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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ang, In Young. 2022. Effect of student characteristics on the high school 
students’ below-basic achievement level in English: Focusing on the changes 
after COVID-19 outbreak.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208-228.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on the factors predicting the English achievement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n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NAEA). 
Accordingly, this study addressed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differences in student characteristics between the below-basic 
achievement level students and basic-and-above achievement level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Second,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factors predicting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levels between 2019 
and 2020? Altogether Nineteen variables related to family background, daily life, 
school life, IT use, and cognitive and affective abilities were examined, and 
t-test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ecame more important following the COVID-19 outbreak.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not only manage the quality of the content of online 
classes and emphasize on digital literacy, but also help students develop their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such that they can effectively manage their own 
learning and use learn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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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3월 28일 교육부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초학력 보장을 국정과

제로 삼고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및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시도이다(교육부 2019). 교육
부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비중을 파악하고 
지원하며, 지원 방안 발표 이후로 중등학교와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교육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특히 등교를 하지 않
고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확대로 인해 학생 개인의 가정 학습 환경, 학습 스타일 및 전략, 
정의적 특성 등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
육학술정보원의 2020년 연구자료(계보경 외 2020)에 따르면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 
수준의 격차가 “커졌다”와 “매우 커졌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약 79%였으며, 이러한 격차의 심화
에 대한 원인으로는 64.92%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를 꼽았다. 또한 이 보고서에
서는 실제로 학습 격차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갑작스러운 비대면 수업의 도입 및 확대로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교육을 포함한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COVID-19가 각 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 및 현재까지의 교육적 논의를 바탕으로 
COVID-19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들과 기초학력 이상인 학생들
의 가정환경 및 일상생활, 학교생활, IT 활용, 인지 및 정의적 역량은 2019년과 2020년
에 각각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을 예측하는 요인은 2019년과 비교
하여 2020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2. 선행 연구
 
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 교과 기초학력 미달에 관한 연구 

최근 10여 년간 기초학력 미달에 관해 교육학 및 교과 교육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 영어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도 적지 않게 수행되었다. 이영주
(2012)에서는 영어 교과 기초학력 미달과 기초학력 이상 초등학생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비
교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후 이들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는
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한 듣기 및 어휘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을 
진단할 수 있는 대표 문항이 늘어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영주(2013)에서는 고등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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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영어 교과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태도와 학습활
동 특성 총 8개의 변수가 기초학력 미달과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을 t-검정, 상관
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도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근거
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과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 간에는 특히 수업 태
도에서 차이가 컸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의 차이도 큰 것으로 드러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의 수업 태도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 맞춤형 멘토링을 제안하였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안영은(2019)에서는 학습조직풍토 요
인에 초점을 두어 고등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최소 기준학력 도달에 미치는 학교 수준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영어 교과와 관련하여 도출된 결과에서는 교장의 교수학습 지원, 방과
후학교 참여율, 교수학습 연수 비율이 유의미했다. 정혜경(2013)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으며, 곽현주 외(2016)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
교 특성 변수가 우수 집단과 기초학력 미달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2.2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관한 연구

최근 COVID-19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수업 운영 현
황 및 이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그리고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0년 자료에
서는 전국 85만 명의 초·중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COVID-19로 인한 원격교육의 장점, 효과, 실태, 교육격차 인식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 있다(계보경 외 2020). 

영어 교과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김은정(2021)에서는 중등학교 현장 교사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비대면 영어 수업 현황과 이에 대한 영어 교사들의 인식 및 COVID-19 시대에 
교사가 가져야 할 자질을 제안하였으며, 박민주, Judy Yin(2021)에서는 5명의 중등학교 현장 교
사와 5회의 심층 면담을 3개월 동안 진행하여, 온라인 수업의 시작, 실행,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
한 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사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오한나(2021)에서는 설문에 대한 172명
의 초·중등 영어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영어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지식 증진 방안을 논의하
였고, 김규미(2021)에서는 대학교에서의 비대면 교양 영어 수업과 집합식 대면 수업의 효과를 비
교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박선호(2020)에서는 설문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 7명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을 분석하는 등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범교과적으로 논의된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많은데 그중 일부를 살펴보면, 윤혜림
(2021)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와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수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논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김형수(2021)에서도 본격적
인 온라인 수업의 도입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은순(2020)에서는 
교육 공학적인 관점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교수·학습 설계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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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를 강조하였으며, 손병덕, 김민선(2021)에서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교
육복지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조사하여, 멘토링 및 비대면 학습지원, 학생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임정훈 외(2021)에서는 비대면 수업 설계 모형을 고안하여 제시하기
도 하였다. 

