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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필요성및목적



Ⅰ.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1)를 살펴보면, ‘기초

학력미달’의 비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1.5%, 2012년은 0.7% 수준이었다(교육부, 2012). 단

순히 양적 수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습부진아들의 수는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

면 8개의 중점 과제 중 하나가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학습부진학

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2012). 이는 모든 아이들

이 수업에서 배제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기본법 제3조)가 있다는 교육의 기본 가치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 시기의 기초 학력 부진의 문제는

우울, 위축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상위 학교로의 진학, 고용의 질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발달 경로에 향을 미치는 위험 요

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 문제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저출산 경향

으로 인한 아동 수 비율 감소 추세를 감안했을 때 아동 한 명의 질적 학력 수준이 사회에서 차

지하는 향력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사회적 비용과 연관되어 있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타 선진국에서도 실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뒤쳐지는 학생이 없게(No Child

Left Behind, NCLB)’라는 법안을 만들어 교육적 성과 제고에 힘쓰고 있고 국의 경우도 교육

과정의 개정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기초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방수 외 2

명, 2011). 교육의 질이 높고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평가 받는 핀란드의

경우 기본 교육법 및 국가 핵심 교육 과정(Basic Education Act and National Core Curriculum)

에 일시적으로 학습에 뒤떨어져 있거나 장기적으로 학습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체

계적인 지원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http://www.minedu.fi/OPM/Verkkouutiset/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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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카테고리는기초미달, 기초학력, 보통학력, 우수학력으로구별된다.



special_education.html?lang=en).  

그런데 기초학습부진의 문제는 특히 아동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관련이 높은 경향이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이다. 고정화(2006)는 부모의 학력이 낮

을수록, 가정에 도서의 수가 적을수록, 기대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학생의 수학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으며, 김성식(2013)도 학습부진 유형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Social Economic Status, SES)가 낮았다고 보고하며 학습부진 학생들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오는 불리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의 선행 연구들(고상숙, 2013 ; 방수 외 2명, 2011 ; 유나현 외 3명, 2007)에서도 부모의 낮

은 사회경제적 위치는 학업성취도 혹은 학습부진과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

는 빈곤 가정의 보호자들이 갖는 다면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써 보호자의 부재, 신체 및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 과중한 근로 시간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학업 성취에 주의를 기울이기

가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최근까지 상대적 불평등 계층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 9.0%

던 것에 반해 2012년에는 14.0%까지 증가하 으며 소득 불평등 지수 역시 2003년 5.14

던 것이 2012년에는 8.81으로 상승하 다(김미곤, 2014). 이와 같은 소득 양극화 추세는 빈곤

으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심화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이 장기적으로 상위 학교 진학, 고용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어린 시기에 경험하는 교육 불평등이 빈곤과 그로 인한 고통, ‘평등’이라는 사회 정의를 훼

손하여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 아동의 학습 부진 문제는 오늘날 더욱 더 간

과할 수 없는 이슈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가정의 학습부진아에 대한 민, 관의 개입은 그 동안 활발하지 않

은 편이다. 교육부에서 2012년부터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실시하

고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2월 19일자 교육부 보도자료, 2014) 이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습

에 대한 보충 교육 성격이 아니라 학습 동기 부여 등 심리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 내 의무적 시스템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학교 밖 지원체계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학교 혹은 개인 교사의 재량에 의존한다는 점 등에서 개입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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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도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방과 후 교실 등 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이미 많이 실

행하고 있지만 방과 후 보호 수준에 치중하며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

로 보고 되고 있다(유나현 외 3명, 2007).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본 재단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발달 하기 위해 교육이

중요한데 반해 빈곤 아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업성취 저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데 주목하

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과 관련하여 이미 교육복지투자사업, 드림스타

트,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등 공공 또는 민간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

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고 있는 기초학습부진 아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

관의 미션과 일치하며 또한 자원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에 내부적 공감대를 형

성하 다. 이에 기초학습부진으로 줄곧 학교 수업에서 배제되는 빈곤 아동들을 대상으로 2012

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기초학습부진 탈피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논리모델에 근거하여 사업 실시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사업 전략 구축,

사업 재디자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책임성 제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학습 부진아로 분류

가 되어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입 초기에 아동의 수준을 평가하고(기초선 조사) 3개월 마

다 동일한 척도2)를 활용하여 학업 성취 수준을 검사하며 검사 점수의 변화량 및 학습 부진 탈

피 유무를 평가 지표로 사업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축적되

어 온 아동 개개인의 학업성취평가 결과들을 바탕으로 서비스 효과성을 탐색해봄으로써 내부

적으로는 사업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해보고 대외적으로는 사업에 투입 된 자원에 대한 책임성

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업성과 평가를 통하여 나타난 지역아동센터별, 아동별 성과 목표 달성의 차이를

야기 시키는 요인 즉, 사업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탐색해봄으로써 보다 성공

적인 사업 실행을 위해 보완해야할 사업 전략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학업 성취 수준 변화를 통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며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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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유형, 난이도를동일하게맞춘동종이형의검사지를의미함 .



학습 지도사업의 성공요인을 밝혀 본 재단 사업에서 전략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밝히며 나아가 학습부진사업의 좋은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초학습지도사업의성과목표는달성되었는가? 

2) 목표달성수준은어떠한가? 

3) 기초학습지도사업의성공요인은무엇인가?

4) 기초학습지도사업의좋은실천모델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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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기초학습관련정책



1. 핀란드의교육형평성제고정책3)

2000, 2003, 2006년 세 차례에 걸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최상위 성적을 낸 핀

란드는 세계 최고의 학력 국가로 부상하여, 각국의 수많은 교육시찰단과 수업 참관자들이 줄

을 이으며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핀란드가 이렇게 세계

의 주목을 받는 것은 단지 최상위 성적을 보 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수의 양극간의

차이가 적고, 학교 간 격차가 적고, 성적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향이 가장 낮

으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저학력층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국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즉‘교육의 질과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우수한 국가 사례라고 하겠다.4)

핀란드 이베스킬레 대학 요우니 벨리예르비 교수에 따르면, 이는‘평등이 곧 효율’이라는 핀란

드 교육철학에 따른 성과라고 하겠다.

핀란드의 경우, 모든 학생의 복지를 추구하는 보편적 교육정책을 적용하고 있기에 다른 국가

와는 달리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만을 지원하는 특정한 선별적 정책 등은 눈에 띄지 않는다.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일관되고 평등한 교육정책이 제도화되어 학교교육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우

수 사례라고 하겠다. 핀란드 교육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학습에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배려와 지

도이다. 이는“교육이라는 이름의 보트에 탄 아이들 중 단 한명이라도 물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수 학생은 스스로도 잘 하니 점검과 조언만 해주고, 학습부진학

생에 각별히 지도 관심을 쏟는다고 한다. “핀란드에서는 강도 높은 개인별 지도와 같은 새로운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고 핀란드 교육 관계자는 말하고 있는데, PISA 결과

에서 성적이 우수한 국가를 살펴보면, 종합적인 학교 제도를 운 하면서도 학생들 개개인에게

개별적인학습기회를충분히제공한국가들이많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福田誠治2006/2008). 

핀란드 교육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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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부진아살리기운동(2010)에서발췌수록함.
4) 핀란드와우리나라모두높은성적을거두고있지만, 핀란드의경우주당평균수업시수가OECD 국가중에서최저이

고, 정규 수업 외 방과 후 활동 등에서는 교과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데
세계의주목을끌고있다. 



1) 학습부진학생, 특별한요구를지닌학생의규정

핀란드『기초교육법』은 보충교육(remedial teaching)과 특별지원교육(special needs

education)을 구분하고 있다.

보충교육 : 일시적으로뒤처진학생이나다른특별한지원을필요로하는학생은보

충교육을받을수있다. (16조)

특별지원교육 : 학습이뒤처지거나어려움을호소하는학생은다른수업과병행해서

특별지원교육을받을수있다.5) (17조)

하지만 실제 교육장면에서는 보충교육 역시 넓은 의미의 특별지원교육의 한 역으로 간

주된다. 보충교육 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약 30%이고, 특별한 요구/필요를 지닌 학생은 6% 정

도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 약 반수가 통합학급과 동일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반

은 개개인에게 적합한 목표를 갖는다. 학교 교육에서는 굳이 장애냐, 부진이냐의 경계를 엄격

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정규 학습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부응

하는 필요한 지원을 중층적·다면적으로 제공하며 학습에서 뒤처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주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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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좀 더 특별지원교육관련조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장애, 질병, 발달 부진, 정서 장애등이원인으로, 지도에특
별한배려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 해당아동학생은특별지원교육의대상이되어야한다. 가능한한, 특별지원교
육은 다른 정보 등도 활용하면서 특별지원교육의 학급이나 다른 적절한 설비의 환경에서 운 되어야 한다. 해당 아동
학생한사람한사람에게맞춘개인별학습계획이작성되어야한다.”



