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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수로 시행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학생 과학 성취도를 다문화 ·탈북 집단별 성취특성, 문

항별 집단별 정답률 및 변별도, 내용영역별, 정답률 차이가 큰 문항유형별 특성을 계량적,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과학과 학업성취도는 일반 학생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기초학력과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

이 매우 높았다. 또한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하위집단별로 과학과 학업성취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도입국 학

생과 탈북 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았다. 일반 학생과의 정답률 차이가 큰 문항을 분석한 결과, 중도입국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의 경우는 전 영역에서 고르게 취약한 반면,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는 특정 영역에서 취약함을 보였다. 이

로부터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을 위한 교수 ·학습 및 교육 지원이 각각 집단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

도록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과학 학업성취도,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다문화 유형별 성취 특성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cience academic achievement by multiple culture and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types,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and discrimination per items per groups, and contents domains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in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NAEA). As a results of analysis,

the degree of scienc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students from multiple culture and North Korean is much lower than that

of the general students. Also, the scienc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students from multiple culture and North Korean migrant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students. Especially, scienc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immigrated students and the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was lowest. The analysis of items that the difference of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was large

showed that the students from multiple culture and North Korean migrant were equally weak to it in all contents domains,

but that the students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born in country were weak in some areas. Therefore, the appropriate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nd the educational support is needed considering the group situation, so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NAEA), Science Academic Achievement, Multiple culture

and North Korean Migrant Student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탈북자의 국내 유입과 국제

결혼의 확대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과 탈북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교육 환경의 변화도 동반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탈북 가정 학

생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여 2005년의 7,695명에 비해

2012년의 46,954명으로 무려 여섯배 이상 증가하였으며,2

이러한 증가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

한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증가는 그들의 교육 실태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였을 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

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시켰다.1,2 다문화 ·탈북 가

정의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언어적 환경뿐만 아니라 생소한 한국 문화와 관련된

학습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

1)본 연구에서 분석한 과학과 학업성취도 데이터는 신진아 외(2012)1에서

생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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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다문화 ·탈북 가정 학

생의 이질적 언어 환경에의 노출, 중도 입국과 탈북 과정에

서의 교육 기회 박탈, 새로운 사회에의 정착과 적응 등의

이유로 일반 학생들에 비해 교육의 출발선 상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지

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

소를 위한 교육복지 차원의 노력이 있어 왔고,2 다문화 ·탈

북 가정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학교 생활

에 대한 연구로,3,4,5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업 중단률이 높고, 학교생활에

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다양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펴낸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 청소년 중장기 정

책방안 연구’6에 의하면 과학의 경우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설명이 어려워져서 학습이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모아서 학습을 보충해 주는 전담교

사제도도 고려할만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OECD(2006)에

서 PISA 2000과 2003의 결과를 비교한 바에 의하면7 가정

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학습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학생

들의 경우 성취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결과

로 한국(남한)어가 서툰 부모가 자녀의 한국어 교육과 학

습 지도, 학교 활동 참여 등에 한계가 있어 그런 가정의 학

생들이 학교 부적응과 학습 부진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8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학이나 문제 해결 분야에 비해서

과학이나 읽기 분야에서 이주 집단 학생과 일반 학생 간의

성취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다문화수학교실의 수업실태

분석 연구9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일상적인 언어가 특수한

교과의 언어와 연결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문적 언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상당 수의 연구가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의 언어

적 어려움에 주목하여 이루어졌으며,10,11,12 다문화가정 학

생들이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회 교과13,14,15에서 이루

어졌다. 그러나 과학 교과와 관련해서는 현재 남과 북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용어가 전 분야에 걸쳐 서로 다른 부분

이 많아서 학술용어의 이질성이 심각하다는16 연구 결과

가 있을 뿐, 과학에 대한 학습이나 학업 성취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

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 ·탈북 가

정 학생의 과학과 학업성취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을 국제결혼 가정 학생(국내

출생 학생,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가정 학생, 탈북 가정

학생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다문화 유형별로 문항유형

별, 내용영역별 학업성취 특성을 계량적, 질적으로 분석하

여,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업

상황을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

여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를 파악하기 위하

여 성취수준별 비율, 척도점수 평균, 문항특성 분석 등을

적용하였으며 문항특성은 고전검사이론에 따른 정답률과

변별도에 한해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문

화 ·탈북 가정 학생의 학업성취 특성 분석을 통하여 다문

화 ·탈북 가정 학생이 경험하는 학습 곤란과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교수·학습지원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에서는17 다문화 가정을

그 생성 배경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 중 국내출생 학생’과

‘국제결혼 가정 중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가정 학생’,

‘탈북 가정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과학기술부의 다문화 ·탈북 가정 유형에 따라 다문화 ·탈

북 가정 학생을 Figure 1과 같이 유형화하고, 전수 평가를

실시하고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유형에 따른 2011년 학

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연구 대

상으로 하였다.