이처럼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교사들의 인식 혹은 교수자
들의 역량으로서 테크놀로지를 살펴본 경향이 있다. 하지만 등교 일수가 줄고, 원격 수업이 확대
되는 등 COVID-19로 인한 학습 환경의 변화가 집합식 교실 수업이 학생들에게 행사하는 통제를 
약화하는 반면, 학생들의 개인 특성이 학습 과정에서 더욱 발현되게 하는 상황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 중 어떤 요소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교사들이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량의 자료를 이용한 양적 분석을 통해 COVID-19로 인해 발생한 변화를 더욱 정교하게 살펴보
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도 비대면 업무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현 상황에서, 비대면 교수·학습이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
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3. 분석 방법 
3.1 분석 자료 

COVID-19 전후 기초학력 미달에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에서 2019년과 2020년에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 교과의 성취도 수준 결과와, 같
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9년과 2020년 평가는 3% 
표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부터 역량 중심 평가를 도입하여 2019년과 2020년 평가는 
동일한 평가 틀을 사용하였다(구남욱 외 2021).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일반화가 기초
학력 미달에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OVID-19의 영향이 없었던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COVID-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의 비교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역량 중심 평가가 도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웠다. 2019
년에는 총 11,557명의 학생(남학생 6,077명, 여학생 5,480명)(서민희 외 2020), 2020년에는 총 
10,526명(남학생 5,121명, 여학생 5,405명)이 평가에 포함되었다(구남욱 외 2021).

3.2 변수 및 측정 문항

3.2.1 교과 성취 수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성취 수준을 4수준으로 구분하는 준거참조평가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로, 1수준(기초학력 미달), 2수준(기초학력), 3수준(보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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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4수준(우수학력)으로 학생들의 성취를 정의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 수준의 
일반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구남욱 외 2021).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 수준 정의

출처: 김희경 외(2019, p. 73)

최근 국내외에서 사회 정책적인 초점이 되는 1수준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과 2~4수준의 기초
학력 이상인 학생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1’, ‘기초학력’, ‘보통학력’, ‘우수
학력’을 ‘0’으로 코딩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3.2.2 영어 교과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요인 

본 연구에서는 2019년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미치는 학생 특성 요인 영
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대상 설문 문항을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을 학생들의 가
정환경 및 일상생활, 학교생활, IT 활동, 인지 및 정의적 역량으로 범주화하여 변수로 만든 뒤 각 
변수에 속하는 질문들의 응답 간 신뢰도(Cronbach’s α)를 구한 후 후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
는 질문들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 영역에 포함된 설문 문항과 코딩 척도는 표 2에 제시하였
다. 

표 2. 영어 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미달에의 영향 요인으로 가정한 변수별 문항 및 코딩 척도
영역 변수 문항 코딩 척도

가정환경 및 
일상생활

학교생활에 
관한 
부모와의 
소통

 부모님(가족)과 학교생활, 교우 관계 등에 대해 이
야기한다.

 부모님(가족)과 학교 공부에 대해 이야기한다.

4점: 거의 매일 
3점: 일주일에 한두 번 
2점: 한 달에 한두 번 
1점: 전혀 하지 않음

일 평균 수면 
시간

 여러분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
니까?

7점: 10시간 이상
6점: 9～10시간
5점: 8～9시간 
4점: 7～8시간 
3점: 6～7시간 
2점: 5～6시간 
1점: 5시간 미만

가정 내 책 
보유량

 집에 책이 몇 권 정도 있습니까?(잡지, 신문, 교과
서, 참고서는 제외합니다.)

5점: 200권 이상 
4점: 101～200권 
3점: 26～100권 

성취 수준 정의
4수준(우수학력)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한다.
3수준(보통학력)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수행한다.
2수준(기초학력)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한다.
1수준(기초학력 미달)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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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11～25권 
1점: 0～10권

일 평균 독서 
시간  취미로 독서를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5점: 2시간 이상 
4점: 2～3시간 
3점: 1～2시간 
2점: 1시간 미만 
1점: 전혀 하지 않음

일 평균 운동 
시간

 학교 체육 수업 시간 외에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합
니까?

5점: 거의 매일 
4점: 일주일에 3～4회 
3점: 일주일에 1～2회 
2점: 한 달에 1～2회 
1점: 전혀 하지 않음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학교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5점: 3시간 이상 
4점: 1～2시간 
3점: 30분～1시간 
2점: 30분 미만 
1점: 전혀 하지 않음

학교생활

수업 준비 및 
참여도

 나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 준비물 등을 잘 챙
긴다.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편이다.
 나는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한다.
 나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나는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선생님께 질문을 잘 

하는 편이다.
 나는 수업 시간에 토론, 모둠 활동, 실험·실습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점: 매우 그렇다 
3점: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생활 
행복도

 우리 학교에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이 계신다.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
 나는 학교에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나는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우리 학교는 동아리 활동, 방과후학교 등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서 좋다.
 우리 학교는 중요한 결정(축제, 교칙, 학교 편의시

설, 건의 사항 등)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
다.

 우리 학교는 시설(도서실, 컴퓨터실, 음악실, 과학
실, 체육관, 운동장, 급식실,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좋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다.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좋

다.

학생-교사 
관계

 선생님은 내가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아신다.

 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
리해서 설명해 주신다.

 선생님은 내가 수업에 흥미가 있는지를 잘 아신다.
 선생님은 내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하신다.
 선생님은 내가 질문에 대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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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다.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

도록 하신다.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이해할 때까

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 주신다.

IT 활동

학습  하루 평균 컴퓨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정도 - 
학습(온라인학습지, 인터넷강의 등) 5점: 3시간 이상 

4점: 2～3시간 
3점: 1～2시간 
2점: 1시간 미만 
1점: 사용하지 않음

의사소통  하루 평균 컴퓨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정도 - 
의사소통(채팅, 소셜네트워크 등)

시사 검색  하루 평균 컴퓨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정도 – 
시사 검색(최신 뉴스, 정보 등 관심 주제 검색)

여가  하루 평균 컴퓨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정도 - 
여가(게임, 음악 등)

인지 및 정의
적 역량

진로 성숙도

 나는 장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분명한 목표
가 있다.