2) 국가 / 지역교육과정명시및학교교육과정운 방식6)

(1) 특별한지원이필요한학생들을위한수업

국가 교육과정에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접근하여 학습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차별화된 지원 방식, 시간제 특

별요청 교육, 특별요청 교육에 등록된 학생에 대한 수업, 개별 교육계획, 활동 역별 수업’등

의 학습지원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2) 지도교과및시기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교과는 국어·외국어·수학이고, 중학교는 주로 외국

어이다. 정서장애와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특별학급을 편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시기를 초

등학교 2학년까지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통합학급에 입급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때 지자체에서 파견된 특별지원교사가 통합학급의 교사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처럼

평균보다 부진한 학생들을 끌어올리는데 철저하지만, 잘 하는 아동들을 위한 특별교육은 하지

않는다. 추가한다면, 초등학교 1교시는 대개의 경우 선택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빈 시간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1교시에는 특별지원이 필요한 부진학생을 위한 맞춤식 교육이나 보충교

육, 선택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교사별활동 : 중층적·단계적지원

교사별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에 뒤처지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지원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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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광수외 (2007)에서발췌수록함.



(1) 일반교사

일반교사는 학업에 뒤떨어지는 학생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기본 책임으로 인식하

고 있으며 또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잘 따라가지 못할 경

우 해당 학생을 일대일 또는 2~5명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이는 방과 후, 일과 전, 점심시간, 수업 중 언제든지 가능한 시간에 이루어진다. 수업 중에 소

그룹 활동이나 개인별 활동이 많으므로 이 시간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시간을 가

질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교사에게 수업 이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 보조교사(teacher’s assistant)

보조교사는 학교에 배치되어 보통 여러 명의 교사와 함께 일한다. 반드시 교사 자격을 갖

고 있지는 않으며, 교사의 지도하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의 공부를 옆에서 도와주

기도 하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학생과 일대일로 또는 소그룹으로 함께 활동하는데, 이 때

중요한 점은 정규 수업에서 교사의 직접 지도하에 학생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3) 특별지원교사(special needs teacher)

특별지원교사는 정규교사자격을 지니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전문코스를 전공하든지 학습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한 1년간의 특별연수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교사들과 협의를 통해

활동하며, 교사, 보조교사의 조력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학습부진 또는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돕는다. 이 때 이들이 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특수학교를 다니는 중증 장애아

나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학생이 아니라, 약 17%에 달하는 특별한 요구를 지닌 학생들,

즉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라 추가적인 도움이 있으면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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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교사는 일반 수업에서 수업을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통합학급의 수업과 병행해

서 같은 교과를 다른 교실에서 따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 1교시 시간을 이용해 추가로

보충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반 인원을 줄이는 등의 조

치를 하는 학교도 있다. 특별 수업은 성적이 지나치게 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하는 정도이고

고정된 반이 지속되는 경우는 없다. 이 수업을 수강하려면 부모나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본인이 납득한 후에 행해진다.

4) 다분야지원팀(multi-disciplinary team)의 활동

학습부진은 학습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부진의 문제는 학력 뿐만 아니라 학생의 전반을 지원해야 할 때가 많다. 다분야 지원팀은

학교 교사, 특별지원교사, 학교 상담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보건 및 정신건강 부문 대표,

공공주거담당자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성된다. 이 팀은 학교 또는 교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의 도움에 연결을 해준다. 이러한 팀 구

성의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학교 또는 교사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른 전문가

의 협조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

다. 이러한 다분야 지원팀의 활동은 학교가 교과 교육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 생활에까

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변화하는 핀란드 교육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하겠다. 

5) 초등학교교육과정운 사례(마아툴린초등학교)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과목 시간에는 학급을 2~3개의 소집단으

로 나누어 개별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즉 1~2학년의 경우에는 읽기·쓰기 능력이 향후 학

습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여 한 학급 20명의 학생을 A,B 두 그룹으로 나누어 등하교 시

간을 다르게 함으로써 교사는 10명의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A

그룹이 월요일 1교시에 국어수업을 하는 동안 B그룹 학생들은 집에 있고(혹은 운동장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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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고) 대신 그날 A그룹이 귀가한 후 B그룹은 남아서 국어 수업을 한다.

또 학년의 진급에 따라 소집단 그룹으로 학습하는 과목을 다르게 하고 있다. 1~2학년의 경

우에는 국어를 소집단으로 나누어 수업하지만, 3학년 이후에는 국어 대신 어와 수학을 소집

단으로 나누어 수업한다. 이런 방법은 학년에 따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에서 학생

의 수준차를 고려한 것이며, 이는 핀란드 교육의 기본정신인 학습부진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

한 배려이다.

2. 미국의NCLB7) 정책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특성으로 흑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경제적 위치(SES) 중심의 교육지원 정책(예 : 헤드스타트)이 활발하게 추진

되어왔다. 2002년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 학생의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NCLB 법안을 공표하고 2003년까지 각 주 정부에서 시행 세칙을 마련

한 후 2004년부터 적용하고 2005년부터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1965년 초·

중등교육법을 수정·개정한 것으로, 주 정부로 하여금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여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다 자격있는 교사를 확보하도

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NCLB 정책의 기본 틀을 살펴보면, 먼저 각 주 정부가 정한 표준화 학력검사로 3~8학년

학생은 매년마다, 10~12학년은 3년 재학 기간 동안 적어도 1회의 읽기와 수학 학력검사를

2005~2006학년도에 실시한다. 과학 교과의 경우, 2007~2008학년에는 3~5학년 사이에 1회,

6~9학년 사이에 1회, 그리고 10~12학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주 학력검사가 실시된다. 

시험 결과는 인종, 성별, 가정경제수준, 어수준, 장애여부 등의 학생 집단 특성에 따라

10개 세부 집단으로 나뉘어 분석된다. 시험 결과, 만약 한 학교의 학생 세부 집단 중 단 하나의

7) No Child Left Behind.



집단이라도 주 정부에서 정한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학교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로 간주되며, 매년 일정 수준 이상 향상도(AYP, Adequate Yearly Progress)를 보이지 않

는 학교 역시 실패한 학교로 간주된다. 만약 학교가 2년 연속 주 수준 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 학교는 향상이 요구되는 학교로 분류되는데, 학력향상 요망 학교로 분

류된 학교는 그로부터 2년 내에 주에서 정한 향상 목표치 이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야 하

며, 성적이 계속 부진할 경우 학교의 교직원과 교육과정을 교체하고 학교 자체의 구조 조정을

맞게 된다(폐교까지 고려됨). 

학력향상 요망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업성적향상 계획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활동과

노력을 하도록 요구되며, 주 교육청과 학교는 이에 필요한 각종 기술 지원을 하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낮은 성취의 학생들에게 개인지도나 기타 보충교육 서비스8)를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학력향상 요망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같은 학교 구

의 더 나은 학교로 전학시킬 선택권을 갖는다.

2012~2013학년도까지 모든 학생이 주 정부에서 세운 학력 기준(‘숙달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NCLB 정책은 모든 미국 공립 초·중등학교에 향을 미치지

만 특히, 집중적 개혁의 대상이 되는 낮은 성취의 학교, 즉, TitleⅠ학교이다. TitleⅠ학교란,

연방 정부로부터 TitleⅠ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로서, TitleⅠ예산은 저소득층이나 이민자녀, 그

외의 여러 교육 기회나 결과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놓인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연방 예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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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충교육 서비스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추가 교육으로, 주 정부에서 실시하는 표준화 검사에서 학
생들의성취를높이고주정부가설정한성취기준에도달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을둔다. 3년 연속으로 AYP 도
달에실패하여학교개선 2년차에들어간 TitleⅠ학교나 4년연속 AYP에미달하여교정활동(corrective action)에 들
어간 TitleⅠ학교는소속학교에다니는저소득층낮은성취의학생들에게보충교육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NCLB 정
책은주정부가검증한외부보충교육제공자중에서학부모가선택하여자녀에게교육을제공하도록하고있다. 이서
비스는학생들에게읽기, 언어, 수학 등의교과목에서추가적도움을제공하는데, 서비스제공은학교밖장소에서, 방
과 전후, 주말, 여름방학 등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훈련받은 강사가 직접 개인지도를 해 주는 방식을 취한
다. 일부는인터넷기반수업을제공하여학생이가정이나, 학교, 지역센터등에서접속하여공부할수있도록한다. 일
단학부모(또는가정)가 제공자를결정하면서비스제공자, 학교가학부모와만나아동의수행목표와서비스스케줄을
협의한다. 



학교의 책무성을 고취하고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여 모든 학생이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NCLB 정책에 대한 평가는 찬반이 엇갈린다. NCLB 정책을 찬성

하는 입장은 평가를 통해 어떤 학교가 기초 기능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줌으로써 불이익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학생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

든 학생들의 학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NCLB 정책에 비판

적인 입장은 NCLB 정책으로 인하여 주 정부가 성취목표를 낮추고 교사가 시험 대비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여 수업이 획일화되고 교수·학습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양길석·성열관, 2009). 

