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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세계적으

로도 상당히 높은 반면, 과도한 학습시간에 따라 학습효율성은 매

우 낮게 나타나 학습시간 감축 및 학습효율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학습시간을 늘리고 학

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정책인 야간자율학습이 고등학생의

학습시간과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의 학습시간 및 학

습효율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는 학업성취도 및 가구소득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SELS) 초등학교 패널의 6차년도 학생 데이터

와 7차년도(2016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학교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야간자율학습 시행의 효과를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 학교

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활용한 후,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야

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는 미시행학교와 비교했을 때, 강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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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송파에 위치하는 학교의 비율이 더 적었고, 남자교장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가 더 적었으며, 세출

에서 선택적 교육활동의 비율이 더 낮았고, 학교 평균 모학력도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을 살펴보면, 예상과 다르게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학습시간이 더 적게 나타났다. 반면 학습시간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살펴본 결과,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생들의 학습효

율성이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간자율학습의 시행

여부가 학습효율성에 영향을 준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학습시간과

야간자율학습 시행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야간자

율학습 시행이 학습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야간자율학습 정책은 학습시간은 강제

로 늘릴 수 있지만, 학습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야간자율학습이 학생들의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학업성취도 수준 및 가구소득 집단별로 야간자율학습 정

책이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업

성취도 상위집단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학습효율성

이 유의미하게 정적 효과를 보였다. 한편, 가구소득 집단별로 야간

자율학습 시행 여부에 따른 학습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

상위집단에서 학습효율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 및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

에 차별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가 높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학습효율성에 야간자율학습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정책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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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특성을

보면,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에 비해 강남·서초·송파에 위치하는

비율과 모학력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습지원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한편, 학생복

지 및 교육격차 해소 항목의 세출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야간자율

학습 시행학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SES)이 더 낮은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이처럼 SES가 낮은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은 방과

후 학습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득 하위 분

위의 학생들이 학습시간 투입 대비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야간자율학습시간을 통해 공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야간자율학습의 의도한 효과인 학습시간 증가에 따른 학

업성취도 향상의 효과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가구소득이 높

은 학생들의 경우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주도적 학

습 역량을 가진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은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학습시간을 늘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

이 필요하며, 학습역량이 생기기 위해서는 학습지도 및 학습지원

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특별자습지도보

다는 스스로 학습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자습지도가 더 필요

하다.

셋째,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야간자율학습의 시행이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야간자율학습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한 결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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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할 때 학

습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선택적 참여방식을 유지하며,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및 지도를 제공

함으로써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학

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야간자율학습, 학습시간, 학업성취도, 학습효율성, 경향점수

매칭법

학 번 : 2017-2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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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경기도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대두되었다(동아일보, 2016.7.1.). 경기도교육감은 사실상 야간자율학습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나, 학력 저하 및 사교육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아짐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16). 그러나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석식을 없애고 방과 후에는 학교 밖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의 폐지

정책이라는 논란이 지속되기도 했다(중앙일보, 2017.3.28.). 야간자율학습

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방과 후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

공하고 학습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부시간을 확보하고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점을 강조한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

의 학습선택권과 학습효율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찬반논의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며, 야

간자율학습이 생겨난 때로부터 지난 40년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기

도 하다. 야간자율학습은 1970년대 후반부터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확보

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생

겨난 한국의 독특한 학교정책이다(최정용, 2016). 이 정책은 학생들의 과

도한 학습시간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규제하는 정책이 등장하여 중단이 되기도 했으나,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학교에서 시행되기를 반복하며 오늘날까지 전국에 80.5%(2017년 기준)의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김병욱, 2017). 2000년대부터 야간자율학습

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고 2010년대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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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금지하는

항목이 등장하면서 학생들은 법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획

득하게 되었다(배한진, 진미정, 2017). 한편 최근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효율성이 떨어진다 문제제기와 함께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전창완,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야간자율학습 정책에서 문제가 되었던 강제

적 참여가 개선되어 야간자율학습 참여에 대한 자율적 권한이 학생들에

게 주어지는 오늘날의 변화된 학습 풍토에서 야간자율학습 정책의 효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의 정책 목표인 학습시간 증대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의 효과를 학습효율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

야간자율학습 정책은 의도한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학습시간의 투자와

관련된 정책이다. 야간자율학습의 시초로 볼 수 있는 자율학습은 과외

및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하는 ‘7.30 교육개혁 조치’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장했으며(동아일보, 1981.4.9.), 이는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

습시간을 늘리면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다. 즉,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학습시간 투자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학습시간은 학업성취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아졌지만. 그

에 비해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10대들의 생활시간과 행복

에 대해 조사한 정익중(201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모든

학교급에서 권장공부시간1)을 초과하는 비율이 40퍼센트가 넘었으며. 과

1)「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표 개발연구보고서」(정익중 외, 2016)에서

제시한 아동생활시간 권장기준을 활용하였다. 아동의 주요 생활영역을 수면, 공

부, 운동, 미디어 4개로 선정하고, 국제적 기준을 검토하여 각 생활시간에 대한

권장기준을 선정하였다. 공부시간의 경우 숙제 시간에 관한 Cooper(2007)의 기

준을 바탕으로 ‘일일 혼자 공부시간 적정 기준(초등 저학년 0~30분, 초등 고학

년 30~60분, 중학생 60~90분, 고등학생 90~120분)을 참고하되 방과후 학교 활동

및 사교육이 일반화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상한 기준선을 학교급별로 60

분씩 상향하였다. 최종 권장공부시간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30~120분, 중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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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학습시간 배분이 다른 필수 시간을 희생하게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

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

자율학습은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최준영, 2008). 이에 야간자율학습의 자율

성이 보장되는 오늘날에도 야간자율학습이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과도하

게 늘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학습시간의 투자는 학습효율성의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

다.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수학점수 및 수학학습시간에 대

해 분석한 유한구, 김영식(201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

가 중에서 수학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수학 학습시간 또한 가

장 길었고, 이에 학습시간 대비 성취도를 구한 학습효율성 지수는 34개

국 중에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성인의 학

습역량을 평가하는 PIAAC(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수리력은 OECD 평균 이

하였으며, 학습효율성도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한구, 김영식(2017)

은 청소년기에 입시에 치중된 학습으로 반복 및 암기 위주의 학습태도가

형성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학습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습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에 학습시간을

늘려 학업성취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진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시간

대비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시간을 늘리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

교정책인 야간자율학습이 고등학생의 학습시간과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야간자율학습 정책을 실시하

는 학교의 특성을 분석하여 야간자율학습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을 탐색

하고, 야간자율학습 정책의 시행에 따라 의도한 효과대로 학생들의 학습

시간 및 학습효율성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야간자율학습

효과가 학업성취도 수준 및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60~150분, 고등학생이 90~18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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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집단을 나누어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시간 및 학

습효율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본 연구

의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습시간을 늘리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정책으로

서 야간자율학습이 고등학생의 학습시간과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논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특징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특성

을 분석하는 것이다.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 특성의 차이

를 분석함으로써 야간자율학습 정책을 시행하는 배경과 의도한 목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야간자율학습 여부에 따른 집단별 기술통계

치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야간자율학습 시행의 효과를 엄밀히 측

정하기 위해 학교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표본의 선택편의를 보정하

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매칭 전에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 간의 차이를

t-테스트를 통해 보여주었고, 매칭 후 유의한 차이가 사라진 뒤에 해당

학교의 학생 표본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기술통계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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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의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학습시간 투입에 따른 학업성취도 변화에 주목하며, 학습시

간과 학업성취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정책으로서 야간자율학

습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먼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로그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가 어떠한 관계

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자승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이후 모

형에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를 추가로 투입하여 야간자율학습 시행을

통제했을 때, 로그 학습시간에 따른 학업성취도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

한,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와 로그 학습시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3]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에 미치

는 효과는 학업성취도 및 가구소득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

마지막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위집단

과 하위집단을 나누어 집단별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차별

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야간자율학습의 시행이 평균적으로 학습효

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야간자율학습 정

책 시행의 효과가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문제 3]에서는 학습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특성인 학업성취도 수준과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야간자

율학습 정책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사용하였다.



- 6 -

제 3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학습시간의 투입으로 인해 학습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주목하여 학습시간과 학습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정책인 야간자율학습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학습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학교정책으로 야간자율학습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습시간의 증가와 이를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정책으로 오랜 기간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

고 있는 정책이다. 반면 야간자율학습 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최정용, 김병찬, 2017). 본 연구에서는 지나친 학습시간의 투

자와 낮은 학습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들

의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효과를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야간자율학습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와 미시행하는 학교의 특성

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 수준 및 가구소득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학습

시간과 학습효율성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시간의 현황 및 학습효

율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습시간은 학업성

취도 향상을 위한 기본적 투입요소이지만 학습시간에 따른 학습효율성은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

중에서 학업성취 수준과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

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야간자율학습 정책을 통해 어떻게 차별적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대다수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

습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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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분석 및 논의 과정에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의 시행이 학생의 학습시간 및 학습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였

다. 연구 결과, 야간자율학습 시행은 학생의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 야간자율학습

을 실시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효율성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밝히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야간자율학습의 효과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교육종단연구의 7차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자

료를 활용하여 야간자율학습의 시행이 학생의 학습시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서울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자료는 서울시 학

교 및 학생들에 대한 최신 자료로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변화하는 학교 풍토에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하

다고 여겨지나, 7차년도 고등학교 1학년생은 2010년 표집 당시 서울시의

대표성을 가진 초등학교에 속한 4학년 학생들로 표집된 집단이라는 점에

서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문

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명 이하로 표집된 학교는 제외하였

다. 또한 서울시는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비율이 전국에

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본 연구는 서울시 일반

고의 야간자율학습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며 서울이 가지는 교육적 특수

성을 고려했을 때 전체 지역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진영남,

손재영, 2005). 또한 고등학교의 학년에 따라 학습시간 및 야간자율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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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은 야간자율학습 정책 시행의 효과를 보는 것이

다. 따라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에 포함된 학생을 대상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이 모두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

가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한 효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9 -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야간자율학습 정책

본 연구에서는 학습시간 투입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학

습시간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정책으로서 야간자율학

습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게 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의

도입 및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야간자율학습 정책을 시행한 학교의

목표를 확인하고, 실제 야간자율학습 운영 실태 및 그에 따른 효과를 분

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야간자율학습의 도입 및 규제 정책

고등학교에 진학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중학생 때보다 학습에 대한 부

담감을 느끼며,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투자하게 된다(박민

자, 손문금, 2007).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방과

후에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40여 년간 운영되고 있다.

