 대해서 잠재적인 성장요인들을 추
정하여 변인들의 변화양상을 분석할 수 있고 각 개개인의 변화함수와 그 변화에 대한 개인차도 분석이 가능하다(Duncan & Duncan, 

2004). 또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집단의 변화양상을 분석할 수가 있다(Duncan et al., 2006). 잠재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Bae, 2016; Kline, 2010). 첫째, 최소한 3회 이상
의 반복 측정된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둘째, 종속 변인은 비율이나 등간척도와 같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양적인 

변수여야 한다. 셋째, 동일한 연구대상에게 조사가 실시되어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측정을 할 때의 측정 시간구조
와 단위가 동일해야 한다.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반복 측정된 종단자료들에 대해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
용해서 진행하고(Duncan & Duncan, 2004) 측정된 변인들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무변화 이거나 선형변화 또는 비선형변화인지를 

파악한다(Kim et al., 2009). 하나로 고정된 시점에서 조사가 시행된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추정할 때, 미지수는 요
인계수와 각 요인들 간의 경로계수가 되지만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된 종단자료를 사용하는 잠재성장모형은 초기상태
(initial status)와 변화의 수준(rate of change)을 이용하여 측정된 마지막 시점까지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만약, 분석하는 종단
자료가 상수함수와 같이 변화양상이 없으면(Changelessness model) 그에 대한 식은 ①과 같이 상수항(intercept)만으로 구성할 수 있
으며, 일차함수와 같은 선형적인 변화양상(Linear model)을 나타낸다면 상수항(intercept)과 기울기(slope)의 값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식 ② 참고). 또한, 2차 함수처럼 비선형적인 변화양상을 나타낸다면 식 ②에 2차(quadratic) 계수에 대한 식의 항을 추가하여 식 ③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각 값들의 유의성을 검정하여 최종적인 식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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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atent growth model of variables.

변화양상(y) = 상수항(intercept)                         ①
변화양상(y) = 상수항(intercept) + 기울기(slope)t + ε                        ②
변화양상(y) = 상수항(intercept) + 기울기(slope)t + 2차(quadratic)t + ε                     ③
ε: 잔차

위의 식에서 상수항은 측정한 처음 시점에서 도출된 변수들의 평균값이며,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 정도를 의미하
고 2차 계수는 성장(변화양상)에 대한 가속도의 12 을 의미한다(Bae, 2016).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해 내기 위해서는 잠재요인에 부하되는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설정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모형
에 대한 유형들(무변화, 1차 선형변화, 2차 비선형 변화모형 등)과는 무관하게 측정된 변수들의 초기값에는 동일한 요인부하량을 갖
게 되어 1로 고정하게 되며, 변화율(기울기)에는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이 동일 간격의 상수로 설정이 된다. 또한, 2차 계수의 요
인부하량에는 변화율(기울기)에 설정된 요인부하량의 제곱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Son, 2016).

본 연구에서는 각 그룹별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2차 비선형의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4

개 년도에 대한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
적 지원에 대해서는 무변화 모형과 1차 선형변화모형, 2차 비선형 잠재성장모형을 살펴보아 최적의 잠재성장모형을 선택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Figure 2는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잠재성장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SEM)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MLGM)은 여러 변수들 간의 종단적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한 변
수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따른 다른 변수들의 종단적인 변화양상과 그에 대한 영향 및 관계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변
수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개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으며, 변수들 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의 관계들을 분석할 

수가 있다(Duncan et al., 2006). 일반적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은 최종적인 모형에서 분석을 시작하지는 않고 각각 측정된 

변수에서 최적의 잠재성장모형들을 추정한 후에 잠재성장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게 된다(MacCallum & Kim, 2000). 즉, 최종적
인 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잠재성장모형들을 먼저 추정하여 살펴본 다음 각각의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영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과 그 경로들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들에 대한 잠재성장모형들을 먼
저 추정한 후에 이들 사이에 관계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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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분석의 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의 2차 년도(초등학교 6학년: 2014년)부터 5차 년도(중학교 3학년: 2017년)까지의 학
생자료들1을 활용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은 2013년(1차 년도)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가 시작이 되었으며, 그 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8차 년도)이 되는 해까지는 매년 추적조사가 시행이 되어 구축된 종단데이터
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은 조사를 위해 2013년도 당시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신설
된 학교와 특수지역 및 분교학교를 제외한 전국 5,509개의 초등학교들에서 재학 중이였던 5학년인 학생들 524,117명으로부터 242

개교의 8,070명이 조사대상 학생들로 추출이 되었고 그 중 연구에 동의한 7,32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다(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2020). 또한, 학생들에 대한 표집설계와 표집방법으로는 층화군집무선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이 활용되어 졌다(Park, 2020).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의 교사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설문문항들이 

다른 학년들과 상이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시기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분석에 앞서 연구의 대상인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와 학업적 자아개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
상들과 이들 사이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설문에 대한 

조사가 모두 시행된 학생들을 추적 조사하여 5,949명을 최종 선별하였다. 추적 조사 진행시에 개별 설문문항 및 수학 학업성취도점
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 급의 이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가 누락이 된 학생들은 제외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추적 조사를 시행하여 최종 선택된 5,94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용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에는 결측치가 없었다. 최종 선택된 학생들 중에는 남학생은 2,906명(48.8%), 여학생은 3,043명(51.2%)이였다.

분석 자료 및 분석 변수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각 학년에 대한 기초능력검사를 시행하였다. 

각 학년마다 시행된 기초능력검사는 점수에 대한 변화를 능력수준의 변화로 해석하기 위해서 학년 간의 점수가 비교 가능하게 공
통척도(수직척도)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수직척도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공통문항비 

동등집단 자료수집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다집단 동시모수추정방식을 활용하여 수직척도를 개발하였다(KEDI, 2020). 본 연구에서
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에 시행된 수학 기초능력검사에 대한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사용하여 수학 학업성취
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직척도점수는 각 학년의 학업성취도와 같은 점수들을 하나(공통)의 발달 척도 상에 놓아 학년간의 

점수들을 비교할 때 사용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기초능력검사에 대한 원점수 대신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사용하여 수학 학업
성취도의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각 학년 간의 비교가 가능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에서는 교사의 지원에 대해 ① 문항까지 8개의 설문문항을 진행하였다. 그 중 ①, ⑦, ⑧번까지
의 문항은 교사의 학업적인 지원에 대한 문항으로 볼 수 있었지만 ⑤, ⑥번 문항은 교사의 정서적인 지원에 대한 문항으로 볼 수 있
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학업적인 지원에 대한 문항으로 ①, ⑦, ⑧번까지의 6문항을 활용하였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때문에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설문문항들은 학생들의 인지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Table 1은 설문문항들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서 학업적 자아개념과 교사의 학업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설문은 각각 5개, 6개, 5개의 설문문항들
로 제시되었으며, 각 설문문항들은 ‘⑴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⑸ 매우 그렇다’ 까지 총 5개의 척도로 제시가 되었다.