Figure 1에서와 같이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은 크게 부

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인 국제결혼 가정 학생과 부모 모

두 외국인인 외국인 가정 학생,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 가

정 학생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 학생은 다

시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국내출생 학생과 타국에서 출생

하여 부모의 재혼으로 결혼 이민하면서 우리나라에 중도

입국한 중도입국 학생으로 구분된다.

전체 학생에 비해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비율이 매

우 낮고, 다문화 유형별 학업성취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외

국인 가정과 탈북 가정 학생 비율이 특히 낮다는 점을 고

려하여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평가 결과는 2011년 동

Figure 1. Classification of multiple culture and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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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를 위해 표집된 학급에 속한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모

두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을 다문화 ·탈북 가

정 유형별로 학생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다문화 유형별 연구대상은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출생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대상 비율은 탈북

가정 학생, 외국인 가정 학생, 중도입국 가정 학생의 순이

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2011년 중학교 3학년 과학과

성취도 평가도구의 문항 수는 선다형 32문항과 서답형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0문항이었으며, 서답형 문항 수는

전체 문항 수의 20%였다. 이 검사 도구의 문항들은 내용

영역으로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이 10문항씩 25%를 차지하고 있

다. 또한 행동 영역을 지식 영역과 탐구 영역으로 구분해

보면 탐구 영역이 22문항으로 지식 영역보다 약간 많게 구

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및 과학과 검사

지 전체의 구체적인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

지에서18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방법

일반 학생 및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의 전반적인 과

학 학업성취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유형별로 성취수준 비율과 척도점수를 살펴보았

다. 또한 각 집단별로 문항별 정답률, 변별도, 답지별 반응

비율도 분석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일반 학생과 정답률 격

차가 가장 큰 문항을 살펴보았다. 문항 분석에서는 내용

영역(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과 행동 영

역(기억, 이해, 적용, 가설 설정, 탐구 설계, 자료 분석, 결론

도출), 자료와 답지의 특징 등을 분석준거로 하여 이를 질

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및 논의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유형별 성취 특성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일반 학생과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유형별 성취수준 비

율과 척도점수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일반 학생과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유형별 성취수

준 비율을 비교해보면, 국내 출생 학생은 일반 학생과 비

슷하게 보통학력, 기초학력, 우수학력, 기초미달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출생 학생의 기초학력

과 기초미달 비율은 일반 학생에 비해 다소 높다. 중도입

국 학생, 외국인 가정 학생, 탈북 가정 학생은 기초학력, 기

초 미달, 보통학력, 우수학력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특히 중도입국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은 우수학력 비

율이 5% 이하인 반면, 기초미달의 비율은 2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척도점수 평균도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이

낮았으며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중 중도입국 가정 학생

의 척도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과학과의 전반적인 성

취 면에서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일반

학생에 비해 낮으며, 특히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중에서

도 중도입국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의 성취도가 매우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의 정답률 및 변별도

일반 학생과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집단별로 각 문

항별 정답률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정답률은 일반 학생의 경우 22.2%(서답형 1번) ~ 89.1%

(선다형 12번), 국내 출생 학생의 경우는 22.1%(서답형 1번)

Table 1. Type of multicultural study

Multicultural 
students

Students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Students of foreign 
family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Born in Korea Immigrated

# of students 1,453 1,321 31 44 57

Ratio (%) 100.0 90.8 2.2 3.1 3.9

Table 2. Ratio of achievement level by type of multicultural defection and average scale scores

Ratio of achievement level (%) and average of scale score

Multicultural 
students

Students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Students of foreign
family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Born in Korea Immigrated