2009년오바마정부가들어서면서NCLB 정책의대대적인점검과개혁을천명하 다. NCLB

개혁 관련 오바마 계획은 평가와 책무성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평가 개선 : 오바마와 바이든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표준화 검사지 답안지를 메우는

것을가르치며수업시간을보내도록강요되어서는안된다고믿는다. 학생들의진보

(발달)를추적하여대학에진학할준비가되어있는지또는일터에나갈준비가되어

있는지를측정할수있도록평가체제를개선할것이며, 아울러학생들이적절한때

에개별화된방식으로학습을할수있도록개선할것이다.

책무성시스템개선 : 오바마와바이든은개선이필요한학교를벌을주는것이아니

라지원하는방식이되도록NCLB의책무성시스템을개선할것이다.

(Education Week, 2009)

3. 국의아동지원종합계획(The Children’s Plan)

국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자본주의를 강조하던 보수당 정부 이후,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

서면서 개인의 자유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접근과 공동체주의와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복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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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결합한‘제3의 길’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로 인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복지대책을 통해 교육소외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안병 ·김인희, 2009). 

특히, 현행 접근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학력 신장, 빈곤에서의 탈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종래의 학교의 역할의 개편을 요구하며‘The Children’s Act 2004’를 공표하 다.

2007년‘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 Skills)’에서‘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families 1이하 DCSF)’를 신설하고 지난 10년간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온

정책들을 포함하는‘The Children’s Plan(이하‘아동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며‘교육

(education)에서 복지(well-being)’로 교육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하고 있다(DCSF, 2007). 

아동지원 종합계획은 국을 세계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

들고자 하는 국 정부의 10년 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정책으로써, 가정 또는 가족을 정부 정

책의 핵심으로 두며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고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청소년 범죄 비

율을 낮추고 2020년까지 아동 빈곤을 퇴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모

든 생활 역을 포괄하는 종합복지계획이다.

아동지원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DCSF의 추진전략 목표에 따라 향후 10년 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표Ⅱ-1] 아동지원종합계획추진전략목표

제1목표 Happy and healthy (행복하고건강하게)

제2목표 Safe and sound (안전하고건전하게)

제3목표 Excellence and equity (수월성과형평성)

제4목표 Leadership and collaboration (지도성과협동)

제5목표 Staying on (학교에머물게하기)

제6목표 On the right track (바른길로인도하기)

기반전략 Making it happen  (목표를달성할수있게하기)

‘제3목표. 수월성과 형평성’주제를 중심으로, 국 정부가 교육의 질 제고 및 형평성 제고

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 방안을 발췌하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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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령전아동지원

아동 초기의 최선의 출발(best start)을 위해 1997년 이래 보편적 지원 시스템, ‘Sure Start

Children’s Centres’를 운 해 오고 있다. 이 센터는 아동들이 삶에 있어 최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취약계층의 아동과 일반 아동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별 아동의 발달, 배경, 생활 경험에 따른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학령 전 아동 교육과 보육을 위한 기준 틀 및 5세까지 아동이 도달해야 할 인지적, 사회적, 신

체적, 인성적 발달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 틀은 아동에게 놀이 중심의 학습을 통해, 개

별 요구에 부응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2) 학교학습지원: 개인학생의진보를지원하는맞춤형교수·학습

국의 학교에서는 모든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학습(personalised learning)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각 Key Stage 중간이나 말이 아니라, 매년 모든 학생의

학습 진척을 확인하며 지도 지원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맞춤형 학습은 학습에 진척을 보이

지 않는 학생들을 확인하여 재빨리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조기 중재를 통해

다른 학생들을 계속‘따라잡기(catch-up, 보정교육)’하게 하기보다는 일정한 수준을‘계속 유

지(keep-up, 제 진도학습)’할 수 있도록 개인교수를 제공하며 조력한다. 

맞춤형 학습과 개인교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는‘Every Child a Reader’, ‘Every Child Counts’, ‘Every Child a Writer’와 같은‘따라잡

기’유형의 기초학습 프로그램도 운 한다. 

중등학생을 위해서는‘Study Plus’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2006 / 7 파일럿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외에도, 7~14세가 되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읽기, 쓰기, 수학 과목 등

에서 1: 1 개인교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교수는 주 중에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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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학생·특수교육요구학생지원

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과 일반 학생들 간의 성취 격차를 줄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통 학생의 낮은 성취는 가정이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징표일 수 있다. 학교

자체의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장애 요인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

거나다중적지원서비스가요청되면‘공통사정체제(CAF, Common Assessment Framework)’

를 활용하여 장애와 그 요인을 진단·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적인 지원은 지역의‘아동을

위한 다중 지원팀(a local multi-agency team around the child)’에서 가능하다. 다중 지원팀은

통합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데, 전문가들이 함께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심리

서비스, 언어 치료, 가정 지원(양육 포함), 교육복지, 사회복지,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등을 제

공한다. 이러한 연계된 지원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필수

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국의 경우, 특수교육요구(SEN, Special education needs)를 지닌 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1/5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학습 곤란을 지니고 있어서 추가적 지원이나 일반 학생과

다른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들로서, 이 중에는 장애학생도 상당 수 포함된다. SEN 학생들은 통

합학급에서 성공적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으나 그 요구가 다중적이거나 심각할 때는 특수학급

에 다니도록 한다.

국의 아동지원 종합계획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학습부진이나 학습곤란과 같은 교육소외

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수요자가 있는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다양한

지역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역별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인 서비스 공급이 이루

어지는 방식을 개발하고,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촉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틀과 역할을 정립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안병 ·김인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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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기초학습관련정책

한국의 학습관련 정책은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지원기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여러 형태

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사업 중에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을 직접적

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Ⅱ-2] 서비스제공방법에따른학습지원사업

구분 학교기반사업 지역사회기반사업 민간기반지원사업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역아동센터 올키즈스터디

(학습보조인턴교사) (아동복지교사) 야간보호지원사업

기초학력향상지원계획 방과후아카데미 KB국민은행희망공부방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등) SK Sunny-하이티쳐

직접서비스 방과후학교 CJ ESST

중심사업 학교사회복지사파견 온드림스쿨창의교실

배움터교육지원사업

드림클래스

H-JUMP SCHOOL

행복한일자리

네트워크
교육투자우선지역 CYS-net

중심사업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1) 학교기반정책및사업

(1) 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제

1997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이 연계하여 학습부진학생을‘기초학습부진학

생(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기초학습 기능이 결손된 학생)’과‘교과학습부진학생(교과 역별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두 부류로 구분하고 이들을 위한 보충학습 자료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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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과 학습부진학생 전담 강사 지원 등을 통해 단위학교 중심으로 추진해왔다(이화진, 2009).

1997년 7월부터 국가가 설정한 과목별 학업성취목표 최저 수준에 미달한 학생 현황을 파악하

고 이들을 선별하여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가 책임지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계획’을 수립하 고, 매년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띤 계획들을 수립·발표해

왔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모든 국민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 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기초학

력 보정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해왔다. 또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

환으로 교육과 복지를 연계한‘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을 발표하 는데, ‘학습부진학생 최

소화를 위한 책임지도’는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의 하위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2) 학력향상중점학교운 체제

2008년 10월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5개 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 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

초학력 수준 미달 학생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학교를‘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행·재

정적 지원을 강화하 다(1차년도 840억 원, 2차년도 771억 원).

학습부진에 대한 총체적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 맞춤형 학습지도 서비스 강화(학

습 보조인턴교사 배치), 단위학교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8년 학

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체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인 학교 1,440개 초·중·

고가 2009년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되었고, 2010년에는 1,660개 교가 지정되었다.

2015년부터 학력향상 중점학교는‘두드림학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되고 있다. 

(3) 기초학력향상지원계획(2014)

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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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행동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교

육(지원)청 차원에서 찾아가 지원하는‘학습종합클리닉센터9)’운 경비로 91억여 원 지원을

계획하 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학교에서 의뢰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하여 정서

심리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부진원인을 진단하고, 학습코칭과 심리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필

요에 따라서는 병·의원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 회복과 함께 학습동기를 강화하

게 된다.
[그림Ⅱ-1] 학습종합클리닉센터주요기능

②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온라인을 이용하여 교사가 학생의 학습부진 여부 진단과 보정자료 제공 및 학습이력 관리

까지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운 10)에 11억여 원을 지원

하며, 학교에서는 교과진단 평가결과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초4~중3)에 대해 매 학기 초 기

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 5개 과목(국, , 수, 사, 과)을 평가한 후 틀린 역에 대해 보

정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11월 중 최종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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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습종합클리닉센터 : 129개소, 2012년도시범구축이후 34,875명지원(2012년도 7,503명, 2013년도 27,372명)
10) 시스템구축이완료된 5개시범교육청운 결과초·중학교의 69%(2,054교), 학생의 6.2%(96,665명) 활용



[그림Ⅱ-2]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평가체계

☞유형 : A형(이전학년), B형(이전학년2학기~현학년 1학기), C형

③ 두드림 학교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600교를‘두드림(Do-dream)학교’

로 지정(시·도별 공모)하고, 그 운 경비로 96억여 원을 지원하며, 지정된 학교는 교감, 담

임, 특수교사, 상담교사, 보조교사 등을 활용 다중지원팀을 조직한 후, 학습부진 학생의 원인

진단과 학습코칭, 외부치료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학습부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

게 된다.

