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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Leder(1990)는 학교에 서 수학이 ‘학생 들의 후속 공부와 경 력 에 영 향을 미 치 는 중 

요한 여과지 I (p. 17)라고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수학은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수학이 학생들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학교육에서 

양성 평등은 중요한 논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 수학과정에서의 남녀 

참여율과 남녀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를 살펴 볼 때 수학에서의 성차가 상대적으 

로 큰 편이며，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시급하다. 

[그림 1 -1] 과 <표 1 -1>은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과목과 대학에서 수학과 과 

학을 전공하는 남녀 비율을 보여준다. [그럼 1 -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섯 과정 

모두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 보다 높고， 특히 수 R와 미분과 적분 과정에서의 남 

녀 차이는 매우 크다. 이러한 남녀 학생들의 참여율의 차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주 

목해온 문제이며， 이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다. 영국의 경우， 

Mendick(2003)은 1995년과 2001년 사이 어려운 단계의 수학과정을 선택한 남녀 

학생들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1995년에 남학생의 비율이 65 %인 반면 여학생의 

선택률은 35 %에 그쳤다. 이러한 남녀 참여율의 불균형은 2001년 남학생이 63 %, 

여학생이 37 %로 지속되었다. 또한 Forgasz, Leder, & Thomas(2003)는 호주의 

수학 선택과정에서 나타나는 남녀 불균형을 보고하였다. 1994년과 1999년 동안 3 

단 계 CFurther Mathematics, Mathematical Methods, Specialist Mathematics) 수 학 

과정에서 남녀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 보다 많았으며 단계 

가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차이는 커졌다. 한편，<표 1 -1>은 우리나라 2006년 현 

재 학부， 석사， 박사 과정에서 수학과 과학을 전공하는 남녀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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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학부에서 박사 과정으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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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수학 선택과목에서 남녀 참여율 (2005) 

〈표 1-1> 수학， 통계， 물리&과학 분야 남녀 등록 비율(2006) 

통계 

물리，과학 

남녀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의 차이는 보다 직접적으로 수학교육에서의 양성 평등 

문제 를 제 기 한다. TIMSS(Third Intem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 

PISA(Programme for Intem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같은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연구는 한국이 다른 여러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큰 남녀 성취도 차이가 있음 

을 보여 주고 있다(Mul1is ， Martin, Gonzalez, & Chrostowski, 2004; OECD , 2001, 

2004). 1995년， 1999년， 2003년에 실시된 TIMSS에서 나타난 한국 남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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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의 차이는 <표 1 -2>와 같다. 1995년 TIMSS에서는 남녀 학생들의 평균점 

수가 17점이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1999년에 여학생의 성취도가 크 

게 향상됨으로써 5점으로 차이로 크게 줄었으며， 이 차이는 2003년에도 동일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던 TIMSS의 결과를 보면 남녀 성취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었던 PISA 2000과 PISA 

2003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OECD(2001)과 OECD(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PISA 2000과 PISA 2003 모두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훨씬 높 

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즉， PISA 2000에서는 남녀 평균 점수 

차가 27점으로 32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성 차이를 보였으며 PISA 2003 또한 23 

점의 남녀 성취도의 차이를 나타냈고 이는 40개 참가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결과 

였다. TIMSS와 PISA는 한국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 

이고 있다는 비슷한 결과를 보인 반면 그 성취도 차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표 1-2> 8학년 학생들의 남녀 평균과 차이 (TIMSS) 

본 연구는 PISA 2003에서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이 나타낸 성취도를 성차의 관점 

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주는 오래전부터 수학 성취도에 있어서의 남 

녀 차이에 주목하고， 교육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시도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호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수학 성취도 

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를 주요 논점으로 택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 또는 교과 

서 개발에 이를 반영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두 나라의 배경이 다른 만큼 학생들 

이 보이는 성취도의 남녀 차이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PISA 2003의 결 

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사들이 남녀 

특성에 따른 적절한 지도 방법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남녀 수학 성취도 차이에 관한 연구에 다양한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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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이 논문에서는 공개된 문항만을 분석할 것이며， 공간과 모양， 변화와 관계， 

양， 불확실성의 네 범주로 분류한 문항별 정답률을 비교하여 경향을 비교하고 분 

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PISA 2003에 포함된 네 범주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이 나타낸 남녀 

성취도 차이는 어떠한가? 

2. 네 범주에 속한 문항별 남녀 성취도 차이 양상에서 두 국가사이에 차이점과 유 

사점은 무엇인가? 

ll. 션행 연구 검토 

1. 수학 성춰도에서의 성차에 대한 국외 연구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들에게 고등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 

공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Leder， 

1992). 또한 대부분의 남성 뿐 아니라 여성조차도 수학은 남자의 영역이라고 인식 

하였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은 고등수학을 계속 학습한다거나 수학과 관련된 직업 

을 선택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들의 수학 학습의욕 상실은 여성 

들의 열등한 수학 성취도의 결과로 나타났다(Hanna， 2003). 실제로 여학생들은 

1960년대에 실시된 FIMS(First Intemational Mathematics Study)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 12개 참가국 중 107B 의 국가에서 13살 남학생 

들이 같은 또래 여학생들보다 월등함을 보였고 107B 참가국 모두에서 17-18살 남 

학생들 또한 여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수학 성취도와 고등수학 과목 수강율에서 남학생들이 현저하게 우위에 있음을 문 

제로 확인한 연구자들은 그러한 성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려고 시 

도하였다.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1970년대부터 실행되어왔다(Fennema， 2000; 

Leder, 1992). 