한편 야간자율학습은 과도한 자율학습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를 규

제하는 정책이 등장하여 중단되고 다시 시행되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이

에 본 절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이 도입된 배경과 야간자율학습을 규제하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야간자율학습 정책의 변천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야간자율학습의 의도한 목표와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우려 또한 확인하고

자 한다.

야간자율학습의 개념을 정리한 최정용(2016)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은

‘자율학습’과 ‘야간학습’이 결합된 용어로, ‘타율적 학습과 반대되는 의미

로서 학생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학습(서울대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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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연구소, 1995)’이라는 의미와 ‘정규적 교육 이외에 학교에서 저녁 식사

후에 이루어지는 스스로 학습 활동(전창완, 2012)’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용어는 ‘방과 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일 때 주로 사용되어 학교라는 학습 공간의 의미가 중요하며(권현

범, 김남순, 2013), ‘자율학습’이라 부르고 있으나 오랜 기간 학교에서 일

률적으로 참여를 강요한 맥락에서 다소 타율적인 의미로 인식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김재춘, 1999; 배한진, 진미정, 2017).

이러한 야간자율학습은 한국의 독특한 교육 현상의 하나로 여겨지는데

(최정용, 2016), 그동안 야간자율학습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어

왔으나 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권현범, 김남순, 2013).

이에 야간자율학습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1920년대부터 ‘자율학

습’에 대한 신문 자료를 검색한 결과, 1975년 기사에서 오늘날 야간자율

학습과 비슷한 방과 후 교내 교육활동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학력향

상의 이색운동(동아일보, 1975.11.5.)’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기사에는 한

고등학교에서 야간교실 및 철야교실을 마련하여 자율학습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평균 성취도가 향상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야간자율학습

은 단위학교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한

학교정책으로 볼 수 있다(경향신문, 1980.2.21.). 이러한 배경에는 학교장

을 중심으로 장학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문교부의 정책적 장

려가 있었다(경향신문, 1976.12.25.; 매일경제, 1980.2.8.). 한편, 자율학습에

대한 기사는 과외와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 이후로 급증했는데, 이는 학력저하를 우려한 학교들에서

자율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의 자율학습은

변형된 보충수업의 형태로 1교시 시작 전과 정규수업시간 이후부터 밤

10시경까지 이루어졌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명문대 진학반을 별도로 운

영하는 등 치열한 대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학교들의 자구책으로 기

능했다(동아일보, 1981.4.9.; 동아일보, 1981.4.11.). 이후 정부에서는 자율

학습의 폐지와 규제 완화를 반복하였으며(경향신문, 1984.4.6.; 동아일보,

1987.9.24.; 동아일보, 1988.5.4.),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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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도 높은 ‘자율학습’을 시도하였다(한겨레, 1988.6.1.). 그러다가

1998년 교육부가 ‘학교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단계적 폐지안’을 발표

하면서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는 듯 했으나, 2000년 과외 교습 단속 행

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면서 대다수의 학교에서 다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게 되었다(최정용, 2016). 2000년대 이후에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

로 실시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오히려 학습효율성을 떨어뜨

린다는 문제제기가 본격화 되었고(최준영, 2008; 전창완, 2012),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시도별 학생인권조례에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배한진, 진미정, 2017). 최근 서울시

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를 표방하여

자발적 야간자율학습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대부분의 교

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7; 서울시교육청, 2018).

정리하면 야간자율학습은 단위학교별로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학업성취

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한 정책이며, 반면 교육부 및 교육청

에서는 과도한 자율학습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의 의도한 효과로서 학습시

간의 증가와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를 살펴볼 것이며, 야간자율학습을 우

려하는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습효율성 저하의 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야간자율학습 운영 실태

현재 야간자율학습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고

교 2358개교 중 80.5%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20개교 중 29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산, 경기, 인천, 대구,

대전 순으로 나타났다(김병욱, 2017). 그러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

면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시도별 야간

자율학생 참여율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서울시는 22.6%(박호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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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약 40%(백병부, 2017), 광주는 63.8%(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

주시민모임, 2017)로 보고 되었다.

다음으로 야간자율학습이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석식 또는 개별적으로 저녁식사를

한 후에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게 되는데, 야간자율학습이 시행되는 시

간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중에는 주로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주

말 및 공휴일에는 오후 1시에서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최상근, 2009;

최정용, 2016). 한편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 방식은 학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학교별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장소는 일반 교

실인 경우와 별도의 자습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학교에서

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주로 성적에 따라) 특별 자습실을 제공하

는 사례도 있었다(권현범, 김남순, 20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 또

한 야간자율학습을 지도 및 감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 스스로 공부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교사 1인 또는 2인이 자습하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감독하는 소극적 방식의 학습지도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 반면,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 및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효과

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법을 제공하는 등 야간자율학습을 보다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학교들도 있었다(최정용, 2016; 전국교육신문, 2018).

정리하면 전국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은 여전히

높으나,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함에 따라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편 야

간자율학습은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

며, 야간자율학습을 활용하는 학교의 방식에 따라 야간자율학습의 효과

도 학교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야간자율학습의 운영에 대한

연구와 효과성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야간자율학습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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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연구로, 고등학생의 학업생활과 문화연구(최상근, 2009)에서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실태를 살펴보면 2008년에 조사대상 일반고

의 95.8%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

는 학생의 비율은 78.9%였다. 이는 최근 서울의 야간자율학습 참여율

22.6%(2016년 기준)나 광주의 63.8%(2017년 기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데, 당시 야간자율학습의 운영 방식2)이 주로 의무적 참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야간자율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적으

로 49.1%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이때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

을수록,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의 효과에 대하여 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야간자율학습의 효과가 학

생의 성적이나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내포하며, 따라서 성적 및 가정배경에 따른 야간자율학습의 효과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

습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의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성적

이 높은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이유를

밝히지 않아 해석의 한계를 지닌다.

권현범, 김남순(2013)은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야간자율

학습의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에서, 야간자율학습에는 강제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 감독 선생님에 따라서 참여 태도가 달라

진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공부하는 습관을 형

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며, 야간자율학습의 분위기는 환경에 따라 가변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탄력적 프로그램 운영 및 학

생의 의사를 반영한 시간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이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를 종합하면

2) 최상근(2009)에서 조사된 야간자율학습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의무적 참가

(50.8%), 사교육 등 별도 학습시간 미확보 시 참가(32.9%), 자율적 참가(14.2%),

성적순 선발 참가(2.2%)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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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할 때, 보다 긍정적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최정용, 김병찬(2017)은 일반고 야간자율학습의 운영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학교와 교사, 학생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은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여 학습시간을 높이

고 대학입시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학습법

이며 한편으로는 강제성을 띨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보았다. 교사들

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야간자율학습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으며, 학교의 입장에서도 고교선택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진

학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보

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지민 외(2011)에서는 수능 성적이 높거나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학교들의 공통점으로 야간 학습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다

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예로는 야간 학습 전용 자습실의

확보, 야간 학습 전담 관리 교사 배치 등을 들었다. 이처럼 오늘날의 야

간자율학습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

움이 되면서, 학교의 입시성적을 높여 명문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야간자율학습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학교에 따라 야간자율학습의 효과가 차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를 내포하고 있다.

배한진, 진미정(2017)은 야간자율학습의 강제 참여를 금지하는 학생인

권조례 제정 이후에 고등학생의 저녁시간 사용패턴 및 야간자율학습시간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2009

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학습시간이 줄었고 조례가 제정된 지

역에서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더 많이 감소하였는데, 반면 사교육 시간

및 학교 외에서의 자율학습 시간은 증가하였다. 이처럼 과거에 야간자율

학습 운영 및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는 ‘강제적 참여’에 있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 및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야간자율학습

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고 규제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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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적 시행이 완화된

시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특성을 알아보고, 야간자율학

습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시간 및 학업성취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야간자율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로 전창완(2012)은 야간 학습에 따

른 학업성취도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언어와 영어 영역에서 학

업성취도의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이 야간 학습의 강제성을

인식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쇄되어 학습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한편, 야간자율학습의 정의적 효과를 다룬 연구로 최준영(2008)은 전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

스, 주관적 만족감, 가출 및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모두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유의미하

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만족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변수들은 가출 및 자살 충동과도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연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묶

어두고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야간자율학습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

을 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야간자율학습

의 학습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야간자율학습의 효과성에 있어서도 강제적 참여의 문제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오늘날 야간자율학습에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때 야간자율학습의 효과는 어떠한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야간자율

학습의 운영 방식을 바꿈으로써 야간자율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시도한

연구도 있었다. 정기택(2002)은 고등학교 2학년 세 개 학급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6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을 형

성하여 야간자율학습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학성취도의 향상을 실험하

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일반적인 야간자율학습 방식에 비해 기초학력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보이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가 증진되

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을 제거하고 운영 방식

의 개선을 통해 야간자율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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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야간자율학습이 학습시간을 확보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에는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오히려 학습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과거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적 운영이 문제가 되었다면 현재 야간자

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의 의도한 효과인 학습시간 및 학업성취도 향상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강제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효율적인 결과를 내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에서 학생의 성적이나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야간자율학습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단위학교별로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 이에 따른

