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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별 정답률 편차에 따른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 특성 분석1)

허 난 (경기대학교 조교수)

양 성 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분석은 학교 현장에 교수․학습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적용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답지 반응 분포와 성취수준별(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정답률 편차를 분

석하였다. 우수학력 수준과 보통학력 수준, 보통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수준 사이의 정답률 편차를 계산하고 편차의

누적백분율 제3사분위수 이상의 문항을 선별한 후,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항들의 성취기준 및

특성들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취수준별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Ⅰ. 서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학업성취도 평가 또는

NAEA)는 1998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김명숙 외, 1998) 수립 이후, 평가 목적, 대상, 영역, 시

기, 유형, 표집 방법, 점수 체제, 교육 맥락 변인 조사 범위와 내용, 결과 분석과 활용, 법제적 지원 방안 등 다양

한 측면에서 변화․발전되어 왔다(김수진 외, 2016).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특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정, 교수・학습 개선, 교육 환경
개선과 같은 다양한 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이다(동효관 외,
2017a).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

지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성취수준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 등에 활용된다(이창훈 외, 20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제공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그 동안 내․외적 변인

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학생들의 성취수준별 특성에 관한 연구는 모든 학교급2)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각각의 성취수준의 특성 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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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2015-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수학 보고서(이인호 외, 2016; 동효관 외, 2017b)와 2017년 국

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주요 결과_중학교 수학 홍보자료(양성현 외, 2018)에 수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분석한 것이다.

2) 교육부(2013.04.24.; 2017.11.30.)는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3학년부터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수(국

수 영)와 표집(사 과)을 모두 폐지하고, 중학교는 5개 교과(국 사 수 과 영) 전수 시행에서 3개 교과(국 수 영)는 전수 시행

으로 2개 교과(사 과)는 표집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2017년부

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표집평가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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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수준과 수준 사이의 세부적 차이점에 대한 언급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현장 교사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기초학력 수준의 학생을 보통학력 수준으로 또는 보통학력 수준의

학생을 우수학력 수준으로 한 단계 위의 수준으로 안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찾게 된다. 물론 학업

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 단계 상승이 수학 교수․학습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나 일부 학생들에게는

성취수준의 단계 상승이 수학 학습에 또 다른 동기유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장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을 안내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고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성취수준에 대한 특성과 더불어

성취수준들 사이의 문항별 정답률 편차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 또한 성취수준별 학생 지도 방안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부터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이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됨에 따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5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은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이 적용되는 현 시점에서 학교

현장에 교수․학습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선다형 전 문항에 대한 답지 반응 분포와 성취수준별(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정답률 편차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수준, 보통학력과 우수학력 수준 사이에서 정

답률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추출하여 학생 수준별 지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취수준과 성취수준별 대표문항

학업성취도 평가는 준거참조평가(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로 학생의 성취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

초학력’과 이에 도달하지 못한 ‘기초학력 미달’의 성취수준으로 구분하며(정구향 외, 2003) 성취수준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Ⅱ-1>과 같다.

성취수준 정의

우수학력 평가 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과 기능을 대부분(80% 이상) 이해하고 수행한다.

보통학력
평가 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과 기능을 상당 부분(50% 이상 ∼ 80% 미만) 이
해하고 수행한다.

기초학력
평가 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과 기능을 부분적으로(20% 이상 ∼ 50% 미만)
이해하고 수행한다.

<표 Ⅱ-1> 학업성취도 평가 성취수준의 일반적인 특성(정구향 외, 2003; 조영미, 2006)

실제 평가 상황에서는 교과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의 세 가지 성취수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구분

하기 위해서 각 수준을 분할하는 점수가 필요하며,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2003년에 변형된 앙고프(Angoff)3) 방

3) Angoff 방법은 다양한 문헌에서 비교적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취수준의 기준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미국의 국가교육향상평가(NAEP), 영국의 교육과정평가(NCA)에서 수준 설정을 위해 오랫동안 활용해 온 방법이다.