[다중지원외국사례]

- 핀란드 : 특별지원교사, 보건교사, 사회복지사, 아동심리학자, 교장, 교감등으로구성된다분

야지원팀을구성하여경도의발달장애나학습부진, 핀란드어가원활하지않은아동등에대

해학습지원

- 일 본 : 지적장애, 학업부진, ADHD 등특별한교육적요구를지닌학생에게전문성을지닌

학교내외의관계자가연합하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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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기반정책및사업

(1)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

동센터의 경우 학년별 학습지도를 비롯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지만 아동 29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센터장 외 생활복지사 1명이 센터를 운 하여 실질적으로 기초

학습을 제대로 지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2007년부터 사회적일자리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 학습, 문화, 복지 역으로 아동을

지도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학습 역 중 기초학습교사는 센터의 상황

에 따라 초중등 학습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학습교사는 교과 중심의 그

룹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표Ⅱ-3] 아동복지교사지원내용

구분 교사분야 활동내용 지원시간

일상생활교육 (위생청결교육, 안전교육지도)

아동지도 학교생활교육 (숙제및관계지도, 준비물지도)

기초학습교육 (학습코칭, 수준별학습지도, 학습부진아지도)

초등기초 어지도 주3~4일내외

기초 어 초등그룹 어지도 1일5시간지원

기본 초등 어활동프로그램지도 (9:00~22:00 사이)

분야 초등독서지도 (읽기, 말하기, 쓰기등) ※단시간근무교사는

독서지도 초등그룹독서지도 1일5시간이내지원

초등독서활동프로그램지도

초등예체능활동지도 (음악, 미술, 체육등)

예체능활동 초등예체능활동프로그램지도

※아동청소년지도에서아동지도로명칭변경, 업무내용은전년과동일

–출처 : 2014, 아동복지사업안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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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부모의 맞벌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배양, 체

험학습,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 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한다. 운 프로그램에서 기본 공통과정으로 자기주도과정(숙제, 책읽기 등)과 주요 교과목을

지원하며,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250개소가 운 되

고 있다.

[표Ⅱ-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 및지원내역

구분 세부내용

주중체험활동과정 강습형태가아닌체험활동위조로청소년들의창의, 인성함양을

전문체험활동 (주5시간) 위한다양한체험활동프로그램운

과정 주말체험활동과정 (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등)

(월 1회 4시간) 주말체험활동과정운 시외부활동권장

보충학습지원과정 청소년들의자율적인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등의프로그램위주로

학습지원활동 (주 5시간) 운

과정 교과학습과정
전문강사진의교과학습중심의학습지원

(주 5시간)

주중자기개발활동과정

자기개발활동 (필요시주0~5시간) 청소년들이중심이되어진행하는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등)

과정 주말자기개발활동과정 각운 기관에서자유롭게편성되어운 하는과정

(필요시주2시간이상)

생활지원과정 급식, 상담, 건강관리, 귀가지원,(차량), 생활일정관리(메일링서비스) 등

특별지원과정 청소년캠프(방학), 보호자교육, 초청인사특별강의, 발표회등

–출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홈페이지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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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기반지원사업
주관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재원

함께

걷는
올키즈

아동
자체

아이들
스터디 모금

공동
공동 야간보호 아동

모금회
모금회 지원사업 청소년

후원금

KB

아이들과 국민은행
KB

미래 희망
청소년 국민

공부방
은행

SK행복 SK Sunny- 아동 SK

나눔재단 Hi-Teacher 청소년 텔레콤

행복한 행복한 아동 SK

학교재단 학교 청소년 텔레콤

CJ CJ ESST(English
아동

CJ

나눔재단 Social Service Team) 그룹

현대차
온드림스쿨 초등~

현대차

정몽구
창의교실 대학생

정몽구

재단 재단

H-JUMP 현대
JUMP

SCHOOL
청소년

자동차

배움터 삼성
삼성꿈

교육지원
아동

꿈
장학재단

사업
청소년

장학재단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에게

3Rs(읽기, 쓰기, 셈하기)학습지도를1:1 맞춤형으로지원

–전문교사파견, 기초학습전문교재지원, 동기부여프로그램지원, 강사교육

및컨텐츠개발등

–방과후야간에보호자없이홀로방임되는저소득층아동청소년에대한보

호및교육서비스를제공하여요보호아동청소년의야간안전과건강한성장

을돕고, 이에필요한인력을지역내에서충원함으로써, 요보호아동청소년

의문제해결과취업취약계층일자리창출도모

–KB Study ★(star) : 학습의지가있고진로가뚜렷하나자원이부족한청소년

에게1:1 학습및진로멘토링지원

–KB Study # (sharp) : 지역아동센터내기초학습능력이부족한아동(기관당10

명)에게2명의학습멘토매칭

–2015년48개기관, 300명멘티, 200명멘토

–지역아동센터및아동양육시설을이용하는저소득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

학습및IT, 예체능등에대한교육을지원(대학생멘토주1회방문하여교육)

–기업과지자체, 교육청등이함께설립한사회적기업으로초등학교방과후수

업, 중고등학교동아리활동지원

–초등의경우국어, 어, 수학, 과학, 사회의교과수업외음악, 미술, 체육, 특기

과목등을교육

계층별 어격차문제를겪고있는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대학생 어교사

지원

–미래인재육성을위한저소득층및교육소외층아동청소년장학및교육지원

–초등농산어촌예술, 비전, 체육, 창의교실을열고전문강사파견, 교육지원등

–소외계층청소년방과후학습지도멘토링프로그램운 (서울지역지역아동

센터및복지관등15개기관지원)

–대학생강사에게장학금외사회인멘토매칭및특강등을지원

–방과후돌봄이필요한저소득층아동청소년에게동아리, 진로, 독서, 과학, 문

화예술, 체육, 인문학등프로그램을지원.(2014년281개사업에1,013개기관,

1만5천여명학생참여)

-지역형교육복지사업 : 교육여건이상대적으로더열악한지역이나대상을

발굴하고지원

–전문형교육복지사업: 민간 역에서모델이될수있는사업을육성하고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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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재원

삼성그룹 드림 삼성

사회공헌 클래스
중등

그룹

부스러기
행복한

아동
SK

사랑
일자리 그룹

나눔회

5. 국내외정책및사례를통한시사점

1) 학습부진아동을위한맞춤형개별학습지원필요

핀란드의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생보다는 학습부진학생을 위해 개별 학습 지도와 학습 환

경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 역시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조기 중재함으로써 보

정교육과 제학년 진도학습을 병행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학습(personalised

learning)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을 통해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정 및 인력지원이 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에게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2) 학습부진아동을위한장기적이고체계적인교육정책실현

국의 경우 모든 학생의 학습 진척을 확인하여 맞춤형 학습과 개인교수를 지원하는 과정

을 매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에 따라 담임교사 및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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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지가있고저소득층인중학생들을대상으로대학생강사가방과후

어, 수학지도

–해당중학교지정교실에서1:10으로학습지도

–주중도시지역수업, 주말중소도시, 방학중읍면도서지역수업진행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에게기초학습교사(학습부진아동1:1 지도), 기초 어

교사, 보건위생교사, 야간복지교사, 독서지도교사, 체육교사, 지역사회복지사

를파견하여지원

–2005년소외계층일자리창출일환으로시작되어130개기관의아동을지원

하 고, 복지부아동복지교사사업의모태가됨(아동복지교사파견사업시작

후종료)



담당 교사가 책임지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 고 보충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 다. 두

사례 모두 학교에서 학습부진아동을 지도하게끔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실제 한국의 중소도시 규모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학습부진아동을 지도하는

사례를 보면 담임교사가 1년 내내 학습부진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다. 학년별 학습부진학생을 선별하여 방학 중 단기간으로 지도하거나, 외부 전담강사를 채용

하여 지도하고 있으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많지 않고 학교의 재량에 따라 지도내용

과 방법에 편차가 있다. 실제 학습부진 아동 지도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학급 담임교사는 30명

가까이 되는 아동 지도와 행정업무 등의 과중으로 아동 개별에 대한 지도는 현실적으로 어려

운 실정이다.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취지를 구현하는 책임지도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습부