야간자율학습의 차등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학교특성 변수들을 통제하고 야간자율학습의 효과를 분석

하면서 성적 및 가구소득 집단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학습효율성

야간자율학습은 학습시간을 늘려 학업성취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통한 과도한 학습시간의 투자가 학습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특히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시간 투자에 따른 낮은 학습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

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하려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학습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하고자 한다. 학

습효율성은 학습시간 대비 학업성취도의 향상 정도를 뜻하는 것이므로

먼저 학생들의 학습시간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학습시간 투자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며, 끝으로 학습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를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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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시간 영향 요인

학업성취도를 향상하는 데에 학습시간의 투자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

건이 된다(Bloom, 1974). 이러한 교육적 상식을 바탕으로 학습시간과 학

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의 다수

의 연구에서 수업시간 및 혼자 공부하는 학습시간을 늘렸을 때 이에 따

른 학업성취도의 증가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Schuman,

Walsh, Olson & Etheridge, 1985; Dolton, Marcenaro, & Navarro, 2003;

Baker, Fabrega, Galindo & Mishook, 2004). 한편 장상수(2014)는 국제

데이터를 가지고 OECD 30개국의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 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습시간과 가정

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다수의 나라에서 가정배경

과 학습시간이 관계가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배경이 높을

수록 학습시간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의 경우 학습시간 투자와 학업성취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학습

시간 투자에 가정배경이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에 학습효율성

을 분석하는 데에도 학습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장상수(2014)의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학습시간 영향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특성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

습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박민자, 손문금, 2007; 백병부,

황여정, 2011; 이귀옥, 이미리, 2015; 박현정, 손윤희, 김전옥, 2017; 정혜

지, 주은선, 2017). 또한 선행연구들은 학습시간을 분류할 때 혼자 공부

하는 시간과 사교육 시간을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사교육

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학습시간의 분류 기준에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백병부, 황여정, 2011). 선행연구에서는 먼저 학생

들의 방과 후 생활시간의 전반적인 패턴을 조사하고 분류하였으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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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준 개인 및 가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시간 중에서 특히 학습시간에 초점을 두어 선행연

구들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희망교

육수준, 이전 학업성취도가 있으며, 여학생일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높게 나타났고 희망교육수준이 높고 이전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공부하

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귀옥, 이미리, 2015;

박현정, 손윤희, 김전옥, 2017). 한편 학습시간은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뿐

만 아니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부모의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의 과잉기대가 클

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과 사교육 시간이 높게 나타났다(조혜영, 이경

상, 2005; 박민자, 손문금, 2007; 이귀옥, 이미리, 2015; 정혜지, 주은선,

2017). 반면 방과 후 보호자의 부재 일수가 많을수록, 또한 어머니가 직

장에 다니는 경우에 학생들은 여가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귀옥, 이미리, 2015; 박현정, 손윤희, 김전옥, 2017). 또한 어머니의 학

력이 높고 부모의 감독 및 돌봄이 많을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지, 주은선, 2017).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

적 배경에 따라 자녀 학습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차이를 보이며 그 결과

학습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습시간에 영향을 주는 학교 및 교사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안효영, 도승이(2014)의 연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우관

계 및 교사관계가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교우관계

와 교사와의 관계가 학습시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나 설명력은 낮았

다. 그밖에 학습시간에 영향을 주는 학교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이 수

행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학생들의 학습시간 투자는 학교 요인보다는 개

인 및 가정 요인이 더 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습시간

의 격차가 곧 학업성취도 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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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개인의 특성 및 가정배경에 따라 방과 후 학습시간에 차이로

인해 학력 격차가 심화된다면, 방과 후 학습시간에 대한 지도 또한 교육

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정책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정책이 학습시간 격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이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및 가정 사

회적 배경 요인을 통제하였다. 아울러 야간자율학습의 효과가 개인 및

가정 요인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업성

취도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학습시간 투자에 대한 이론

시간은 지식, 기술, 능력과 같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자원이다(Becker, 1962).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학업성취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학습시간의 투자가 기본이 된다. Carroll(1963)은 학교학

습모형(a model of school learning)에서 학업성취를 학습에 필요한 시간

대비 실제 학습에 투입한 시간의 함수로 정리하였다(Carroll, 1963;

Carroll, 1989에서 재인용). 이때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개인의 적성, 학

습능력, 교수의 질에 의해 결정되고, 실제 학습시간은 학습 기회 및 지속

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Carroll의 학습 모형에 따르면 개인마다 학업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다르며, 또한 얼마나 학습에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 학업성취가 달라진다. 정리하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

은 개인의 학습효율성과 연관이 되며, 실제 학습시간은 학습시간의 투자

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에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시간 대비 학

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도 학습

시간의 투자와 학습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절에는 학습시간 투자 이론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시간을 투자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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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며, 다음 절에서는 학습효율성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은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개

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자 다른 결

과물을 얻게 될 것이다. 학생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전체 시간 중에

얼마의 시간을 학습시간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학업성취에 기여하게 될

텐데, 이처럼 학생의 학습시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제학에서는 시간선호이론(time preference theory)과 생산가

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시간선호(time preference)란 미래에 있을 효용의 가치보다 현재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Frederick, Loewenstein, & O’donoghue, 2002). 두 가지 선택사항 중에

서 자원의 소비를 결정해야 할 때, 결정에 따른 손익을 얻게 되는 시점

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시점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이 발생한다

(Frederick et al., 2002). 예를 들어 시간이라는 자원을 소비할 때 잠을

자는 선택지와 공부를 하는 선택지가 있다면 잠을 자는 선택을 할 경우

에는 현재 피곤함을 없앰으로써 ‘즉각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공부를 할 경우에는 당장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지연된 효용’을 얻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효용을 얻게 되는 시점이 다른 대안들 가운데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현재 시점의 선택을 할 때 미래에 있을 효용의 가치를 할인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주된 관점이다(최민식, 전은지, 정우진, 2013).

이는 시점 간 선택에서 사람들이 현재에 대한 시간선호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재의 시간선호에 대해 초기 신고전학파에서는

성급하고, 근시안적이며, 자기통제가 결여된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했

으며, 교육을 통한 시간선호의 극복을 주장했다(김성진, 2009). 반면, 인

간의 비합리성을 인정하는 행동경제학파에서는 시간선호를 인간의 인지

적, 심리적 특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비일관적인 시간할인율에 대한 현실

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성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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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시간선호에 대한 가치평가를 내리기보다

학생들간의 시간선호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주목하려고 한다. 학

생들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에 대해 시간선호를 적용하면, 현재 누릴 수

있는 만족을 선호하는 시간선호율이 높은 학생일수록 미래에 얻게 될 학

업성취를 과소평가하여 학습시간에 투자할 가능성이 적다. 이와 관련하

여 시간선호를 통해 중독 현상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래보다 현재

에 가치를 두는 시간선호율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과 게

임 중독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최민식, 전은지, 정우진, 2013;

김예지, 최민식. 2016). 그러나 반대로 미래에 더 가치를 두고 장래를 계

획할 수 있도록 시간선호에 대해 교육적으로 접근한다면 학생들의 중독

위험성은 낮추고 미래를 위한 준비 학습은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탐색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차원의 변수인 ‘자아 개념’, ‘성취 목표’를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경제학의 효용함수 및 생산가능곡선을 활용하여 학생의 시

간 배분을 설명할 수 있다(Dolton et al., 2003). 효용함수란 일정한 기간

에 소비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양의 조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식이다(정운찬, 김영식, 2010). 개인의 시간을 자원으로

한다면 학생이 공부와 여가에 투입하는 시간의 조합에 따라 시험성취도

및 여가 만족도에 대한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

 (1)

위 식3)⑴에서 P는 시험 성취도(performance in exams), L은 여가 만족

도(leisure)를 뜻한다. 시험 성취도는 학교에서 공부한 시간(F), 혼자 공

부한 시간(S), 그리고 개인의 내재된 능력(A)으로 구성됨을 가정한다.

3) ≻이며, 개별 학생이 공부, 여가, 수면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6시간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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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 (2)에서 P를 구성하는 개별 요인은 모두 양의 값을 갖지만, 이들의

한계생산성은 체감한다. 위 함수에서 시험 성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학

습시간 외에 능력이 투입되었는데, 따라서 동일한 시간을 투입할지라도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의 경우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1]에 그래프는 시험 성취도와 여가 만족도의 조합에 따른

효용곡선과 생산가능곡선의 논리를 적용하여 명명한 수행가능곡선

(performance possibility frontier)이 만나는 지점에서 학습시간(또는 여

가시간)과 시험 성취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Dolton. et al., (2003). Fig.1. Student time and performance.

[그림 1] 수행가능곡선 (performance possibility frontier)

여기서 수행가능곡선이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적성 및 학습능력 등 개

인의 내재된 능력에 따라 같은 시간을 투입했음에도 더 많은 성과를 낼

때 가능하다. 이 그래프를 통해 Carroll의 학교학습모형에서 본 바와 같

이 학습의 성과는 학습시간의 투자 이외에도 능력이 주요한 투입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능력은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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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기 위한 학습시간의 투입시간을 줄여줌으로써 학습효율성 측면에서

도 생각해볼 수 있다(Dolton et al.,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효율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변수인 ‘사전 학업성취도’를 통제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3. 학습효율성: 학습시간 대비 학업성취도

교육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학에서의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의 효과를 내는 상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교육의 성과는 단순히 학업

성취도로만 측정할 수 없으며 교육 및 학습은 학생의 지적, 정서적, 사회

적 발달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장완, 김현진, 김명숙, 2011). 따

라서 학습시간의 투자에 대한 산출물은 생산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자는 동일한 재

화나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와 가치를 가진 교육 산출물을 낳게

된다. 교육의 성과가 개인의 삶에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평

생 학습을 해가는 학습 역량과도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학습효율성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하다(유한구, 김영식, 2015).