Angoff는 분할점수 설정 절차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를테면 문항의 정답률을 판단할 내용 전문가의 수나 자격,

문항의 정답을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성취수준별 분할점수 산출 과정은

성취수준별 최소능력 개념에 대한 합의 도출, 성취수준별 학생들의 기대 정답률 산출, 성취수준별 분할점수 산출의 3단계

로 진행된다(도종훈ㆍ고정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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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수준별 분할점수를 설정하여 그 분할점수를 기준점(anchor points)으로 성취수준을 구분하여 활용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및 전수평가 체제로의 전환, 새로운 점수체제 도입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준

점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여 2015년에 교과별 성취수준을 재설정하였고, 2015년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새 기준

점에 의한 성취수준을 보고하고 있다(김수진 외, 2016). 학업성취도 평가 수학과에서는 각 성취수준의 학생들이

70% 이상이 정답을 한 문항 중에서 그 아래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70% 미만으로 정답을 한 문항을 성취수

준의 대표문항으로 보고 있다(조영미 외, 2004; 조영미, 2006; 도종훈・고정화, 2008). 이러한 수준 설정을 토대로
산출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교 3학년 선다형 문항의 성취수준별 대표문항 수는 <표 Ⅱ

-2>와 같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출제된 선다형 87문항 중 기초학력 대표문항은 5문항에 지나지 않고 있다.

성취수준
년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그 외4) 합계

2015 12 13 1 3 29

2016 12 13 3 1 29

2017 12 13 1 3 29

<표 Ⅱ-2> 2015-2017 학업성취도 평가 선다형 문항의 성취수준별 대표문항 수

2. 학업성취도 평가 성취수준 관련 선행연구

이광상과 박수민(2018)은 2015년 중학교 수학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서답형 2문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통

학력과 우수학력 수준의 학생들의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나 특정 내용 영역(좌표평면, 이차함수)과

서답형에 한정하여 논하였다. 이광상과 조윤동(2014)은 2010～2012년 중학교 수학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을, 조윤동과 이광상(2014)은 2010～2012년 초등학교 수학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하여 성취수준별

학업성취 특성을 도출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이봉주(2010)는 2003～2008년 초․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을 내용 영역별로 분류하고 학교급별로 전체 정답률이 가장 낮은 내용 영역

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항을 질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권점례(2012)는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초․중․고등학교 우수학력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도종훈과 고정화(2008)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성취수준별 대표 문항의 개념 및 수준별 수업에의 활용 방안을 학생들의 성취수준 진단

문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성취수준의 특성 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보통학력과 우수학력 각 수준과 수준 사이의 세부적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분

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보통학력과 우수학력 각 수준과 수준 간 세부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의 학업성취도 평가 선다형 문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4) 우수학력 수준의 학생들의 정답률이 70% 미만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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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선다형 전 문항에 대한 답지 반응 분포와

성취수준별(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정답률 편차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수

준, 보통학력과 우수학력 수준 사이에서 정답률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추출하여 학생

수준별 지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성취도 평가 선다형 문항의 성취수준별 정답률 편차를 산출하여 특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성취수

준별 정답률 편차 제3사분위수() 이상의 문항들의 특성을 내용 영역, 행동 영역, 성취기준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셋째,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성취수준별 지도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성취수준별 정답률 편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교 수학에서 출제된 선다형 문항의 성취수준별 정답률 편차(우

수학력과 보통학력, 보통학력과 기초학력)의 분석 결과는 <표 Ⅳ-1>과 같이 왜도5)와 첨도6) 측면에서 두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우수학력과 보통학력 사이의 편차가 3년 연속으로 왜도가 양으로 나타나는 정

적편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첨도는 음으로 나타나 보통학력과 기초학력 사이의 편차보다 문항별로 편차가 고르

게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우수학력과 보통학력 사이의 편차보다 보통학력과 기초학력 사이의 편

차가 첨도 측면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표 Ⅳ-1>의 상자 그림(Box Plot)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왜도는 ±를 넘는다면  유의수준에서, ±를 넘는다면  유의수준에서 정규성을 벗어

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댓값이 2 이하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7 이하이면 정규성을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배병렬, 2009; 우종필, 2014). 따라서 3개년간의 수준별 정답률의 편차는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선다형 문항의 성취수준별 정답률 편차(우수학력과 보통학력, 보통학력과 기초학력) 제3사분위수

()7) 이상의 문항이 단순히 %(7문항)에 해당되고 정규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수준과 수준 사이

의 편차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우수학력과 보통학력의 경우 제3사분위수

() 이상의 문항이 전체 편차 합의 %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통학력과 기초학력의 경우 제3사분위수