Kaiser & Rogers(1995)에 의하면， 19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많은 연구에서 

남녀 수학 성취도 차이의 주된 이유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소， 

사회적 기대치， 개인적 신념 체계 그리고 자신감과 같은 많은 요인들의 복잡한 상 

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Leder(992)와 Becker(2001) 또한 수학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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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성 차이가 생물학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관점을 지지 하는 충분한 증거들 

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Leder에 따르면 성 차이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적 요인 

들과 같은 환경적 변인들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지적 그리고 개인적 신념 

과 같은 학습자와 관련된 변인들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 동안 수행된 많은 연구에서는 남녀 수학 성취도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줄거나 

사라졌음을 보고하였다. 그려나 전체적인 남녀 성취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과 달 

리 수학 내용별， 시험 문항 형태별 그리고 난이도별 차이는 여전히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Hyde, Fennema & Lamon(1990)은 선행 

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 1974년 이후로 전반적인 수학 성취도에서 남녀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시험 내용별， 문항의 난이도별 그리고 나이별로 다양한 성차가 나타 

남을 확인하였다. 여학생들은 계산 능력이， 남학생들은 문제 해결능력이 뛰어난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커졌다. 기하학에서 

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뛰어난 성취도를 보였으며， 대수학과 수론에서는 남녀 차 

이가 없었다. 

Hanna (1989)는 20개국의 SIMS(Second International Mathematics Study)결과를 

분석하여， 남학생이 기하학과 측정 영역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Hyde 등(199이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수학과 수론에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TIMSS 1995에 나타난 13세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학 

성취도를 보면 39개 참가국 중 37개 국가에서 남녀 차이가 없었으며， 127H 국가에 

서는 대수학 영역에서 약간의 여학생의 우위가 나타났다. 그러나 17-18세 학생들 

의 결과에서는 167H 국가 중 11 개 국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 성취도 차이 

(남학생 우위)를 보였으며， 7개 국가는 TIMSS 1999에 포함된 3개 영역 (Nunbers 

and equations, Calculus , Geometry) 모두에 서 남학생 이 여 학생 보다 훨 씬 뛰 어 난 

성취도를 나타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Barnes(1997)의 문항별 분석을 통한 연구에서는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뛰어난 성취도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쉬 

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모두 잘 해결하였다. 이 결과는 여학생은 쉬운 문제를 

잘 풀고 남학생은 어려운 문제에 강하다는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또한 여학생 

들은 모든 문제 유형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즉， 여학생은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우위에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선택형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열등하였으며 남학생들은 문제의 정답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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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구하는 반면 여학생은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남기는 

이러한 

할지라도 추측을 통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항유형은 여학생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였다 

(Ben-Shakhar & Sinai, 1991). 그러나 Barnes의 연구에서 풀지 않은 선택형 문항 

의 개수를 각각 조사한 결과 오히려 남학생이 답을 하지 않은 문항의 개수가 여 

학생보다 많았다. 그러므로 이 결과에 의하면 선택형 문항이 여학생에게 불리하다 

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Beller & Gafni (2αX))는 1988년과 1991년에 실시 된 IAEP(lntem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수학 평가에 포함된 서술형과 선택형의 문항에서 13세 남녀 학 

생들의 성취도를 조사하였다. 1988년에는 남학생들이 서술형 문제보다 선택형 문제에서 

여학생보다 뛰어난 성취도를 보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1991년에는 선택형 문제보다 서술형 

문제를 더 잘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항 형태 하나의 요인으로 인해 남녀 성취 

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항의 내용， 난이도 그리고 형태와 같은 복잡한 요인 

들의 작용이 남녀 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2. 수학 성춰도에서의 성차에 대한 국내 연구 

국내에서는 국가 수준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남녀 차이를 살펴보거나， 각 내용 영 

역별 연구 주제를 다루는 학위 논문에서 남녀 학업 성취도 차이를 살펴본 본 연 

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 차이에 대한 양 

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국가수 

준 학엽성취도 평가 결과(김명화 등， 2007)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평균 

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0.42점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에서는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여학생 보 

다 각각 0.40점 0.82점이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에서는 수학 성취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우위이거나 차이가 거의 

없으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성별 차이가 커지며 남학생이 더 우수하다는 성 차 

이 관련 연구들의 일반적인 결과들과 일치한다. 

초등학교 3학년 남녀 학 

2005년까지 여 학생 의 미 도 

차이가 커져가고 았다 

김선희 (2007)는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분석을 통해 

생의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03년부터 

달 비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남학생과의 미도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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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였다. 또한， 내용영역별로는 수와 연산과 도형 영역에서는 남녀 미도달 

비율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측정영역에서는 2003년 남녀 미도달 바율의 차가 

1.73%에서 2005년 6.1%로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미도달 비율이 남학생 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하위수준에 속한 여학생의 수학 성취도 향상을 위 

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보여준다. 

내용영역별 남녀 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로 최유주(2006)의 초등학교 6학년 

수학경시대회 자료 분석에서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 

해결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유주(2아6)의 연구 

에서 문항 유형별 차별기능문항을 분석한 결과 선다형 문항에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유반응형 문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소영 (2008)의 연구에서 

는 수학문장제 문제해결력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해결 

과정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언어적 표현력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앞서 국외 연구에서 진술한 Bames(1997) 

와 BelIer & Gafni(2oo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수학 문제에서 서술된 상황이 성별적으로 편향된 경우， 수학 성취도에서의 성별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국외에서 진행되어왔다. 이에 김현정 (1998) 

은 편향된 문항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남성다운 문제 상황을 제시한 문항과 여성다운 문제 상황을 제시한 문 

항을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그 결과 성별적으로 편향된 문제 상황이 남녀별 수학 

성취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두 문제 상황 모두에서 남학생의 평 

균 점수가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교육에서의 성차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국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연구되 

어지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수학 성취도에서의 남녀 차이는 학년별， 지역별， 

내용영역별 등과 같은 여러 변인들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ll.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OECD에 의해 실시된 PISA 2003 남녀 학생 수학 학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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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PISA 는 국제 비교를 위해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 

기， 수학， 과학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4년마다 실시되어 오고 있 

다. 4년을 주기로 매 번 한 영 역을 집중적으로 평가 하는데. 2003년에 실시된 

PISA는 수학영역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PISA 2003 의 남녀 수학 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이차적 분석법 (a secondary analysis)을 적용 

하였고(Hyman， 1972),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에 관한 모든 자료는 PISA 2003 데이 

터베이스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이미 통계 

적 분석을 마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 차이를 언급한 것 

은 이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전체적인 수학 성취도에서의 남녀 차이 뿐 아니라， PISA 수학평가에 