진의 경계에 놓여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예방적이고 집중적인 1:1 개별학습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학교 또는 담임교사의 역량과 책임만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등학교 6학년에 실시하여 기초학력 수준미달 학생 수

가 일정비율 이상인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하 으나, 해당평가는 2013년

부터 초등학생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의 지역별 교육편차와 단위학교별 역량차이

를 감안하여 국가수준의 학습부진 선별도구와 선별된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맞춤형 개별학습

지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학습부진아동을위한지역사회및민간기반직접서비스부재

학습부진아동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맞춤형 개별학습이 반드시 지원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지원 지역사회기반 사업(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방과후

아카데미) 및 민간기반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학습부진아동에게 맞추어져 있기 보다는 아동복

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별화된 지도가

필요한 학습부진 아동 지도에 직접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의‘3) 민간기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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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운 하고 있는 학습지원 사업이 있으나 학습부

진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1:1로,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가 아닌 학습부진지도 교육을 받은

전문교사가 지도하는 곳은‘함께걷는아이들’의 올키즈스터디 사업 1곳 뿐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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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올키즈스터디사업개요및진행과정



1. 올키즈스터디사업개요

올키즈스터디(Allkidstudy)는“모든 아이들의(All kids) 학습(study)”이라는 의미로, 잠재능

력이 있음에도 빈곤 또는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기초학습부진이 누적되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

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이다.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에게 3Rs(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를 1:1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기초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제 학년 수준의 학습

성취를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1) 사업배경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와 맞물려 나타나는 교육격차의 해소가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어 있다. 교육격차는 학교교육의 어떤 단계에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근자에 들어 교

육격차 관련 연구들이 조금씩 축적되면서 생애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가 새롭게 주

목을 받고 있다. 

이는 생애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교육격차는 극복이 결코 쉽지 않고, 한 개인의 사회이동

을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학습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가정배경 특성으로는 대부분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 등 결손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기초학력 미도달의 가정요인을 살펴보면 빈곤한 가정환

경과 가족해체로 인한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를 들 수 있다(김경근, 2007). 2012년 경기교육종

단연구(GEPS) 자료를 이용한 학습부진 요인 분석에서도 학습부진의 주요 요인은 가구 소득,

부모 학력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연구원, 2014).

1997년 7월부터 국가가 설정한 과목별 학업성취목표 최저 수준에 미달한 학생 현황을 파

악하고 이들을 선별하여 지도하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하 고, 학습부진학생 최소화를 위한 지

원이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통한 학습부진 탈피는 지

속적인 맞춤형 개별학습이 필요하나 학교 내에서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직접적인 학습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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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사업은 사회경제적인 배경으로 인해 학습부진이 누적되는 아동을 집중적으로 지

원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교육 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예방하고자 한다.

2) 사업특징

(1) 개별화 (Individualization)

올키즈스터디는 교사 1명이 학습부진 아동 1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를 반 한 학습내

용 및 수준, 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계획하여 지도한다. 개별교수가 어려운 공교육에서 장애아

동 등을 위한 개별화 교육(IEP)이 적용되고 있기는 하나 일반아동을 위한 개별화는 극히 드물

며, 일반학급의 교과학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의 학습부진 역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도하

는 것은 기초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1:1 수업

은 아동이 또래 아동을 의식하지 않고 3Rs(읽기, 쓰기, 셈하기) 수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교사

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돕는다.

(2) 체계적 (Systematic)

① 흐름

한 명의 아동은‘(1단계) 학습부진 선별을 위한 사전진단–(2단계) 3Rs(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 및 동기부여프로그램–(3단계) 사후평가–(4단계) 사후관리(교과지도 후 종결)’의 순서로

참여하게 된다. 사후평가 결과 학습부진에서 탈피한 경우 사후관리로 교과학습을 지도하며,

탈피하지 못한 경우 2단계를 지속한 후 다시 3단계를 진행한다. (2단계)의 아동 지도에 있어

‘3Rs–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기(arithmetic)’를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기초학

습능력이 학업성취 전반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학습부진아동의 정서적 특성으로 나타나

는 낮은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 아동의 관심을 반 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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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올키즈스터디아동지도흐름도

② 컨텐츠

학습부진아동 선별을 위해 사용하는 진단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지방교육청에서

개발하여 초등학교에서 사용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지(동종다형)를 사용함으로

써 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학습부진아동을 선별한다. 선별과정에서 아동의 학습부진 정도와

역을 파악하고 아동지도의 출발지점을 정하게 된다.

또한 아동지도에 활용되는 주교재로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기초학습교재(꾹꾹 다지는 국어, 쑥쑥 자라는 수학 등)를 사용하고 있고, 4단계 사후관

리를 위해 교과서 및 시중 교재를 활용한다.

(3) 지속성 (Continuous)

학습부진아동의 가장 보편적 특성인 누적된 학습결손은 초등학생 학업성취 결정요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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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김미란, 2005).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 교육체계

에서 누적된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아동지도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올키즈스터

디는 아동의 누적된 결손정도와 학습능력 및 의욕에 따라 학습지도 기간을 정하게 되며, 2015

년 현재 아동 1인 기준으로 최대 18개월까지 주3회, 50분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유연성 (Flexibility)

함께걷는아이들은 2009년~2010년‘우리생애 최고의 열공’사업과 2011년‘함께공부하

는 아이들’사업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하 다. 약 2년여 간 지원된

사업평가 내용을 토대로 2012년부터 누적된 학습결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개입시기

를 청소년에서 아동으로 전환하고 일반교과지도에서 기초학습지도로, 그룹지도에서 1:1 개별

지도로 전환하여‘올키즈스터디’사업이 시작되었다. 

2015년부터는 역량있는 기초학습 수퍼바이져를 선발하여 모든 참여아동의 기초학습지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기관과 교사에게 아동 지도를 위한 직접적인 수퍼비젼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학습부진아동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은 함께걷는

아이들 학습사업이 현장중심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된다.

3) 사업내용

올키즈스터디는 2015년 현재 총 35개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75명의 아동에게 3Rs

학습지도를 1:1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서울, 경기, 인

천지역의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초등학교 3개교, 아동양육시설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가 있으며, 기관별로 1명의 올키즈스터디 교사가 5명의 아동을 지도하고 있다.

(1) 대상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중 진단평가 결과 학습부진에 해당되는 아동 1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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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초3 : 학교진도를따라가지못하며, 학교에서하위 15% 아래에해당되는학생

초4~초6 : 초등학교3학년수준의읽기, 쓰기, 기초수학능력에도달하지못한학생

(2) 지원내용

초등기초학습부진아동3Rs(읽기, 쓰기, 셈하기) 1:1 지도(주 3회, 50분수업)

초등학교학습부진아동국어 / 수학과목지원(중복지원가능) 

학습교재및교구지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개발된교재활용)

분기별동기부여프로그램운

연 1회올키즈스터디창작동시대회개최를통한동기부여활동지원

협약식및기초교육, 기관방문및간담회를통한참여기관지원

기초교육, 보수교육, 조별연구회, 수퍼바이져지원을통한지도교사역량강화

전문지도교사양성과정교육을통한기초학습부진지도컨텐츠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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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걷는아이들학습지원사업진행과정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연도 사업진행현황

복지시설이용 7월~2010. 3월

아동청소년의 2009 –전국 14개지역, 80개지역아동센터, 65명강사, 

우리생애
아동

수학, 어, 총 850명지원

최고의열공
청소년

논술지원 5월~6월 참여기관방문을통한현장욕구조사

(위탁운 ) - 전문강사파견
2010

7월~12월

- 교재비지원 –초등학생논술354명, 중고생 어·수학·논술416명지원

특별활동비지원 –12개지역, 69개지역아동센터, 80명강사, 총 770명지원

복지시설이용
4월~2011. 2월

저소득청소년의
- 11개지역, 81개복지시설, 강사220명, 총 596명지원

청소년
어, 수학지원

2011 4월 1차간담회
- 전문강사파견

5월 2차간담회
함께공부하는 - 학습교재지원

7월~10월 지역간담회 (7회)
아이들 - 특별활동비지원

(Study With Us) 3월 참여기관협약식 (31개소)

4월 사전진단평가

4월 교사기초교육

2012
6월 참여기관간담회

7월 올키즈스터디(Allkidstudy) 명칭변경

복지시설이용 11월 자문회의

학습부진아동 12월 사후진단평가

3Rs 매월 교사보수교육

(읽기, 쓰기, 셈하기) 2월 참여기관협약식(30개소)

아동 1:1 맞춤형지원 2월 사전진단평가

올키즈스터디 - 전문교사파견 2월 교사심화교육

3Rs - 전문교재지원
2013

6월 기관간담회

학습지원사업 - 동기부여지원 10월 제1회 3Rs학습지원전문지도교사양성과정운

(Allkidstudy) - 강사교육지원 12월 사후진단평가

- 컨텐츠개발등 매월 교사보수교육및조별연구회

연중 교과연구회운

1월 참여기관협약식 (31개소)