 나는 교과 공부, 취미 생활,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나의 흥미나 적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나의 진로를 선택할 때 주위 사람(부모님, 선생님, 
형제자매 등)의 생각보다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하
다.

 나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적성과 
흥미, 필요한 공부, 자격증 등)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
업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4점: 매우 그렇다 
3점: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학습 전략

 나는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암기하려고 여러 번 
외운다.

 나는 주요 개념, 사실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공부
한다.

 나는 공부할 때, 먼저 앞부분에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한다.

 나는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간단히 요약한다.
 학습 자료를 읽다가 혼돈되는 부분이 있을 때 되

돌아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공부가 진행되는지 점검

한다.
 공부할 때 학습활동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 스스

로 목표를 정한다.

영어 자신감
 나는 대체로 영어를 잘한다.
 영어는 내가 잘하는 과목 중 하나이다.
 나는 영어 수업 시간에 어려운 내용도 잘 이해한

다.
 나는 영어 과목에 자신이 있다.

영어 가치

 나는 영어가 국제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영어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배우는 데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한다.

 영어 공부는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영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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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민희 외 (2020, pp. 126~138)

영역별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동일 변수 내의 문항 간 신뢰도는 
0.74~0.94였다. 

표 3. 영어 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미달에의 영향 요인으로 가정한 변수의 문항 정보

3.3 분석 방법

2019년과 2020년에 시행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영어 교과에서의 기초학력 미달을 예
측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하여 성취수준(기초학력 미달 = 1, 기초학력 이상 = 0)을 종속변수
로, 19개의 학생 특성 관련 요인(학교생활에 관한 부모와의 소통, 일 평균 수면 시간, 가정 내 책 
보유량, 일 평균 운동 시간,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수업 준비 및 참여도, 학교생활 행복도, 학생
-교사 관계, 학습 목적, 의사소통 목적, 시사 검색 목적, 여가 목적 IT 활동, 진로 성숙도, 학습 
전략, 영어 자신감, 영어 가치, 영어 흥미, 영어 학습의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2019년 자료

목에서 배울 수 있다.

영어 흥미
 영어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이다.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영어 공부에 흥미가 있다.
 나는 영어가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영어 
학습의욕

 나는 영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한다.
 나는 영어 공부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영어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

속해서 노력한다.
 나는 영어 공부를 할 때에 최선을 다한다.

영역 변수 문항 수 신뢰도
2019 2020

가정환경 및 
일상생활

학교생활에 관한 부모와의 소통 2 0.75 0.74
일 평균 수면 시간 1 - -
가정 내 책 보유량 1 - -
일 평균 독서 시간 1 - -
일 평균 운동 시간 1 - -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1 - -
학교생활

수업 준비 및 참여도 6 0.82 0.84
학교생활 행복도 10 0.84 0.84
학생-교사 관계 7 0.88 0.89

IT 활동
학습 1 - -

의사소통 1 - -
시사 검색 1 - -

여가 1 - -

인지 및 
정의적 역량

진로 성숙도 6 0.86 0.86
학습 전략 7 0.84 0.84

영어 자신감 4 0.93 0.94
영어 가치 4 0.85 0.85
영어 흥미 4 0.94 0.94

영어 학습의욕 4 0.90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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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20년 자료 각각에 대해 t-검정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정에서는 학
생 관련 각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평균값을 기초학력 미달 집단과 기초학력 이상 집단의 비
교를 통해, 두 집단이 보이는 전반적인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COVID-19 전후의 비교를 통해 
두 집단의 특성의 차이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비대
면 수업의 확대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의 변화가 기초학력 미달을 예측하는 변수들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에서 후진 제거법을 시행하였으며 회귀계수 
추정은 Wald 검정법, 단계 선택에 대한 확률은 제거 시 0.05로 설정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27을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2019년과 2020년의 성취 수준별 응답의 차이

2019년과 2020년에 평가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은 11,557명, 2020년은 10,526이었으나, 결측치를 제외하고 2019년은 11,518명, 
2020년은 10,458명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019년과 2020년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영역의 각 성취 수준별 인원과 비율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영어) 1수준～4수준 인원 및 비율: 2019년과 2020년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의 비율이 3.5%에서 7.9%로 COVID-19 발생 이후 확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4수준인 우수학력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도 2019년 40.2%에서 2020년 
37.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COVID-19 이후 학력 저하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의 응답 평균값의 차이를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살펴보고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학생 전체 수(N, 결측치 제외), 응답 평균
값(M)과 표준편차(SD), 그리고 각 연도의 기초학력 미달 집단과 기초학력 이상 집단 평균의 차
이 및 이에 대한 t-검정 결과를, ‘가정환경 및 일상생활’, ‘학교생활’, ‘IT 활동’, ‘인지 및 정의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표 5-표 8에 제시한다.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이상
계1수준

(기초학력 미달)
2수준

(기초학력)
3수준

(보통학력)
4수준

(우수학력)
2019 405

(3.5%)
1999

(17.3%)
4463

(38.6%)
4651

(40.2%)
11,518

(100.0%)
2020 826명

(7.9%)
1,516명
(14.5%)