포함된 네 범주 (공간과 모양， 변화와 관계， 양， 불확실성) 각각에 나타난 성별 차 

이와 각 범주에 속한 문항별로 남녀 학생의 성취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서 나타난 한국 학생들의 성취도는 호주 학생들의 남녀 성취도 차이와 비교되었 

다. 한국 학생들의 남녀 차이는 TIMSS와 PISA와 같은 여 러 국제 비교 평가에서 

비교적 남녀 차이가 적은 나라 군에 속하는 호주와 비교함으로써 두 나라의 남녀 

차이의 패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한국학생들의 남녀 성취도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추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ISA 2003에서는 너l 범주에 85문제가 출제되었다: 20문제-공간과 모양; 22문제

변화와 관계; 23문제-양， 20문제-불확실성. 그러나 일부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실시 

되는 다른 해의 PISA에 사용됨으로써 85문제 중 39문제만이 PISA 2003 데이터베 

이스를 통해 일반인에 공개되었다. 그 중 31문제만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남녀 

정답률을 확인 할 수 있었으므로 본 연구는 31문제의 결과만을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수학 영역에 관련된 네 범 

주와 각 범주에 속한 문항들에 나타난 남녀 학생들의 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PISA에 사용하기 위한 문항 개발의 정확성과 네 범주의 타당성은 질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각 범주에 속한 문항별 분석을 위해서는 31문항이 어떤 범주 

에 속하는 지가 필요하였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PIS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공 

개 되 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분류를 위 해 Monash University의 예 비 교사교육을 위 

한 수업을 듣는 4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두 명이 한 조로 분류를 

마친 후， 그 결과와 연구자의 판단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범 주 1: 공간과 모양 Q1, Q2, Q3, Q4 



PISA 2003에서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이 나타낸 수학 성취도의 성차 분석 39 

범주 2: 변화와 관계 - Q5, Q6, Q7, Q8, Q9, Q10, Qll , Q12, Q13 

범 주 3: 양 - Q14, Q15, Q16, Q17, Q18, Q19, Q20, Q21 , Q22 

범주 4: 불확실성 - Q23, Q24, Q25, Q26, Q27, Q28, Q29, Q30, Q31 

분류는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영역을 고려하여 진행되었으며， 두 조에서 

실행한 분류는 거의 일치하였다. 

N. 연구 결과 

PISA 2003의 결과에 의하면 <표 N-1>과 같이， 한국의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취도 차이를 보였으며， 호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이하 

에서는 각 범주별로 한국과 호주의 성차를 확인하고， 문항의 내용과 난이도를 고 

려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IV-1> PISA 2003에 나타난 성별 수학 평 균 

1. 범주 1 공간과 모양 

범주 1에는 총 20문제가 출제되었다. 한국과 호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 

차이를 보였으며 각각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여학생 보다 27.03점， 1 1.87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표 N-2>. 한국의 남녀 차이는 호주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 

으며， 두 나라 모두 공간과 모양 범주에서의 남녀 성취도 차이가 다른 세 범주에 

서의 차이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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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범주 1 에 나타난 성별 수학 평균 

범주 1에 속한 총 20문항 중 다섯 문항이 공개 되었으나 네 문제의 정답률만을 데 

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었고 결과는 아래의 <표 N-3>과 같다. 한국은 네 

문제 모두 남학생의 정답률이 여학생 보다 높았으며， 호주는 세 문제에서 남학생이 

우위였으나 그 중 한 문제는 정답률의 차이가 1%이하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표 

N-3>의 강조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네 문제 모두에서 한국의 남녀 정답률의 

차이는 호주보다 크다. 

〈표 IV-3> 범주 1에 속한 문항별 남녀 정답툴 

문제번호 
남학생 (%) 여학생 (%) 

남녀 차이 (%) 

25.85 20.83 5.02 

Q1 과 Q2를 성공적으로 풀기위해서는 학생들의 공간능력이 요구된다. Q1은 주사 

위의 마주보는 면을 인식하고 그 위에 그려진 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3차원 공간에서의 회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Q2는 네 개의 

정육면체 전개도 중 접었을 때 문제에 주어진 규칙을 만족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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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묻는 문제이고 학생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D를 3-D로 바 

꿀 수 있는 능력 (transformation ski1ls) 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두 문제 모두 남 

학생의 정답률이 여학생보다 각각 9.31% , 4.89% 높았다. Fennema(2000)는 남성이 

여성보다 공간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수학 성취도에서 남성 우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T따tre(1990) 또한 일부 연구가 Q2를 풀기 위해 요구됐던 변 

환 기능에 의해 측정된 공간능력과 수학 성취도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 

을 보였으며， 열등한 공간능력은 여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고 언급하였다. 적어도 Q1 , Q2에서 보인 한국 남학생의 우위는 이러한 선행 연구 

들을 뒷받침 할 수 있다. 반면， 호주는 Q1에서는 여학생의 성취도가 높았으며 Q2 

에서는 남학생이 우위를 나타냄으로써 공간능력과 관련된 문제에서 남학생이 우 

윌함을 보이지는 않았다. 

Q1에서의 한국과 호주 남학생의 정답률은 거의 비슷하나 한국 여학생의 정답률이 

호주 여학생 보다 11.91% 낮아 한국 여학생의 낮은 정답률이 남녀 차이를 크게 

하였다. 따라서 한국 여학생의 부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3차원 회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Q4는 32미터 목재를 이용하여 화단을 에워싸기 위해 서로 다른 네 가지 화단모양 

중 어떤 모양이 가능한 지를 묻는 문제였다 (<부록>참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모양의 도형들도 같은 둘레를 가진다는 기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범주 1에 속한 네 문제 중 학생들의 정답률을 살펴볼 때 두 

나라 학생들 모두에게 가장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한국 학생의 정답률 35% ， 호 

주 학생의 정답률: 23%). 두 나라 모두 이 문제에서 나타난 남녀 차이는 다른 문 

제들에 비해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고， 남학생의 정답률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 여학생은 어려운 문제에서 남학생보다 잘하거나 거의 비슷한 성취도를 