() 이상의 문항이 전체 편차 합의 %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표 Ⅳ-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5

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학력과 보통학력의 정답률 편차의 평균이 최소

5) 왜도(skewness): 자료의 대칭성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양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의 아래(좌측)에 몰려 있으며 음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의 위(우측)에 몰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6) 첨도(kurtosis): 분포곡선이 중심으로 집중된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음의 첨도는 꼬리 부근에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을 의미

하며 양의 첨도는 평균 부근에 사례가 몰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7) 가수집된 자료를 크기순으로 배열하여 4등분한 값을 사분위수(quartile)라 하고, 작은 값부터 %, %, %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제1사분위수( ), 제2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라 한다(고승곤 외, 2008).

정규분포에서는    가 성립하고, 부적편포에서는   가 성립하며 정적편포에서

는   가 성립한다(박도순, 2002; 성태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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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수준별
정답률 편차

2015년 2016년 2017년

A-B B-C A-B B-C A-B B-C

60

상자 그림
(Box Plot)

0

편차의 평균 24.08 30.35 23.33 28.67 24.98 26.18

최솟값 1.73 -1.08 0.44 -1.39 2.29 0.73

사분위
수

25%() 10.83 23.14 11.58 19.28 9.13 16.68

50%() 26.45 30.66 18.96 28.86 23.18 29.59

75%() 34.41 39.14 38.50 37.12 38.24 34.38

최댓값 50.90 55.89 55.08 57.10 58.18 55.50

왜도 0.1799 -0.3491 0.1212 0.1252 0.3016 -0.0507

첨도 -1.2610 0.1583 -1.2227 -0.1210 -1.0392 -0.2227

A: 우수학력 정답률, B: 보통학력 정답률, C: 기초학력 정답률

<표 Ⅳ-1> 2015-2017년 학업성취도 평가 선다형 문항 성취수준별 정답률 편차

23.33%p, 최대 24.98%p로 나타난 반면, 보통학력과 기초학력의 정답률 편차 평균은 최소 26.18%p, 최대 30.35%p

로 우수학력과 보통학력의 정답률 편차보다 보통학력과 기초학력의 편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편차의 평균 측면은 보통학력과 기초학력이 우수학력과 기초학력 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제3사

분위수() 이상의 문항의 편차 영향력은 우수학력과 보통학력 사이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취수준별 정답률 편차 제3사분위수() 이상의 문항들의 특성을 내용 영역, 행동 영

역, 성취기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수준에서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항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학생 수

준별 지도 방안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취수준별 정답률 편차에 따른 성취수준 간 특성

1)보통학력과 기초학력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학업성취도 평가 선다형 문항 중 보통학력과 기초학력 사이의 정답률 편차 상위

25%(각 년도별 7문항 총 21문항)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세부 정보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통학력과 기초학력의 정답률 편차에서 상위 25%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21개 문항 중 15개의 문항의 내용 영역이 ‘수와 연산(7문항)’과 ‘문

자와 식(8문항)’으로 나타났다. 둘째, 21개 문항 중 16개 문항의 행동 영역이 ‘계산(7문항)’과 ‘이해(9문항)’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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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문항

번호
성취기준

내용영역 행동영역 정답률(%)
편차

(%p)

수와

연산

문자

와식
함수

확률

과통

계

기하계산이해추론
문제

해결
전체

보통
학력
(B)

기초
학력
(C)

B-C

2017

10
제곱근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실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 ○ 63.81 72.79 36.41 36.38

19 확률의뜻과기본성질을이해하고간
단한확률계산을할수있다. ○ ○ 79.40 92.95 56.45 36.50

6
정수와 유리수의 성질을 이해하
고, 사칙계산을 할 수 있다. ○ ○ 77.10 89.20 52.64 36.56

13 간단한 등식을 변형할 수 있다. ○ ○ 50.82 55.14 17.84 37.30

4
정수와 유리수의 성질을 이해하
고, 사칙계산을 할 수 있다. ○ ○ 79.09 92.54 50.99 41.55

11 이차식의덧셈과뺄셈을할수있다. ○ ○ 68.49 82.83 34.03 48.80

8
지수법칙을이해하고, 다항식의곱
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다. ○ ○ 74.14 91.76 36.26 55.50

2016

13 순환소수의 뜻과 유리수와 순환
소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 ○ 78.03 89.21 52.02 37.19

17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
할 수 있다. ○ ○ 66.08 75.93 36.17 39.76

10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를 구할 수 있다. ○ ○ 59.92 67.42 26.36 41.06

24
일차부등식과 연립일차 부등식을
활용하여여러가지문제를해결할
수 있다.