4,234명
(40.5%)

3,882명
(37.1%)

10,458명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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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9년과 2020년 기초학력 미달 집단과 기초학력 이상 집단의 응답 평균값 및 
t-검정 결과: 가정환경 및 일상생활

표 5에 제시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일상생활에 대한 응답을 영어 교과 기초학
력 미달 집단과 기초학력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보다 학교에 관한 부모와의 소통이 적고, 일 평균 수면 시간은 길며, 가정 내 책 보유량이 
적고, 일 평균 독서 시간은 짧으나 운동 시간은 길고, 자율학습 시간도 짧았다. 

t-검정 결과,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2019년에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지만 2020년에는 일 평균 독서 시간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의 일 평균 독서 시간은 
줄어들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독서 시간은 반대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술 
될 표 9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9년에 비해 COVID-19가 발생한 2020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들의 평균 독서 시간은 줄어들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스스
로 시간 관리를 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시기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독서 활동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각 변수별 효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Cohen’s d를 참고하였는데, 학생들의 
가정환경 및 일상생활에서는 두 집단 간 평균 자율학습 시간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유일하게 
Cohen’s d 수치가 0.8 이상으로 큰 효과 크기를 나타내었다.     

연도 변수 성취수준 N M SD 평균차 t df p d

2019

학교에 관한 
부모와의 소통

기초이상 11083 3.19 0.70 0.40 10.941 11476 .000 .560기초미달 395 2.79 0.81 
일 평균 수면 

시간
기초이상 11074 2.49 1.08 -0.42 -7.506 11465 .000 -.385기초미달 393 2.91 1.33 

가정 내 책 
보유량

기초이상 11078 3.67 1.18 0.61 10.072 11471 .000 .516기초미달 395 3.05 1.36 
일 평균 독서 

시간
기초이상 11078 1.91 0.97 0.22 4.477 11471 .000 .229기초미달 395 1.69 1.01 

일 평균 운동 
시간

기초이상 11076 2.76 1.33 -0.53 -7.737 11469 .000 -.396기초미달 395 3.29 1.43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기초이상 11074 3.47 1.19 1.20 19.668 11467 .000 1.007기초미달 395 2.27 1.22 

2020

학교에 관한 
부모와의 소통

기초이상 9573 3.11 0.735 0.33 12.044 10382 .000 .440기초미달 811 2.78 0.807
일 평균 수면 

시간
기초이상 9564 2.48 1.103 -0.48 -11.498 10369 .000 -.421기초미달 807 2.96 1.528

가정 내 책 
보유량

기초이상 9570 3.46 1.222 0.44 9.793 10375 .000 .359기초미달 807 3.02 1.394
일 평균 독서 

시간
기초이상 9563 1.84 0.968 0.03 0.957 10371 .338 .035기초미달 810 1.8 1.111

일 평균 운동 
시간

기초이상 9565 2.65 1.328 -0.47 -9.636 10373 .000 -.353기초미달 810 3.12 1.469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기초이상 9556 3.5 1.226 1.01 22.13 10356 .000 .814기초미달 802 2.4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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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9년과 2020년 기초학력 미달 집단과 기초학력 이상 집단의 응답 평균값 및 
t-검정 결과: 학교생활

표 6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응답을 기초학력 미달과 기초학력 이상
의 집단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과 비교해 수업 준비 
및 참여도가 낮고, 학교생활 행복도도 낮으며,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차는 수업 준비 및 참여도는 0.53으로 큰 편이었으나, 학교생활 행복도와 
학생-교사 관계의 경우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집단 간 차이는 2020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 2019년과 2020년 두 해 모두 두 집단 간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등교 일수 감소 및 비대면 수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간
의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두 집단 간에는 수업 준
비 및 참여도만 효과 크기가 두 해 모두 0.8(Cohen’s d)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7. 2019년과 2020년 기초학력 미달 집단과 기초학력 이상 집단의 응답 평균값 및 
t-검정 결과: IT 활동

연도 변수 성취수준 N M SD 평균차 t df p d

2019

수업 준비 
및 참여도

기초이상 11084 2.89 0.55 0.53 18.683 11477 .000 .957기초미달 395 2.36 0.66 
학교생활 
행복도

기초이상 11088 3.13 0.46 0.15 6.456 11481 .000 .331기초미달 395 2.98 0.54 
학생-교사 

관계
기초이상 11085 2.98 0.52 0.18 6.564 11478 .000 .336기초미달 395 2.80 0.63 

2020

수업 준비 
및 참여도

기초이상 9579 2.83 0.587 0.51 23.334 10387 .000 .854기초미달 810 2.32 0.705
학교생활 
행복도

기초이상 9578 3.1 0.462 0.17 9.996 10386 .000 .366기초미달 810 2.93 0.536
학생-교사 

관계
기초이상 9578 2.96 0.537 0.18 8.727 10386 .000 .319기초미달 810 2.79 0.666

연도 변수 성취수준 N M SD 평균차 t df p d

2019

IT 활동 
(학습)

기초이상 11040 2.21 1.09 0.44 7.821 11429 .000 .402기초미달 391 1.77 1.13 
IT 활동 

(의사소통)
기초이상 11046 2.87 1.12 -0.27 -4.589 11436 .000 -.236기초미달 392 3.14 1.34 

IT 활동 
(시사 검색)

