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數學敎育學會誌 시리즈 C J. Korea Soc. Math. Ed. Ser. C:

<初等數學敎育>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2012. 12. 제 15권, 제 3호, 177-187 Dec. 2012, Vol. 15, No. 3, 177-187

177

초등학교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성별 거주지역별 차이 1)

                                                                      이 순 주(한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 중 성차

그리고 환경 변인 중 거주지역에 따른 수학교과 학업성적

의 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학교과에서 초등학교 남

녀 학생들의 학업성적의 차와 성취수준별 비율의 차이에

서 모두 공통된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

등학교 3학년에서는 여학생의 수학성적이 우위를 나타냈

지만 4학년과 5학년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약화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점수대

별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각 점

수대별 남녀의 비율이 거의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적 수준별 남녀 학생의 비율을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적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21세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도농 간 학력격차의 문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구나 읍면지역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

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론

학습자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환

경 변인 및 학습자 변인, 수업 변인 등이 대표적으로

제시된다. 이중 학습자 변인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전적 요인이며 그중에서도 성에 따른 차에 많

은 학자들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에 학습자의 성과 학

업성취와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연구 결

과 또한 상당히 다원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업성적에서 나타나는 성차 현상은 그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규명되고 있지 않으며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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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또한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여러 교과 중에서 특히 수학교과에서 보이는 여학

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는 성별 간 차이를 연구한 학자

들(McDonald, 1980; Wong, Lam & Ho, 2002)이 공통

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이며 이점이 바로 많은 교육학

자들의 연구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추세는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성별

적 특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수학교과

내 하위능력별 남녀의 성차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여학생은 계산능력에서, 남학생은 문제해결 능력

과 수학의 응용, 추론 영역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다고 한다(Armstrong, 1981). 또 다른 연구에서도 여

학생은 계산과 같은 낮은 인지수준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 남학생은 추론이나 다단계 문제해결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 더

뛰어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권오남, 임형, 1997;

Aiken, 1986-1987; Hyde, Fennema, & Lamon, 1990;

Maccoby & Jacklin, 1974).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남학생들의 고차원적 수학학습능력이 여학생들에 비해

더 뛰어나고 또 이러한 성별 격차가 학년이 올라갈수

록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학생들의 사고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 학생들의 성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이나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을 달리한 차별적인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교육활

동은 특정 교과에서 나타나는 학업성취의 성별적 차이

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3월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기초학습

진단평가(3학년)와 교과학습진단평가(4, 5학년) 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적에

서의 성차를 분석하였다. 한편 학업성적에 대한 성차

연구를 진행한 일부 국외 연구자들의 경우, 남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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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학업성적 수준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

낸다는 점에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즉 Hedges와

Friedman(1993)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점수에서는 여

학생의 비율이 더 높지만 최상위권에서는 남학생의 비

율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고 강조되면서 수학 성적 상

위 5%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

난다는 점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경우 성

취 수준별 남녀 학생의 비율에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

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기초학습진단평가와 교과

학습진단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적 점수대별 성별 분

포와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별 성취수준의 변화를 살

펴보았다.

학업성적에서의 성차 문제와 함께 학습자의 학업성

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환경 변인을

꼽을 수 있다. 이중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대한 지역

환경의 영향은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으며 특

히 각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은 그 지역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Brooks-Gunn et al.,. 1993; Wilson, 1987; Dornbush

et al., 1991; Duncan, 1994; Ainsworth, 2002; Duncan

et al., 1997). 이러한 거주지역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

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연구되

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적지 않은 선행연구들(김병성,

1981; 박찬선, 주경식, 2007)이 도농 간 학력 격차의 문

제를 지적해 오고 있다. 이렇듯 지역 간 학력격차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될 뿐 아니라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 학군

문제 그리고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같은 문제들을 우

리 사회 내에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차 문제에서와 같이 거주지역에 따라 학업성적의

차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러한 성적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표적인 교과가 바로 수학

이다. 이는 수학 교과가 갖는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형성된 기초학력 형성의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큰 학업성적의 격차를