2014 2월 사전진단평가

2월 제2회3Rs학습지원전문지도교사양성과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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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제1회창작동시대회개최

11월 제3회3Rs학습지원전문지도교사양성과정운

12월 사후진단평가

매월 교사보수교육및조별연구회운

상반기 교과연구회운

1월이전 사전진단평가(6개월간격사후평가예정)

1월 참여기관사업설명회및협약식(35개소)

2월 교사기초교육

2월 올키즈스터디수업진행, 수퍼바이져기관방문

2015
3월 교사조별연구회

4월, 6월 교사보수교육

5월, 7월 조별연구회운

8월 진단평가(예정)

8월~10월 제2회창작동시대회개최(예정)

연중 수퍼바이져연구회진행

매월 교사보수교육및조별연구회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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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4년올키즈스터디사업성과평가



1. 평가연구방법

올키즈스터디 사업 평가는 기본적으로 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크게“성적향상 부분”과“심리정서적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성적향상은 분기별로(4차례)

진행된 진단지 결과이며 심리정서적 부분은 설문지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1) 연구대상및기본현황

올키즈스터디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6학년까지의 월평균 144.8명(2014년 2월~12월

까지)의 아동이 참여하 다. 성적향상은 총 152명의 아동이 2014년 2월에 사전 검사, 2014년

12월에 사후 검사를 진행하여 분석하 으며 심리정서적 부분의 설문은 총 130명의 참여아동

이 참여하여 2014년 2월에 사전검사, 2014년 12월에 사후검사를 진행하 다. 2014년 2월 이

후에 프로그램에 들어온 경우에는 들어온 시점으로 사전검사가 진행되었으며, 일찍 종결되는

경우에는 종결되는 시점에 사후 검사를 진행하 다. 

설문에 참여한 130명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학년별 현황은 2014년 12월 현재 2

학년과 3학년 아동이 가장 많았다. 본 사업 참여기간으로는 6개월~1년인 아동이 63.1%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2년 된 아동이 16.2%로 많았다. 

지역을 살펴보면, 본 사업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지역에

만 분포되어 있으며, 경기가 54.6%, 서울이 41.5%, 인천이 3.8%로 분포되어 있다. 남녀의 비

율은 남자가 55.4%, 여자가 44.6%로 남자아동이 좀 더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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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 참여아동의일반현황 2014년 12월현재

학년
설문참여아동

빈도 퍼센트 사업참여기간 빈도 퍼센트

1 6 4.6 3개월미만 11 8.5

2 42 32.3 3~6개월 12 9.2

3 37 28.5 6개월~1년 82 63.1

4 28 21.5 1~2년 21 16.2

5 12 9.2 2년이상 4 3.1

6 5 3.8 합계 130 100.0

합계 130 100.0

지역 빈도 퍼센트 성별 빈도 퍼센트

서울 54 41.5 남자 72 55.4

경기도 71 54.6 여자 58 44.6

인천 5 3.8 합계 130 100.0

합계 130 100.0

2) 측정도구

(1) 성적향상진단지

참여아동의 기초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진단지의 경우 지방 교육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시작 시에 1차, 3개월마다 동일한 난이도의 동

종다형의 시험지로 총 4차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1~3학년 아동은 국어, 수학 두 과목으로 평가하며 4~6학년은 읽기, 쓰기, 수학의 세과목

으로 평가한다. 1학년 아동의 경우 대부분 한 읽기 쓰기가 전혀 되지 않는 아동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평가는 진행되지 못하며, 읽기 쓰기가 가능한 시기부터 평가를 진행하게 된

다. 중간에 성적향상으로 인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은 종료되는 시점에 최종사후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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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정서적부분 - 국어, 수학, 일반적학교생활, 자존감

‘올키즈스터디’의 대상 아동인 기초학습부진 아동의 경우,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최대한 간단한 질문의 설문지를 사용하고자 하 다. 2013년 평가시 학습동기부여 척도(MES,

Motivation and Engagement Scale)를 사용하 으나 요인분석 결과, 구성타당도를 충분히 만

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용하지 못하 다. 따라서 이번 년도 평가에서는 아동의 자

아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인 SDQ-I (Self Description Questionnare I)를 주로 사용하 다.

Shavelson 외 2명(1976)이 개발한 본 척도는‘학습적 역’에 대한 3개의 하위 역(일반적 학

교생활, 국어, 수학)과‘자아개념’에 대한 1개의 하위 역(자존감), ‘비학습적 역’에 대한 4개

의 하위 역(신체적 외모, 신체적 능력, 부모관계, 친구관계)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학습적

부분의 3개의 하위 역과 자존감으로 총 4개의 하위 역의 설문을 사용하 다. 

[표Ⅳ-2] SDQ-I 설문구성

하위 역 문항수 사용여부

학습적 역
일반적학교생활 (General School) 10 ○

(Academic Self Concept)
국어 (Reading) 10 ○

수학 (Mathematics) 10 ○

일반적자아개념
자아개념 (General–Self) 10 ○

(General Self Concept)

신체적외모 (Physical Appearance) 9 ×

비학습적 역 신체적능력 (Physical Ability) 9 ×

(Non-academic Self Concept) 부모관계 (Parent Relation) 9 ×

친구관계 (Peer Relation) 9 ×

본 설문은 문으로 된 문항을 번역하고 사전테스트를 통하여 문구를 수정하여 최종적으

로 아래와 같은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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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 일반적학교생활, 수학, 국어, 자존감변수최종문항

SDQ-I 원문문항 최종문항

I am good at all SCHOOL SUBJECTS 나는모든학교과목을잘한다.

I enjoy doing work in all SCHOOL SUBJECTS 나는모든학교과목공부하는것이좋다.

I get good marks in all SCHOOL SUBJECTS 나는모든학교과목성적을잘받는다.

I hate all SCHOOL SUBJECTS 나는모든학교과목이싫다.

일반적 I learn things quickly in all SCHOOL SUBJECTS 나는모든학교과목을쉽게배우는편이다.

학교생활 I am interested in all SCHOOL SUBJECTS 나는모든학교과목에흥미가있다.

I am dumb in all SCHOOL SUBJECTS 나는모든학교과목을잘못한다.

I look forward  to all SCHOOL SUBJECTS 나는모든학교과목시간이기다려진다.

Work in all SCHOOL SUBJECTS is easy for me 나는모든학교과목공부가쉽다.

I like all SCHOOL SUBJECTS 나는모든학교과목이좋다.

I hate  math. 나는수학이싫다.

Work in math is easy for me. 나는수학공부가쉽다.

I look forward to math. 나는수학시간이기다려진다.

I get good marks in math. 나는수학성적을잘받는다.

수학
I am interested in math. 나는수학에흥미가있다.

I learn things quikcly in math. 나는수학을쉽게배우는편이다.

I like math. 나는수학이좋다.

I am good at math. 나는수학을잘한다.

I enjoy doing work in math. 나는수학공부하는것이좋다.

I am dumb at math. 나는수학을잘못한다.

I get good marks in reading. 나는국어성적을잘받는다.

I like reading. 나는국어를좋아한다.

I am good at reading. 나는국어를잘한다.

I am interested in reading. 나는국어에흥미가있다.

국어
I am dumb at reading. 나는국어를잘못한다.

I enjoy doing work in reading. 나는국어공부하는것이좋다.

Work in reading is easy for me. 나는국어공부가쉽다.

I look forward to reading. 나는국어시간이기다려진다.

I hate reading. 나는국어가싫다.

I learn things quickly in reading. 나는국어를쉽게배우는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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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Q-I 원문문항 최종문항

I do  lots of important things. 내가하고있는일들은중요하다. 

Overall I am no good. 나는잘하는것이별로없다.

In general, I like being the way I am. 지금그대로의내가좋다. 

Overall I have  a lot to be proud of. 나에대해서자랑할것이많다.

자존감 I can’t do anything right. 나는잘하는것이별로없다. 

문항 I can do things as well as most other people. 나는어떤일이든다른사람들만큼은하는편이다.

Other people think I am a good person. 다른사람들은내가훌륭한사람이라고생각한다.

A lot of things about me are good. 나는좋은점들을많이가지고있다. 

I am as good as most other people. 나는다른아이들에비해훌륭한편이다. 

When I do something, I do it well. 나는무엇이든잘한다. 

(3) 교사와의유대관계

기초학습부진아동 지도사업에 있어 교사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되어 교사

와의 유대관계를 측정하 다. Parker, G. 외 2명(1979)이 개발한 부모유대척도 중 정선욱이 박

사학위논문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11개 문항을 활용하 다. 부모를 교사로 바꾸어 활용하 으

며 최종문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Ⅳ-4] 교사와의유대감최종문항

유대감설문문항

1 함께선생님은나에게다정하고따뜻하게말 하신다.