보였다는 Bames(1997)의 문항별 연구 결과와는 반대였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려운 문제를 더 잘 해결한다는 성 차이의 양상을 뒷받침하 

기 위해서는 PISA 2003 수학 평가에 포함된 학생들의 정답률이 낮은 더 많은 문 

제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범주 2 - 변화와 관계 

범주 2에는 총 2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성별 수학 평균은 <표 N-4>와 같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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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평균은 여학생 보다 21.87점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 

다. 반변 호주는 남녀 성취도의 차이가 1.17점으로 남학생이 약간 우위에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호주의 경우， 네 범주 중 변화와 관계 영역에서 

가장 적은 남녀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4> 범주 2에 나타난 성별 수학 평균 

범주 2에 속한 총 22문제 중 열 문제가 공개 되었으나 아흡 문제의 정답률만을 데 

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었고 결과는 아래의 <표 N-5>과 같다. 한국은 아흡 

문제 중 일곱 문제에서 호주 보다 남녀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곱 문제 D 조도 
_L. I 

남학생이 우위이고 Q7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서 5% 이상의 높은 남녀 정답률 

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호주는 아흡 문제 중 두 문제 에서만 한국 보다 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두 문제 모두 여학생의 정답률이 높았다. 한국은 아흡 문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우월하였고 남녀 차이가 비교적 큰 경향을 나타냈다. 호주는 

아흡 문제 중 여섯 문제에서 남학생의 정답률이 여학생 보다 높았지만， 그 중 세 

문제 (Q5， 6, 7)에서는 1% 정도의 비교적 낮은 성차를 보였다. 아흡 문제 중 나머지 

세 문제는 여학생이 우월하였으며 그 중 두 문제 (Q9， 10)에서 5% 정도의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냈다. 

문제 번호 

Q5 

(보폭1) 

Q6 

(보폭2) 

〈표 IV-5> 범주 2에 속한 문항별 남녀 정 답률 

정답률(%) 

남학생 (%) 여학샘 (%) 
남녀 차이 



07 

(성장1) 

08 

(성장2) 

09 

(성장3) 

010 

(최고의 자동차1) 

011 

(최고의 자동차2) 

012 

(인터넷 채팅1) 

013 

인터넷 채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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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6은 남자의 보폭을 소재로 하였고 남자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반면， Q7, 8, 9 

는 여성의 키에 관련하여 묻는 문제였다(<부록> 참조) . 이 문제들에서 호주의 경 

우， Q5, 6에서는 남학생이 약간 우위에 있었으나 Q8, 9에서는 여학생의 정답률이 

남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에 사용된 언어와 소재에 따라 성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다섯 문제 모두에서 남학생의 정 

답률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문제에 사용된 언어나 

소재가 성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Q9의 경우， 제시된 그래프를 보고 여성의 성장률이 12세 이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서술형 문제이다(<부록> 참조) .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학생블은 ”성장률이 낮아진다" 라는 말의 의미와 곡률과 성장률 사이 

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 서술형 문제에서 한국은 비교적 큰 차이 (6.1 %)로 

남학생이 우세하였으나 호주는 여학생의 정답률이 남학생 보다 4.93% 높았다. 또 

한 호주 여학생 정답률이 60.36 %로 한국 여학생 정답률 52.4 %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술형 문항에서 한국 여학생이 호주 여학생에 비해 부진함을 보 

였다. 이와 같은 서술형 문제에서 한국은 남학생이 우위인 반면 호주는 여학생이 

우위인 양상이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서술형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지 살펴보았다. 

공개된 아흡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즉， 남녀 정답률이 50% 이하 

인 문제들은 Q5, 6, 11, 13 이였다. 한국과 호주 모두 어려운 문제들에서 남학생의 

정답률이 여학생 보다 높았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남학생이 월등히 뛰어났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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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2 어려운 문제에서 나타난 성 차이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주어진 “Ca"가 우승을 하도록 등식의 계수를 찾는 문제였다(<부록> 

조)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점과 차종별 점수， 계수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하며， 어떤 특정한 풀이 방식을 통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기보다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함으로써 시간과 학생들의 인내섬이 요구되는 문제라 할 수 있 

두 나라 모두 남학생이 우위였으며 한국의 경우 변화와 관계 범주에서 11% 

가장 큰 남녀 차이를 보였다. 

차n
 

우위의 경향이 양상인 남학생 주 1의 

에서도 

Qll은 

다. 

이상의 

3. 범주 3 양 

범주 3에는 총 23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이 영역에서는 수적관계와 규칙들 그리고 

수 성질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표 N-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남학생 

의 평균은 여학생 보다 26점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반면 

호주는 남녀 성취도의 차이가 4점으로 남학생이 약간 우위에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표 IV-6> 범주 3에 나타난 성별 수학 평균 

범주 3에 속한 총 23문제 중 12문제가 공개 되었으나 아흡 문제의 남녀 정답률만 

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었고 결과는 아래의 <표 N-7>과 같다. 한국 

은 아흡 문제 중 일곱 문제에서 호주 보다 훨씬 높은 남녀 차이를 보였으며 일곱 

문제 모두 남학생이 윌등하였다. 반면 호주는 아흡 문제 중 두 문제 에서만 한국 

보다 성 차이가 약간 높았으며 두 문제 모두 여학생의 정답률이 남학생 보다 높 

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아흡 문제 중 여넓 문제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우 

월하였고 한 문제만이 여학생이 우위였다. 호주는 아홉 문제 중 다섯 문제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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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정답률이 여학생 보다 높았지만， 그 중 두 문제 (Q17， 22)에서는 1% 정도의 

비교적 낮은 성차를 보였다. 아흡 문제 중 나머지 두 문제에서는 여학생이 우위를 

나타냈다. 