낳게 되고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구조들이 초등학생의 수학 학업

성적에는 과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변화 양상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농 간 학력격차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지역의 수학 학업성적의 차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연구 결과를 통해 세 지역 초등학생들

의 학업성적 차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 간 성적 차가 과거의 연구 결과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지

역차를 최소화하고 또 각 지역 사회 학생들의 학업성

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갖가지의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

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어떠한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할

지 그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2010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도 비교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3학년 또는 6학년 한

학년의 성적만을 분석하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3, 4, 5학년 나아가 6학년까지의 성별, 거주지역별 수학

학업성적 차의 변화 양상을 학년급에 따라 비교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학업성적과 성차

학업성적에서의 성차 문제는 교육에서의 성 형평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

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업성적에 있어 이러한

성별 간 차이 문제가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대표적인

교과로 수학을 들 수 있다. 즉 수학 교과에서 보이는

여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는 성별 간 차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즉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McDonald, 1980; Wong, Lam

& Ho, 2002)에 따르면, 수리와 관련된 교과에서는 남

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물리나 수학, 공학 등의

교과는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하다고

한다(McDonald, 1980). 또한 수학 교과에 대한 여학생

들의 저조한 성적은 결국 여학생들로 하여금 이 교과

를 기피하도록 이끌며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

록 더욱 농후해진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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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학 교과에 대한 이러한 성별 간 차이는 대

상 학생들의 연령과도 관계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Meece(1982)외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

등학교 수준에서는 수학, 과학성적에서의 성별적 차이

를 발견할 수 없거나 여학생의 성취가 우수하지만, 청

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혹은 그 이후의 연령대부터 남학

생이 여학생을 앞지르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고정화, 도종훈, 송미영, 2008; Hyde, Fennema &

Lamon, 1990; Kimball, 1989). 다시 말해, 수리적 능력

에 있어서 남녀 차이는 10학년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

으며 고학년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는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미약한 남학생의 우위가 나타

나다 고등학교부터 그 차이가 점차 심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Armstrong, 1985; Fennema,

1974). 또한 수리적 능력의 각 하위능력 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여학생은 계산능력에서, 남학생은 문제해결 능

력과 수학의 응용, 추론 영역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난다고 한다(Armstrong, 1981).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데, 고

정화와 도종훈, 송미영의 연구(2008)에 따르면, 여학생

들은 전체적으로 계산과 같은 낮은 인지 단계의 사고

를 요구하는 문제에서, 남학생은 추론이나 다단계 문

제풀이와 같은 높은 인지단계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에서 우위를 보이며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는 남학생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2005년에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TIMSS 연구(이미경

외, 2005)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남녀 학생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국제 평균

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외 학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일부 연구에서

는 남녀 학생의 비율이 학업성적 수준별로 다르게 나

타난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즉 Hedges와

Friedman(1993)의 연구에서는 비록 여학생의 평균 점

수가 남학생보다 높기는 하지만 최상위권에 있는 남학

생의 비율은 여학생보다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수학 성

적 상위 5%에서의 남학생의 비율은 여학생보다 3배

정도 더 높다는 점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또한

CAT(California Achievement Test)의 수학 교과에서

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은 같지만 분산이 다르며

남녀 학생의 평균 차는 없지만 분포의 양 끝에서는 남

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더 크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하였다(이봉주, 2009에서 재인용).

또한 학교 급이 올라감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이

높은 인지단계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수학 교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성별 편중성은 학교급과 학년이 높아

질수록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에 수학교

과에서 볼 수 있는 여학생들의 저조한 학업성적은 결

국 이 교과에 대한 이들의 관심과 자신감을 저하시키

게 되므로 수학 교과에 대한 여학생들의 흥미를 높이

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수학 관련 직종에 이

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학업성적과 거주지역

1942년 사회해체이론가인 Show와 McKay가 거주지

역 환경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수많은

연구를 통해 지역 환경은 그 지역 아동의 학업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Brooks-Gunn et

al.,. 1993; Leventhal & Brooks-Gunn, 2000)이 쏟아지

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아동 발달 그 중에서도 특

히 학업성적과 거주지역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연구를 통

해 두 요인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밝혀지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 두 지역 간의 학력 격차는 매우 높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농촌에서 도시로 적지 않은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같은 도

