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학습 시간이 길수록, 수업태도가 좋을수록,
학업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높다’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 비율 ‘증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그림 1] 중·고 전체 보통학력 이상 비율(%) 추이

[그림 2] 중·고 전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가 77.7%, 고등학교가 82.8%로, 고등
학교가 더 높았다. 과목별로는 중학교의 경우 국어 90.1%, 수학
68.2%, 영어 74.7%이고, 고등학교는 국어 84.1%, 수학 78.2%, 영
어 86.0%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학교가 3.6%, 고등학교가 4.5%로, 고등학
교가 다소 높았다. 과목별로는 중학교의 경우 국어 2.0%, 수학
4.9%, 영어 4.0%이고, 고등학교는 국어 3.2%, 수학 5.3%, 영어
5.1%로 나타났다.
[그림3] 중학교교과별기초학력미달비율(%) 추이

[그림4]고등학교교과별기초학력미달비율(%)추이

전년 대비 보통학력 이상 및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시·도 간 격차 ‘증가’

시·도 교육청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살펴보면, 울산교육청이
89.1%로 가장 높았고, 대구교육청(88.7%), 부산교육청(85.3%), 대
전교육청(85.1%)도 85%이상의 높은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나타냈
다. 반면 강원교육청은 75.4%로 가장 낮았고, 충남교육청도 77.2%
로 낮은 편이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강원교육청과
가장 높은 울산교육청과의 차이는 13.7%p로, 전년 12.9%p보다
0.8%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5] 시·도교육청별보통학력이상비율(%) 추이

시·도 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살펴보면, 울산교육청이
0.9%로 가장 낮았고, 대구교육청(1.2%)도 2% 미만의 낮은 기초학
력 미달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6.0%로 가장 높았고,
강원교육청(5.1%), 전북교육청(5.0%)도 높은 편이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교육청과 가장 낮은 울산교육청과의 차
이는 5.1%p로, 전년 4.7%p보다 0.4%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6] 시·도교육청별기초학력미달비율(%) 추이

자기주도학습 시간, 수업태도, 학업적 효능감, 학업성취도에 영향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길수록, 수업태도가 좋을수록, 학업적 효
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공부
하는 시간이 하루 3시간 이상일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92.0%
로 가장 높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2%로 가장 낮았다. 수업태
도에 따른 보통학력 이상 비율의 차이는 31.8%p(상: 91.4%, 하:
59.6%),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차이는 10.3%p(상: 1.2%, 하:
11.5%)로 나타났다. 학업적 효능감에 따른 보통학력 이상 비율 차
이는 29.3%p(상: 89.4%, 하: 60.1%), 기초학력 미달 비율 차이는
8.3%p(상: 2.0%, 하: 10.3%)로 나타났다.

[그림 7] 자기주도학습 시간, 수업태도, 학업적 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교생활 행복도(심리적응도, 교육환경 만족도) 및 교사와의
관계, 학업성취도에 영향

심리적응도가 높을수록,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심리적응도에 따른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 차이는
16.0%p(상: 87.1%, 하: 71.1%), 기초학력 미달 비율 차이는
4.6%p(상: 2.4%, 하: 7.0%)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만족도에 따른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 차이는 5.3%p(상: 81.9%, 하:
76.6%), 기초학력 미달 비율 차이는 2.3%p(상: 3.6%, 하: 5.9%)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 따른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 차
이는 10.4%p(긍정: 81.6%, 부정: 71.2%), 기초학력 미달 비율 차
이는 3.6%p(긍정: 3.6%, 부정: 7.2%)로 나타났다.
[그림 8] 심리적응도, 교육환경 만족도, 교사와의 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 확대 통한 기초학력 보장 책무성 제고

○ 교육부는 2016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
라, 시·도 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전년보다 기초학력 향상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
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두드림학교 운영,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 학습부진아 등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관련 법령* 조항이
올해 신설됨에 따라, 시·도별 연수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
생 맞춤형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7항(‘16.8.2.) :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
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
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8항(‘16.8.2.) :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