교육경제학에서는 교육의 효율성을 외적 효율성과 내적 효율성으로 구

분하는데, 교육의 외적 효율성은 교육을 받은 학생이 노동 시장에서 성

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 분야와 경제 분야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노동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김지하, 백일우, 2007). 반면 교육의 내적 효율성은 교육을 어떤 방식으

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와 관련된 문제로, 교육 과정에서 최소 투입으

로 최대 효과를 산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학습시간 대비 높은 학업

성취도를 얻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교육의 내적 효

율성과 관련된 논의라 할 수 있다.

교육의 내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교육생산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 교육생산함수의 분석은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생산함수

의 개념을 교육에 도입한 것으로,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과 산출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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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생산함수의 관계를 모형으로 설정하여 단위 투입당 산출물을 계

산한다(김지하, 백일우, 2007). 일반적으로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을 고려

한 교육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Q = f(L, K, M)

이때 생산된 교육재화는 Q, 교육이 투입되는 자원들은 각각 교직원

(L), 학교건물 및 시설(K), 교육보조재료(M)로 표현되었다.

교육생산함수 분석의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보는 Coleman(1966)의 연

구에서는 교육생산함수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도 모형을 만들었다.

Coleman이 사용한 교육생산함수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A = f(S, P, I, F)

이 함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A: academic achievement)가 학교 관

련 변인들(S: school related variables), 동료 학생 관련 변인들(P: peer

group characteristic variables), 학생의 능력 변인들(I: individual

intelligence variables), 그리고 가정 변인들(F: family background

variable)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학습효율성은 개인 및 가정 변인과 학교의 시설 및 환경, 교육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또한 염두에 둘 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효과 또한 개인 및 가정 요인들에 의해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정책인 야간자율학습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개인의 학업성취

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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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야간자율학습

시행에 따라 학습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시간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는 규제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증

가시키는 반면 학습효율성을 떨어뜨려 학습시간 투입에 따른 학업성취도

는 떨어질 것이다.

둘째,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학

생들의 학습시간은 감소할 수 있지만 학습효율성을 증가시켜 학습시간

투입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

이 도식화 하였다.

연구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야간자율학습 시행에 따라 학

습시간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그림 2]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에 따른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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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규제할 때 학습효율성이 떨어지는지를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

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반면 야간자율학습을 미시행하는 학교에

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더 제공할 때 학습시간은 감소하고 학습효율성은

증가하는지 살펴보아 야간자율학습 미시행에 따른 학습시간과 학업성취

도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제 2 절 분석 자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이하 SELS) 초등학교 패널의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주로 활

용하였다. 2010년부터 시작된 서울교육종단연구의 초등학생 코호트는

2010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며, 7차년도인 2016년에는 고등학교 1

학년이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해당 학교이며,

따라서 7차년도의 학생 및 학교와 관련된 학생, 학부모, 교장, 교사, 학교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또한 학생의 전년도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 초등학생 패널 7차년도 데이터에는 총 236개의 고등

학교와 2810명의 학생이 있으며, 이 중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는

220개, 해당 학교의 학생수는 2610명이며,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는 14

개이며, 해당 학교의 학생수는 152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의 유의미한 차이

를 분석하고,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영

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

의 선택편의를 보정하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실

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서울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고등학교 데이터에는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 수 보다 미시행하는 학교의 수가 훨씬 적

기 때문에, 경향점수매칭을 할 때는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를 처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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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시행학교를 통제집단으로 두어 매칭을 실시하였다.

먼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지 여부는 학생 수준이 아니라 학교 수

준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학교를 기준으로 경향점수매칭을 실시했으며,

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목고를 제외하고 일반고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정규, 김진철, 2005). 전체 학교 자료에서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는

14개로, 그 중 특목고 5개를 제외한 9개의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야

간자율학습 미시행(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변인 13개를 추출하여

야간자율학습 미시행 일반고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일반고를 1:1

매칭하여 총 18개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경향점수로 매칭된 18개의 학교

들에 포함된 학생은 총 244명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

생들은 110명, 미실시 학교의 학생 134명이 본 분석의 표본으로 사용되

었다.

제 3 절 분석 변수

본 연구는 야간자율학습 시행에 따른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종속변수는 학업성취도, 독립변수는 학습시간으로 두었다. 이

때 학업성취도는 7차년도 국어·영어·수학의 학업성취도 수직척도점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고, 학습시간은 학교수업이나 사교육시간을 제외한 국

어·영어·수학 과목의 주당 혼자 공부하는 시간(분)의 총합을 자연로그

취한 값을 활용하였다. 세 과목의 주당 혼자 공부하는 시간(분)은 90분

에서 1530분까지 범위이며 이때 정적 편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

로그로 변환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와 로그

학습시간의 상호작용항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야간자율학습이 학습시

간에 따른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시간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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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학생수준의 변수로는 로그 월평균 사교육 시

간, 월평균 사교육비, 성별, 자아개념, 성취목표, 사전 학업성취도,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모학력 등을 활용하였다. 사교육 시간은 월평균 국어·

영어·수학 과목의 사교육 시간의 합이며, 단위는 분이다. 또한 자녀 교육

에 대한 관심 및 가계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사교육비(이은우, 2006; 정

익중, 2011)는 월평균 국어·영어·수학 과목 사교육비의 총합을 자연로그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학생의 성별은 여학생을 1로 두고 분석하였다(김

양분, 김난옥, 2015). 자아개념(안도희, 김유리, 2014)과 성취목표(이숙정,

신경희, 2013)는 학습시간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생의 정의적

특성으로 1-5점 척도의 해당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사전 학업성

취도는 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년도 국어․영어․수학 수직척도점

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양명희, 이경아, 2012).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을 나타내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김광혁, 2010)을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

용하였고, 모학력은 어머니의 교육연한을 의미한다(원지영, 2009).

다음으로 학교수준의 변수는 교장의 성별, 단위학교별 교사의 평균 학

력, 학교 소재지, 학급당 학생 수, 설립유형,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

등을 투입하였다. 교장의 성별은 남교장을 1로 두었다(한유경, 김은영,

윤수경, 2011). 단위학교별 교사의 평균 학력은 단위학교 교사들의 교육

연한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우명숙, 2010). 학교소재지는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은 자치구인 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하는 학교를 1로 두어

이분 변수로 사용하였다(윤형호, 강민정, 2008). 학급당 학생 수는 학교

전체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나타낸다(우명숙, 2010). 설립유형은 공립학

교를 1로, 사립학교를 0으로 지정하였으며(김경년, 2012), 수준별 이동수

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1로 지정하였다(홍순상, 이덕호, 2014).

연구에 사용된 변수 구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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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

변수
학업성취도 국·영·수 학업성취도 수직척도점수 평균

독립

변수
로그 학습시간

주당 국·영·수 혼자 공부하는 시간(분)

총합의 로그값
조절

변수
야간자율학습 학기 중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1), 미시행학교(0)

학생

수준

변수

사교육시간 월평균 국어·영어·수학 과목 사교육시간의 합(분)

로그 사교육비 월평균 국어·영어·수학 과목 사교육비의 총합의 로그값

여학생 여학생(1), 남학생(0)

자아 개념 자아개념 5개 문항의 평균값(1-5척도)

성취 목표 성취목표 5개 문항의 평균값(1-5척도)

사전 학업성취도 전년도 국․영․수 학업성취도 수직척도점수 평균

로그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만원)의 로그값

모학력
모 교육연한(년) 초졸(6), 중졸(9), 고졸(12), 2-3년제

대졸(14.5), 4년제 대졸(16), 석사졸업(18), 박사졸업(21)

학교

수준

변수

남교장 남교장(1), 여교장(0)

교사학력

단위학교 교사 교육 연한(년) 평균

학사졸업(16), 석사과정 및 수료(16), 석사졸업(18),

박사과정 및 수료(18), 박사졸업(21)

학교소재지 강남·서초·송파(1), 기타(0)

학급당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 전체 학급 수

공립학교 공립(1), 사립(0)

수준별 이동수업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1), 미실시(0)

[표 1] 분석 변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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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데이터를 활용하여 야간자율

학습이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첫 번째 연

구문제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와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야간자율학습의 효과를 보다 엄밀히 추정

하기 위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보정하기

위해 학교를 기준으로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실시

하고,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만

들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

부에 따라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습효율성에 야간자율학습이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학습시간과 야간자율학습 시행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야간자

율학습이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 및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준별 하위집단을 나누어 두 번째 연구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

다. 이와 같은 통계분석을 위해서 Stata 14.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 경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본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의 유의미한 차이

를 분석하고,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영

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

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보정하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실시하였다.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란 연구 대상이 특

정 공변인에 의해 통제집단이 아니라 처치집단에 포함될 확률이며, 따라

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이동규, 2016; Rosenbaum & R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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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연구 대상이 처지집단이나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라면

경향점수는 0.5일 것이나, 현실에서는 무작위배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

의 없기 때문에 경향점수(확률)를 이용하여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고

자 한다(Leow, Marcus, Zanutto, & Boruch, 2004; Rosenbaum & Rubin,

1983).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성향을 가진 학교들이 야간자율학습을 시

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간자율학습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해 표본

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

하고자 했다. 야간자율학습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변인들에 대해

유사한 경향점수를 가지는 연구 대상들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같은

수로 포함된다면, 두 집단에 대한 통계적 분석의 결과는 다른 변수가 아

닌 야간자율학습 시행에 따른 효과로 추정할 수 있다(이동규, 2016). 따

라서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야간자율학습 시행의 효과를 보다 엄밀히 분

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일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공변인으로 선정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

고, 유사한 경향점수를 보이는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향점수 산출을 위해 선정한 공변인은 설립유

형(김경년, 2012), 학교 소재지(윤형호, 강민정, 2008), 학급당 학생 수(김

희규, 2005), 선택적 교육활동 항목의 세출비율(송기창, 윤홍주, 2014), 학

생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항목의 세출비율(송기창, 윤홍주, 2014), 교장 성