시 내에서는 학군 간의 성적 격차 현상으로 인해 좋은

학군으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학군 파동 현상이 생겨나

고 있다. 이러한 도농 간 학력 격차의 문제를 밝혀낸

김병성(1981)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 순으

로 높다고 한다. 또한 지역의 규모가 큰 시 지역의 학

교가 소규모의 군 지역이나 시골 지역의 학교보다 더

높은 학업성적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도시 지

역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성적을 증명해 낸 연구도 있

다. 즉 김용우(1993)의 연구에서는 군 지역 학교보다

시 지역 학교의 학업성적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발

표되었고 충청북도 내 학력고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서도 시 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학업성적이 높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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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혀졌다(충청북도 교육위원회, 1984).

지난 2003년에 실시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앞서 제시된 1980년대 분석 결과와 유사한

현상이 제시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농 격

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대도시 학생의 평균점수가 중소 도시보다 더 높

고 고교생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학생이 대도시 및 시

골 지역 학생보다 높은 성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

한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모든 과목에서

시골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높았다고 한다(한

국일보, 2005.01.18). 2008년에 실시된 분석 결과에서도

도시에 비해 심각하게 낮은 농촌 지역의 성적이 커다

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한겨레, 2009. 2.16).

이러한 도농 간 학력 격차가 생기는 요인에 대한

견해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즉

1980년대에는 물리적 배경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 즉 학교의 인적 배경이나 학교의 규

모, 시설, 조직과 같은 물리적 요인이 도농 간 학력 격

차를 야기시킨다고 해석하였다(김병성, 1983; 이용만,

이용대, 1985). 반면 1990년대에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

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교육풍토에서

그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도시보다 농촌이 좋아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학력 격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90년대에 진행된 또 다

른 연구(이해명, 1998)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가정환경

이 열악하고 과외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두

지역 간 학력 격차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

2000년대에 진행된 김미옥(2000)과 박찬선, 주경식

(2007)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환경에서 도농 간 학력격

차의 요인을 찾았다. 즉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지

역차나 사회계층 요인 특히나 사교육의 영향이 학생들

의 학업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거주

지역별 학업성적의 차를 생겨나게 한다는 것이다. 한

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농촌 지역 학부모의 교

육적 지원 및 열의, 학생 간 경쟁, 방과 후 보충학습

여건, 교사의 기대 수준 등이 도시보다 낮아 이런 점

들이 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낮아지게 되는 원

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한국일보, 2005.

1.18).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0년 3월에 실시된 기초학습

진단평가와 교과학습진단평가의 대상이었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연구대상을 표집함에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

키기 위해 지역 간 변인을 최소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

울였다. 따라서 지역의 구분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학생들이 균등하게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때 대도시는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 지역으로 경기도 내에 위치한 수원,

안산 등 4개의 도시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중소도

시는 인구 20만 이상 40만 이하의 지역으로 이 또한

경기도 내 5개의 도시(파주, 평택, 군포 등)가 해당지

역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성

별 그리고 거주지역별 학업성적의 차이가 어떠한 양상

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기초학습진단평가와 교과학

습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성취수준을 기초학력

과 기초학력미달 이하로 구분하여 성별, 거주지역별

성취수준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평가를 주관한 도교육

청은 성취수준에 따라 기초학력 도달과 미도달로 구분

하여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K

교육청에서 제공한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분할 점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거주지역별

계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학년 560명 510명 456명 157명 457명 1,070명

4학년 547명 489명 495명 171명 370명 1,036명

5학년 520명 501명 533명 156명 332명 1,021명

<표 1> 연구 대상 집단의 성별, 거주지역별 구성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도교육청 주관으로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초학습진단평가와 교과학습진단평가 중 수학교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업성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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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위한 자료는 K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연구대상

으로 선정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위치한 각

학교에 평가결과 자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

다.