○ ○ 58.14 65.34 23.01 42.33

25
닮은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문제를해결할수있다. ○ ○ 65.85 79.93 26.15 53.78

9 근호를 포함한 식의 사칙계산을
할 수 있다.

○ ○ 69.01 85.45 29.92 55.53

7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일차방
정식을 풀 수 있다. ○ ○ 65.72 81.12 24.02 57.10

2015

8
닮은 도형의 성질과 삼각형의 닮
음조건을 이해한다. ○ ○ 78.30 92.02 52.87 39.15

22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일차방
정식을 풀 수 있다.

○ ○ 79.82 93.57 53.55 40.02

1 일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 ○ 73.10 87.34 43.9 43.44

21
평행선에서 동위각과 엇각의 성
질을 이해한다. ○ ○ 58.84 69.79 23.32 46.47

7 근호를 포함한 식의 사칙계산을
할 수 있다.

○ ○ 53.17 63.41 16.47 46.94

18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일차부등식과 연립일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 ○ 59.36 71.90 21.72 50.18

3 정수와 유리수의 성질을 이해하
고, 사칙계산을 할 수 있다.

○ ○ 66.57 83.60 27.71 55.89

<표 Ⅳ-2> 2015-2017년 학업성취도 평가 선다형 문항 보통학력과 기초학력 정답률 편차 제3사분위수() 이상의 문항

되어 있었다. 조영미(2006)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 기초수준의 학생들이 수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약분과

같은 절차적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는 문항에 취약함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중학교 기초학력 수준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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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개년 간 출제된 87개 선다형 문항의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분류한 <표 Ⅳ-3>을 확

인해 보면 그 편중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체 87개의 문항 중 ‘수와 연산’, ‘문자와 식’을 내용 영역으로

하고, ‘계산’, ‘이해’를 행동 영역으로 출제된 문항은 총 26개 문항이며, 이 중 12개 문항이 보통학력 수준과 기초

학력 수준의 학생들 사이의 정답률 편차 사분위 점수 상위 25%에 해당되었다. 다시 말해, 전체 87개의 문항 중

‘수와 연산’, ‘문자와 식’을 내용 영역으로 하고, ‘계산’, ‘이해’를 행동 영역으로 출제된 문항의 비율은 29.89%(87

문항 중 26문항)에 지나지 않지만 보통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수준의 학생들 사이의 정답률 편차 사분위 점수 상

위 25%에 해당하는 비율은 57.14%(21문항 중 12문항)로 위에 언급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 영역
내용 영역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합계

수와 연산 4 6 2 3 15

문자와 식 9 7 2 6 24

함수 8 3 11

확률과 통계 1 6 4 1 12

기하 15 6 4 25

합계 14 42 14 17 87

<표 Ⅳ-3> 2015-2017년 학업성취도 평가 선다형 문항의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

보통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수준 학생들의 정답률 편차가 큰 문항 사례는 <표 Ⅳ-4>와 같다. 성취기준을 살

펴보아도 ‘이차식의 덧셈과 뺄셈’,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일차방정식’과 같은 간단한 계산이거나, ‘정수와 유

리수의 성질’, ‘제곱근의 뜻과 성질’, ‘등식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과 같은 낮은 정도의 이해를 요구하는 수준의

문항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수준 사이의 정답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러한 문항들의 답지 반응률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Ⅳ-1]8)과 같이 정답지에 대한 반응률이 우수학력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이 진행되다가 보통학력

하위수준의 학생들부터 기초학력 수준의 학생들까지 다소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역으로 보통학

력 수준의 학생의 경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정수와 유리수의 성질과 관련한 사칙계

산 등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Ⅱ장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년 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중 기초학력 대표문항이 5문항에 그