별(한유경, 김은영, 윤수경, 2011), 그리고 학교 수준의 평균값으로 교사

학력(이수정, 민병철, 2009), 교사의 대입전형지식 정도(송은숙, 권정언,

2016), 로그 가구소득(이현숙, 김성숙, 송미영, 김준엽, 양성관, 2011), 모

학력(변수용, 김경근, 2008), 사전 학업성취도(김준엽, 김경희, 한송이,

2013), 부모의 학습지원 정도(심미옥, 2003), 부모의 학교평가(김효정, 이

길재, 이정미, 2013) 변수가 투입되었다. 본 연구에서 경향점수매칭을 위

해 활용한 종속변수는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이며, 공변인들은 독립변

수로 투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향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처치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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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 통제집단에 포함되는 경우를 0으로 하는 이분반응((binary

response)의 형태로 종속변수를 설정하며, 보정하려는 공변인을 독립변

수로 두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다(이동규, 2016).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서울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고등학교 데이터에는 야간자율학습을 시

행하는 학교 수 보다 미시행하는 학교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경향점

수매칭을 할 때는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를 처지집단으로, 시행학교를

통제집단으로 두어 매칭을 실시하였다. 이에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로짓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식

  ln


  

위 식에서 는 i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미시행(또는 시행)할

확률의 로짓이며, 은 상수항, 는 해당 공변인(covariates)의 추정

계수를 뜻한다(변수용, 황여정, 김경근, 2011). 매칭 방법은 처치집단의

표본 한 개당 몇 개의 통제집단의 표본 수를 짝짓는지에 따라 일대일매

칭

(one-to-one matching), 일대다매칭(one-to-many matching)으로 나뉘

며, 한 번 짝지어진 통제집단의 사례를 다시 다른 처지집단의 사례와도

짝지을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에 따라 복원매칭(matching with

replacement)과 비복원매칭(matching without replacement)로 나눌 수

있다(백순근, 길혜진, 홍미애, 2013; Rosenbaum & Rubin, 1985). 또한 경

향점수를 이용한 매칭 방법으로 최근접 매칭법(nearest neighbor

matching), 층화 매칭법(stratified matching), Radius 매칭법, Kernel 매

칭법, Caliper 매칭법, 최적 매칭법(Optimal matching) 등이 있다(이동규,

2016: Guo & Fraser, 2009).

본 연구에서는 최근접 매칭법(Nearest Neighbor matching)을 기본으

로, 공통영역(common support) 및 비복원매칭(matching without

replacement)을 활용하여 1:1 매칭을 하였다(백순근, 길혜진, 홍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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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는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처치집단)와 시행학교(통제집단)

에서 집단별로 가장 유사한 경향점수를 가진 두 학교가 서로 짝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공통영역(common support)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경향점수의 공통영역을 의미하며, 공통영역 제한을 통해 두 집단 간

경향점수의 범위가 일치하는 사례들만 사용하여 집단 간 균형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또한 비복원매칭을 통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 수를

동일하게 맞추었다.

2. 최소자승 다중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학생의 학습시간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7차년도 국어·영어·

수학의 학업성취도 수직척도점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고, 학생의 학습시

간은 학교수업이나 사교육시간을 제외한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주당 혼

자 공부하는 시간(분)의 총합에 자연로그 취한 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였다. 또한, 학생의 개인특성(), 가정특성(,) , 교사특성() 및

학교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이처럼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

수 이외의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종속변수

에 대한 독립변수의 순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홍순상, 이덕호,

2014). 로그 학습시간에 따른 학업성취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식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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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i학생의 학업성취도이며, 는 상수항, 은 로그 학

습시간의 추정계수, 은 학생특성 변수의 추정계수, 은 가정특성 변수

의 추정계수, 는 교사특성 변수의 추정계수, 는 학교특성 변수의 추

정계수,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때 로그 학습시간에 따른 학업성취도

의 효과는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식을 통해 전체 집단의 로그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

펴본 후, 아래 식과 같이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하

여 로그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관심인 야간자율학습 정책 시행에 따른 학습효율

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식에 로그 학습시간과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시간 증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야간자율학습이 실제로 영향

을 주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분석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식

     ln 야간자율학습  ln야간자율학습 

  

위 식에서 상호작용항의 추정계수인 가 양의 부호(+)를 나타낸다면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학교와 미시행학

교의 집단을 나누고 (식2)를 활용하여 학습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과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학업성취도 및 가구소득 수준에 따

른 야간자율학습의 차별적 효과를 알 수 있다.

식

  ln야간자율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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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야간자율학습 정책 시행학교의 특성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특성

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전체 학생들을 야간자

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로 분류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 초등학생 패널 7차년도 데이터에는 총

236개의 고등학교와 2810명의 학생이 있으며, 이 중 야간자율학습을 시

행하는 학교는 220개, 해당 학교의 학생 수는 2610명이고,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는 14개로, 해당 학교의 학생 수는 152명이다.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에 따라 학생 집단을 나누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

[표 2]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관심인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에 따른 학습시간 및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예상과 다르게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 학생들의

주당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혼자 공부하는 시간(분)을 합산한 시간이

미시행학교의 학생들보다 약 24분 더 적게 나타났으며, 국어·영어·수학

평균 학업성취도 수직척도점수는 2.15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

단간 학습시간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t-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또 다른 학습시간인 월평균 국어·영어·

수학의 사교육 시간과 사교육비는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더

적게 나타났다. 사교육 시간의 경우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으나, 사교육비는 야간자율학습을 미실시하는 학교에서 유의미

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야간자율학습 실시 여부에 따

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시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으나, 야간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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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미실시 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의 사회경

제적 배경을 보여주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

교의 학생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38.59만원으로 미시행학교 평균

699.42보다 더 적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연한의 평균도 14.29년으로 미시

행학교 평균 15.12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학교 평균 가구소득과 모학력을 고려할

때,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수준

이 더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학생 변수들을 살펴보면 여학생 비율, 전년도 학업성취도의 국어·영어·

수학 평균 수직척도점수, 정의적 특성을 보여주는 자아 개념과 성취 목

표는 모두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학교특성 변수들을 보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는

미시행학교에 비해 공립학교의 비율이 더 높고, 남자교장의 비율이 높았

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더 적게 나타났다. 한편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

의 교사 학력 평균은 다소 낮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소재

지가 강남, 서초, 송파 3구에 위치하는 비율은 0.2로, 미시행학교의 0.49

보다 더 적었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

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전체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 미시행학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주당
학습시간
(분)

2,810
433.32

2,610
432.41

152
457.30

(309.08) (307.5) (341.58)

국·영·수
학업성취도 2,790

380.38
2,592

380.37
151

378.22
(46.53) (46.48) (49.96)

[표 2] 기술통계 (전체 학생 데이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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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사교육시간
(분)

2,810
466.55

2,610
465.57

152
490.26*

(345.9) (343.53) (402.21)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2779
54.32

2,582
53.94

149
61.96

(47.32) (47.11) (54.16)

여학생 2,810
0.49

2,610
0.49

152
0.45

(.5) (.5) (.5)

자아개념 2,804
3.85

2,604
3.85

152
3.88

(.8) (.8) (.81)

성취목표 2,806
3.79

2,607
3.79

152
3.80

(.8) (.8) (.89)
국·영·수
평균 사전
학업성취도

2,700
375.12

2,503
374.67

149
378.89

(51.92) (51.64) (57.78)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2,684
546.22

2,493
538.59

143
699.42***

(436.11) (421.75) (651.53)

모학력
(교육연한) 2,540

14.34
2,349

14.29
143

15.12***
(2.13) (2.12) (2.24)

남교장 2,784
0.88

2,584
0.90***

152
0.76

(.33) (.3) (.43)

교사학력
(교육연한) 2,739

16.85
2,539

16.85
152

16.90

(.29) (.29) (.38)

학교소재지
(강남,서초,
송파=1)

2,810
0.21

2,610
0.20

152
0.49***

(.41) (.4) (.5)

학급당
학생수
(명)

2,810
31.23

2,610
31.13

152
33.24***

(4.42) (4.35) (5.68)

공립학교 2,810
0.39

2,610
0.39***

152
0.28

(.49) (.49) (.45)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2,810
0.87

2,610
0.88***

152
0.66

(.34) (.33) (.47)
1) 주당 학습시간: 국·영·수 주당 혼자 공부하는 시간(분)의 합
2) 국·영·수 학업성취도: 국·영·수 학업성취도 수직척도점수의 평균
3) 월평균 사교육시간: 월평균 국·영·수 사교육시간(분) 총합
4) 월평균 사교육비: 월평균 국·영·수 사교육비(만원) 총합
5) 국·영·수 사전 학업성취도: 6차년도 국·영·수 학업성취도 수직척도점수의 평균
6) * 표시는 집단간 차이를 t-테스트한 결과이며, 계수가 더 높은 집단에
표시하였다.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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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 특성 비교 분석

앞 절에서 기술통계치를 통해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의 대략적인 특징

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

학교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고,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시간 및 학

습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의 선택편의를 보정하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실시하였다.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란 연구 대상

이 특정 공변인에 의해 통제집단이 아니라 처치집단에 포함될 확률이다

(이동규, 2016).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성향을 가진 학교들이 야간자율학

습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간자율학습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

해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를 통제하고자 했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서울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고등학교 데이터에는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 수 보다 미시행하는 학교의 수가 더 적기

때문에, 경향점수매칭을 할 때는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를 처지집단으

로,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를 통제집단으로 두어 매칭을 실시하였다.