Advanced level 17.30 15.45 4.88 16.00 4.82 

Proficient level 43.95 41.72 12.20 20.00 15.66 

Basic level 33.67 37.61 58.54 48.00 57.83 

Below basic level 5.07 5.22 24.39 16.00 21.69 

Average of scale score 198.85 196.53 168.07 180.74 1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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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선다형 12번)로 비슷하였다. 한편 중도입국 학생

의 경우는 6.3%(서답형 1번) ~ 81.3%(선다형 17번),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는 14.8%(서답형 1번) ~ 75.6%(선다형 12

번), 탈북 가정 학생의 경우는 14.9%(서답형 1번) ~ 69.6%

(선다형 4번, 12번) 사이에 분포하였다. 국내출생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의 최저 정답률과 최고 정답률을 나타낸 문

항이 일반 학생과 일치한 반면, 외국인 가정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각 그룹에서 최저 정

답률인 서답형 1번 문항의 정답률도 중도입국 학생의 경

우는 6.3%로 현격히 낮다.

다음은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의 변별도

별 문항 분포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변별도 0.3 이상으로 변별 기능이 우수한 문항은19 일반

학생이 38개, 국내 출생 학생이 38개, 중도입국 학생이 33

개, 외국인 가정 학생이 35개, 탈북 가정 학생이 34개로 일

반 학생과 국내 출생 학생이 같고,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

인 가정 학생, 탈북 가정 학생이 비슷한 개수이지만 일반

학생보다는 작았다. 변별도가 매우 낮은 0.20미만 문항의

경우 일반 학생은 1개, 국내 출생 학생은 1개인 반면, 중도

입국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은 3개, 외국인 가정 학생은 2

개였다. 이로부터 국내출생 외의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에게는 너무 낯설거나 어려워 변별이 잘 안되는 문항이

1~2개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변별도가 0.40

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문항이 많아 일반 학생 및 다문

화 ·탈북 가정 학생 유형별로 능력집단별 차이가 뚜렷하

게 구분되는 문항이 많았다.

문항 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정답률을 5단계로19 구분

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정답률 20% 미만의 매우 어려운 문항이 일반 학생과 국

내 출생 학생은 0개인 반면, 중도입국 학생은 2개, 외국인

Table 3.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by group of multiple culture-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

Item
#

General 
students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Freign 
family

North Korean 
migrant

Item
#

General 
students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Freign 
family

North Korean 
migrantBorn in Korea Immigrated Born in Korea Immigrated

Multiple Choice (MC) item 21 43.4 40.4 46.9 31.1

1 81.1 80.9 59.4 66.7 58.9 22 77.6 77.5 50.0 68.9 53.6

2 39.6 36.4 28.1 35.6 44.6 23 54.1 51.6 28.1 48.9 42.9

3 33.0 30.6 15.6 20.0 19.6 24 62.7 60.9 40.6 55.6 53.6

4 84.3 82.4 59.4 62.2 69.6 25 61.8 60.0 31.3 42.2 46.4

5 47.4 51.0 31.3 40.0 37.5 26 74.6 73.4 56.3 64.4 62.5

6 84.4 83.4 56.3 71.1 67.9 27 83.1 83.0 65.6 66.7 62.5

7 65.0 66.7 68.8 55.6 58.9 28 70.9 70.1 43.8 53.3 51.8

8 54.1 50.5 34.4 40.0 48.2 29 72.9 71.6 50.0 51.1 48.2

9 65.9 64.6 40.6 46.7 53.6 30 50.8 47.8 28.1 40.0 35.7

10 75.0 74.0 50.0 60.0 62.5 31 79.3 79.5 68.8 66.7 53.6

11 80.1 79.3 62.5 66.7 67.9 32 43.8 45.2 43.8 35.6 26.8

12 89.1 89.8 78.1 68.9 69.6 Constructed Response (CR) item

13 51.9 50.3 43.8 42.2 39.3 1 22.2 22.1 6.3 14.8 14.9

14 80.8 80.0 53.1 66.7 58.9 2 50.9 48.6 28.1 37.0 26.8

15 66.0 66.0 34.4 55.6 42.9 3 69.3 67.8 53.1 56.3 53.0

16 72.7 70.5 46.9 46.7 44.6 4 53.9 51.2 35.4 42.2 31.0

17 84.2 85.8 81.3 75.6 67.9 5 47.9 46.1 28.1 35.6 29.2

18 69.9 67.2 62.5 64.4 64.3 6 53.8 51.0 28.1 42.2 29.2

19 58.1 58.9 37.5 64.4 42.9 7 50.0 48.7 30.2 34.8 33.9

20 58.2 60.2 37.5 51.1 42.9 8 67.8 64.2 42.7 47.4 48.2

Table 4. Distribution section of item discrimination for multiple culture-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 0.10 0.10 ~ 0.20 0.20 ~ 0.30 0.30 ~ 0.40 0.40 ~