〈표 IV-7> 범주 3에 속한 문항별 남녀 정 답률 

정답률(%) 

남녀 차이 (%) 
여학샘 (%) 남학샘 (%) 나라 

문제 번호 

Q14 

(환율1) 

Q15 

(환율2) 

Q16 

(환율3) 

Q17 

(선반) 

Q18 

(피자선택) 

Q19 

(스케이트보드1) 

Q20 

(스케이트보드2) 

Q21 

(스케이트보드3) 

Q22 

(계단모양) 

한국과 호주 두 나라 모두 여학생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음식을 소재로 한 문제인 

Q18의 

심을 

-H 。
/δ T 

갖고 

여학생의 정답률이 1.-}송lλ써 
0 -, 。

흥미를 끌만한 소재인 선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관 

만들기와 스케이트보드에 관련된 문제인 

Q17, 19, 20, 21에서는 두 나라 모두 남학생의 정답률이 높았다. 호주의 경우，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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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도 문제에 사용된 소재에 따라 남녀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 문제들에서와 같은 동일한 성 차이 양상을 보였다. 

Q16은 자신의 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서술형 문제이다C<부록> 참조). 이 문 

제에서 한국은 남학생의 정답률이 여학생 보다 높은 반면 호주는 여학생의 정답 

률이 높았다. 두 나라 모두 이러한 성 차이 경향은 범주 2에 속한 서술형 문제에 

서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 문제의 정답률 결과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한국 학 

생들의 정답률이 호주 학생들의 정답률 보다 낮았으며 특히 한국 여학생의 경우 

호주 여학생 보다 약 9% 정도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주 2에 속 

한 서술형 문제에서도 통일한 양상을 보였으므로 서숲형 문제에서 한국 여학생의 

부진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Q16은 한국과 호주 모두 학생들의 정답률이 50% 이하로 학생들에게 어려 

운 문제였으며 한국의 경우， 범주 2에 속한 어려운 문제에서 남학생이 우윌함을 

보인 성 차이 양상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호주는 여학생이 우위를 보임으 

로써 범주 2와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Q21은 주어진 부품가격들을 더함으로써 120제드에 가장 근접하게 부품들의 가격 

을 정하는 문제였다C<부록> 참조) . 이는 범주 2의 Ql1과 같이 문제의 정답을 얻 

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하여 학생들의 심리적인 요소가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Ql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학생들은 11%이상이라는 높 

은 남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호주의 성 차이 보다 3배 정도 높았다. 특히， 

한국여학생들의 정답률이 호주여학생들의 정답률보다 5%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4. 범주 4 - 불확질성 

범주 4에는 총 20문제가 출제되었다 불확실성 범주에 속한 문항들은 여러 가지 

표， 그래프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분별하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들이며 확률과 통계영역과 가장 밀접히 관련돼 

있다. 한국은 남녀 성취도의 차이가 21.69점으로 남학생이 우수하였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성차를 보였다. 호주의 경우 남학생 평균이 여학생 보다 7.3점 높았 

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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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8> 범주 4에 나타난 성별 수학 평균 

범주 4에 속한 총 20문항 중 11문제가 공개 되었으나 아흡 문제의 정답률만을 데 

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었고 결과는 아래의 <표 N-9>와 같다. 한국은 아 

흡 문제 중 네 문제 (Q23, 26, 27，29)에 서 나타난 남녀 정 답률의 차가 호주 보다 크 

며 모두 남학생이 우위였다. Q24, 25, 29, 30에서는 호주의 성차가 한국 보다 크며 

그 중 세 문제는 여학생의 정답률이 높았고 한 문제만이 남학생이 더 높은 정답 

률을 보였다. 나머지 한 문제 (Q31)에서는 두 나라의 남녀 성취도의 차이가 거 의 

비슷하지만， 한국은 남학생이 우월한 반면 호주는 여학생이 우윌함을 보였다. 한국 

은 아흡 문제 중 일곱 문제에서 남학생의 성취도가 높았으며 나머지 두 문제에서 

는 여학생의 정답률이 남학생 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다. 호주는 여학생이 우 

위언 문제 수가 아흡 문제 중 다섯 문제로 남학생 보다 많았으며 세 문제만이 남 

높았고 나머지 한 문제 (Q23)에서는 남녀 성취도의 차이가 거의 학생의 정답률이 

없었다. 

〈표 IV-9> 범주 4에 속한 문항별 남녀 정답률 

남녀 차이 (%) 

정답률(%) 

여학생 (%) 남학생 (%) 나라 
문제 번호 

(강도사건) 

Q24 

댐
 
-m 

Q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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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029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030 

(며기물) 

031 

(지진) 오주 

50.50 48.80 

51.56 56.94 -5.38 

Q23, 28, 29, 30은 자신의 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서술형 문제이다C<부록> 

참조) . 한국은 두 문제에서는 남학생의 정답률이 높았으며 나머지 두 문제에서는 

여학생의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세 문제는 여학생이 우위 

를 나타냈으며 한 문제에서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서술형 문항들 

에서 호주 학생들이 나타낸 성 차이 양상은 범주 2와 범주 3에 속한 서술형 문항 

들에서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국과 호주 학생들의 정답률이 50%이하로 어려웠던 문제는 Q23, 28, 29이다. 한 

국은 Q23, 29에서 남학생의 정답률이 높았으며 Q28에서는 여학생의 정답률이 남 

학생 보다 2%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두 문제는 여학생이 우위 

였으며 한 문제에서는 성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Q25, 26에서는 두 나라 모두 비교적 높은 남녀 성취도의 차이를 보였다 Q25를 

풀기위해 학생들은 원 그래프와 바 그래프를 읽고 비례 계산을 통해 정답을 구해 

야 하며 Q26 또한 빨간 사탕을 꺼낼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비에 관련된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에서 두 나라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PISA 2003에서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이 나타낸 성취도를 성차의 관점 

에서 분석하였다. 성차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분석 관점을 토대로 PISA 2003에 

포함된 네 범주별， 각 문항별 학생들의 남녀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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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연구 질문에 따라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인， PISA 2003에 포함된 네 범주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의 학생들이 나타낸 남녀 성취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PISA 

2003에서는 한국과 호주 모두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 보다 높았으며 한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 차이를 보였으나 호주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네 범주 중 공간과 모양 영역에서 가장 큰 남녀 성취도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네 범주 모두에서 20점 이상의 큰 남녀 성취도 차이를 나타냈으며， 내용 