1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의	종단데이터에는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평가,	학교조사,	학교통계,	학교장에	대한	
설문조사들도	함께	시행하여	그에	대한	데이터들을	같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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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estionnaire questions and explanations.
Questionnaire questions Explanation of Questionnaire questions
Math vertical scale score Use as a math achievement chart that can be compared between grades
Academic self-concept ① I do school work with a happy heart.

② I am a hard-working student at school.
③ I like to present in class or be called upon.
④ I like to go to school.
⑤ I participate in class with a relaxed mind.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① The teacher is well aware of my strengths and weaknesses.
② The teacher checks my level of understanding in class.
③ The teacher gives explanations according to my level.
④ The teacher gives assignments according to my ability.
⑦ The teacher gives me ample opportunity to present.
⑧ If you ask a question about something you don't know, the teacher will kindly explain it to you.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① Parents create an atmosphere of study in the home.
② Parents check school work and homework.
③ Parents give advice on how to study.
④ Parents care about sexual management.
⑤ Parents check daily life and manage schedules.

요인별 신뢰도

Table 2는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문항에 대한 검사 신뢰도를 정리한 것이다. 4개 년도 Cronbach α계수를 각각 산출한 결과 학업적 

자아개념에 대한 Cronbach α계수는 최솟값이 0.878, 최댓값이 0.902이었고 교사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Cronbach α계수는 최솟값
이 0.902, 최댓값이 0.978이였으며,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Cronbach α계수는 최솟값이 0.772, 최댓값이 0.842로 나타났다. 사회
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Cronbach α계수가 0.6이상이면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No, 

2014). 본 연구에는 2차부터 5차까지의 모든 변인들의 Cronbach α계수가 0.6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 연구서 시행된 설문조사들
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Reliability of each factor for the questionnaire.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ty (Cronbach α)

2 order year 3 order year 4 order year 5 order year
Academic self-concept 5 0.882 0.878 0.895 0.902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6 0.912 0.902 0.978 0.920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5 0.772 0.840 0.840 0.84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Microsoft Office Excel과 SPSS 26, Mplus 7.3을 활용하였으며, 각 학년 설문문항에서 학업적 

자아개념 ① 5문항, 교사의 학업적 지원 ①~ ④번, ⑦번, ⑧번까지의 6문항, 부모의 학업적 지원 ①~⑤번까지의 5문항에 대해 평균
을 활용하여 학업적 자아개념, 교사의 학업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의 대상인 초‧중학교의 학생들을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기 위해 성장혼합모델링(Growth Mixture Modeling: GMM)을 시행하였다. 성장혼합모델링(GMM)은 잠재성장모형(LGM)과 

잠재계층에 대한 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이 결합이 된 모형으로 모집단 속에 내재해 있는 각 개별 개체군들의 다양한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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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들을 도출하는데 활용된다(Kim et al., 2019).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된 변인들을 발
달양상이 유사한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Muthén & Asparouhov, 2009), 잠재성장모형(LGM)에서는 연구
의 대상들을 모두 하나의 그룹에 속한다고 가정하여 종단적인 변화궤적을 추정해 내지만 성장혼합모델링(GMM)은 집단에 내재되
어 있는 이질성을 추적하여 상이한 변화궤적들을 나타내고 있는 개체군들을 각각의 잠재계층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각 성장요인의 

모수들을 추정해 낼 수 있다(Muthén & Muthén 2000).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성장혼합모델링(GMM)은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다(Kim et al., 2019). ① 공변수(covariate)는 잠재계층 

분류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변수들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계층분석을 시행하여 최적의 잠재계층(하위그
룹) 수를 결정한다. ② 계산된 사후의 확률에 따라서 잠재계층을 연구대상들에게 각각 할당한다. 이때, 연구의 대상들에게 할당된 

각각의 잠재계층(하위그룹)은 명목변수(nominal variable)이며, 확률적으로 개인(개별 연구대상)이 포함될 가장 높은 잠재계층(하위
그룹)을 의미한다. 할당된 명목변수는 해당하는 잠재계층(하위그룹)에 속할 확률로부터 도출된 것이며, 실제로는 해당집단에 포함
될 확률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분류오류(classification error)를 고려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을 할당 시에 나타나는 분
류오류와 추정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과 공분산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으며, 잠재계층(하위그룹)에 대한 수를 늘려가면
서 정보지수와 Entropy2 및 LMR-LRT3 (Lo Mendell Rubin-Likelihood Ratio Test)에 대한 p value 값을 확인하여 최적의 잠재계층(하위
그룹) 수를 결정하였다.

둘째, 성장혼합모델링(GMM)을 통해 분류된 하위그룹(잠재계층)의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해 잠재성장모형(LGM)을 활용하여 

그룹별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해서 잠재성장
모형(LGM)을 시행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양상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로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LGM)을 시행하였다. 다섯째, 그룹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LGM)을 시행
하여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력에 

대한 매개효과(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잠재성장모형은 무변화 모형, 1차 선형변화 모형, 2차 비선형변화 모형 중에서 모델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적
의 적합도를 갖고 있는 모형을 최종 선택하였고 모든 성장모형들은 공변수(covariate)를 포함하지 않은 무조건(unconditional)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한 잠재성장모형들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들의 모델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절대 적합도에 대한 지수인 χ2을 

활용하는 검증하였고 χ24검증이 표본 크기에 민감한 점을 고려해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 (Root Mean Square Erro of Approximation)5,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6과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 (Comparative Fix Index), TLI (Turker-Lewis Index=NNFI (Non-

Normed Fit Index))7를 함께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2	 Entropy는	하위의	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는	분류에	대한	질(quality	of	the	classification)	또는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0~1까지의 값을 나타내며,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무작위(Randomness)로 분류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Celeux	&	
Soromenho,	1996;	Muthèn,	2004).