기초이상 11040 2.17 0.87 -0.16 -3.602 11431 .000 -.185기초미달 393 2.33 1.16 
IT 활동 
(여가)

기초이상 11066 3.24 1.10 -0.41 -7.292 11457 .000 -.374기초미달 393 3.66 1.25 

2020

IT 활동 
(학습)

기초이상 9525 2.56 1.214 0.48 10.57 10325 .000 .389기초미달 802 2.09 1.314
IT 활동

(의사소통)
기초이상 9540 2.99 1.145 -0.26 -6.168 10343 .000 -.226기초미달 805 3.25 1.349

IT 활동
(시사 검색)

기초이상 9533 2.18 0.888 -0.18 -5.351 10338 .000 -.196기초미달 807 2.36 1.158
IT 활동 
(여가)

기초이상 9538 3.49 1.109 -0.23 -5.663 10340 .000 -.208기초미달 804 3.72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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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컴퓨터 및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제시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보다 학습 목적의 IT 활동 시간은 적지만, 의사소통, 시사 검색, 여가를 위
한 IT 활동 시간은 많았다. t-검정 결과 두 집단의 차이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유의미했다. 
흥미로운 점은 COVID-19로 인해 등교 일수가 2019년에 비해 줄어든 2020년의 경우 두 집단 간
에 여가를 위한 IT 사용 시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여가 목적의 IT 사용을 
많이 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9 참조). 하지만 효과 크기를 비교할 때 IT 활동과 관련
된 변수들은 0.2 혹은 0.5 미만으로 대체로 차이가 작거나,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나,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 모두 기초학력 미달 집단과 이상 집단의 IT 
활동의 차이는 유의미하지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2019년과 2020년 기초학력 미달 집단과 기초학력 이상 집단의 응답 평균값 및 
t-검정 결과: 인지 및 정의적 역량

표 8은 인지 및 정의적 역량에서의 기초학력 미달 집단과 기초학력 이상 집단의 차이를 나타낸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보다 진로 성숙도가 낮고, 학습 전략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영어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또한, 영어에 대한 흥
미 및 영어 학습 의욕도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t-검정 결과 집단 간 차이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했다. 효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2019년과 2020년 모두
에서 영어 학습의욕, 학습 전략, 영어 가치가 Cohen’s d 값 0.8 이상으로 집단 간 큰 차이가 있었던 
반면, 진로 성숙도는 매우 차이가 작았고(2019 Cohen’s d =.194, 2020 Cohen’s d =.119), 영어 흥
미는 중간 정도의 차이(2019 Cohen’s d =.628, 2020 Cohen’s d =.520)로 드러났다. 

연도 변수 성취수준 N M SD 평균차 t df p d

2019

진로 성숙도
기초이상 11086 3.18 0.58 0.11 3.796 11479 .000 .194기초미달 395 3.06 0.68 

학습 전략 기초이상 11086 2.87 0.54 0.54 18.996 11478 .000 .974기초미달 394 2.34 0.70 
영어 자신감

기초이상 11079 2.37 0.81 0.52 12.668 11471 .000 .649기초미달 394 1.85 0.76 
영어 가치 기초이상 11078 3.19 0.65 0.56 16.743 11470 .000 .858기초미달 394 2.62 0.84 
영어 흥미 기초이상 11080 2.54 0.82 0.51 12.255 11472 .000 .628기초미달 394 2.03 0.78 

영어 학습의욕
기초이상 11081 2.96 0.71 0.81 21.937 11473 .000 1.125기초미달 394 2.16 0.80 

2020

진로 성숙도
기초이상 9577 3.18 0.586 0.07 3.248 10386 .001 .119기초미달 811 3.1 0.696

학습 전략 기초이상 9574 2.86 0.543 0.49 23.742 10381 .000 .869기초미달 809 2.38 0.73
영어 자신감

기초이상 9566 2.37 0.813 0.43 14.265 10371 .000 .523기초미달 807 1.94 0.828
영어 가치 기초이상 9566 3.19 0.643 0.50 20.422 10371 .000 .749기초미달 807 2.69 0.886
영어 흥미 기초이상 9566 2.51 0.823 0.43 14.196 10371 .000 .520기초미달 807 2.08 0.87

영어 학습의욕
기초이상 9564 2.94 0.715 0.73 27.348 10369 .000 1.002기초미달 807 2.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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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19년과 2002년의 학업성취도 영어 교과 기초학력 미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영어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을 예측하는 학생 요인의 확인을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는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영어 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미
달에 대한 19개의 영향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결과는 각 변수별로 2019년과 2020년
의 분석에 포함된 학생 전체의 수(N, 결측치 제외), 평균값(M), 표준편차(SD)를 보여준다.