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수와 연산’, ‘문자와 식’을 내용

영역으로, ‘계산’, ‘이해’를 행동 영역으로 하는 간단한 연산과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에 좀 더 집중하여 지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교과서를 살펴보아도 모든 학년의 교과서가 내용 영역 측면에서

‘수와 연산’과 ‘문자와 식’이 교과서의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다. ‘수와 연산’과 ‘문자와 식’에 대한 선수 학습의 결

손은 타 내용 영역을 학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우정한․김영걸․신재훈, 2007). 학교현장에서도

수학학습부진아의 부진요인으로 선수 학습의 결손을 가장 일반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배진동․조정수, 2003;

박혜숙 외, 2004; 진선미․송영무, 2007). 수학은 위계성이 매우 엄격한 계통성을 지닌 교과의 특성 때문에 초기

학습에서의 학습 결손의 누적은 학습 부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신준국 외, 2014) 차후 학습에 중대한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이 학습 결손의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하며 학습부진 현상은 한번 일어나면 가속적으로 학습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시, 문항 반응 이론에 따라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OCC(option

characteristic curve)를 그려주는 KernSmoothIRT와 KernSmooth 패키지를 제공하는 통계 소프트웨어인 R을 활용하여 답

지별 반응이나 부분점수별 반응 분포 곡선을 제시하고 있다(동효관 외,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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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영역
년도

수와 연산 문자와 식

2017

정답률(%)
우수 보통 기초 전체

정답률(%)
우수 보통 기초 전체

97.84 89.20 52.64 77.10 97.27 82.83 34.03 68.49

2016

정답률(%)
우수 보통 기초 전체

정답률(%)
우수 보통 기초 전체

97.03 85.45 29.92 69.01 98.99 81.12 24.02 65.72

2015

정답률(%)
우수 보통 기초 전체

정답률(%)
우수 보통 기초 전체

98.56 83.60 27.71 66.57 98.35 71.90 21.72 59.36

<표 Ⅳ-4> 2015-2017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수준의 정답률 편차가 큰 문항 사례

부진 현상이 나타난다(박성익 외, 1984; 신성균 외, 1984).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기초학력 학생의 비율은 전체 응시자의 25% 내외(2015년: 29.21%, 2016년:

26.84%, 2017년: 24.67%)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학력을 갖추는 것은 국가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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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교 수학 7번과 9번 답지 반응률 분포(동효관 외, 2017b)

위해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학습 결손의 누적으로 인해 해당 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학습에 장애를 주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정화, 2008).

2)우수학력과 보통학력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학업성취도 평가 선다형 문항 중 우수학력과 보통학력 사이의 정답률 편차 상위

25%(각 년도별 7문항 총 21문항)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세부 정보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수학력과 보통학력의 정답률 편차에서 상위 25%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21개 문항 중 13개의 문항의 내용 영역이 ‘함수(6문항)’와 ‘기하(7문

항)’로 나타났다. 둘째, 21개 문항의 행동 영역이 ‘이해’, ‘추론’, ‘문제해결’ 각각 10, 5, 6문항으로 행동 영역이 ‘계

산’인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개년 간 출제된 87개 선다형 문항의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분류한 <표 Ⅳ-3>을 확

인해 보면 역시 그 편중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체 87개의 문항 중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를 내용 영

역으로 하고, ‘추론’, ‘문제해결’을 행동 영역으로 출제된 문항은 총 18개 문항이다. 이 중 9개 문항이 우수학력

수준과 보통학력 수준의 학생들 사이의 정답률 편차 사분위 점수 상위 25%에 해당되었다. 다시 말해, 전체 87개

의 문항 중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를 내용 영역으로 하고, ‘추론’, ‘문제해결’을 행동 영역으로 출제된 문항의

비율은 20.69%(87문항 중 18문항)에 지나지 않지만 우수학력 수준과 보통학력 수준의 학생들 사이의 정답률 편

차 사분위 점수 상위 25%에 해당하는 비율은 42.86%(21문항 중 9문항)로 위에 언급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학력 수준의 학생이 70% 이상 정답률이 나왔으나 기초학력이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보통학력 대표

문항이라 하였다. 이러한 보통학력 대표문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13문항씩 출제되었으며 내용 영

역과 행동 영역을 분류하면 <표 Ⅳ-6>과 같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기하’를 내용 영역으로 하고, ‘이해’를 행동 영역으로 하여 3개년 간 출제된 15문항