3	 LMR-LRT는	하위의	그룹(잠재계층)	수가	k-1인 모형과	k인 모형을 비교하여 하위의 그룹(잠재계층)	수를 결정하는 데 활용이 된다.	p-value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에는	k-1인 모형보다	k인 모형이 하위의 그룹(잠재계층)	수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Pastor	et	al.,	2007;	McLachlan	&	Peel,	
2000).

4	 χ2적합도의 기준	:	값이	적을수록	적합도가	우수함(Bae,	2016;	No,	2014)
5	 RMSEA	적합도의 기준:	0.05이하(매우 좋은(근사한):	colse	fit),	0.05초과~0.08이하(적절한(괜찮은):	fair	fit),	0.08초과~0.1이하(보통(양호한):	mediocre	

fit)(Browne	&	Cudeck,	1993;	MacCallum	et	al.,	1996)
6	 SRMR	적합도의	기준 :		0.08이하	좋은	적합도(Hu	&	Bentler,	1999)
7	 CFI와	FLI	적합도의 기준:	0.95이상(매우 좋은 적합도(Bae,	2016)),	0.9이상~0.95미만(좋은 적합도(Song,	2015)),	0.8이상(양호한 적합도(Okada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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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egative influence on math vertical scale score slope coefficient in group 1.

Figure 4. Negative influence on math vertical scale score slope coefficient in group 2.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의 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해할 때에는 변수들 간의 관계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들이 나올 수 

있어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즉, 종단적으로 측정된 시점이 3개일 경우에는 변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이 대부
분 무변화모형 또는 1차 선형변화 모형으로 추정되어 계수들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측정되는 시점이 4

개 이상일 경우에는 변수들의 잠재성장모형이 2차 또는 3차 이상의 비선형인 변화양상을 띠거나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Piecewise 

Growth Models: PGM)과 같이 복잡한 변화양상이 추정되기도 하여 계수들 사이의 관계 및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개 년도의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학생들을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2차 함수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델링(GMM)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각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2차 비선형 잠재성장모
형이 추정되었으며(Table 6 참고),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은 1차 선형변화 

및 2차 비선형 변화모형이 추정되었다(Table 8 참고).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1차 선형변화 및 2차 비선형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들이 추정이 되어 계수들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시행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결과들(Table 10, Figure 12 참고)에서 계수들의 관계 및 영향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잠재성장모
형 및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1그룹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이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
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의 폭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ure 3 참고).

둘째, 2그룹 교사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이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의 폭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참고).



The Mathematical Education. Vol. 61, No. 1, 127-15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Series A 138

Figure 6. Positive influence on math vertical scale score quadratic coefficient in group 3.

셋째, 3그룹 학업적 자아개념 기울기가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모든 학년에서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참고).

Figure 7. Negative influence on math vertical scale score quadratic coefficient in group 4.

넷째, 3그룹 학업적 자아개념 기울기가 수학 수직척도 점수 2차 계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
교 3학년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증가와 감소의 폭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6 참고).

다섯째, 4그룹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이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계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부
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증가 폭을 늘려 점수를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7 참고).

Figure 5. Positive influence on math vertical scale score slope coefficient in grou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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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search model.

연구모형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될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Figure 8과 같다.

Figure 8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관계가 수학 학업성
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론적인 배경을 토대로 충분히 설정이 가능한 모형이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지금까지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된 적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의 모형을 양적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려고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측정된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에 대한 분석과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3은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의 분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인 2차 년도(203.8316)부터 중학교 3

학년인 5차 년도(247.052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초등학교 6학년인 2차 년
도(3.8180)부터 중학교 3학년인 5차 년도(3.596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학업적 지원은 초등하교 6학
년인 2차 년도(3.8882)부터 중학교 2학년인 4차 년도(3.609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중학교 3학년인 5차 년도(3.6180)에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초등학교 5학년인 2차 년도(3.2989)부터 중학교 1학년인 3차 년도(3.3416)

까지 증가하다가 중학교 3학년인 5차 년도(3.1689)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분석결과,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학업적 자아개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아개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변화 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여 모수에 대한 추정을 진행하였다.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은 다변량 정규성의 조건을 만족해야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를 통해 각 변인들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학업적 자아개념, 교사와 부모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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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result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
Math vertical scale score Academic self-concept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Math vertical 
scale score

2 1
3 0.645** 1
4 0.583** 0.747** 1
5 0.536** 0.662** 0.716** 1

Academic 
self-concept

2 0.242** 0.264** 0.229** 0.230** 1
3 0.223** 0.268** 0.265** 0.242** 0.550** 1
4 0.193** 0.237** 0.236** 0.229** 0.470** 0.587** 1
5 0.180** 0.200** 0.201** 0.205** 0.429** 0.518** 0.610** 1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2 0.174** 0.156** 0.139** 0.132** 0.543** 0.333** 0.272** 0.238** 1
3 0.174** 0.210** 0.194** 0.179** 0.373** 0.545** 0.379** 0.345** 0.374** 1
4 0.145** 0.168** 0.178** 0.180** 0.309** 0.393** 0.519** 0.390** 0.319** 0.485** 1
5 0.137** 0.152** 0.161** 0.171** 0.288** 0.331** 0.398** 0.517** 0.278** 0.422** 0.509** 1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2 0.180** 0.198** 0.181** 0.169** 0.357** 0.308** 0.268** 0.228** 0.279** 0.253** 0.207** 0.178** 1
3 0.183** 0.203** 0.192** 0.177** 0.304** 0.397** 0.321** 0.284** 0.214** 0.356** 0.251** 0.227** 0.556** 1
4 0.159** 0.193** 0.168** 0.156** 0.275** 0.323** 0.379** 0.303** 0.197** 0.283** 0.327** 0.254** 0.492** 0.602** 1
5 0.150** 0.179** 0.160** 0.129** 0.257** 0.284** 0.297** 0.360** 0.182** 0.254** 0.253** 0.325** 0.448** 0.504** 0.598** 1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level 0.01 (both side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level 0.05 (both sides), Number=Oder year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Question Grade Order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Math vertical scale score Elementary school 6th grade  2 203.8316 38.46 -0.424 -0.329

Middle school 1th grade 3 215.2417 49.45 0.079 -0.967
Middle school 2th grade 4 232.8826 50.89 0.058 -1.070
Middle school 3th grade 5 247.0520 52.45 0.058 -1.186