3. 통계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검색 과정을 거친 후 SPSSPC+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각 학년별 남녀 학

생의 수학 학업성적의 차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거주지역에 따라 학생의 수학 성적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성차 분석

가. 성별 수학학업성적

수학 교과 학업성적에 있어 초등학교 3, 4, 5학년 학

생들의 남녀별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여학생의 학업성적(92.34

점)이 남학생(90.76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차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

학년에서는 남녀 각각 85.25점, 85.95점으로 여학생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학년에서

는 남녀 학생의 성적이 모두 81.65점으로 똑같은 성적

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2010년에 전국의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국가수준 학업성

취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학업성

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199.63점 그

리고 여학생은 199.83점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미세한

점수 차인 0.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 외,

2011) 이에 본 연구에서 남녀 학생 모두 똑같은 점수

를 보인 5학년의 성적 현상이 6학년의 학업성취도 평

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은 학년에 따른 남녀 학생의 성취수준 비율

분포로,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3학년과 4학년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왔으나 5학년에 이르러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학생

각각 초등학교 3학년에서 6.02%, 3.22%, 초등학교 4학

년에서 5.73%, 4.75%, 초등학교 5학년에서 5.13%,

6.55%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5학년에서 역전

이 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학교과에서 초등학교

남녀 학생들의 학업성적의 차와 성취수준별 남녀 비율

의 차이에서 모두 공통된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3학년에서는 여학생의 수학성적이 우위를

나타냈지만 4학년과 5학년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점

점 약화되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에서는 남학생

의 수학 학업성적이 여학생보다 높은 현상이 5학년부

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

석결과는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 평가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남학생(1.4%)이 여학생(1.0%)보다 0.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 외, 2011).

학년 성별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

초3
남

여

560

510

90.76

92.34

11.93

10.93
-2.26*

초4
남

여

547

489

85.25

85.95

14.04

12.69
-.84

초5
남

여

520

501

81.65

81.65

18.15

17.69
-.004

<표 2> 초등학교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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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년에 따른 성별 평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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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성별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초3
남

여

93.98%

96.77%

6.02%

3.22%

초4
남

여

94.27%

95.25%

5.73%

4.75%

초5
남

여

94.87%

93.45%

5.13%

6.55%

<표 3> 초등학교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성별

성취수준 비율  

나.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를 각 학

년별로 비교한 결과, 점수대별 성별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모양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남녀가 거의 일

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림 2]~[그림 4]). 다만 초

등학교 4학년의 90점대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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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등학교 3학년 수학 학업

성적에서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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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초등학교 4학년 수학 학업

성적에서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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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초등학교 5학년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

2. 거주지역별 수학 학업성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초등학교 3, 4, 5학년 학

생들의 수학 학업성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4>에

서와 같이 모든 학년에서 세 지역의 학업성적 차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성적 차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이 두 지역과 읍면지

역의 평균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의 세 지역 중 대도시가 초등학교 3

학년과 4학년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준 반면 5학

년에 이르러서는 중소도시의 학업성적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이봉주 외, 2011)에서는 읍면지역의 성적(197.14

점)이 가장 낮다는 공통된 현상을 보여주었지만 중소

도시(199.27점)보다 대도시(201.15)의 성적이 더 높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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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거주지역 학생 수 평균
표준

편차
F

초3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456

157

457

93.92

91.97

90.65

8.59

13.94

11.59

11.14***

초4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493

171

370

88.63

88.16

84.29

12.46

11.61

13.94

15.72***

초5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533

156

332

85.97

86.59

79.09

16.11

14.96

18.64

26.47***

<표 4> 초등학교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거주지역별 평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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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년에 따른 거주지역별 평균 차이

한편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지역의 성취수

준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

이 초등학교 3, 4, 5학년 모두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농촌 지역의 기

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타지역 보다 월등히 높아

져 읍면지역 학생들의 낮은 수학 학업성취 현상이 학

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

면지역 학생들의 이러한 현상은 2010년에 실시되었던

학업성취도 평가(이봉주 외, 2011)에서도 그대로 나타

나고 있다. 즉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의 기초학

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중소도시 보다 훨씬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으나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5학년에 이