먼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지 여부는 학생 수준이 아니라 학교 수

준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학교를 기준으로 경향점수매칭을 실시했으며,

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목고를 제외하고 일반고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정규, 김진철, 2005). 전체 학교 자료에서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는

14개로, 그 중 특목고 5개를 제외한 9개의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야

간자율학습 미시행(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변인 13개를 추출하여

야간자율학습 미시행 일반고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일반고를 1:1

매칭하여 총 18개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선택편의

를 보정한 18개의 학교들의 매칭 전후의 차이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

으며, 야간자율학습의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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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율학습 미시행을 처치집단으로 하여 경향점수를 매치한 18개 학

교들의 공변인을 비교하여 살펴본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특성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간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비교하면, 야간자

변수명

매칭 전 매칭 후
야간자율학습

t
야간자율학습

t(처치)

미시행

(통제)

시행

(처치)

미시행

(통제)

시행

공립학교 .333 .389 0.743 .333 .333 1.000

학교소재지 .556 .178
0.006

***
.556 .444 0.661

학급당학생수 38.556 34.401
0.079

*
38.556 39.444 0.799

세출비율

(선택적교육활동)
.081 .057

0.054

*
.081 .081 0.994

세출비율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
.250 .307 0.194 .250 .243 0.890

남교장 .667 .873
0.083

*
.667 .778 0.624

교사학력 16.808 16.825 0.850 16.808 16.811 0.981

교사대입전형지식 3.502 3.659 0.111 3.502 3.525 0.834

로그가구소득 15.482 15.247 0.115 15.482 15.462 0.871

모학력 14.818 14.085
0.051

*
14.818 14.778 0.938

사전학업성취도 375.44 370 0.512 375.44 373.49 0.864

부모의 학습지원 3.316 3.238 0.288 3.316 3.332 0.893

부모의 학교평가 3.603 3.541 0.456 3.603 3.552 0.708

* p<.1, ** p<.05, *** p<.01

[표 3] 경향점수 매칭 전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t-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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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학습 시행학교는 미시행학교 보다 강남·서초·송파에 위치하는 학교의

비율이 더 적었고, 남자 교장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

당 학생 수가 더 적었으며, 세출에서 선택적 교육활동의 비율이 더 낮았

고, 학교 평균 모학력도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의미한 수준은 아

니었으나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습지원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한편, 학생

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항목의 세출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의 사회경제적 수준(Social Economic Status, SES)이 더 낮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교사특성 변수들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에서 교사들의 평균 학력과 대입전형

에 대한 지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항점수를 매칭한 후

야간자율학습의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를 분석하면 모든 공변인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어져, 집단 간 균형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는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

학교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해당 학교의 학생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여

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향점수매칭으로 매칭된 18개의 학교들에 포함

된 학생은 총 244명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110

명, 미실시학교의 학생은 134명이 본 분석의 표본이 되었다. 야간자율학

습 시행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학교 간 경향

점수매칭 후 해당 학교에 포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변수의 기술통

계를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변수명

전체
야간자율학습

시행 미시행

사례수
평균
(표준편
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
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
차)

주당
학습시간
(분)

244
448.77

110
417.27

134
474.63

(324.02) (285.11) (351.73)

국·영·수
학업성취도 242

382.20
109

384.31
133

380.47

(47.64) (44.26) (50.33)

[표 4] 기술통계 (경향점수매칭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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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에 따른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를 살펴보

면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 학생들의 주당 국어·영어·수학의 학습시간(혼

자 공부하는 시간(분))이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의 학생들보다 57.36분

월평균
사교육시간
(분)

244
527.58

110
547.36

134
511.34

(390.67) (369.87) (407.6)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241
63.82

110
63.71

131
63.91

(50.63) (45.66) (54.64)

여학생 244
0.43

110
0.48

134
0.39

(.5) (.5) (.49)

자아개념 243
3.85

109
3.79

134
3.89

(.82) (.81) (.83)

성취목표 244
3.81

110
3.85

134
3.77

(.88) (.84) (.92)

국·영·수
평균 사전
학업성취도

240
380.15

107
379.51

133
380.66

(55.66) (52.12) (58.54)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229
660.68

103
599.02

126
711.09

(564.84) (354.47) (688.26)

모학력
(교육연한) 231

14.94
108

14.72
123

15.12

(2.22) (2.11) (2.3)

남교장 244
0.73

110
0.73

134
0.73

(.45) (.45) (.44)

교사학력
(교육연한) 244

16.82
110

16.84
134

16.80

(.26) (.29) (.23)

학교소재지
(강남,서초,
송파=1)

244
0.50

110
0.55

134
0.47

(.5) (.5) (.5)

학급당
학생수
(명)

244
32.66

110
32.38

134
32.89

(4.87) (3.5) (5.76)

공립학교 244
0.28

110
0.29

134
0.27

(.45) (.46) (.44)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244
0.74

110
0.75

134
0.73

(.44)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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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 더 적었고, 국어·영어·수학 평균 학업성취도 수직척도점수는 약

36.02점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국어·영어·수학의 사교육시간은 야간자율

학습 시행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월평균 국어·영어·수학의 사교

육비는 미시행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여주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야

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599만원

으로 미시행학교 평균 약 711만원보다 더 적었고, 어머니의 교육연한의

평균도 14.72년으로 미시행학교 평균 15.12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생변수들을 살펴보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0.48로 미시행학교의 0.39보다 높고, 전년도 학업성취도의 국어·영어·수학

평균 수직척도점수는 미시행학교에 비해 다소 낮게 나왔다. 학생의 정의

적 특성인 자아 개념은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 학생이 더 낮은 반면, 성

취 목표는 더 높게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변수들을 보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는 미시

행학교에 비해 공립학교의 비율이 다소 높고, 남자교장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의 교사의 학력 평균은 다소 높게

나왔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더 적었다. 학교 소재지가 강남, 서초, 송파

3구에 위치하는 비율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에서 0.55로, 미시

행학교들의 0.4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의 비율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에서 다소 높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에 대한

선택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였으며 매칭을 통해

학교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한 18개 학교, 24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야간

자율학습 정책이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해 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 43 -

제 2 절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

에 미치는 영향

1.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본 연구는 야간자율학습 정책의 효과 분석을 목표로 하며, 야간자율학

습의 시행이 학습시간에 따른 학업성취도 변화에 주목한다. 이에 본 절

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의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

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공부를 하는 데 시간 투

자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부

의 원리이다(Carroll, 1963). 본 연구에서도 학습시간에 따른 학업성취도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주당 혼자 공부하

는 시간(분) 총합의 로그값4)(이하, 로그 학습시간)과 국어·영어·수학 과

목의 학업성취도 수직척도점수의 평균값(이하, 학업성취도 점수)의 관계

를 산점도로 확인하였다. [그림 3]에서 첫 번째 산점도는 전체 집단의 로

그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보여주며 선형의 관계를 이루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로 나누어

서 로그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두 번째와 세 번째 산

점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선형적 관계로 보고 이후 분석을 수

행하였다.

4) 로그 학습시간은 국어·영어·수학의 주당 혼자 공부하는 시간(분) 총합의 로

그값으로, 세 과목의 주당 혼자 공부하는 시간(분)은 90분에서 1530분까지 범위

이며 이때 정적 편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로그로 변환한 변수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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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야간자율학습이 학습시간 투입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야간자율학습 시행에

따라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

해 먼저, 야간자율학습 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로그 학습시간과 학업성취

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학습시간 이외에 학업성취도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 첫

번째 열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집단에서 로그 학습시간은

학업성취도에 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야간자율학습 시행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로그 학습시

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5] 두 번째 열에 제시하였

다.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01에서 로그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에서 학습시간 증가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이 유의미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끝으로 야간자율학습의 시행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분명

히 확인하기 위해 학습시간과 야간자율학습의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

다. 위 절의 모형에 야간자율학습 시행과 로그 학습시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결과는 [표 5] 세 번째 열에 제시하였다. 학업성취

도에 대한 야간자율학습 시행과 로그 학습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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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 45 -

한 결과를 살펴보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일수록 로그 학습시

간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11.676만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시간 투입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증가하는 데에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것이 유의미한 영

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을 제고하

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변수명
학업성취도

야간자율학습

통제
상호작용항

평균 학업성취도 평균 학업성취도 평균 학업성취도

로그 주당 학습시간
(분)

5.723 6.045* 1.304
(-3.599) (-3.607) (-4.397)

야간자율학습 시행
6.5 -60.262*

(-4.525) (-35.829)
상호작용항

(야간자율학습 시행
*로그 주당 학습시간)

11.676*

(-6.084)

로그 월평균 사교육비
0.922** 0.924** 0.803*
(-0.446) (-0.442) (-0.443)

월평균 사교육시간(분)
0.014* 0.013* 0.015**
(-0.007) (-0.007) (-0.007)

여학생
-0.259 -2.095 0.676
(-5.601) (-5.53) (-5.626)

자아개념
2.479 3.137 4.381
(-3.304) (-3.335) (-3.347)

성취목표
0.279 0.142 -0.69
(-3.142) (-3.157) (-3.127)

국·영·수 평균
사전 학업성취도

0.407*** 0.411*** 0.406***
(-0.053) (-0.053) (-0.052)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2.889 2.889 2.612
(-4.569) (-4.553) (-4.518)

모학력 (교육연한)
0.928 0.828 1.277
(-1.246) (-1.227) (-1.239)

남교장
-11.485* -12.247* -11.625*
(-6.686) (-6.703) (-6.619)

교사학력 (교육연한)
5.703 3.022 5.43
(-11.04) (-11.287) (-11.021)

학교소재지
(강남,서초,송파=1)

-8.32 -9.145 -10.049
(-6.217) (-6.948) (-6.198)

[표 5]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야간자율학습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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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학업성취도 및 가구소득 분위별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개인의 특성에 따

라 동일한 학습시간을 투입해도 학업성취도의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이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습효율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한다. 마찬가지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간자율학습의 시행이

평균적으로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간

자율학습 정책 시행의 효과 또한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학습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특성인 학업성취

도 수준과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효율성에 미

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업성취도는 높지만 학습시간이 과도하게 많아

학급당 학생수
1.261* 1.404** 1.503**
(-0.64) (-0.668) (-0.639)

공립학교
-8.879 -6.979 -7.176
(-7.054) (-7.65) (-7.002)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14.758** -14.884** -14.510**
(-7.144) (-7.423) (-7.067)

_cons
-3.923 32.375 12.052
(-190.981) (-194.141) (-189.171)

 0.581 0.586 0.596
N 212 212 212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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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식, 유한구,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수준 상위집단(50), 하위집단(50)을 나누어 학습

효율성을 분석하고, 야간자율학습 시행의 효과가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

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하위집단의 경우 학습시간 증가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야간자율

학습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학업성취도 상위집단의 경우 평균적으로 학습시간 증가에 따른 학업

성취도 향상의 효과가 유의수준 0.1에서 정적으로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의 경우 유의수준 0.01에서 학습시간 증가에 따른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습효율성은 학업성취도 수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학습시간 투자에 대한 효과는 학업성취도

상위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면서 학습효율성이 높게 확인되었다.