Academic self-concept Elementary school 6th grade  2 3.8180 0.80 -0.354 -0.150
Middle school 1th grade 3 3.7341 0.79 -0.253 -0.156
Middle school 2th grade 4 3.6593 0.84 -0.255 -0.073
Middle school 3th grade 5 3.5963 0.88 -0.263 -0.152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Elementary school 6th grade  2 3.8882 0.78 -0.498 0.337
Middle school 1th grade 3 3.6631 0.76 -0.231 0.243
Middle school 2th grade 4 3.6096 0.77 -0.163 0.168
Middle school 3th grade 5 3.6180 0.78 -0.192 0.261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Elementary school 6th grade  2 3.2989 0.83 -0.119 -0.153
Middle school 1th grade 3 3.3416 0.86 -0.157 -0.067
Middle school 2th grade 4 3.2644 0.89 -0.055 -0.084
Middle school 3th grade 5 3.1689 0.89 -0.008 -0.160

업적 지원에 대한 왜도의 절댓값은 0.498이하로 나왔고 첨도의 절댓값은 1.186이하로 나왔다(Table 3 참고).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인
들의 왜도에 대한 절댓값과 첨도에 대한 절댓값이 각각 2이하, 7이하 이면 최대우도법을 활용할 때 모수의 추정에는 영향을 미칠 정
도가 아니다(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에서 사용이 되는 문항들은 왜도와 첨도의 기준들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
어 사용되는 모든 문항들은 구조방정식에 대한 모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인들에 대해서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든 상관계수들의 절댓값이 0.747이하로 나왔다
(Table 4 참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절댓값이 0.95를 초과하는 변인은 분석할 시에 불안정한 해를 

산출할 수 있지(Kline, 2005)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절댓값이 0.747이하 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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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oodness of fit indicator for growth mixed modeling of the mathematical vertical scale scores.
                                                                                                                                                                        (Use of quadratic functions)
Fit Indicator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AIC 238177.646 237257.970 236902.224 236475.528 236317.251
BIC 238264.628 237371.716 237042.734 236642.802 236511.290
SABIC 238223.318 237317.695 236976.002 236563.359 236419.136
Entropy 0.763 0.8 0.779 0.706
LMR-LRT value <0.0001 <0.0001 <0.0001 <0.0001 
Classification rate (%) 1 Group 5,949 persons(100%) 3,240 persons(54.5%) 3,055 persons(51.4%) 2,304 persons(38.7%) 1,279 persons(21.5%)

2 Group 2,709 persons(45.5%) 211 persons(3.5%) 1,727persons(29%) 267 persons(4.5%)
3 Group 2,683 persons(45.1%) 282 persons(4.8%) 981 persons(16.5%)
4 Group 1,636 persons(27.5%) 1,738 persons(29.2%)
5 Group 1,684 persons(28.3%)

AIC Akaike, BIC=Bayesian, SABIC=Sample Size Adjusted BIC, LMR-LRT=Lo Mendell Rubin-Likelihood Ratio Test, *= p<0.05

Figure 9. Information index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otential classes.

수학 수직척도 점수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

각 학년별 수학 기초능력검사에 대한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학생들을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
하기 위해서 성장혼합모델링(GMM)을 시행하였다. Table 5는 시행한 결과들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서 1차, 2차 함수를 활용한 성장
혼합모델링을 시행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2차 함수를 활용한 성장혼합모델링이 하위그룹(잠재계층)의 수에 대한 적합도와 분류
율이 더 적합하게 나와 최종 선택하였다. 성장혼합모델링을 시행 시에 5개의 하위그룹(잠재계층)까지는 분류가 가능했지만 6개 이
상의 하위그룹(잠재계층)부터는 분류가 된 하위그룹들 중에서 인원이 0명(0%)인 그룹들이 나왔다.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룹에 대한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최적에 하위그룹(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의 값들을 산출한 결과(Table 5 참고) 5개의 하위
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는 것까지는 그룹을 많이 분류할수록 값들이 적게 나왔으며(Figure 9 참고), 2개~5개의 하위그룹으로 분
류할 때의 LMR-LRT  value 값은 모두 기준인 p<0.05 보다 낮게 나와서 2개~5개의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모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는 정확성 및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은 3개의 하위그룹(잠재계
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개의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0.70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개의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는 Entropy 값은 0.779로 3개의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소폭 낮게 나왔
지만 2개, 3개의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AIC, BIC, SABIC의 정보지수인 값들이 적게 나와 4개의 하위그룹(잠
재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최종 분류된 4개의 하위그룹 중에서 적은 수의 학생들을 포함한 3그룹(282명, 

4.8%)은 소수집단이라도 인간 행동에 대한 특수 측면들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Choi와 Cho (2014)의 의견에 따
라서 하위 집단에 대한 분류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The Mathematical Education. Vol. 61, No. 1, 127-15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Series A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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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Intercept Slope Quadratic

mean 
(standard error)

variance 
(standard error)

mean 
(standard error)

variance 
(standard error)

mean 
(standard error)

variance 
(standard error)

1 Group 178.03 (1.116)**  
777.706 

(57.824)**

-4.303 (1.148)** 
484.948

 (73.187) *

3.714 (0.394)** 
12.703 

(6.049)** 
2 Group 231.511 (0.788)** 37.966 (1.241)** -4.264 (0.424)**

3 Group 220.711 (2.438)** 59.37 (5.719)** -21.596 (1.986)**

4 Group 206.239 (1.009)**  -0.373 (1.775)** 6.226 (0.620)** 
** = <0.01, * = <0.05

Figure 10. Graph of the latent growth model for the mathematical vertical scale score by group.

한편, Entropy의 값은 전체 그룹을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는 정확성 및 분류의 질(quality of the classific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값이 0.8보다 큰면 적절한 값으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Wang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5,949명의 많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3개의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에서 Entropy의 값은 소폭 낮게나왔다.

Table 6은 성장혼합모델링(GMM)의 결과로 분류된 4개의 하위그룹에 대한 잠재성장모형(LGM)의 계수들을 추정한 결과이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그룹의 기울기(Slope) 계수를 제외한 모든 그룹의 계수들(Intercept, Slope, Quadratic)의 평균은 유의미하
게 나왔으며, 모든 계수들의 분산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와서 그룹 내의 학생(개인) 간에는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 할당 시에 생길 수 있는 분류오류와 추정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과 공분산에 모
두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기 때문에 모든 하위그룹들의 계수들에 대한 분산과 표준편차가 동일하게 나왔다(Table 6 참고).