2 함께선생님은내가필요로할때나를도와주신다. 

3 함께선생님은나를차갑게대하신다.

4 함께선생님은내걱정거리를잘이해해주시는것같다.

5 함께선생님은나에게애정이있으시다.

6 함께선생님은나와함께이야기하는것을좋아하신다.

7 함께선생님은나에게자주웃어주신다.

8 함께선생님은내가뭘원하는지잘모르시는것같다. 

9 함께선생님은내가화났을때기분을풀어주신다.

10 함께선생님은나와공부이외의이야기는잘하지않으신다. 

11 함께선생님은나에게칭찬을잘하지않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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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올키즈스터디 사업성과 평가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요인분석을 통하여 변수별로 공통적 요인으로 묶이는지 확인하고 어느 요인에도 속

하지 않는 항목은 제거하 다. 

둘째,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여 신뢰도가 현저히 낮은 항목은 분

석에서 제외하 다. 

셋째, 데이터의 정규분포 여부(Normality Test)를 왜도 값으로 알아보았다. 

넷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다섯째, 평균적인 사후–사전 성적향상 점수를 살펴보았고, 변수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섯째, 심리정서적 변화에 대하여 사후–사전 설문결과의 차이를 Paired T–test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고, 중요변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 평가결과

1) 요인분석

사업성과 측정변수들 중 자존감, 일반적 학교생활, 국어, 수학, 교사와의 유대관계 변수의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이미 검증된 척도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척도가 외국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번역상의 문제나 문화적 격차를 고려할 때 척도 개발 시점이나 환경

내의 신뢰도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학습부진아동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

에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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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존감’척도가 동일요인으로 묶이지 않아 전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기존의 척도 중 간단하고 쉬운 문장으로 된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 으나 학습부진아동이

라는 아동의 특성상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동일요인으로 구

성되지 않아 분석에서 10문항 모두 제외되었다. 

②‘일반적 학교생활’과‘수학’은 동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아이들이‘나는 학교의 모든 과목을 잘한다’등의 질문으로 구성된‘일반적 학교생활’항

목과‘나는 수학공부가 쉽다’등으로 구성된‘수학’에 대한 질문이 동일요인으로 분석되었으

며 이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생각이 전반적인 학교 과목과 학교생활

에 대한 생각과 동일한 맥락으로 생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학교생활’과‘수학’에서 몇 문항이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문항은 아래와 같다. 

<제외문항>

일반적학교생활 : 설문2 나는모든학교과목을잘한다. 

설문10 나는모든학교과목성적을잘받는다. 

설문14 나는모든학교과목이싫다. 

설문26 나는모든학교과목을잘못한다. 

설문30 나는모든학교과목시간이기다려진다. 

수 학 : 설문3 나는수학이싫다. 

설문39 나는수학을잘못한다. 

③‘국어’는 2문항이 제외되고 8문항이 동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국어의‘설문20 나는 국어를 잘 못한다.’‘설문36 나는 국어가 싫다.’두 문항이 제외되

었으며 둘 다 부정문항으로 응답 아동들이 부정문항에 대한 답변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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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대감은 긍정항목과 부정항목으로 구분하여 요인분석되었다.

유대감1, 2, 4, 5, 6, 7, 9의 7개 문항이 긍정문항으로 동일요인으로 묶 고, 유대감3, 8,

10, 11의 4개 문항이 부정문항으로 동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표Ⅳ-5] 초기요인분석결과

성분

1 2 3 4 5 6 7 8 9 10

설문1

설문5 -.616

설문9 .481

설문13 .548

자존감
설문17 -.713

설문21

설문25 .693

설문29

설문33 .620

설문37

설문2

설문6

설문10 .515

설문14 -.470

일반적 설문18 .505

학교생활 설문22

설문26 -.634

설문30

설문34 .464

설문38 .410

설문3

설문7 .824

수학
설문11 .605

설문15 .742

설문19 .740

설문23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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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 2 3 4 5 6 7 8 9 10

설문27 .797 -.484

설문31 .786

설문35 .709

설문39 -.474

설문4 .599

설문8 .838

설문12 .704

설문16 .716

국어
설문20 -.631

설문24 .824

설문28 .854

설문32 .632

설문36 -.596

설문40 .678

유대감1 .589

유대감2 .581

유대감3 .814

유대감4 .722

유대감5 .789

유대감 유대감6 .752

유대감7 .783

유대감8 .699

유대감9 .766

유대감10 .790

유대감11 .820

요인추출방법 : 최대우도.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있는오블리민.

a. 7 반복계산에서요인회전이수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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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6] 최종요인분석결과

성분

1 2 3 4 5

설문7 .785

설문11 .701

설문15 .764

수학
설문19 .823

설문23 .825

설문27 .795

설문31 .873

설문35 .862

설문4 .612

설문8 .868

설문12 .765

국어
설문16 .787

설문24 .764

설문28 .847

설문32 .728

설문40 .809

유대감1 .604

유대감2 .608

유대감4 .741

유대감5 .752

유대감6 .739

유대감 유대감7 .712

유대감9 .754

유대감3 .824

유대감8 .700

유대감10 .774

유대감11 .837

설문6 .453

설문18 .573

일반적학교생활 설문22 .508

설문34 .546

설문38 .529

요인추출방법 : 최대우도.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있는오블리민.

a. 7 반복계산에서요인회전이수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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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표 Ⅳ-7]과 같다. 위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변수들을 구분하 고 대부분의 변수가 높은 Cronbach’s α값을 보여 신뢰도가 검

증되었다. 

[표Ⅳ-7] 신뢰도분석

변수 문항수11) Cronbach’s α

일반적학교생활과수학 13 .941

국어 8 .923

교사와의유대감 (긍정) 7 .870

교사와의유대감 (부정) 4 .858

3) 정규분포검증

사전, 사후 평가결과 데이터의 정규 분포 여부(Normality Test)를 먼저 확인하 다. 왜도

(skewness)는 통계학에서 확률변수의 확률분포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왜도 수치를

확인했을 때 0.025(일반적 학교생활과 수학), -0.228(국어), -1.185(유대감긍정), -0.044(유대감

부정)으로 유대감 긍정만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과학에서 추정에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므로,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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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8] 변수들의기술통계

통계량

평균 2.9956

일반학교생활과 표준편차 1.06447

수학 왜도 .025

첨도 -.708

평균 3.1750

국어
표준편차 1.16500

왜도 -.228

첨도 -.926

평균 4.1167

유대감긍정
표준편차 .77697

왜도 -1.185

첨도 1.998

평균 3.0184

유대감부정
표준편차 1.33269

왜도 -0.44

첨도 -1.290

[그림Ⅳ-1] 일반적인학교생활과수학의정규Q-Q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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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관관계분석

사업성과 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일반적인 학교생활과 수학’변수는‘국

어’와‘교사와의 유대감 긍정’문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다. ‘교사와의 유대감’과 아이

들의‘일반적인 학교생활과 수학’의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로 보

인다. 그런데, ‘교사와의 유대감’이‘국어’항목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점과‘유대감 긍

정’문항과‘유대감 부정’문항이 서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동일한

유대감 척도의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부정

문항의 이해가 어려웠거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생

각할 수 있을 것이다. 유대감의 부정문항에 대해서 제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Ⅳ-9] 변수간상관관계

일반적인
국어 유대감긍정 유대감부정

학교생활과수학

일반적인 Pearson 상관계수 1 .503** .207** .013

학교생활과 유의확률 (양쪽) .000 .001 .841

수학 N 255 255 241 240

Pearson 상관계수 .503** 1 .113 .112

국어 유의확률 (양쪽) .000 .079 .084

N 255 255 241 240

Pearson 상관계수 .207** .113 1 .023

유대감긍정 유의확률 (양쪽) .001 .079 .719

N 241 241 245 244

Pearson 상관계수 .013 .112 .023 1

유대감부정 유의확률 (양쪽) .841 .084 .719

N 240 240 244 244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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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적향상변화

2014년 12월에 평가한 사후결과 점수에서 2014년 2월에 평가한 사전결과 점수를 뺀 향상

된 점수를 살펴보았다. 저학년은 국어, 수학과목으로 평가하 고 고학년은 읽기, 쓰기, 수학으

로 평가하 으며 평균 향상 점수를 살펴보면, 100점 만점에 읽기가 17.57점, 쓰기가 20.59점

향상되었으며 국어가 29.15점, 수학이 29.50점 향상되어 국어(저학년)와 수학이 30점 가까이

향상되었다. 