General students 1 0 1 6 32

Students born in Korea 0 1 1 9 29

Immigrated students 0 3 4 7 26

Students of  foreign family 1 1 3 4 31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1 2 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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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생은 1개, 탈북 가정 학생은 2개였다. 또한 20% 이

상 40% 미만의 어려운 문항은 일반 학생과 국내출생 학생

이 3개인 반면, 중도입국 학생은 14개, 외국인 가정 학생은

7개, 탈북 가정 학생은 10개였다. 즉, 정답률 40% 미만의

고난도 문항이 일반 학생과 국내출생 학생은 3개인 반면,

중도입국 학생은 16개, 외국인 가정 학생은 8개, 탈북 가정

학생은 12개로 일반 학생에 비해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특히 중도입국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에게 어려운 문항 수

가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답률 80% 이상의 쉬

운 문항은 일반 학생이 8개, 국내 출생 학생이 7개인 반면

중도 입국 학생은 1개, 외국인 가정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

에게는 하나도 없었다. 정답률 40%이상 80%미만의 보통

수준 문항도 일반 학생이 29개, 국내 출생 학생이 30개, 중

도 입국 학생이 23개, 외국인 가정 학생이 32개, 탈북 가정

학생이 28개로 중도 입국 학생이 적었다. 따라서 다문

화 ·탈북 가정 학생들에게는 일반 학생에 비해 고난도 문

항이 훨씬 더 많았고 대체로 정답률이 낮게 분포되었다. 

일반 학생과의 문항별 정답률 차이를 다문화 ·탈북 가

정 학생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 Table 6에 나타냈다. 일반

학생과 비교해서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국내 출생 학생은

8개, 중도 입국 학생은 2개, 외국인 가정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은 각각 1개였다. 이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클 경우

평균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이 어려운 문항을 더 잘 푸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높게 나타난 차이가 5% 내외로

실제로 평균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이 문항을 더 잘 풀었다

기 보다는 통계적 방법의 편향(bias)에 의한 잘못된 모수

추정이라 할 수 있다.1

정답률 차이를 구간별로 비교해보면(Table 7), 국내출생

Table 5. Distribution section of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multiple culture-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

~ 20% 20 ~ 40% 40 ~ 60% 60 ~ 80% 80% ~

General students 0 3 14 15 8

Students born in Korea 0 3 13 17 7

Immigrated students 2 14 17 6 1

Students of  foreign family 1 7 18 14 0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2 10 19 9 0

Table 6. Diffrentiation of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multiple culture-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

Item
#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Foreign 
family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Item
#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Foreign 
family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Born in Korea Immigrated Born in Korea Immigrated