Figure 10은 성장혼합모델링을 시행하여 최종 분류된 4개 하위그룹에 대한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잠재성장모형을 시행하여 그래
프로 나타낸 것이다. 각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들을 살펴보면 전체학생 중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포함된 1그룹(2,304명, 38.7%)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거의 비슷하다가 중학교 3학년 시
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가 포함된 2그룹(1,727명), 27.5%가 포함된 4그룹(1,636명)의 수학 수직척도
점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학생 중 소수의 학생들이 포함된 

3그룹(282명, 4.8%)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중학교 3학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그룹별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살펴보면 2그룹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그룹과 1그룹 순서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학생들 중 4.8%의 학생이 포함된 3그룹을 제외하면 초등
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3개의 하위그룹은 2그룹, 4그룹, 1그룹의 순서대로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점수
와 그에 대한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2그룹은 상위권, 4그룹은 중위권, 1그룹은 하위권의 학생들을 대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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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odel fit of latent growth model for academic self-concept and the academic support of teachers and parents by group.
Group Variable Model χ2 DF RMSEA CFI TLI

1 Group

Academic self-concept
Changelessness model 292.004 8 0.124 0.886 0.914
Linear model  36.563 5 0.052** 0.987 0.985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Changelessness model 418.05 8 0.149 0.718 0.789
Linear model 166.714 5 0.055** 0.995 0.971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Changelessness model 160.551 8 0.091* 0.941 0.956
Linear model  57.312 5 0.067** 0.98 0.976

2 Group

Academic self-concept
Changelessness model 354.308 8 0.158 0.859 0.894
Linear model  11.859 5 0.028*** 0.998 0.997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Changelessness model 309.831 8 0.148 0.823 0.867
Linear model  62.214 5 0.079** 0.966 0.96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Changelessness model 249.827 8 0.132 0.918 0.939
Linear model 109.289 5 0.11 0.965 0.958
Quadratic nonlinear model  14.236 1 0.088* 0.996 0.973

3 Group

Academic self-concept
Changelessness model  84.593 8 0.184 0.791 0.844
Linear model  12.087 5 0.071** 0.981 0.977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Changelessness model  65.369 8 0.159 0.622 0.717
Linear model  17.729 5 0.095 0.916     0.9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Changelessness model  35.316 8 0.11 0.907     0.93
Linear model  19.879 5 0.079** 0.949 0.939

4 Group

Academic self-concept
Changelessness model 179.032 8 0.144 0.922 0.942
Linear model   5.406 5 0.007*** 1 1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Changelessness model 240.839 8 0.133 0.811 0.858
Linear model  92.945 5 0.055 ** 0.996 0.976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Changelessness model 195.849 8 0.12 0.911 0.933
Linear model  56.612 5 0.079** 0.976 0.971

*** = <0.05, ** = <0.08, * =<0.1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

Table 7은 각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모델 적합도들을 정리한 것이다. 1그
룹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1차 선형변화 모형(Linear model)의 RMSEA의 값이 각각 0.052, 0.055, 

0.067로 적절한(괜찮은) 적합도로 나와 무변화 모형(Changelessness model)보다 좋은 적합도로 나왔으며, CFI와 TLI의 값들도 모두 

매우 좋은 적합도로 나와 최종 선택하였다. 2그룹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과 교사의 학업적 지원은 1차 선형변화 모형의 RMSEA의 

값이 각각 0.028, 0.079로 매우 좋은(근사한)적합도와 적절한(괜찮은) 적합도로 나와 무변화 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로 나왔으며, CFI

와 TLI의 값도 모두 매우 좋은 적합도로 나와 최종 선택하였다. 또한,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2차 비선형변화 모형(Quadratic nonlinear 

model)의 RMSEA의 값이 0.088로 보통(양호한)의 적합도로 나와 무변화 모형과 1차 선형변화 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로 나왔으며, 

CFI와 TLI의 값들도 다른 모형들 보다 좋은 적합도로 나와 최종 선택하였다. 3그룹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은 1차 선형변화 모형
의 RMSEA의 값이 0.071로 적절한(괜찮은) 적합도로 나와 무변화 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로 나왔고 CFI와 TLI의 값도 모두 매우 좋
은 적합도로 나와서 최종 선택하였다. 또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1차 선형변화 모형의 RMSEA의 값이 각각 0.095, 0.079로 

보통(양호한) 적합도, 적절한(괜찮은) 적합도로 나와 무변화 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로 나왔고 CFI와 TLI의 값들도 좋은 적합도로 나
와 최종 선택하였다. 4그룹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과 교사의 학업적 지원은 1차 선형변화 모형의 RMSEA의 값이 각각 0.007, 0.055, 

0.079로 매우 좋은(근사한) 적합도와 적절한(괜찮은) 적합도로 나와 무변화 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로 나왔고 CFI와 TLI의 값들도 모
두 매우 좋은 적합도로 나와 최종 선택하였다. 각 그룹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2그룹에 대한 부모의 학업적 지원을 제외하고 모두 1차 

선형변화 모형이 무변화 모형의 적합도보다 좋게 나와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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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atent growth model estimation for academic self-concept and the academic support of teachers and parents by group.

Group Variable
Intercept Slope Quadratic

mean 
(standard error)

variance 
(standard error)

mean 
(standard error)

variance 
(standard error)

mean 
(standard error)

variance 
(standard error)

1 Group
Academic self-concept 3.596 (0.016)** 0.323 (0.019)** -0.074 (0.007)**  0.029 (0.004)**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3.682 (0.015)** 0.208 (0.017)** -0.088 (0.007)**  0.020 (0.004)**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3.15 (0.017)** 0.394 (0.02)** -0.034 (0.006)**  0.029(0.004)**

2 Group
Academic self-concept 4.081 (0.016)** 0.295 (0.016)** -0.082 (0.006)**  0.030 (0.003)**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3.987 (0.017)** 0.240 (0.018)** -0.073 (0.007)**  0.029 (0.004)**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3.499 (0.02)** 0.467 (0.045)**  0.084 (0.02)**  0.193 (0.053)** -0.045 (0.006)** 0.023 (0.004)**

3 Group
Academic self-concept 3.995 (0.044)** 0.339 (0.049)** -0.094 (0.02)**  0.053 (0.011)**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3.936 (0.046)** 0.308 (0.057)** -0.113 (0.022)**  0.048 (0.014)**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3.508 (0.044)** 3.508 (0.044)** -0.036 (0.018)** -0.036 (0.018)*

4 Group
Academic self-concept 3.802 (0.018)** 0.345 (0.019)** -0.064 (0.007)**  0.027 (0.003)**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3.791 (0.017)** 0.210 (0.019)** -0.068 (0.007)**  0.019 (0.004)**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3.349 (0.019)** 0.365 (0.022)** -0.059 (0.007)**  0.026 (0.004)**

** = <0.01, * = <0.05

Figure 11. Latent growth model graph on academic self-concept and the academic support of teachers and parents by group.

