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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측정자료를 이용한 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검정

박 흥선 1)

요   약

본 연구는 2000년-2004년에 이르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입시자료를 토대로, 신입생

들이 입학한 전형방법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다른지에 대한 검정을 하고 있다. 이 연

구의 결과는 추후, 현재 각 대학마다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시전형들에 대한 재평

가 및 모집인원의 변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려 된다.

  주요용어 : GEE,  Longitudinal Data, Population Averaged Model

1. 서 론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00년 신입생 선발에 수시모집(TOEFL 혹은 TOEIC)을 통한 모

집선발기준을 실시하 으며, 그 이후 2002년에는 외대프론티어I (학교장 추천제) 와 외대프론티

어II (담임교사 추천제)를 실시하 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학들은 10-15개 이상의 전형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인원과 시간이 거의 일년 내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나, 여러 가지 수시모집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과연 수시모집의 목적대로 정시모집의 학생들 

보다 수학능력이 뛰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행, 검증되지 않고 단순히 타 학교의 모집요강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을 취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의 신입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여, 각 모집전형별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신입생 모집요강에 대한 선발인원의 조정 및 향후 입시

제도의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본 연구는 2000-2003년 까지의 신입생 학업

성적(GPA)를 추적 조사하여 시간에 따른 각 그룹의 GPA 변화를 살펴보고, 과연 수시모집에 

의한 신입생과 정시모집에 의한 신입생 간에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반복측정자료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2. GEE 

반복측정자료의 분석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일반화 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amting Equation: GEE) 는 Liang 과 Zeger (1986) 가 제안한 개체의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관계를 이용한 추정방법으로서, 연속형 반응변수 뿐 아니라, 포아송 계수자료나 이항자료에

서도 사용가능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SAS의 PROC GENMOD를 사용하여 GEE를 구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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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하여, 우선 각 모집단위별로 학기별 GPA의 평균값들을 조사하 는데, 그 이

유는 개개의 학생을 개체로 선정할 경우에, 개체의 수가 수천 개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위별 신입생들의 평균 GPA를 반응변수로 사용하 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휴학하거나 중토탈락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개개의 그룹에 

속한 인원수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평균값을 구성하는 인원수가 변하게 된다.  이를 보정하

기 위하여, 평균값을 구성하는 인원수를 가중치(weight)로 두고 분석하 다.  또한, 전체 신입생

을 구성하는 인원들이 서울캠퍼스와 용인캠퍼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서 개체를 구

성하는 요소도 캠퍼스(Campus), 성별(Gender), 그리고 모집전형(Method)으로 구분하 다.

아래는 각 그룹 별 평균 GPA 추이를 그린 그림이다.

전 전 전  GPA 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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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적인 학업성취도(학점)은 전반적으로 상승하

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들의 학점이 남학생들의 학점보다 꾸준히 높게 나타

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수시로 입학한 남학생들은 학점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

거나(서울캠퍼스) 매우 변동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용인캠퍼스).

 통해 살펴보았다.

3. 분석 결과  

아래 표는 가상관행렬를 CS 구조(compound symmetry)를 가정하여 PROC 

GENMOD를 결과이다.  GEE의 특성상 가상관행렬을 바꾸어 가면서 값을 조사하 고, 여러 가

지 상호작용 중에 Campus*Gender 가 유효하 기에 모형식에 Campus*Gender 만 상호작용으

로 삽입하 다.  참고적으로 Campus가 1 이면 서울, 0 이면 용인을 의미하며, Gender 가 1은 

남성, 0 은 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Method 가 1 이면 수시모집, 0 이면 정시모집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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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정시모집 (method=0) 은 수

시모집 (method=1) 에 비해 GPA 평균을 0.1678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수시모집으로 들어온 신입생의 학업성취도가 정시모집에 비해 뒤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그

래프에서도 확인 되고 있다.

3.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수시모집(TOEFL, TOEIC)으로 들어 온 신입생들의 학업성적이 정

시모집보다 뛰어나지 않고 오히려 정시모집 학생들 보다 뒤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와같은 현상은 실제로 학생을 가르키는 현장에서 종종 목격되던 것인데 이번 연구를 통해 일치

된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각 학교에서 수행되는 각종 수시모집 및 특별전

형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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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Estimate S.E. Wald ChiSq. p-value

Intercept 2.5424 0.0544 2185.42 <0.0001

campus 0 -0.2231 0.0358 38.84 <0.0001

campus 1 0.0000 0.0000 . .

gender 0 0.4871 0.0342 203.24 <0.0001

gender 1 0.0000 0.0000 . .

method 0 0.1678 0.0481 12.18 0.0005

method 1 0.0000 0.0000 . .

campus*gender 0 0 0.0864 0.0441 3.84 0.05

campus*gender 0 1 0.0000 0.0000 . .

campus*gender 1 0 0.0000 0.0000 . .

campus*gender 1 1 0.0000 0.0000 . .

time 0.0987 0.0880 329.1 <0.0001

scale 1.0909 0.9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