 Multiple Choice item 21 ▼3.0  3.5 ▼12.3 ▼16.6

1 ▼0.2 ▼21.7 ▼14.4 ▼22.2 22 ▼0.1 ▼27.6 ▼8.7 ▼24.0

2 ▼3.2 ▼11.5 ▼4.0  5.0 23 ▼2.5 ▼26.0 ▼5.2 ▼11.2

3 ▼2.4 ▼17.4 ▼13.0 ▼13.4 24 ▼1.8 ▼22.1 ▼7.1 ▼9.1

4 ▼1.9 ▼24.9 ▼22.1 ▼14.7 25 ▼1.8 ▼30.5 ▼19.6 ▼15.4

5  3.6 ▼16.1 ▼7.4 ▼9.9 26 ▼1.2 ▼18.3 ▼10.2 ▼12.1

6 ▼1.0 ▼28.1 ▼13.3 ▼16.5 27 ▼0.1 ▼17.5 ▼16.4 ▼20.6

7  1.7  3.8 ▼9.4 ▼6.1 28 ▼0.8 ▼27.1 ▼17.6 ▼19.1

8 ▼3.6 ▼19.7 ▼14.1 ▼5.9 29 ▼1.3 ▼22.9 ▼21.8 ▼24.7

9 ▼1.3 ▼25.3 ▼19.2 ▼12.3 30 ▼3.0 ▼22.7 ▼10.8 ▼15.1

10 ▼1.0 ▼25.0 ▼15.0 ▼12.5 31  0.2 ▼10.5 ▼12.6 ▼25.7

11 ▼0.8 ▼17.6 ▼13.4 ▼12.2 32  1.4  0.0 ▼8.2 ▼17.0

12  0.7 ▼11.0 ▼20.2 ▼19.5 Constructed Response item

13 ▼1.6 ▼8.1 ▼9.7 ▼12.6 1 ▼0.1 ▼15.9 ▼7.4 ▼7.3

14 ▼0.8 ▼27.7 ▼14.1 ▼21.9 2 ▼2.3 ▼22.8 ▼13.9 ▼24.1

15  0.0 ▼31.6 ▼10.4 ▼23.1 3 ▼1.5 ▼16.2 ▼13.0 ▼16.3

16 ▼2.2 ▼25.8 ▼26.0 ▼28.1 4 ▼2.7 ▼18.5 ▼11.7 ▼22.9

17  1.6 ▼2.9 ▼8.6 ▼16.3 5 ▼1.8 ▼19.8 ▼12.3 ▼18.7

18  2.7 ▼7.4 ▼5.5 ▼5.6 6 ▼2.8 ▼25.7 ▼11.6 ▼24.6

19 ▼0.8 ▼20.6  6.3 ▼15.2 7 ▼1.3 ▼19.8 ▼15.2 ▼16.1

20  2.0 ▼20.7 ▼7.1 ▼15.3 8 ▼3.6 ▼25.1 ▼20.4 ▼19.6

*More than 20% difference in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questions as sh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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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과의 정답률 차이가 5% 미만인 문

항은 정답률이 높은 8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40개 문항이

다. 이에 비해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과의 정답

률 차이가 5% 미만인 문항은 4개(정답률이 높은 문항 2개

포함)에 불과하고 20% 이상인 문항이 20개로 다문화 ·탈

북 가정 학생 집단 중 제일 많았다.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

우에도 차이가 5% 미만인 문항은 1개인 반면, 20% 이상인

문항이 5개이고, 탈북 가정 학생의 경우에도 차이가 5%

미만인 문항은 없는 반면, 20% 이상인 문항이 11개이다.

따라서 정답률 격차가 큰 문항의 수가 중도입국 학생에게

가장 많아 중도입국 학생의 척도 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현상과 일치하고 있다.

일반 학생보다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정답률이 크

게 낮은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이

과학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각 집단별로 일반 학생보다 정답률이 20% 이상 낮

은 문항을 내용영역 별로 살펴본 결과 Table 8과 같다. 

국내 출생 학생의 경우는 정답률 차이가 20% 이상으로

크게 나는 문항은 없다.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는 물리, 화

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에서 모두 출제된 문항 대비 격차

가 큰 문항의 비율이 각 영역 고루 50% 가량으로 실제 대

부분의 영역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물리의 경우

는 출제된 중영역 중에서 전기와 자기 관련 문항을 제외하

고 힘과 운동, 빛과 운동에서 각각 2문항으로 이 부분이 취

약함을 알 수 있다. 화학의 경우는 물질의 상태와 상태변

화 2문항,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 분리 2문항, 물질의 구조

1문항으로, 출제된 중영역 모두가 골고루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생물의 경우도, 동물 2문항, 식물 2문항, 생물의 구성

과 다양성 1문항으로 출제된 중영역 모두가 골고루 취약

함을 알 수 있다. 지구과학의 경우도 지질 2문항, 천문 1문

항, 대기와 해양 2문항으로 실제 대부분의 영역이 취약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탈북 가정 학생의 경우도

중도입국 학생의 그룹보다는 문항수는 다소 작지만 취약

한 중영역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는 중도입국 가정 학생이

나 탈북 가정 학생의 그룹보다는 정답률 격차가 큰 문항수

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물리의 경우는 힘과 운동 영역이 취

약하고 화학의 경우는 물질의 구조 영역, 지구과학의 경우

는 대기와 해양 영역이 취약하고 생물은 없다. 이로부터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는 생물보다는 물리, 화학, 지구