Table 8은 각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계수들을 추정한 결과들이다. 모든 

계수들의 평균과 분산이 유의미하게 나와 그룹 내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학생(개인) 간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1은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그래프이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
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 동안 모든 그룹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교사의 학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의 학업적 지원은 2그룹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다가 중학교 3학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 3그룹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비슷하다가 중학교 2학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1그룹과 4그룹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
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교사의 학업적 지원은 2그룹, 3그룹, 4그룹, 1그룹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3그룹이 같은 기간 동안 2그룹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2그룹과 3그룹, 4그룹, 1

그룹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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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fit for academic self-concept and the academic support of teachers and parents by group.
Group Variable Model  χ2 DF RMSEA CFI TLI
1 Group Influence of teachers and parents on academic support 1,113.214 95 0.068 0.045** 0.899 0.872
2 Group Influence of teachers and parents on academic support 773.111 90 0.066 0.050** 0.934 0.912
3 Group Influence of teachers and parents on academic support 263.000 100 0.076 0.065** 0.878 0.854
4 Group Influence of teachers and parents on academic support 753.623 98 0.064 0.032** 0.92 0.902
*** = <0.05, ** = <0.08, * =<0.1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높은 2그룹(상위권), 4그룹
(중위권), 1그룹(하위권)의 순서로 학업적 자아개념과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의 학생이 포함된 

3그룹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교사의 학업적 지원은 수학 수직척도 점수가 상위 그룹인 2그룹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의 학업적 지원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으로 보면 모든 그룹의 학업적 자아
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떨어지는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수직척도 점수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영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수학 학업성
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로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시행하였다. 

Table 9는 각 그룹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모델 적합도들을 정리한 것으로서 1그룹의 모델 적합도들을 살펴보면 적절한(괜
찮은)적합도와 좋은 적합도로 나왔으며,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각각 0.899, 0.872로 양호한 적합도로 나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2그룹의 적절한(괜찮은)적합도와 좋은 적합도,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각각 0.934, 0.912로 좋은 적합
도로 나와 최종 선택하였으며, 3그룹의 적절한(괜찮은)적합도와 좋은 적합도,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각각 0.878, 0.854로 

양호한 적합도로 나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4그룹의 적절한(괜찮은)적합도와 좋은 적합도,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

와 TLI는 각각 0.92, 0.902로 좋은 적합도로 나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Table 10은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영향력의 관계와 이러한 관계가 수학 학업
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그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시행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모수추
정치이다. 1그룹 학업적 자아개념에 대한 절편(초기치)은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절편(초기치)과 기울기에 각각 0.399의 정적인 영
향과 –0.265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으면 같
은 학년의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3 참고). 또한, 부모의 학업적 지원 기울기는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에 0.541의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에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수학 수직척도점수도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에 각각 0.718과 0.213의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 기울기는 학업적 자아개념 기울기에 각각 0.691과 0.243의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에는 부모의 학업적 지원보다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그룹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초기치)에 각각 0.142와 0.151의 정적인 

영향과 미치고 있으며, 교사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에 –0.193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이 높거나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같은 시기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초등학교 6학
년부터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4 참고). 또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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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ath coefficient parameter estimate for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of mathematical vertical scale score by group.

Group Route
u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p

1 Group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15.36 (3.657) 0.399 (0.093) <0.001*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6.92 (3.642) -0.151 (0.079)   0.057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Intercept 1.389 (1.428) 0.037 (0.038)   0.331
Math vertical scale score Slope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3.992 (1.294) -0.265 (0.085)   0.002*

Math vertical scale score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Slope -19.602 (13.213) -0.383 (0.238)   0.138
Math vertical scale score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Slope 29.377 (14.802) 0.541 (0.235)   0.047*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0.852 (0.036) 0.718 (0.025) <0.001*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Intercept 0.207 (0.026) 0.213 (0.027) <0.001*

Academic self-concept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Slope 0.787 (0.135) 0.691 (0.105) <0.001*

Academic self-concept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Slope 0.293 (0.138) 0.243(0.111)   0.033*

2 Group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4.572 (1.372) 0.142 (0.042)   0.001*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Intercept 4.136 (1.117) 0.151 (0.040) <0.001*

Math vertical scale score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3.341 (1.648) -0.193 (0.092)   0.043*

Math vertical scale score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Slope 2.97 (4.511) 0.062 (0.094)    0.51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0.815 (0.039) 0.762 (0.024) <0.001*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Intercept 0.12 (0.024) 0.141 (0.027) <0.001* 
Academic self-concept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0.014 (0.015) -0.039 (0.043)   0.374
Academic self-concept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Slope 0.865 (0.048) 0.897 (0.037) <0.001* 

3 Group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Intercept 6.715 (2.996) 0.309 (0.281)   0.025* 
Math vertical scale score Slope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9.312 (3.630) -   0.01* 
Math vertical scale score Slope ←  Academic self-concept Slope 21.67 (9.144) -   0.018* 
Math vertical scale score Quadratic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2.839(1.284) -   0.027* 
Math vertical scale score Quadratic ←  Academic self-concept Slope -17.049 (5.038) - <0.001*

Math vertical scale score Quadratic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Slope 10.99 (4.779) - <0.021*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0.928 (0.077) 0.864 (0.033) <0.001*

Academic self-concept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Slope 1.144 (0.116) 1.071 (0.052) <0.001*

Academic self-concept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Intercept 0.155 (0.044) 0.337 (0.095) <0.001*

4 Group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5.232 (2.090) 0.107 (0.043)   0.012*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0.497 (2.262) 0.009 (0.039)   0.928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Intercept 0.515 (0.919) 0.01 (0.018)   0.575
Math vertical scale score Slope ← Academic self-concept Slope -9.595 (5.883) -0.073 (0.045)   0.103
Math vertical scale score Quadratic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0.463 (0.169) -0.075 (0.038)   0.006* 
Math vertical scale score Quadratic ←  Academic self-concept Slope 3.882 (2.148) 0.193 (0.122)   0.071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0.903 (0.049) 0.756 (0.029) <0.001*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Intercept 0.191 (0.038) 0.187 (0.037) <0.001* 
Academic self-concept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0.045 (0.023) -0.121 (0.060)   0.051
Academic self-concept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Slope 0.85 (0.055) 0.831 (0.042) <0.001* 
Academic self-concept Slope ← Academic support from parental Intercept 0.013 (0.018) 0.042 (0.057)   0.466