표 9. 영어 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미달에의 영향 요인으로 가정한 19개 변수의 기술통계
영역 변수 년도 N M SD

가정환경 및 
일상생활

학교에 관한 부모와의 소통 2019 11498 3.17 0.71 
2020 10424 3.08 0.75

일 평균 수면 시간 2019 11487 2.50 1.10 
2020 10411 2.52 1.15

가정 내 책 보유량 2019 11493 3.64 1.19 
2020 10417 3.43 1.24

일 평균 독서 시간 2019 11493 1.91 0.97 
2020 10413 1.84 0.98

일 평균 운동 시간 2019 11491 2.78 1.34 
2020 10415 2.69 1.35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2019 11489 3.43 1.21 
2020 10398 3.42 1.27

학교생활
수업 준비 및 참여도 2019 11499 2.87 0.56 

2020 10429 2.79 0.61
학교생활 행복도 2019 11503 3.12 0.46 

2020 10428 3.09 0.47
학생-교사 관계 2019 11500 2.97 0.53 

2020 10428 2.95 0.55

IT 활동

학습 2019 11451 2.20 1.09 
2020 10367 2.52 1.23

의사소통 2019 11458 2.88 1.13 
2020 10384 3.01 1.17

시사 검색 2019 11453 2.18 0.88 
2020 10379 2.19 0.91

여가 목적 2019 11479 3.26 1.11 
2020 10381 3.51 1.12

인지 및 
정의적 역량

진로 성숙도 2019 11501 3.17 0.59 
2020 10428 3.17 0.60

학습 전략 2019 11500 2.85 0.56 
2020 10423 2.83 0.58

영어 자신감 2019 11493 2.35 0.81 
2020 10413 2.34 0.82

영어 가치 2019 11492 3.17 0.67 
2020 10413 3.15 0.68

영어 흥미 2019 11494 2.52 0.82 
2020 10413 2.48 0.84

영어 학습의욕 2019 11495 2.94 0.73 
2020 10411 2.89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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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 제시된 19개의 변수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영역에서 2019년과 2020년이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학습 목적 IT 활동(2019년 2.20, 2020년 2.52)
과 여가 목적 IT 활동(2019년 3.26, 2020년 3.51)이 2019년에 비하여 2020년에 상당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 목적의 IT 사용도 늘어났다. 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0
년에는 학생들의 독서 시간은 평균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영어 학습의욕과 수업 준비 및 참여도
도 약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개 변수 중 2019년과 2020년 영어 교과 기초학력 미
달을 예측하는 변수를 선별하기 위해 실시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10과 표 11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10. 2019년 영어 교과 기초학력 미달 예측 변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표 10은 2019년 학업성취도 결과 및 설문 응답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11단계에서 
도출된 최종 모형의 결과이다. 11단계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204(Nagelkerke R2)이며, 2019년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을 예측하는 변수는 일 평균 수면 시간, 가정 내 책 보유량, 일 
평균 운동 시간,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수업 준비 및 참여도, 시사 검색을 위한 IT 활동, 영어 
가치, 영어 흥미, 영어 학습의욕으로 드러났다. 척도가 다른 변수 간의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화 회귀계수(β)를 구하였다.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도출된 9개의 변수를 표준화 회귀
계수 순으로 나열하면, 영어 학습의욕,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영어 흥미, 일 평균 운동 시간, 가
정 내 책 보유량, 수업 준비 및 참여도, 영어 가치, 시사 검색, 일 평균 수면 시간이다.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 평균 수면 시간, 일 평균 운동 시간, 시사 검색을 위한 IT 
활동, 영어 흥미의 로지스틱 회귀계수는 정적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즉 수면 시
간이 길수록, 운동 시간이 많을수록, 시사 검색을 하면서 IT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어에 흥미가 
높을수록 영어 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가정 내 책 
보유량,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수업 준비 및 참여도, 영어 가치, 영어 학습의욕에서는 로지스틱 
계수가 부적이므로 가정 내 책 보유량이 많을수록,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이 길수록, 수업 준비 
및 참여를 많이 할수록, 영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수록, 영어 교과에 대한 학습의욕이 높을수록 
기초학력 미달이 될 가능성은 작아진다고 나타났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영어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영어 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이 될 가
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값도 큰 편이었다.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가 영어 교과의 성적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짐작

영역 변수 B β SE Wald df p Exp(B)
가정환경 및 

일상생활
일 평균 수면 시간 .111 .121 .044 6.274 1 .012 1.117
가정 내 책 보유량 -.209 -.249 .043 23.966 1 .000 .812
일 평균 운동 시간 .204 .273 .039 27.211 1 .000 1.226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368 -.446 .058 40.276 1 .000 .692
학교생활 수업 준비 및 참여도 -.369 -.208 .125 8.703 1 .003 .691
IT 활동 시사 검색 .169 .148 .054 9.916 1 .002 1.184
인지 및 

정의적 역량
영어 가치 -.294 -.196 .089 11.023 1 .001 .745
영어 흥미 .405 .334 .120 11.393 1 .001 1.499