중 7문항이 보통학력 수준의 정답률이 70% 이상인 보통학력 대표문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성취기

준을 살펴보면 7문항 중 6문항이 ‘삼각형의 닮음과 합동’, ‘삼각형과 사각형의 기본 성질’에 국한되어 있었다. 다

시 말해, 보통학력 수준의 학생들이 3차원적 사고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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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문항
번호 성취기준

내용영역 행동영역 정답률(%) 편차
(%p)

수와
연산

문자
와식

함수확률과
통계

기하계산이해추론문제
해결

전체
우수
학력
(A)

보통
학력
(B)

A-B

2017

3 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내각과
외각의크기를구할수있다.

○ ○ 39.50 80.88 39.37 41.51

22 다면체와 회전체의 뜻과 그 성질
을 이해한다.

○ ○ 38.73 78.88 36.93 41.95

13 간단한 등식을 변형할 수 있다. ○ ○ 50.82 97.15 55.14 42.01

27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고, 최대공약
수와최소공배수를구할수있다.

○ ○ 33.75 77.54 30.26 47.28

16 다양한상황을표와식으로나타내
고함수의개념을이해한다.

○ ○ 47.35 91.44 43.46 47.98

14
부등식의기본성질을이해하고, 일
차부등식과 연립일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 ○ 40.31 88.75 39.67 49.08

29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
할 수 있다.

○ ○ 22.95 70.77 12.59 58.18

2016

20 상대도수의분포를이해하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 ○ 47.53 87.55 48.68 38.87

21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일차방정식
을활용하여여러가지문제를해
결할 수 있다.

○ ○ 41.69 77.36 37.22 40.14

16 확률의뜻과기본성질을이해하고간
단한확률계산을할수있다. ○ ○ 46.82 84.09 43.65 40.44

26 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내각과
외각의크기를구할수있다. ○ ○ 50.82 93.10 52.26 40.84

23
일차함수의그래프를그릴수있고,
그래프의성질을이해한다. ○ ○ 46.87 92.02 50.72 41.30

14 함수를 활용하여 실생활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 ○ 51.99 96.61 54.49 42.12

29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
할 수 있다. ○ ○ 36.16 83.69 28.61 55.08

2015

19 다면체와 회전체의 뜻과 그 성질
을 이해한다. ○ ○ 33.56 67.94 29.21 38.73

26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
할 수 있다. ○ ○ 51.30 98.76 57.02 41.74

11 제곱근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실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 ○ 45.10 87.36 45.16 42.20

16
일차함수의그래프를그릴수있고,
그래프의성질을이해한다. ○ ○ 44.13 84.47 40.82 43.65

25 일차함수의그래프를그릴수있고,
그래프의성질을이해한다. ○ ○ 50.67 96.64 50.77 45.87

27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 46.87 96.87 50.62 46.25

28
자료를정리하여줄기와잎그림,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을만들고이를해석할수있다.

○ ○ 41.72 90.28 39.38 50.90

<표 Ⅳ-5> 2015-2017년 학업성취도 평가 선다형 문항 우수학력과 보통학력 정답률 편차 제3사분위수() 이상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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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영역
내용 영역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합계

수와 연산 3 4 1 8

문자와 식 8 2 1 3 14

함수 1 1 2

확률과 통계 1 4 1 6

기하 7 2 9

합계 12 18 4 5 39

<표 Ⅳ-6> 2015-2017년 학업성취도 평가 보통학력 대표문항의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

우수학력 수준과 보통학력 수준 학생들의 정답률 편차가 큰 대표문항은 <표 Ⅳ-7>과 같다. 성취기준을 살펴

보면 ‘기하’에서는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 ‘다면체, 회전체의 성질’,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관련 내용의 빈

도가 높았으며, ‘함수’에서는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와 ‘함수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 유형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우수학력 수준과 보통학력 수준 사이의 정답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러한 문항들의 답지 반응률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Ⅳ-2]와 같이 정답지에 대한 반응률이 우수학력 하위수준의 학생들부터 기초학력 수준의 학생들

까지 다소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Ⅳ-2] 2016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교 수학 14번과 26번 답지 반응률 분포(동효관 외, 2017b)

이러한 결과는 보통학력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내용 영역 측면에서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에, 행동 영역의