과학에서 어려운 개념을 다루는 부분에 취약한 것으로 보

여, 각 집단에 적합한 교수학습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2011 중학교 과학과 학업성취도 문항

40개 중에서 도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8개뿐이며,

나머지 32개의 문항에는 그림, 표, 그래프 등의 도식이 포

함되어 있다. 결국 과학 문항을 해결하는데 이러한 도식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 도식은 다문

Table 7. Distribution section of differentiation of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multiple culture-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5% 5 ~ 10% 10 ~ 15% 15 ~ 20% 20% ~

Students born in Korea 40 − − − −

Immigrated students 4 2 3 11 20

 Students of  foreign family 1 12 17 5 5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0 7 8 14 11

Table 8. Item number of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more than 20% differentiation for multiple culture-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Contents domain Students born in Korea Immigrated students Students of  foreign family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Physics − 1, 4, 6, CR2 4 1, CR2

Chemistry − 9, 10, 14, 15, 16 12, 16 14, 15, 16, CR4

Biology − 19, 20, 22, 24, CR6 − 22, CR6

Earth Science − 25, 28, 29, 30, CR8 29, CR8 27, 29, 31

Figure 2. Chemistry item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by group
of multiple culture-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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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집단, 특히 타국에서의 과학 교육의 경험을 가진 집단

에게 어려운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정답률 차이가 큰 화학 문항 분석을 통한 집단별 성취특성

화학 문항에서 일반 학생과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유형별 정답률을 보기 위해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전반

적으로 국내 출생 학생을 제외하고 다문화 ·탈북 가정 학

생의 정답률이 일반 학생보다 낮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도 입국 학생의 정답률이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유형 중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정답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화학 문항에서의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정답률 차

이를 구간별로 분포를 나타내면 Table 9와 같다.

국내 출생 학생의 경우는 화학 전 문항이 차이가 5% 미

만이었으나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 화학 문항에서 정답률

차이가 20% 이상인 문항이 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탈북 가정 학생으로 4개로 많았다. 화학 문항의 경우 주로

중도 입국 학생과 탈북 학생의 정답률 차이가 큰 문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 학생보다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정답률이 크

게 낮은 화학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탈북 가정 학

생이 화학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

고자 한다. 각 집단별로 일반 학생보다 정답률이 20% 이

상 낮은 문항을 살펴본 결과 Table 10과 같다. 

국내 출생 학생의 경우 화학 문항에서 정답률 차이가

20% 이상으로 크게 나는 문항은 없다. 중도입국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의 경우는 출제된 문항 대비 격차가 큰 문

항의 비율이 4~5개인 대략 50% 가량의 비율로 화학에서

실제 대부분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중역역으로 세분화해

서 살펴보면 중도입국 학생은 물질의 상태와 상태변화 2

문항,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 분리 2문항, 물질의 구조 1문

항으로 출제된 중영역 모두가 골고루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거의 비슷하게 탈북 가정 학생의 경우도 중도입국 가

정 학생의 그룹보다는 물질의 상태와 상태변화에서 1문항

으로 중도입국 학생보다 1문항 적지만 다른 중영역은 같

아서 취약한 중영역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는 중도입국 학생이나 탈북 가정

학생의 그룹보다는 정답률 격차가 큰 문항수는 상대적으

로 적고, 중영역에서 특히 물질의 구조 영역이 취약함을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 각각의 집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교수학습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 31.6%로 가장 격차가 큰

15번 문항을,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는 20.2%로 격차가

나는 12번 문항을, 탈북 가정 학생의 경우는 28.1%로 격차

가 가장 큰 16번 문항을 분석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도 입국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매우 낮은 화학 문항 분석

중도입국 학생의 정답률이 일반 학생의 정답률의 차이

가 31.6%로 가장 큰 문항은 Figure 3의 선다형 15번이다.