영역에 관계없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뛰어난 경향을 보였다. 이는 내용 영역별 

로 남녀 성취도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들(Bames ， 1997; 

Cheung, 1998; Hanna, 1989; Hyde, Fennema & Lamon, 1990; Kaur, 1990; 

Shuard, 1986)과 다른 결과였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성차는 TIMSS 2003의 말레 

이시아 학생들에게서 나타난 남녀 성취도 차이 (TIMSS 2003에 포함된 5개 영 역 

모두에서 여 학생 이 남학생 보다 우윌하였던 A wang and Ismail (2006)의 연구)와 

정반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나라들과 상반된 성차 

의 양상을 나타낸 것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성취도에서 남녀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성취도에서 성차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좀 더 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네 범주 모두에서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 보다 높 

았지만 그 차이는 한국에 비해 훨씬 적었을 뿐 아니라 차이의 정도가 범주별로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였다. 범주 1인 공간과 모양에서의 남녀 성취도의 차이가 

네 범주 중 가장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나머지 세 범주에서는 남학생 

이 여학생 보다 약간 우위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특히， 범주 2인 변화 

와 관계에서의 성별차이는 1.87점으로 가장 적은 차이를 나타냈다. 호주에서는 우 

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교육적 조치를 통해 남녀 차이를 줄이려고 

시도하였으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성 차이의 변화에 대 

한 양상을 예측하게 하는 한 가지 단서를 확인하는 기회로 볼 수 있다. 

각 범주에 속한 공개된 문항에서의 성별 우위를 아래 <표 V-1>과 같이 정리했 

다. 한국은 31문제 중 3문제를 제외한 28문제에서 남학생이 우월하였으며 그 차이 

또한 대체적으로 큰 경향을 나타냈다. 나머지 세 문제는 여학생 우위를 나타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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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양과 불확실성 영역에 속한 문제들 이었다. 반면 호주는 남학생과 여학생 우위 

를 나타낸 문제가 각각 20문제와 11문제였다. 각 문제에서 보인 남녀 정답률의 차 

이가 한국 보다 작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남학생의 정답률이 놓은 문제들이라 하 

더라도 20문제 중 9문제는 그 차이가 1% 보다 작거나 1% 정도로 아주 작은 차이 

를 나타내었다. 

〈표 V-1> 각 범주별 남녀 우위 문항 수 

전체 31 28 3 20 11 

공간과 모앙 4 4 0 3 

변화와 관계 9 9 0 6 3 

。c:it 9 8 7 2 

불확실성 9 7 2 4 5 

두 번째 연구문제인， 네 범주에 속한 문항별 남녀 성취도 차이 양상에서 두 국가 

사이에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범주 1에 속한 공간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에서 한국은 성차가 컸으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여자 보다 공간 능력이 뛰어나 

며 공간 능력에서의 차이가 수학 성취도에서의 성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보편적 결과(Kaur， 1990; Shuard, 1986; Tartre, 1990; Wang, 2006)와 일 

치하였다. 반면， 호주는 두 문제 중 한 문제는 여학생이 우위였으며 다른 한 문제 

는 남학생 우위를 보임으로써 한 성별에 치우친 성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 

는 공간 능력과 연관된 단지 두 문제의 결과만을 살펴본 것이므로 이 문제들에서 

보인 성별 차이 양상은 더 검증이 필요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공간 능력 

과 연관된 문제에서 두 나라가 보인 성 차이 양상이 달랐으므로 공간 능력에서 

남자가 여자 보다 우월하다는 가설의 보편화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정답률이 50%이하인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남학생이 어려운 문제 뿐 아니라 쉬운 문제에서도 여학 

생 보다 우월한 경향을 나타낸 반변 호주는 범주 1, 2에서는 남학생의 정답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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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범주 3, 4에서는 여학생이 우위이거나 성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 

라서 두 나라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어려운 문제를 더 잘 해결한다는 일부 

선행 연구를 뒷받침 할 충분한 증거는 없었으며 성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문제의 난이도 뿐 아니라 수학 내용 영역과 같은 다른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에 의한 것이라는 Beller & Gafni(2000)의 지적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답에 근거를 제시하는 서술형 문제에서 호주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성취도가 높았으며 이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서술형 문항형 

태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각 범주별로 살펴 

본 서술형 문제 여섯 문제 중 네 문제는 남학생이 우위였으며 불확실성에 속한 

두 문제만이 여학생 우위를 보임으로써 서술형 문항형태가 여학생에게 유리한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자유반응형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리했다는 최유주(2006)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이었다. 두 나라의 결과에서 주 

목할 만 한 점은 서술형 여섯 문제 중 네 문제에서 호주 여학생의 성취도가 한국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여학생들이 다른 문항들에서 보 

다 서술형 문항에서 부진함을 보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서술형 문항들에서 여학생의 성취도가 향상 된다면 성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문제의 배경이 된 소재 또는 문제에 사용된 언어에 따라 남녀 성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모두에서 

남학생의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 문제의 소재나 사용된 언어와 관계없이 남학생이 

우월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성별적으로 펀향된 문제 상황이 남녀별 수학 성취 

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두 문제 상황 모두에서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현정 (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 

다. 반면 호주는 여학생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재 이거나 여성에 관련된 문제에서 

는 여학생의 성취도가 높았고 남학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와 남성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남학생이 우위인 경향을 나타냈다. 