측면에서는 ‘추론’, ‘문제해결’에 좀 더 집중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며, 특히 ‘기하’ 영역의 지도 시 3

차원적 개념에 더 집중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우수학력 수준과 보통학력 수준의 학생들 사이의 정답률 편차 사분위 점수 상위 25%에

해당하는 21개 문항 중 12문항(57.14%)이 문항번호 20번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수학과의 경우 동일한 문항

일지라도 문항의 위치에 따라 정답률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이상하․이봉주․손흥찬, 2007; 김재철․

김성훈․김선희, 2009; 이광호․고호경, 2010) 후반부로 갈수록 검사지의 전반적 난이도에 따라 개별 문항의 정

답률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검사지 구성에 있어 문항들을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의 순서로 배열하여야 한

다는 것은 하나의 지침으로 권장되며 이는 피험자가 겪을 수 있는 시험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홍은지․

성태제, 2015). 통상적으로 수학 검사지 구성에 있어 저난도의 문항에서 고난도의 문항으로 배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김재철 외, 2009) 학생들도 그러한 통념을 가지고 검사지에 접근한다. 즉 보통학력 수준과 우수학

력 수준의 정답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항이 후반부 문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검사지 구성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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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년도

함수 기하

2017

정답률(%)
우수 보통 기초 전체

정답률(%)
우수 보통 기초 전체

91.44 43.46 30.47 47.35 70.77 12.59 11.86 22.95

2016

정답률(%)
우수 보통 기초 전체

정답률(%)
우수 보통 기초 전체

96.61 54.49 22.20 51.99 83.69 28.61 18.59 36.16

2015

정답률(%)
우수 보통 기초 전체

정답률(%)
우수 보통 기초 전체

96.87 50.62 14.40 46.87 98.76 57.02 17.88 51.3

<표 Ⅳ-7> 2015-2017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학력 수준과 보통학력 수준의 정답률 편차가 큰 문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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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찾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본다면 보통학력 수준 학생들의 내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보통학력 학생들이 기초학력 수준의 학생들보다 간단한 연산과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으나 우수학력 수준 학생들과 비교하여 두 수준 사이에 문항 해결 과정에 투여된 시간적 차이

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필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출한 최종 결과물만을

분석할 뿐 학생들이 어떠한 문항에 얼마의 시간을 소요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산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통학

력 수준의 경우 학생들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검사지 후반부 문항에 투여되는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보통학력 수준과 우수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의 원인

은 인지적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정의적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1999년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된 이후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1980년을 전후로 이미 중학교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수준의 학생을 비롯한 각 수준별 학생들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수준별 정답률 편차를 분석하였

다. 보통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수준 각 수준의 학생들이 어떠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해당 수준의 학생들에 맞는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각 수준의 학생
들이 한 단계 상승된 수준으로 옮아갈 수 있는 효과적 지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수준의 정답률 편차를 분석한 결과, 편차 상위 25%에 해당하는 21개 문항

중 15개의 문항의 내용 영역이 ‘수와 연산(7문항)’과 ‘문자와 식(8문항)’으로 나타났으며, 21개 문항 중 16개 문항

의 행동 영역이 ‘계산(7문항)’과 ‘이해(9문항)’에 편중되어 있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개년 간 출제된 87개의

선다형 문항 중 ‘수와 연산’, ‘문자와 식’을 내용 영역으로 하고, ‘계산’, ‘이해’를 행동 영역으로 출제된 문항의 비

율은 29.89%(87문항 중 26문항)에 지나지 않지만 보통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수준의 학생들 사이의 정답률 편차

사분위 점수 상위 25%에 해당하는 비율은 57.14%(21문항 중 12문항)로 위에 언급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수와 연산’, ‘문자와 식’을 내

용 영역으로, ‘계산’, ‘이해’를 행동 영역으로 하는 간단한 연산과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에 좀 더 집중하여 지도하

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와 연산’과 ‘문자와 식’에 대한 선수 학습의 결손은 타 내용의 학

습을 진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우정한 외, 2007).