이 문항은 끓는점이 물질의 특성임을 이해하고 있는지와

액체의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

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일반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의 정답률 차이는 31.6%, 탈북 가정 학생과

의 정답률 차이는 23.1%, 외국인 학생과의 정답률 차이는

10.4%으로 중도입국 학생과의 정답률 차이가 가장 큰 문

항이다. 이 문항은 보통학력 학생과 기초학력 학생들을 구

분하는데 매우 좋은 문항으로20 중도입국 학생과 탈북 가

정 학생이 보통학력 학생보다는 기초학력 학생들의 비율

Table 9. Distribution section of differentiation of Chemistry item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multiple culture-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Students born in Korea Immigrated students  Students of  foreign family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 5% 10 0 0 0

5 ~ 10% 0 1 1 0

10 ~ 15% 0 1 6 4

15 ~ 20% 0 3 1 2

20% ~ 0 5 2 4

Table 10. Middle area comparison of Chemistry item with big difference of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multiple culture-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Middle Area
Students born 

in Korea
Immigrated 

students
 Students of  

foreign family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Chemistry 
Item No.

State of Matter and Phase Change − 9, 14 14

Characteristics of Matter and Seperation of Mixture − 10, 15 15, CR4

Structure of Matter − 16 12,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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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 오답

지 ④의 비율이 정답률과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보아 ‘불

꽃의 세기가 강하면 에탄올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끓는점에 대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탈북 가정 학

생의 경우는 오답이 ④번과 ⑤번으로 분산되어 있어 끓는

점에 대한 오개념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학력이 낮고, 특히 중도 입국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은 기초학력 학생들이 많으므로 기

초학력 향상을 위해 오개념을 바꾸어줄 수 있는 교수학습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가정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매우 낮은 화학 문항 분석

선다형 12번 문항은 Figure 4와 같이, 구리와 철의 원소

기호를 단순히 기억하고 있거나, 주어진 자료로부터 단서

를 찾아 보다 쉽게 기억을 상기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실제 외국인 가정의 학생들은 정답 다음으로 오

답 ③을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거의 4배 이상 많은 비율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와 철을 영어로 발음하고 그

첫 글자를 원소 기호로 선택한다면 오답 ③을 고르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원소 기호를 단순하게 외워 암기하는 식

의 학습적인 접근법이 외국인 가정 학생들의 경우 크게 강

조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식 부분

중 단순한 기억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

한 강조점이 덜한 외국인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정답률을

낮게 하는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탈북 가정 학생

의 경우는 오답지가 고루 분포된 것으로 보아 기초학력 학

생들이 무작위로 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매우 낮은 화학 문항 분석

선다형 16번 문항은 Figure 5와 같이 중도입국 가정 학

생은 일반 학생의 정답률에 비해 25.8% 낮고, 외국인 가정

학생과는 26.0%, 탈북 가정의 학생과의 격차는 28.1%로

탈북 가정 학생에게 정답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문항

Figure 4.  Big difference item of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by group of students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born in
country and general students.

Figure 5. Big difference item of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by group of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Figure 3. Big difference item of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by group of immigra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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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문항은 물질이 연속적인 덩어리가 아니라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

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실제 이 문항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의 결과가 도표나 그림이 아닌 문장의 형태로 진

술되어 있으며, 이것을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도 문

장의 형태로 진술되어 있다. 이는 다문화 ·탈북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긴 문장의 형태로 출제된 이 문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긴 문장으로 제

시된 문항이 국어에 서툰 다문화 ·탈북 학생들이 특히 어

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도입국 학생은 오

답지 ⑤번의 비율이 21.9%로 높았는데 이는 ‘두 물질을 혼

합하면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오개념을 주로 가지고 있거

나 두 번째 실험 결과만을 이용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탈북 가정 학생의 경우는 오답지 ④

번의 비율이 25.0%로 높아 ‘두 물질을 혼합하면 성질이 변

한다’라고 답한 것을 보면 황산구리 수용액과 같은 혼합

물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문항은 보통학력 학생과 기초학력 학생들을 구분하는 데

매우 좋은 문항으로20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은 물질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결론 도출 능력이 일반 학생

에 비해 부족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문항에서는 여러 가

지 실험의 결과가 도표나 그림이 아닌 문장의 형태로 진술

되어 있으며, 이것을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도 문장

의 형태로 진술되어 있다. 외국인 가정 학생과 탈북 학생

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긴 문장의 형태로 출제된 이 문

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것이 이 집단

이 일반 학생 집단보다 정답률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긴 문장으로 제시된 문항이 국

어에 서툰 다문화 ·탈북 학생들에게 특히 불리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의 집단별로 과학 성취도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

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검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항 분석에 대한 탐색 결과

는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의 유형별 집

단 특성에 의해 과학과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학업성취 특성을 분석하고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

해 드러난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과학 학업성취도는 일

반 학생에 비해 매우 낮다. 일반 학생에 비해 국내출생 학

생,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가정 학생, 탈북 가정 학생 모두

평균 점수 뿐 아니라 문항별 정답률도 전반적으로 낮으며,

일반 학생에 비해 우수학력과 보통학력보다는 기초학력

과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다. 