* = <0.05

은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에 각각 0.762와 0.141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학업적 지원 기울기는 

학업적 자아개념 기울기에 0.897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 동안에 교사
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학업적 자아개념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학생
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에는 부모의 학업적 지원보다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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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수학수직척도 점수 절편(초기치)에 0.309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
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과 기울기는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 수직척도점
수 2차 계수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학업적 지원 기울기는 2차 계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같은 시기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면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Figure 5 참고), 점수에 대한 증가와 감소의 폭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6 참고). 교사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에 0.864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학업적 지원 기울기는 학업적 자아개념 기울기에 1.071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학업적 자아개념 기울기에 0.337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초등
학교 6학년 시기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같은 시기의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사의 

학업지원이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3그룹 학생들의 수학 수직척도점수에는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에는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교사의 학업
적 지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Mplu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할 때, 샘플의 크기(250명 정도)가 작으면 다변량 정규성에 대한 가정과 모델 복
잡성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표준화에 대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Yu, 2002). 본 연구에서 3그룹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적어 

표준화에 대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은 경로가 나타났다. 하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표준화가 되지 않
은 계수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 연구서는 비표준화 계수의 유의성을 통해서 경로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4그룹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은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초기치)에 0.107의 양적인 영향과 2차 계수에 –0.075의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으면 같은 시기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증가 폭도 높일 수 있어 점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7 참고). 또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에 각각 0.756과 0.187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학업적 지원 기울기는 학업적 자아개념 기울기에 0.831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도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4그룹 학생들의 수학 수직척도점수에는 학업적 자아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에는 부모의 학업적 지원보다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룹별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의 수학 수직척도점수에는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
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영향력이 그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수학 수직척도점수에는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에는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아개념에는 부모의 학업적 지원보다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더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수의 그룹인 3그룹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6학년시기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면 같은 시기의 수
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동안 모든 그룹이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2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1, 2, 4그룹은 표
준화 경로계수만을 표시하였으며, 3그룹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추정이 되지 않은 경로가 있어 비표준화 계수와 함께 표시하였다. 

Figure 12를 살펴보면 모든 그룹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 부
모의 학업적 지원은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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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Graph of parameter estimates of path coefficients on the influence of each group on the mathematical vertical scal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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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influence (indirect influence) of each group.

Group Route
u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p

1 Group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13.084 (3.569) 0.286 (0.077) <0.001*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3.401 (1.213) -0.19 (0.067) 0.005*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3.177 (0.923) 0.085 (0.025) <0.001*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0.826 (0.301) -0.056 (0.02) 0.006* 

2 Group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3.724 (1.205) 0.108 (0.035) 0.020*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0.549 (0.214) 0.02 (0.08) 0.010*

3 Group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8.645 (3.461) - (1.993) 0.012*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2.636 (1.254) - (3.902) 0.036*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24.799 (10.674) - (2.971) 0.020*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19.511 (8.915) - (2.03) 0.029*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3.359 (1.943) - (1.25) 0.084*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2.643 (0.879) - (0.672) 0.003*

4 Group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4.724 (1.968) 0.081 (0.034) 0.016*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0.418 (0.156) -0.057 (0.135) 0.007*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1.002 (0.459) 0.02 (0.009) 0.029*

Academic support 
from teachers Intercept

→ Academic self-concept 
Intercept

→ Math vertical scale 
score Intercept

-0.089 (0.037) -0.014 (0.036) 0.016*

* = <0.05

Table 11은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1그룹 교사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학업적 자
아개념 절편(초기치)을 매개로 하여 수학수직척도 절편(초기치)과 기울기에 각각 0.286의 정적인 영향과 –0.19의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을 매개로 하여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초기치)과 

기울기에 각각 0.085와 –0.056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
원이 증가하면 학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같은 시기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인들 간의 직접적
인 영향력을 살펴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1그룹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학업적 자아개
념 절편(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같은 시기에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이 수학 수직척도 기울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때,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Figure 3 참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같은 시기의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의 수학 수직척
도점수를 향상 시킬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미치는 매개효과(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 보다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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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의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을 매개로 하여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초기치)

에 각각 0.108과 0.02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2그
룹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초등학교 6학
년 시기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같은 시기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은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지
면 같은 시기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교사와 부
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어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학 수직척
도점수에 미치는 매개효과(간접효과)는 부모의 학업적 지원보다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그룹 교사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을 매개로 하여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과 2차에 각
각 정적인 영향과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학업적 지원 기울기는 학업적 자아개념 기울기를 매개로 하여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와 2차 계수에 각각 정적인 영향과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그룹 연구의 결과에서 교사
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과 기울기는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과 기울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초등학교 6

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시기에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은 수학 수직척도 기울기와 2차 계수에 각각 정적인 영향과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시키며(Figure 5 

참고), 점수에 대한 증가와 감소의 폭을 더 커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참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같은 시기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향상시키며, 점수에 대한 증가와 감소의 폭을 더 커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그룹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학업적 자아개념 기울기를 매개로 하여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계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3그룹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이 학업적 자아개념 기울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높아지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
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아개념 기울기가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계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면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증가와 감소의 폭을 더 커지게 만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참고).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초등학교 6학년부
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증가와 감
소의 폭을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3그룹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경로에 대해 표준화 계수
가 추정되지 않아 매개효과(간접효과)의 검증에서도 표준화 계수가 추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본 연구서는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할 

때와 같이 비표준화 계수의 유의성을 통해서 매개효과(간접효과) 검증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4그룹의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을 매개로 하여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초기
치)에 각각 0.081과 0.02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계수에는 각각 -0.057과 -0.014의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은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같은 시기에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이 수학 수직척도
점수 절편(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이면 같은 시기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이 수학 수직척도 2차 계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증가 폭을 높여 점수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참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증가하면 같은 시기 학생
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미치는 매개효과(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 보다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석 /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 · 간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종단적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Series A 151