둘째, 우수학력 수준과 보통학력 수준의 정답률 편차를 분석한 결과, 편차 상위 25%에 해당하는 21개 문항

중 13개의 문항의 내용 영역이 ‘함수(6문항)’과 ‘기하(7문항)’로 나타났으며, 21개 문항의 행동 영역이 ‘이해’, ‘추

론’, ‘문제해결’ 각각 10, 5, 6문항으로 행동 영역이 ‘계산’인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개년

간 선다형으로 출제된 87개의 문항 중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를 내용 영역으로 하고, ‘추론’, ‘문제해결’을 행

동 영역으로 출제된 문항은 총 18개 문항이다. 이 중 9개 문항이 우수학력 수준과 보통학력 수준의 학생들 사이

의 정답률 편차 사분위 점수 상위 25%에 해당되었다. 다시 말해, 전체 87개의 문항 중 ‘함수’, ‘확률과 통계’, ‘기

하’를 내용 영역으로 하고, ‘추론’, ‘문제해결’을 행동 영역으로 출제된 문항의 비율은 20.69%(87문항 중 18문항)

에 지나지 않지만 우수학력 수준과 보통학력 수준의 학생들 사이의 정답률 편차 사분위 점수 상위 25%에 해당

하는 비율은 42.86%(21문항 중 9문항)로 위에 언급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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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와 연산’, ‘문자와 식’을 내용 영역으로 하고, ‘계산’, ‘이해’를 행동 영역으로 출제된 문항은 총 26개 문항이

었다. 이 중 5개 문항은 기초학력 수준의 정답률이 70% 이상인 기초학력 대표문항이었으며, 나머지 21개 문항

중 17개 문항이 보통학력 수준의 정답률이 70% 이상인 보통학력 대표문항이었다. 반면 ‘함수’, ‘확률과 통계’, ‘기

하’를 내용 영역으로 하고, ‘추론’, ‘문제해결’을 행동 영역으로 출제된 문항은 총 18개 문항 중 4문항에 불과하였

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보통학력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내용 영역 측면에서는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에, 행

동 영역 측면에서는 ‘추론’, ‘문제해결’에 좀 더 집중하여 지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하’를 내용 영역으로 하고, ‘이해’를 행동 영역으로 하여 3개년 간 출제된 15문항 중 7문항이 보통학

력 수준의 정답률이 70% 이상인 보통학력 대표문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7문

항 중 6문항이 ‘삼각형의 닮음과 합동’, ‘삼각형과 사각형의 기본 성질’에 국한되어 있었다. 즉 보통학력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기하’ 영역 지도 시 3차원적 개념에 더 집중하여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우수학력 수준과

보통학력 수준의 학생들 사이의 정답률 편차 사분위 점수 상위 25%에 해당하는 21개 문항 중 12문항(57.14%)이

문항번호 20번 이상에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수준별 정답률 편차를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학력진단검사’와 같은 서비스를 학교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 서

비스(https://naea.kice.re.kr/)’에서 ‘맞춤형 학력진단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이트에서는 학교급별로 ‘교과’,

‘내용 영역’, ‘성취수준’ 등을 설정하면 각 수준에 해당하는 문항이 제공된다. 2018년 현재 초등학교 3개 교과(국

어, 영어, 수학)가 한정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2018년 말에 중학교까지 확장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현장 교사

들이 각 수준의 학생들에게 맞는 문항을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둘째,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서답형 및 서술형 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보다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반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컴퓨터 기반 평가가 도입될 경우 지필검사

형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평가 결과의 제공이 가능하다(김경희 외, 2013). 학생들이

어떠한 문항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학생의 문항 접근 순서는 어떠하였는지 등의 정보도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 동일한 문항일지라도 학생 개개인 마다 문항별 투여시간을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학생 모두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깊이 고려하여 시행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신준국 외, 2014).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상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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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 Analysis of Content Areas and Behavioral Areas Based 
on the Deviation of NAEA Achievement Level-Based Correct-Answ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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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analysis of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NAEA) can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school fiel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eviation of NAEA achievement level-based 
correct-answer rate and the distribution of the responses percentages for three years from 2015 to 2017 focused on 
multiple-choice items. First we calculated the deviation of correct-answer rate between advanced level and proficient 
level and between proficient level and basic level, and then we selected the items whose deviation of correct-answer 
rate is more than the third quartile. We explored what the content areas, behavior area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each item are and what the achievement standard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questions 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intend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appropriate teaching-learning methods at each achievement-leve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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