르러 반대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즉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대도시에서 가장 낮았던 3, 4학년

과 달리 5학년에 이르러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성취수준 비율을 나타낸 [그림 6]의 자

료를 보자면 읍면지역의 그래프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년 거주지역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초3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97.58%

94.82%

94.10%

2.42%

5.18%

5.90%

초4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96.22%

94.47%

93.96%

3.78%

5.53%

6.04%

초5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94.47%

95.82%

91.57%

5.53%

4.18%

8.43%

<표 5> 초등학교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거주지역별 성취수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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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거주지역별 성취수준

비율

V. 결론 및 논의

학습자의 성과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

는 여러 교과 중에서 특히나 수학과 과학 교과를 중심

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학업성적에 있어 이러한 성별

간 차이 문제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선호 교과와 관

련되어 언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성별 간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과로 수학이 대표적으로 지적되

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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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떠

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이 문제는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학습자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

중 성차 그리고 환경 변인 중 거주지역에 따른 수학교

과 학업성적의 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분석 결과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자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수학교과에서 초등학교

남녀 학생들의 학업성적의 차와 성취수준별 비율의 차

이에서 모두 공통된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여학생의 수학성적이 우위를

나타냈지만 4학년과 5학년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점

점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6학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이봉주 외, 2011).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수리적 능력에 있어서 남녀 차이는 10학년

이전 또는 13세 이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선

행연구 결과(Meece, 1982)와 일치하는 것으로 많은 선

행연구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수학 성적에서 성별

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거나 여학생의 성취가 우수하

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혹은 그 이후의 연령대

부터 남학생이 여학생을 앞지르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고정화, 도종훈, 송미영, 2008; Hyde,

Fennema & Lamon, 1990; Kimball, 1989). 그러나 이

들 선행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청소년기 이후에 나타나

는 수학 교과에 대한 여학생들의 저조한 성적과 여학

생 보다 높은 남학생의 높은 수학 학업성취 현상은 후

속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한편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를

분석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남녀 학생의 비율이 학업

성적 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Hedges & Friedman, 1993).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각 점수대별 남녀의

비율이 거의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선

행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후속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5학

년 이후의 연령에서는 점수대별 성별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초등학교 3, 4, 5

학년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적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학

년에서 세 지역의 학업성적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도

시지역과 읍면지역의 평균 차이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에서는 위의 세 지

역 중 대도시가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준 반면 5학년

에 이르러서는 중소도시의 학업성적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지

역의 성취수준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세 지역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적을 성취수준별 비율을 통해 비교하였을 때 도

시지역에 비해 낮은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 현상

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읍면지역의 수학 평균 점수가 대도시와 중

소도시 보다 현저하게 낮은 양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

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에서도 읍면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

한 현상은 3학년 보다는 4학년에서, 4학년 보다는 5학

년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읍면지역 학생들

의 저조한 수학 학업성적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짙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읍면지역 학생들의

이러한 현상은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이봉주

외, 2011). 그러나 성취수준별 세 지역 간 이러한 차가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낼지는 후

속연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낸 분석결과는 도농 간 지역차

를 강조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다.

즉 21세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도

농 간 학력격차의 문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

구나 읍면지역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4

학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농

촌지역의 소득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농촌지역 부모의 관심도와 교육비 지출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물리

적 환경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도 불구하고 도농 간 학력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에 시도되었던 여러

가지 대책들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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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적이 타지역에 비해 본

격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이 시기 초등학생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

는 보다 근본적인 교육적 해결책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교육 억제 정책과 같은 단순

한 해법보다는 공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의 역할 제

한,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 감소와 같은 보다 근본

적인 접근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책을 통해 실현시

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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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Differ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by Gender and 

Resident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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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difference of academic achievement by the residential area in elementary school. 
Common phenomenon was observed in the result of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ratio of achievement level. Female students' score was 
higher in 3rd grade elementary school but in 4th and 5the grade this phenomenon was gradually 
weakene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in three areas(big city, small city and rural area). In the result was proved 
that the problem of the gap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s has continued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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