변수명

학업성취도 하위집단 학업성취도 상위집단

전체
야간자율학습

전체
야간자율학습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로그 주당
학습시간(분)

2.175 7.327 0.964 8.072* 22.764*** 1.723

(-2.554) (-4.951) (-3.294) (-4.687) (-6.878) (-7.395)

로그 월평균
사교육비

0.599** 0.108 0.990** 0.062 0.141 -0.111

(-0.282) (-0.504) (-0.387) (-0.733) (-1.302) (-1.085)

월평균
사교육시간
(분)

0.001 0.012 -0.001 0.014 0.017 0.011

(-0.006) (-0.011) (-0.008) (-0.009) (-0.012) (-0.014)

여학생
4.817 -9.13 10.991* -2.482 23.316 5.374

(-3.881) (-9.037) (-5.604) (-7.367) -(19.456) (-12.848)

자아개념
2.294 3.146 4.713* -4.159 4.29 -9.975

(-2.227) (-5.093) (-2.728) (-4.749) (-5.831) (-9.64

[표 6]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야간자율학습의 차별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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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소득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가구소득은 학생의 학습시간 및 학업성취도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구인회, 2003; 류방란, 김성식,

성취목표
-1.013 -7.272 -2.802 2.391 -6.043 10.351

(-1.991) (-4.797) (-2.534) (-4.678) (-6.116) (-8.009)

국·영·수
평균 사전
학업성취도

0.087* 0.095 0.124** 0.265*** 0.219** 0.270**

(-0.045) (-0.104) (-0.052) (-0.068) (-0.094) (-0.112)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3.593 -8.154 -4.888 12.823** 1.315 18.207**

(-3.426) (-6.607) (-3.978) (-5.316) (-10.42) (-7.391)

모학력
(교육연한)

-0.173 3.726 -1.317 1.646 5.076** 0.021

(-0.937) (-2.541) (-1.003) (-1.488) (-2.084) (-2.495)

남교장
-0.328 -14.464 -0.991 -8.216 14.221 -7.544

(-4.709) (-12.69) (-5.849) (-9.738) (-25.234) (-15.679)

교사학력
(교육연한)

7.18 22.075 -9.084 2.761 -26.228 16.02

(-8.063) (-15.6) (-13.967) (-15.178) (-31.169) (-33.193)

학교소재지
(강남,서초,
송파=1)

-12.558**
* -24.137** -15.396** -5.892 22.931 -15.231

-4.488) (-10.76) (-6.325) (-9.271) (-21.25) (-18.759)

학급당
학생 수

0.377 0.913 -0.297 0.878 -1.456 2.686

(-0.466) (-1.01) (-1.011) (-0.975) (-1.962) (-2.356)

공립학교
-2.461 -2.058 -12.727 -7.456 12.283 10.41

(-5.271) (-10.195) (-12.42) (-8.63) (-15.228) (-25.948)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8.745* -18.226 -4.432 -5.346 8.163 -3.771

(-4.802) (-12.686) (-6.097) (-11.603) (-26.07) (-19.991)

_cons
227.135 -4.37 544.891** -29.317 529.263 -342.89

(-141.703
) (-273.6) (-251.534

)
(-259.206
)

(-547.087
)

(-575.564
)

 0.286 0.299 0.501 0.473 0.608 0.512

N 106 45 61 106 51 55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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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성기선, 2010; 장상수, 2014; 장희원, 김경근,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분위를 하위집단(50), 상위집단(50)으로 나누어 학

습효율성을 분석하고, 야간자율학습 시행의 효과가 가구소득 분위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가구소득 분위별 학습시간이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에 제시하였다.

변수명

가구소득 하위집단 가구소득 상위집단

전체
야간자율학습

전체
야간자율학습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로그 주당
학습시간
(분)

1.762 3.573 1.035 12.332* 26.518**
* 0.29

(-3.601) (-5.376) (-5.246) (-6.82) (-7.637) (-11.572
)

로그 월평균
사교육비

0.356 0.548 0.87 2.596** -2.897** 2.595

(-0.387) (-0.586) (-0.608) (-1.057) (-1.351) (-1.636)
월평균
사교육시간
(분)

0.017** 0.038*** -0.001 0.01 0.021 0.016

(-0.007) (-0.009) (-0.01) (-0.014) (-0.013) (-0.021)

여학생
3.294 -18.126* 13.63 -2.993 2.478 14.273

(-5.476) (-9.652) (-9.915) (-10.674
)

(-15.857
)

(-16.152
)

자아개념
5.086 1.232 6.796 0.721 14.598** -0.18

(-3.172) (-4.537) (-4.753) (-6.368) (-6.045) (-10.091
)

성취목표
-0.942 -7.441 -1.084 -0.88 -13.923*

* 8.479

(-3.141) (-4.838) (-5.104) (-6.068) (-6.371) (-8.739)
국·영·수
평균 사전
학업성취도

0.428*** 0.433*** 0.430*** 0.403*** 0.252** 0.433***

(-0.06) (-0.084) (-0.095) (-0.089) (-0.096) (-0.125)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1.899 3.945 -7.687 1.659 -55.713*
** 17.137

(-6.632) (-11.842
) (-8.542) (-10.173

)
(-13.642
) (-13.41)

모학력
(교육연한)

1.166 1.613 1.516 0.262 7.643*** -0.997

(-1.362) (-2.023) (-1.936) (-2.128) (-2.323) (-3.189)

[표 7] 가구소득분위에 따른 야간자율학습의 차별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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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하위집단의 경우 학습시간 증가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가구소득 하위

집단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학습효율성이 유의

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가구소득 상위집단의 경우 평균적으로 학

습시간 투자 대비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

구소득 상위집단을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는, 야간자율학교 시행학교의 학습시간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가

유의수준 0.01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정리하면, 가구소득분위에 따

라 학습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학습시간 대비 학업성취도 향상의

효과는 가구소득 상위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교장

-14.042*
* -19.371 -20.560*

* -12.762 18.9 -32.77

(-6.656) (-12.046
) (-9.666) (-13.028

)
(-29.476
)

(-19.907
)

교사학력
(교육연한)

-2.521 10.679 7.445 45.126* -41.439 28.566
(-10.249
)

(-17.157
)

(-18.633
)

(-24.163
)

(-37.889
) (-62.65)

학교소재지
(강남,서초,
송파=1)

-9.274 -17.771* -7.321 -4.694 26.086 -26.504

(-5.733) (-9.338) (-9.883) (-12.83) (-26.351
)

(-22.027
)

학급당
학생 수

1.803*** 1.931* 2.024 0.039 4.062** -1.189

(-0.622) (-1.091) (-1.594) (-1.295) (-1.86) (-4.057)

공립학교
1.04 2.591 0.835 -29.697*

* -18.821 -48.071

(-6.599) (-8.677) (-20.12) (-14.756
)

(-15.702
)

(-49.745
)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6.637 -19.56 -1.789 -26.855* 65.818* -44.177*
*

(-7.295) (-13.02) (-9.866) (-13.904
)

(-32.851
) (-19.45)

_cons
190.295 -86.655 94.131 -623.147 1423.327

** -481.082

(-198.15
4)

(-348.31
5)

(-355.81
7)

(-411.32
8)

(-692.58
4)

(-1100.1
6)

 0.714 0.775 0.786 0.491 0.84 0.55

N 110 51 59 102 45 57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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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본 연구는 야간자율학습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야간자율학

습 정책의 시행을 통해 학습시간이 증대되고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는지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과도한 학습시간 투자에 따른

낮은 학습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효율성에 대한 야간자

율학습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

학교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고,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시간 및 학

습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의 선택편의를 보정하는 경향점수매칭을 실시하였

다. 이후 본 분석에서는 학습시간에 따른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였으며, 학

습시간과 야간자율학습 시행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야간자율

학습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효율성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학업성취도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나누어 분위별로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시간과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하며, 야간자율학습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1 절 야간자율학습이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에 미

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들은 미시행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학교의 소재지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은 자치구인 강남·서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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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구에 위치하는 비율과 모학력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습지원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

의 교육재정 세출 항목을 살펴보면 학생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혜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선택적 교육활동의 비율(송기창, 윤홍주, 2014)은 더

낮은 반면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항목의 비율은 더 높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평균적

인 사회경제적 수준(Social Economic Status, SES)이 미시행학교 학생들

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방과 후

가정에서의 학습지원이 더 어렵기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가 더 많을 수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 향상을 위해 학습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와 미시행학교의 사교

육시간 및 사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미시행학교가 다소 많았으나 그 차

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도 사교육

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사교육의 대체제

로서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관심인 야간자율학습이 학습시간과 학습효

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야간자율학습의 의도한 효과로서 학습시간의 증가는 확인하기 어려

웠다. 사교육 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주당 국어·영어·수학의 학습시간을

살펴보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보다 미시행학교의 학생들의 학

습시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야간자율학습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에 참여하더라도 사교육을 병행(배한진, 진미정, 2017; 백병부, 2017)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과 학습시간에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의