문제를 풀기위해 특정한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답을 구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시 

도가 필요하여 학생들에게 익숙한 문제들 보다 좀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는 문제들에서 한국과 호주 두 나라 모두 남학생의 정답률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두 문제 모두 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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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당히 큰 성차를 보였다. Mitchell & Calahan(2001)은 시간제한이 여학생들 

의 수학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남학생은 여 

학생에 비해 빠르게 답을 어림잡거나 추측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학생은 자세 

하고 긴 계산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Mitchell & Cal삶lan의 주장을 뒷받침 해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문제 

는 두 문항으로 매우 제한적 이였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제한이 주 

어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누어 여학생들의 성취도 차이를 연구 해 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시간제한이 있을 때 여학생들의 성취도가 낮아진다면 문제를 푸 

는 과정에 불안감이나 자신감의 결여와 같은 정의적 요인틀이 영향을 끼치는 지 

에 대해 보다 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분석한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남학생의 성취 

도가 여학생 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 또한 대부분 매우 컸다. 또한 호주의 성차와 

의 비교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호주 학생들은 문제의 소재나 성별적으로 편향된 

언어에 의해 성 차이 양상이 달랐던 반면 한국 학생들은 그러한 요소들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성차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추측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추측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후속 연구를 통해 시도할 예정이 

다. 

첫째， 교과서 구성과 교과서 활용의 차이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양상에 대한 배경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는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학생과 교사 모 

두에게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Clarkson ， 1993; McKimmie, 2002). 실 

제로 TIMSS 2003의 교사 설문 결과에 의하면 한국 교사의 90%와 호주 교사의 

52%가 수학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Mullis, Martin, Gonzalez, & Chrostowski, 2004).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 

호주에 비해 수업시간에 교과서 의존도가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Clarkson(1993)은 수학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성 역할 고정관념과 수학적 가치에 대 

한 숨은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교과서의 내용과 사용된 표현들이 매우 중 

요하다고 강조하였다. Hazama & Senuma(995) 역 시 수학 교과서 에 사용된 언어 

와 그림들은 학생들이 성 역할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익숙해지는데 도움을 주고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수학에 관심과 흥 

미를 갖도록 이끌어 준다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에게 수학의 가치 전달이나 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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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인식시키는데 수학 교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 

과서를 살펴보면 설명적이고 사실적인 문장들을 사용하며 수학적 개념을 설명하 

는데 있어서 실생활과 연결시키기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 학생들에게 제시된 문제들에서는 여자나 남자의 이름을 사용한다거나 실생활 

과 관련된 소재나 배경을 사용한 문제 보다 기본개념이나 지식과 기계적인 계산 

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많으며 사람을 묘사한 그림이나 언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성차 유발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남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에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정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한국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 역할 고정관념과 성에 알맞은 행동 

의 차이를 강조하여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사고방식이 많이 변화되었 

지만 한국사회 전반에 결쳐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 

으며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있으 

므로 고등교육의 기회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경향이 있다. 또한 수학 

은 고등교육기관과 더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 

으므로 학부모와 교사들이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에게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 

하거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과를 선택하길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남녀에 대한 인식과 기대의 차이가 수학 성취도에서의 성 

차이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봤듯이 한국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성취도가 윌등히 높았으며，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수학에서의 성차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던 호주와의 비교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TIMSS와 PISA와 같은 국제비교평가연구들을 통해 얻어진 전체 학생 

들의 성취도 결과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남녀 성취도 차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학생 

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 내용 영역과 문항 유형에서 여학 

생들의 성취도가 낮은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적， 질적 연구들을 통해 다 

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PISA 2003 수학평가에 포함 

된 모든 문제들을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성 차이의 양상을 결론짓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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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으나 성취도에서 나타나는 성 차이 양상의 가능성을 찾은 것이므로 앞 

으로의 수학 성차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수학 교과서가 성취도에서의 성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할 필 

요가 있다.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의 요소들이 있는지 다른 나라들의 교과서와 비 

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 내용에 여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소재를 넣 

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을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학생 설문을 통해 남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파악할 

펼요가 았다. 

둘째，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남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수학 성취도 

에서의 성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님들의 설문이나 사례연 

구를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차이가 성 

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성차를 연구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남녀의 수학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존재 

하고 이는 성취도에서 성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호 

주의 경우는 Forgasz, Leder, & Thomas (2003)가 남녀의 수학에 대한 인식의 차 

이가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보고하였다. 즉， 과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현재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폭 넓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 

로 남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 검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여학생이 수학 시험에서 시간제한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수학 성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학생의 성취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면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지 역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의적인 요인 

들이 수학 성취도에서의 성 차이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외 연구들 

에 따라 불안감， 인내력， 자신감， 분노와 같은 정의적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시 

험 후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PISA 2006 등 이후에 이루어진 국제 성취도 평가 뿐 아니라 국내 학엽 

성취도 평가에서의 남녀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수학 

에서의 성취도는 대학 입시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분석에 의한 체계적인 개선점 도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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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PISA 2003에서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이 나타낸 수학 성취도의 성차 

는￡λ4 1.!..., 

이은정·이경화 

본 연구는 PISA 2003에서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이 나타낸 성취도를 성차의 관점에서 분 

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학 성취도에서 있어서의 성차 연구가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으나， 국제 비교를 심층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한국과 호주는 교육 

적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만큼 학생들이 보이는 성취도의 남녀 차이도 클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PISA 2003의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는 공개된 평가 문항에 대해 공간과 모양， 변화와 관계， 양， 불확실성의 네 범주로 분류한 

문항별 정답률을 비교하여 경향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차이점을 도출할 것이다. 

[주요어] PISA 2003, 성차， 수학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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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der Differences in Mathematics Achievement in PISA2003: A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Australia 

Lee Eun-jung • Lee Kyung-hwa 

This study investigated gender differences in mathematics achievement from Korean 

stuclents' results in P1SA 2003 and comparecl them to those founcl from Australian 

stuclents ’ re、3ults. 1t also identified pattems of gencler differences in stuclents ’ 

performances on four clifferent categories namely; space and shape, change and 

relationships, quantity, and uncertainty, and on the test items includcd in the four 

categolÌes across the two countlÌes ‘ 

Korcan boys performecl significantly bctter than Korean girls in ovcraI1 achicvement 

as weIl as all four categories included in PISA 2003. On the other hand, Australian 

boys achieved slightly better than their female counte1'parts in a1l categories, but on1y 

the gender clifferences in the space ancl shape scal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1n Korea, gender differences in the PISA 2003 mathematics test items ana1ysed in 

this study tended to be 1arger than those found from Australian students' results, and 

Korean boys were superior to Korean girls in most of the items. Australia, however, 

the magnitude ancl direction of gencler clifferences varied according to different test 

ltems 

\Vhile Austra1ia showed relative1y small gender differences 0 1' a1most same 

pcrformances on some 0 1' thc itcms, Korea showecl la1'ge gende1' diffcrences in 

mathematics achieγemcnt in PISA 2003. The1'efo1'c, mathematics cclucators in Korca 

should be awa1'e of gendc1' differcnces found from this study and makc morc efforts to 

1'educe gende1' gaps in mathematics achievement. 