1그룹부터 4그룹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
학 수직척도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수학 수
직척도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든 그룹에서 부모의 학업적 지원보다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2013)의 2차 년도(초등학교 6학년: 2014년)부터 5차 년도(중학교 3학년: 2017년)까지
의 학생자료들을 사용하여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유사한 학생들을 하위그룹(잠재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그룹별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
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과 이들 사이의 종단적인 관계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인 변화양상에 미치는 직‧간접적 인 양향력과 그 경로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을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종단적인 변화가 유사한 하위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네 개의 하위그룹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특성 및 성향이 반영된 수학 학업성취도는 종단적으로 다양한 변화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
(Kim, 2020, 2021; Kim et. al, 2018)을 지지해줄 수 있는 실증적인 결과이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살펴보면 소수의 그룹인 3그룹(282명, 4.8%)을 제외하고 상위권 그룹인 2그룹(1,727명, 29%), 중위권 그룹인 4

그룹(1,636명, 27.5%), 하위권 그룹인 1그룹(2,304명, 38.7%)의 순서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학 수직
척도점수의 증가폭도 상위권(2그룹), 중위권(4그룹), 하위권(1그룹)의 순서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통성이 강조되
는 수학교과에 대한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학교과의 특성상 기존에 누적된 학습들이 이후의 학습들을 더욱더 강
화시키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이후 학년을 비롯하여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 수학 학
업성취도가 더 높게 향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학 학업성취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과 같은 낮은 

학년에서의 수학 학업성취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계통성이 강조가 되는 수학교과의 특성상 낮은 학년
에서 발생한 수학학습의 결손이 이후의 수학학습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학학습에 대한 결손이나 정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시기와 같이 저학년 시기에 수학학습에 대한 결손이나 정체가 발생한 학생들에게 교수와 학습의 지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
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Hong, 2009; Kim, 2020)한 만큼 본 연구의 결과들을 일반화하기에는 추후 다양
한 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학생들 중 소수인 4.8%의 학생들이 포함된 3그룹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 다른 그룹과 동일하
게 학업적 자아개념과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다른 그룹과는 

다르게 학교 급의 이동시기가 끝난 후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

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에는 점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급에 대한 이동이 있는 시기에 수
학을 포기한 학생이 발생될 수 있다는 Go (2018)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교 급의 이동이 3그룹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영향을 미쳐 학교 급의 이동이 끝난 후부터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Hong, 2009; Kim, 2020)하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심도 있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 그룹별 학업적 자아개념 및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
화의 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
한다는 선행연구들(Kim, 2020, 2021; Hong, 2009)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그들이 인지한 교



The Mathematical Education. Vol. 61, No. 1, 127-15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Series A 152

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시기에도 변화하는 폭이 매우 적게 나타난 것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에 대한 급이 올라가도 학생들의 인지는 변화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위권 그룹인 2그룹에 대한 부모의 학업
적 지원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그들이 인지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
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시기에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
교의 급을 이동하는 시기에도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학업
적 자아개념(Chapman et al., 1990; Guay et al., 2004; Lee, 2006; Jo, & Son, 2011)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Chen, 2008; Lee, 2021; 

Gottfried et al., 1994; Muijs, 1997; Wentzel, 1998)이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과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후추
에는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은 그룹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3그룹을 제외하면 세 그룹의 수학 수
직척도점수는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으로 보면 그룹별 

학생들이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소폭 감소해도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업적 자아개
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높은 상위권(2그룹), 중위권(4그룹) 하위권(1그룹) 순으로 소폭 높은 것으
로 보면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높을수록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가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종단적인 변화양
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로는 그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의 특성과 성향에 따라서도 학업적 자
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다를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
의 결과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시기 동안 학업적 자아개념 및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그룹
에 따라서 소폭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
적 지원이 비슷해도 학생들의 특성과 성향이 반영된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1, 2, 4그룹 모두 학업적 자아개념 절편(초기치)이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같은 학년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1, 2, 4그룹 모두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수학학습이 중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학습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초등학교 6학년과 같은 저학년 시기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중학교 3학년시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업적 자아개념이 무엇
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2그룹(상위권)과 3그룹은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절편(초기치)이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같은 학년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학교과의 특성상 누적된 학습들이 이후의 학습들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학 학업성취도의 향상
을 위해서는 2그룹과 3그룹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초등학교 6학
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2그룹과 3그룹의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비슷하게 나왔지만 상위권 그룹인 2그룹과는 다르게 3그룹
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학업성취도는 다양한 요
인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기(Kim, 2020, 2021) 때문에 추후에는 3그룹 학생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2그룹과 3그룹의 수학 수직척도에는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그룹과 3그룹 학생들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향상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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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그룹별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상위권 그룹인 2그룹과 3그
룹의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지만 중위권 그룹인 4그룹과 하위권 1그룹은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학생이 포함된 3그룹(282명, 4.8%)을 제외하면 상위권 학생들만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수직
척도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학생들
의 학습태도(Lee, 2021)와 학습 동기에 영향(Lee, 2021; Wentzel, 1998)을 미쳐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
후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력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로들은 그룹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생들에 학업적 자아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Choi, 2011; Gonzalez-Pienda et al., 2002; Kim & Kim, 2004)을 지지해줄 수 있는 실증적
인 결과이다. 또한,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종단
적인 영향력은 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과 그에 대한 경로들은 그룹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초등학
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시기 동안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학 수직척
도점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시기 동안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
이 증가하면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져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보다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면 부모의 학업적 지원
보다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에서 학업적 자아개념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청소년시기에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Choi, 2011) 만큼 부모의 학업적 지원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학생들의 특성과 성향에 따라 종단적인 변화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학
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그룹에 따라서도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저학년 시기부터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
여 수학 수직척도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생은 학습활동의 주체로서 본인의 인지가 학습활동에 밀접하
게 관계(So & Kim, 2009)가 있음을 생각하면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부모가 

학업적인 지원을 적절하게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인지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에 대
한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들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고등학교 학
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 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들이 인지한 교사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학교 및 학년이나 교과에 따라서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지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동일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개념 및 그들이 인지한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 대해 잠재성장모형과 다변량 잠
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기간 동안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미치는 종단적인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함 이였다.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
기 위해서는 추후 각 학년 별로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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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KELS2013)에서 시행한 교사의 학업적 지원에 대한 설문은 범교과적인 측면의 질문이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수학교과와 같은 개별교과의 특성에 맞는 설문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특성 상 과거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추후에는 최근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을 진행하여 본 연구의 결
과를 지지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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