영어 학습의욕 -.895 -.656 .135 43.860 1 .000 .408
(상수항) .354 -4.055 .339 1.090 1 .29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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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가 있는 부분은 영어의 의사소통적 측면일 
수 있으나, 영어 교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런 측면이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관
점에서 생각해보면, 영어에 대한 흥미가 클수록 기초학력 미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영어에 
대한 흥미가 작을수록 기초학력 이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인데, 이는 학생들이 영어 교과 학
습에 대해 갖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 교과에 대한 
흥미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영어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을 수 
있는데, 영어 교과에서 학업 성취가 큰 학생일수록 외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들일지라도 영어에 흥미는 있지만, 학습 의욕은 없을 수 있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11. 2020년 영어 교과 기초학력 미달 예측 변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표 11은 2020년 학업성취도 결과 및 설문 응답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6단계에서 도
출된 최종 모형의 결과이다. 6단계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220(Nagelkerke R2)이며, 2020년 학업성
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을 예측하는 변수는 2019년 결과의 최종 모형에 포함되었던 일 평균 수
면 시간, 가정 내 책 보유량, 일 평균 운동 시간,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수업 준비 및 참여도, 시
사 검색을 위한 IT 활동, 영어 가치, 영어 흥미, 영어 학습의욕과 더불어 학습을 위한 IT 활동, 의
사소통을 위한 IT 활동, 여가를 위한 IT 활동, 진로 성숙도, 학습 전략도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
다.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바탕으로 각 변수의 영향의 크기를 나열하면, 2019년과 마찬가지로 영어 
학습의욕의 회귀계수가 가장 컸으며, 영어 흥미,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수업 준비 및 참여도, 영어 
가치, 일 평균 운동 시간, 일 평균 수면 시간, 여가 목적 IT 활동, 가정 내 책 보유량, 시사 검색 목
적 IT 활동, 학습 전략, 진로 성숙도, 학습 목적 IT 활용, 의사소통 목적 IT 활동 순이었다. 

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일 평균 수면 시간, 일 평균 운동 시간, 시사 검색을 
위한 IT 활동, 영어 흥미의 로지스틱 계수는 정적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영어 
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일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가정 내 책 보유량,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수
업 준비 및 참여도, 영어 가치, 영어 학습의욕의 로지스틱 계수는 부적으로 나타나 가정 내 책 보
유량이 많고,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이 길고, 수업 준비 및 참여를 많이 하고, 영어의 가치를 높

영역 변수 B β SE Wald df p Exp(B)
가정환경 및 

일상생활
일 평균 수면 시간 .182 .209 .032 33.136 1 .000 1.200
가정 내 책 보유량 -.116 -.144 .032 13.423 1 .000 .891
일 평균 운동 시간 .170 .229 .029 34.389 1 .000 1.185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230 -.293 .042 30.218 1 .000 .794
학교생활 수업 준비 및 참여도 -.476 -.292 .091 27.223 1 .000 .621

IT 활동
학습 .081 .100 .041 3.912 1 .048 1.084

의사소통 .083 .097 .036 5.297 1 .021 1.087
시사 검색 .145 .132 .043 11.349 1 .001 1.156

여가 -.152 -.170 .040 14.414 1 .000 .859

인지 및 
정의적 역량

진로 성숙도 .178 .106 .067 6.965 1 .008 1.195
학습 전략 -.199 -.114 .092 4.639 1 .031 .820
영어 가치 -.342 -.233 .066 26.622 1 .000 .710
영어 흥미 .396 .331 .081 23.642 1 .000 1.486

영어 학습의욕 -.858 -.647 .095 81.092 1 .000 .424
(상수항) .902 -3.027 .330 7.478 1 .006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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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하고, 영어 교과에 대한 학습의욕이 높은 경우 기초학력 미달이 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추가로 2020년 평가에서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도입과 등교 일수의 감소로 인해, 

학습, 의사소통, 여가를 위한 IT 활동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생들의 
IT 활동과 관련된 모든 변수가 기초학력 미달에 기여했다. 학습을 위한 IT 활동, 의사소통을 위한 
IT 활동, 시사 검색을 위한 IT 활동이 많을수록 기초학력 미달이 될 가능성이 컸으며, 여가를 위
한 IT 활동이 많을수록 기초학력 미달이 될 가능성은 작았다. 하지만 네 가지 목적의 IT 활동 중 
학습을 위한 IT 활동 및 의사소통을 위한 IT 활동의 회귀계수는 모든 변수 중에 가장 낮아서 이 
변수들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지 및 정의적 역량에서는 진로 성숙도가 높을수록 기초학력 미달이 될 가능성이 컸다. 진로 
성숙도의 경우 진로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학생의 경우, 영어와 관련된 진로나 영어가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영어 교과의 학습에 충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19년에는 유의미한 예측 변수가 아니었으나, 2020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 중에서
는 학습 전략이 주목할 만한데, 학습 전략을 잘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기초학력 미달이 될 가능성
이 작았다. COVID-19로 인한 등교 일수 감소와 원격 수업의 확대로 메타인지적 학습 역량이 중
요한 변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영어 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생 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2019년
과 2020년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COVID-19 이후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4.1에서 제시한 2019년과 2020년의 기초
학력 미달 집단과 기초학력 이상 집단의 학생 특성 변수의 차이에 대한 Cohen’s d 값을 살펴본 
결과, 0.8 이상의 큰 효과를 보이는 변수들은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수업 준비 및 참여도, 학습 
전략, 영어 가치, 영어 학습의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2의 회귀분석 결과 이러한 자기 주도
적 학습 능력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대체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2019년과 2020년에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도출
된 변수들을 β 값의 절댓값이 큰 순서로 표 12에 나열하였다.