<Key wordsl PISA 2003, gender differences, mathematics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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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Q4. 어떤 목수가 32m의 목재플 이용하여 화단 둘러}릎 에워싸려고 한다. 꼭수는 

다음 471-지의 화단 모양을 생각하고 있다 32m의 목재를 위의 화단 모양을 만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있다” 또는 “없다”에 표 하시오. 

푼뽑 K쇼κ 

픔펴 }T--j 
~l{lm--→〉 ‘iιe “‘ 11'1-.:1 ~~……;> 

Q5-6. 아래의 그램은 어떤 남자가 검을 때 생기는 발자국룹이다. 보폭 P는 연속 

적언 두 발자국에서 뒤 축 사이의 거리룹 나타낸 것이다. 넘자의 경우-n과 P사이 

의 대략적인 판제릎 공식으로 니타내변 n/P=140이다. 여기에서 n"'l 분간 걸음 수， 

P=미터 단위로 나타낸 보폭을 의미한다. 

Q5. 철민이의 걸음에 이 공식을 적용시켜 보자. 만일 철민이가 1분에 70걷음을 

걷는다면 칠민이의 보폭은 얼마인가? 제시한 답에 대한 풀이과정음 쓰시오. 

Q6. 경수는 자신의 보폭이 0.8üm임을 알고 있다. 위의 공식을 경수의 걸음에 적 

용시켜보자. 정수의 걸음 속도릎 1분 당 미터 (m/분) 단위와 1 시간 당 킬로미터 

(km/시)단위로 각각 계산하여 적고， 이에 대한 풀이 과정을 쓰시오. 

Q7-9. 다음은 1998년 네던란드 낚녀 청소년들의 평균 키블 나타낸 그래프이다， 

Q7. 1980년 이후보 2-세 여성의 평균 신장을 2.3cm 커져서 170.6cm가 되었다. 

1980 1간에 20세 여성의 평균 신장은 얼마였는가? 

Q8. 이 그래프에 따르면， 같은 나이에서 여성이 넘-성보다 평균 신장이 더 큰 시 

기는 몇 세부터 벚 세까지인가? 

Q9. 에성의 성장률이 평균적으포 12세 이후에 낮아지는 현상을 그래프에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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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알 수 있는지 섣명하시오. 

QIO-IL 한 자동차 잡지에서는 신차 평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차에 점수플 부 

여하고， 총점이 가장 높은 차를 “올해의 차”로 선정한다. 5대의 신차가 평가플 받 

았고 각 차종1혈 전수는 아래의 표와 같았다. 채점기준: 3점-아주 좋용， 2점 좋음 

1점-보통. 

Ql l. 차량 “Ca"의 제조업체는 이 총접 계산 방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차량 "Ca"가 “올해의 차‘’로 선정된 수 있도폭 하는 총점 계산 공식을 새로 만드시 

오. 단， 총점 지l 산 공식에서는 4개의 변수(S ， F, E, T)릅 모두 사용하여야 아며， 다 

음 식에 점선으포 표시된 네 칸에 양수룹 써 넣어야 한다. 총점 

=: S+ F+ +E T 

Q14-16. 싱가포프에 사는 메이링은 3개월간 교환 학생 자격으로 남아프리카블 

방문하기로 되어있다. 메이링은 싱가포르의 화폐 (SGD)릎 남아프리카의 화폐 

(ZAR)로 바꿔 야한다. 

Q16. 3개월 동안 환율은 1 SGD당 4.2 ZAR포 변동되었다. 떼이렁이 님아 았던 

남아프리차 화폐를 성기포르 화폐로 바꿀 때， 환융이 1 SGD당 4.2 ZAH기 아니라 

4.0 ZAR인 것이 메이랭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를 적고， 근거틀 

쓰시오. 

Q19-21. 진수는 열렬한 스케이트보드 팬이다. 진수는 보드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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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진수는 120 제드룹 기자고 있으며， 가능한 가장 비싼 보드를 만들려고 한다. 

보드흘 이루는 4개의 가 부품에 얼미-의 돈을 사용한 수 있는지 아래 빈 칸에 쓰 

시오. 

Q23. 한 TV기자가 아래 그래프릎 보여 주띤서 디-음과 같이 말하였다.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연간 강도 사건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기자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제시한 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 

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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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아래 그래프는 A그룹과 B그룹 학생둡을 대상으포 과학 시험을 설시한 후 

결과플 나타낸 것이다.A그룹의 평균은 62.0이고 B:'L둡의 평균은 64.5이다. 그리 

고 점수가 50점 이상일 때 학생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프」를 토대로 

쿄사는 B그룹이 A그룹보다 더 진-했다고 하셨다. 그러니 A그룹은 교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늘은 B그룹 학생둡이 만드시 더 잘 한 것은 아니과고 교사룹 

설득시키려고 한다. 그래프플 이용해서 A그룹이 제시할 수 있는 수학적 주장을 

하나만 쓰시오. 

Q29. 제드랜드에서는 차기 선거에서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여콘 조사플 실 λ1 하 

였디. 다음은 네 신문사에서 발표한 여론 조사 견과이다. 선거가 1월 25일에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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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대통령의 지지도를 가장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여콘조사 결과콜 제시 

한 신문사는 어디인가? 제시한 답에 대한 끈거릎 두 가지만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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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학생듬은 환경에 관한 숙제릅 하기 위해 사람들이 버리는 여러 종류의 폐기 

물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정보블 수집하였다. 어떤 학생이 그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한다. 막대그래프가 이러한 자료플 니타내는데 적협-하지 

않은 이유룹 한 가지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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