학생들은 학습시간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간도 더 많았는데, 이는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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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많다는 선행연구에 부합하

는 내용이며(조혜영, 이경상, 2005),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과도

하게 많은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

들은 방과 후에도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교육과 자습시간에 보내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적정한 학습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단순히 학습시간

을 늘리려는 목적보다는 적당한 학습량과 학습시간을 설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

리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의 학습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야간자율

학습 시행학교에서 학습시간을 투자할 때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증가

한 반면, 미시행학교에서는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서울시에서 ‘강제 야간자율학

습’은 전면 금지되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만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에서 강제적 야간자

율학습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학습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권현범, 김남순,

2013; 전창완, 2012)는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효율적인 야간자율학습을 위한 학교의 지원과 노력의 결

과(조지민 외, 2011; 최상근, 2009),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이 신

장되었다면 앞으로도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

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할 때 학습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선택적 참여방식을 유지하며,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및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자발적 야간자율학습 참여가

증가하고 그 효과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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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업성취도 수준 및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야

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본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학업성취도 수준 및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야간자율학습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 수준 상

위집단과 가구소득분위 상위집단에서 학습시간 증가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반면 학업성취도와 가구소득의 하

위집단에서는 야간자율학습에 따른 학습효율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는 미시행학교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과 후 가정에

서 학습지원이 비교적 어려운 상황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야간자

율학습은 가정에서 학습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필요할 수 있으며

이들이 야간자율학습 정책의 주요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분위로 나누어 야간자율학습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소득 상위집단

에서만 학습효율성이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반면 소득 하위집단의 학생

들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여 학습시간을 늘리더라도 그에 따른 학업성

취도 향상 효과가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야간자율학습의 효과에 대해서도 상위집단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시

행학교에서 유의미하게 학습효율성이 나타난 반면, 하위집단에서는 유의

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첫째로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

한 학습시간의 투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

며, 소득 및 학업성취도의 상·하위 집단별로 자기주도학습 역량에 차이

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부족한 저성취학생들

의 학습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추가적인 학습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저

소득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학습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

로,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습하는 방법을 익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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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학교마다 야간자율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야

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라 학교들이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습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지도를 하는 등의 노력(조지민 외, 2011; 최정용,

김병찬, 2017)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정책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일부 학교의 경우 성적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자습지도를 하고 있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

이 성적에 따른 차별을 받을 수 있다(권현범, 김남순, 2014; 사교육걱정

없는세상, 2014). 현재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는 강제 참여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이상 방과 후

학습지도에 대한 질 관리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간자율학

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권 학생들보다는 스스로 학습하기 어

려운 학생들에 대한 자습지도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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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목표하는 학습시간 증진 및 학업성취

도 향상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학습시간의 투자로 인해

학습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

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서 분석한 연구

결과 및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도출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특성을 분석했을 때, 야간자율

학습은 비교적 가정에서 방과 후 학습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

에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가 높을

수 있다. 한편 야간자율학습 미시행학교는 방과 후 사교육에 더 많은 시

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

교의 학생들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보다 사교육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볼

때 야간자율학습의 시행이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둘째, 야간자율학습의 의도한 목적대로 학습시간의 증가 효과는 미시

행학교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았다.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에서 학습시

간이 더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야간자율학습을 학생 선택에 의해서 자

율적 시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문제는 야간자율학습 여부와 상

관없이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습시간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다. 특히 사

교육을 받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학습시간도 많게 나타나 방과 후 학

생들의 시간 중 학습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학습시간의 투

자가 학업성취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학생

들에게 적정한 학습시간을 가지고 그에 따른 학업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에 야간자율학습이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야간자율학습이 학생들의 학습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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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와는 다르게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학습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

났다. 그러나 그 효과가 학업성취도 수준 및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의 특성을 고

려할 때, 가정에서 학습지원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과 같은 방과 후 학습지원이 필요하지만, 가구소득 하위집단에서는 야간

자율학습 시행이 학습효율성에 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했다. 또한 학업성

취도 수준 하위집단에서도 야간자율학습의 시행이 학습효율성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는 적절한 공부습관과 방법을 갖추지 못한 낮은 성취의

학생들이 학습시간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

여준다. 이에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 및 성취

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특별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

리나라처럼 입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무조건 최대 자원을 투입하여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열망을 잠재

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적정학습시간에 대해 안내하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보았

을 때, 야간자율학습의 시행이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높이는 데에만 의의

가 있지 않고 오히려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야간자율학습의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적

정한 학습시간을 가지고 학습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지원으로서 야

간자율학습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둘째, 학교는 학생들이 학습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저소득층 및 학업성취도가 낮

은 집단의 경우 학습시간을 투자해도 그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의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에서도 동일하게 학습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민선, 백일우(2016)에서

성취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사교육의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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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저성취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교수학습시간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 학습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하며, 그 과정에서 야간자율학습은 올바른 공부습관을 들이고 효율적으

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야간자율학습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야간자율학습을

할 때 학습지도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최정용, 김병찬(2017)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

에 따라 학습지원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학교들은 학습환경의 개선 및

자기주도학습 지도를 통해 야간자율학습을 통한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하였고, 이런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효율적 학습전략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고’를 지향하는 학교의

경우에 주로 노력하는 경향(김성천, 2011; 최정용, 김병찬, 2017)을 보이

고 있어, 야간자율학습의 효과가 학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는 소득 및 학업성취도 하위집단의 야간자율학습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 및 저성취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야간자율학습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재

정적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학술적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업성취도와 가구

소득 분위에 따라 야간자율학습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학습지원 부족으로 인해 자기주도학습역량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을 높인 원인에 대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야간자율학습이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메



- 59 -

커니즘을 이해하면 저소득층 및 저성취 학생들에 학습지원을 하는 데에

도 유용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적정학습시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과도

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정한 학습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

어 학습시간이 얼마나 지나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어렵고, 그

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실감하기가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학습시간 대비 학업성취도 향상 여부를 가지고 학습효율성을 판단

하였고, 저소득층 및 저성취학생들의 학습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

았으나, 적정학습시간의 기준이 생긴다면 적정한 학습시간을 투입했음에

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의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 학생들을 진단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시간 및 학습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정

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는 학교특

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개인특성 및 가정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기선, 2010; 장희원, 김경근,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학교정책인 야간자율학습에 주목한 것은 바꾸기 어려운 개인적

특성보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희망을 가졌기 때

문이다. 학습시간은 학업성취의 중요한 투입 요인이지만 학습시간만 늘

린다고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효율성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습시간과 학습효율성에 미치

는 학교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이외에 학습시간과 학습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정책의 요인을 찾아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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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ed to reduce studying time and improve academic efficiency

arises since as reported in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the academic efficiency of students in Korea

seems much low due to excessive studying time although their

academic achievement is quite high. Because of thi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night self-study has effects on the studying time

and academic efficiency of high school students as a policy to

increase studying time and academic efficiency.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are traits of school implementing the night self-study?

Second, what are the differences in studying time and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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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between school implementing night self-studying and school

which is not?

Third, how are effects night self-study policy have on studying time

and academic efficiency different by household income class and

academic achievement class?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eou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using panel data of elementary school from

students, parents, teachers, principals and schools of 6th year(2015),

7th year(2016).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precisely, this study

analyze Ordinary Least Squares(OLS) after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so that it ensures homogene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implementing night self-study, those school

are more often located in Gangnam, Seocho, Songpa and is lower and

the rate of more often have male principal. Also, the number of

students in each class, the rate of selectiv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in expenditure and the average level of maternal education

are lower.

Secondly, a close look at the students' studying time and academic

efficiency of schools implementing night self-study reveals that those

school, not as expected, are likely to have less studying time. In

review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n the studying time, on the

other hand, the academic efficiency of students attending night

self-study is significantly static. On analysis of the impact of

implementing night self-study on the academic efficiency after using

interaction term between studying time and implement of night

self-studying, it is found that the implement has an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efficiency. Contrary to existing concerns that night

self-study policy can forcibly increase studying time but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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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efficiency, this results suggest that night self-study helps

students to improve their academic efficiency.

Third, in reviewing the effects of night self-study policy on

studying time and academic efficiency for different household income

group and academic achievement group, the academic efficiency of

schools implementing night self-study shows meaningful positive

effects in the group of high level students. This result shows that

night self-study can have discriminative effects on academic

efficiency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levels and is more effective

for higher academic achievers and higher-income group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research impli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school implementing

night self-study, schools which are implementing night self-study are

less likely to be located in three Gangnam districts and are likely to

have lower maternal education level than schools not doing so.

Although it does not seem significantly, household-income level and

academic support of parents appear lower in the schools implementing

night self-study. On the other hand, student welfare and the rate of

item for reducing educational disparities in expenditure appear higher.

Therefore, this implies schools implementing night self-study has

lower Social Economic Status(SES). In this way, night self-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students of low SES with after-school

learning activity. Also, students in the low income class needs other

supports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to study through night

self-study time in that those students have low academic

achievement compared to time they spend studying.

Second, increasing studying time, which night self-studying intende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tudents having high academic

achievement and in the high income class. This implies th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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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study can be an effective learning method for students hav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is also implies that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not only increasing studying time but hav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s needed so teaching and supporting

learning to encourage the ability is also needed.

Therefore, to increase academic efficiency of night self-study policy,

coaching self-studying to students who have les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s more needed than coaching special self-studying to

advanced students.

Third, it turns out that implementing night self-study encourages

academic efficiency despite concerns that it doesn't. This was

possible because night self-study is not compulsory but voluntary for

students. Therefore, when students voluntarily attend self night-study,

academic efficiency is higher so this self-selected participation should

be maintained, and schools should provide students with environment

and coaching for efficient studying through this self night-study to

encourage them to improve their studying ability.

keywords : Night Self-study, Self-studying Time,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Efficiency,

Propensity Score Matching

Student Number : 2017-2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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