둘째,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하위집단별로 과학 학

업성취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국내출생 학생의 경우 다문

화 ·탈북 가정 학생 집단 중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으며,

일반 학생과의 격차도 크지 않은 반면, 중도입국 학생, 외

국인 가정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매우 낮

고, 일반 학생과의 격차도 매우 크다. 특히 다문화 ·탈북 가

정 학생의 그룹 중 중도입국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으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중도입국 학

생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가정의 불안, 부모와 떨어져 거

주한 경험, 교육적 공백 등에21,22 더해 새로운 문화에 적응

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한 것 등이23,24 그 원인이 될

것이다. 한편 탈북 학생의 경우는 연령에 관계없이 남한 사

회 적응을 위해서 학업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6 실제 많은 문항에서 일반 학생에 비해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결국 중도 입국 학생과 탈북 학생

들이 겪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및 북한의 상이한 교육체제

와 문화와 용어의 차이, 학업공백 등이6 그 원인이 될 것이다.

셋째, 일반 학생과의 정답률 차이가 큰 문항은 중도입국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의 경우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

학의 전 영역에서 고르게 취약하고 또한 각 영역에서 출제

된 중단원 모두가 골고루 취약함을 보인다. 한편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는 생물보다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이

취약하고, 각 영역의 중단원 중에서도 힘과 운동, 물질의

구조, 대기와 해양 단원인 특정 단원이 취약함을 보인다.

넷째, 일반 학생과의 정답률 차이가 가장 큰 화학 문항

을 분석한 결과, 중도입국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은 보통

학력과 기초 학력을 구분하는 문항에서 정답률이 현격히

떨어짐을 보이며 오개념도 많고, 오개념 수도 많았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 ·탈북 가정 유형별 하위 집단의 과학 학업

성취도가 각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국내출생 학생은 일반 학

생과 비교하여 학업 성취도 및 학업 성취 경향이 비슷한

반면, 중도 입국 학생과 탈북 가정 학생은 학업 성취가 매

우 낮고 답지 반응 경향도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도 이들 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일반 학생

에 비해서는 과학 성취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다문

화 ·탈북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은 각각의 집단의 상

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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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과학 교육 경험을 가진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

한 교육적인 지원이나 교육 공백을 가진 탈북 가정 학생들

을 위한 보충 교육 자료 및 교재들의 개발에도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의 과학 학습의 어려움

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말에 서툴고 가정에서 사

용하는 언어가 다를 가능성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도 보

인다. OECD(2006)에서 PISA2000과 2003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에7 의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학습에 사용하

는 언어가 다른 학생들의 경우 성취 수준이 낮았다. 표준

한국어가 서툰 부모가 자녀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 지도,

학교 활동 참여 등에 한계가 있어 그런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과 학습 부진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8 연구에

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경우가 과학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 일반 학생의 그것에 비해 클 수 있

다. 또한 남과 북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용어는 전 분야에

걸쳐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서 학술용어의 이질성이 심각

하다고 한다.16 따라서 언어는 다문화 ·탈북 학생들이 과

학을 배우고 평가받는데 있어서 상당한 장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 교육만

의 접근이 아닌 다문화 ·탈북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언어

적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어적

지원은 과학뿐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학 문항은 그림, 기호, 그래프 등의 도식 사용이

많고, 새롭고 생소한 과학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의 일반 학생들에게도 접근하는데 타 교과에 비해 어

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 문항의 특징은 다

문화 ·탈북 가정 학생 집단에게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으

며 과학적 도식은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집단, 특히 타

국에서의 과학 교육의 경험을 가진 집단에게 어려움이 되

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

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을 위해 그래프나 표 등의 도식을

문항에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2011년 전수 평가 자료만을 분석하였

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전체적

인 과학 학업 성취도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로 시행된 기간

동안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추이를 살

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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