표 12. 2019년과 2020년의 영어 교과 기초학력 미달 예측 변수 비교: β 값(절댓값) 순
2019 β 2020 β

1 영어 학습의욕 -0.656 영어 학습의욕 -0.647 
2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0.446 영어 흥미 0.331
3 영어 흥미 0.334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0.293
4 일 평균 운동 시간 0.273 수업 준비 및 참여도 -0.292
5 가정 내 책 보유량 -0.249 영어 가치 -0.233
6 수업 준비 및 참여도 -0.208 일 평균 운동 시간 0.229
7 영어 가치 -0.196 일 평균 수면 시간 0.209
8 시사 검색 0.148 여가 -0.17
9 일 평균 수면 시간 0.121 가정 내 책 보유량 -0.144
10 시사 검색 0.132
11 학습 전략 -0.114
12 진로 성숙도 0.106
13 학습 0.1
14 의사소통 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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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학습 의
욕의 표준화된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가장 커서 기초학력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 의욕
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업 준비 및 참여도와 영어 가치 
변수의 중요도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더 커졌다는 점이다. 2019년에는 이 두 변수가 일 
평균 운동 시간 및 가정 내 책 보유량보다 영향력이 작았지만, 2020년에는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0년에는 2019년에 유의미하지 않았던 학습 전략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로 인해 등교 일수가 감소하고,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것의 자연
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집합식 교실 수업의 통제가 줄어들고 학생들의 자율성이 커지게 되면서 학
생 자신이 얼마나 학습 의욕을 가졌는지가 중요하고, 영어가 입시 혹은 취업에 대해 가지는 가치
를 더 잘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또한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학
생의 학업성취도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학생이 영어 학습이 왜 필요
한지 인식하고, 자신의 학습 욕구를 알고, 학습의욕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고, 교사와의 상호작
용의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학습 목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Knowles 1975)이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
졌음을 시사한다. 

웹 기반 학습은 교실에서의 대면 수업보다 학습 효과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웹 기반 학습에서 학습에 대한 방향감을 잃기 쉽고, 인지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Conklin and Begeman 1988, 김준희 2007에서 재인용). 결국 교사의 도움이 적은 비대면 수업
에서는 대면 수업에서보다 학생들이 가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전술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0년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들은 원격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하였으며, 그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
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은 실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평가 학생들의 
설문 결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집합식 교사 주도형 수업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함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 필요하며, 교수자 또한 비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
도록 수업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비대면 강의 콘텐츠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
는 매개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

취도 영어 교과의 평가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COVID-19로 인해 영어 교과 기초학
력 미달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특성 요인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환경 및 일상생활, 학교생활, IT 활동, 인지 및 정의적 역량에 해당하
는 19개의 학생 특성 변수(학교생활에 관한 부모와의 소통, 일 평균 수면 시간, 가정 내 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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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일 평균 운동 시간,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수업 준비 및 참여도, 학교생활 행복도, 학생-교
사 관계, 학습 목적, 의사소통 목적, 시사 검색 목적, 여가 목적 IT 활동, 진로 성숙도, 학습 전략, 
영어 자신감, 영어 가치, 영어 흥미, 영어 학습의욕)와 관련하여 기초학력 미달 및 기초학력 이상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을 
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기초학력 미달을 예측하는 변수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보다, 학교에 관해 부모와 소통이 적
고, 일 평균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은 많았으며, 가정 내 책 보유량과 독서 시간이 적었다. 그리
고 수업 준비 및 참여도, 학교생활 행복도, 학생-교사 관계에서 평균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
었다. 또한, 의사소통, 시사 검색, 여가를 위해 컴퓨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었으며,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진로 성숙도, 학습 전략의 사용, 영어 자신감, 
영어 가치, 영어 흥미, 영어 학습의욕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보다 
평균값이 낮았다. 전체 변수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는 t-검정 결과 2019년과 2020년에 일 평
균 독서 시간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 평균 독서 시간의 경우 2019년에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으나, 2020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
년 두 해 모두 효과 크기(Cohen’s d)가 0.8 이상으로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인 변수는 일 평균 자
율학습 시간, 수업 준비 및 참여도, 학습 전략, 영어 가치, 영어 학습의욕이었다.

2019년과 2020년 기초학력 미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별하기 위하여 실행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2019년에는 최종 모형에 일 평균 수면 시간, 가정 내 책 보유
량, 일 평균 운동 시간, 일 평균 자율학습 시간, 수업 준비 및 참여도, 시사 검색을 위한 IT 활동, 
영어 가치, 영어 흥미, 영어 학습의욕이 남았으며, 2020년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의 최종 모
형에는 학습, 의사소통, 여가 목적의 IT 활용, 진로 성숙도, 학습 전략이 함께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영어 학습의욕이 높고, 수업 준비를 잘하고 참여를 활
발히 하며, 영어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자율학습 시간이 길고, 학습 전략을 잘 활용할 경우 기초
학력 미달이 될 가능성이 작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COVID-19의 발생과 
상관없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도달 여부에는 영어 학습의욕의 영향이 가장 컸다. 둘째, COVID-19 
이전보다, 학생들의 수업 준비 및 참여도의 영향이 더 커졌다. 셋째, 영어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학업 성취에 더욱 중요해졌다. 넷째, 학습 전략의 효과적인 사용이 기초학력 도달 여부
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OVID-19로 인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중
요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되는 상황
에서 비대면 수업 콘텐츠의 질을 관리하고, 테크놀로지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수자의 역량
과 학습 환경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비대면 수업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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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영어(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고등학생(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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