[표Ⅳ-10] 성적향상점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읽기향상 44 -29 57 17.57 17.911

쓰기향상 44 -7 58 20.59 13.599

국어향상 78 -15 65 29.15 16.683

수학향상 122 -6 95 29.50 20.546

[그림Ⅳ-2] 읽기점수향상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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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 쓰기향상빈도

[그림Ⅳ-4] 국어점수향상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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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5] 수학점수향상빈도

(1) 성별

성적 향상 점수를 각 독립변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보았을 때, ‘읽기’의 경우에만 여자 아동의 점수 향상이 높았으며‘쓰기’, ‘국어’, ‘수학’의 경

우 모두 남자 아동의 향상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은

국어(저학년)로 나타났다. 즉, 기초학습부진 지도사업이 남아에게 더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는 이 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초등생 남아들이 여아보다 좀 더 활동적이고

산만하여 1:1 집중지도의 효과가 남아에게서 더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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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1] 성별에따른성적향상점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읽기향상
남자 22 16.27 21.301 4.541

여자 22 18.86 14.130 3.012

쓰기향상
남자 22 23.09 15.319 3.266

여자 22 18.09 11.443 2.440

국어향상
남자 41 33.39 16.129 2.519

여자 37 24.46 16.222 2.667

수학향상
남자 64 31.36 22.131 2.766

여자 58 27.45 18.617 2.445

[그림Ⅳ-6] 성별에따른성적향상점수

[표Ⅳ-12] 성별에따른성적향상점수T-test

평균의동일성에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차이의 차이의95% 신뢰구간

(양쪽) 표준오차 하한 상한

읽기향상 -.475 42 .637 -2.591 5.450 -13.589 8.407

쓰기향상 1.227 42 .227 5.000 4.077 -3.227 13.227

국어향상 2.435 76 .017* 8.931 3.667 1.627 16.235

수학향상 1.050 120 .296 3.911 3.723 -3.461 11.283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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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성적 향상을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본 올키즈스터디 사업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모든 과목에서 경기지역이 더 높

은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3] 지역에따른성적향상점수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읽기향상
서울 19 12.84 19.360 4.441

경기도 24 21.79 16.235 3.314

쓰기향상
서울 19 17.42 14.901 3.418

경기도 24 22.63 12.399 2.531

국어향상
서울 31 26.03 18.752 3.368

경기도 43 30.30 14.725 2.246

수학향상
서울 49 25.29 18.992 2.713

경기도 68 32.06 20.595 2.497

[그림Ⅳ-7] 지역에따른성적향상점수

Ⅳ·2014년올키즈스터디사업성과평가 061

서울
읽기향상

경기도 서울
쓰기향상

경기도 서울
국어향상

경기도 서울
수학향상

경기도
0(-

5(-

10(-

15(-

20(-

25(-

30(-

35(-



[표Ⅳ-14] 지역에따른성적향상점수T–test

평균의동일성에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차이의 차이의95% 신뢰구간

(양쪽) 표준오차 하한 상한

읽기향상 -1.649 41 .107 -8.950 5.428 -19.911 2.012

쓰기향상 -1.250 41 .218 -5.204 4.162 -13.610 3.202

국어향상 -1.097 72 .276 -4.270 3.893 -12.031 3.490

수학향상 -1.813 115 .073 -6.773 3.737 -14.175 .629

(3) 저학년과고학년

1~3학년을 저학년으로 4~6학년을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학년별 성적향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국어과목의 경우 저학년 과목(국어)과 고학년 과목(읽기, 쓰기)의 명칭이

다르나 동일한‘국어’의 범주로 이를 비교하 으며, 저학년이 평균 29.53점 향상으로 평균

19.18점 향상된 고학년과 유의미한 차이(P=0.001)를 보이고 있다.  수학과목 역시 저학년이 더

높은 점수 향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P=0.003)로 나타났다. 

[표Ⅳ-15] 학년에따른성적향상점수

학년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유의확률

수학향상
저학년 79 33.57 19.970 2.247

0.003**
고학년 43 22.02 19.675 3.000

국어향상
저학년(국어) 77 29.53 16.451 1.874

0.001**
고학년(읽기, 쓰기평균) 44 19.18 14.0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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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기간별성적향상

참여 아동들은 기초학습부진을 탈피할 때까지 수업을 받게 되는데 최대 2년까지 수업을 받

을 수 있고 기초학습부진을 탈피한 이후에도 6개월 정도 추가 지도를 받게 된다. 참여 아동들

의 성적향상은 주로 6개월~1년 미만의 기간에 가장 큰 향상이 나타났으며, ‘쓰기’만 6개월 미

만에 가장 높은 점수 향상을 보 으나 5명의 점수를 평균 낸 수치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이

러한 수업 기간별 점수 차이는‘읽기’, ‘쓰기’, ‘수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

다. 이는 학습부진 아동들이 1:1 집중 지도를 받고 6개월~1년 기간 안에 가장 큰 폭의 점수향

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6개월 이전에는 대상 아동과 교사가 관계를 형성하고 아

동의 수업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부터 본격적으

로 큰 폭의 점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된 아동들은 사전 검사를 진행한 2014

년 2월에 이미 수업을 받고 있던 아동들로 이미 기초선이 다소 향상된 상태에서 사전검사가 진

행되었기 때문에 점수 향상의 폭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Ⅳ-16] 수업기간에따른성적향상점수

수업기간 읽기향상 쓰기향상 국어향상 수학향상

평균 15.40 32.20 26.81 26.64

6개월미만 N 5 5 16 22

표준편차 17.068 12.969 16.125 19.884

평균 23.19 21.77 30.96 32.92

6~1년미만 N 26 26 50 75

표준편차 16.040 13.104 17.963 21.326

평균 7.15 13.77 24.75 21.76

1년이상 N 13 13 12 25

표준편차 18.124 11.805 10.601 16.539

평균 17.57 20.59 29.15 29.50

합계 N 44 44 78 122

표준편차 17.911 13.599 16.683 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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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 수업기간에따른성적향상점수

[표Ⅳ-17] 수업기간에따른성적향상점수분산분석(ANOVA)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2255.865 2 1127.932 4.008 .026*

읽기향상 집단–내 11538.931 41 281.437

합계 13794.795 43

집단–간 1314.913 2 657.457 4.061 .025*

쓰기향상 집단–내 6637.723 41 161.896

합계 7952.636 43

집단–간 483.546 2 241.773 .866 .425

국어향상 집단–내 20946.608 75 279.288

합계 21430.154 77

집단–간 2555.329 2 1277.665 3.133 .047*

수학향상 집단–내 48523.171 119 407.758

합계 51078.500 121

* P < .05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전에 비해 사후에 17점~30점 사이의 점수 향상을 보 으며(100점

만점), 여자아동보다는 남자아동이, 서울보다는 경기도 지역이,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높은

향상을 보 다. 수업기간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6개월~1년 사이에 가장 큰 점수 향상을 나타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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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리정서적변화

(1) 전반적인심리정서적변화

심리정서적 변화를 구성하는 각 하위 요인별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비교했을 때, ‘국어’

와‘교사와의 유대감’에 있어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하게 좋아졌다. ‘일반적 학교생활과

수학’은 사후 평균 점수가 2.94에서 3.10으로 향상(5점 만점)되긴 하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표Ⅳ-18] 사전 / 사후설문결과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유의확률

일반적학교생활과수학
사전 2.9482 126 1.01491 .09042

0.131
사후 3.1040 126 1.11243 .09910

국어
사전 3.0160 126 1.12866 .10055

0.001**
사후 3.3788 126 1.15360 .10277

유대감
사전 4.0575 117 1.78020 .07213

0.059*
사후 4.2039 117 1.74381 .06877

유대감 (부정)
사전 4.0086 116 1.82550 .07665

0.718
사후 4.0453 116 1.87459 .08120

** P < .01     * P < .05

[그림Ⅳ-9] 사전 / 사후설문결과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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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따른변화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봤을 때, 남자아동은‘일반적 학교생활과 수학’과‘국어’가 사전에 비

해 사후가 유의미하게 좋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여자아동은‘교사와의 유대감’에 있어서

만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여자아동에 비해 남자아동이 학습에 대한 호감은 향상

되었고, 교사와의 유대감은 여자아동이 더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표Ⅳ-19] 남자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유의확률

일반적학교생활과수학
사전 2.899 70 1.061 0.127 

.028*
사후 3.191 70 1.127 0.135 

국어
사전 2.700 70 1.101 0.132 

.003**
사후 3.198 70 1.254 0.150 

유대감
사전 4.049 62 0.806 0.102 

.459
사후 4.127 62 0.892 0.113 

유대감 (부정)
사전 3.889 61 0.904 0.116 

.559
사후 3.981 61 0.868 0.111 

** P < .01     * P < .05

[그림Ⅳ-10] 남자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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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0] 여자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유의확률

일반적학교생활과수학
사전 3.010 56 0.960 0.128 

.930
사후 2.996 56 1.094 0.146 

국어
사전 3.411 56 1.043 0.139 

.194
사후 3.604 56 0.979 0.131 

유대감
사전 4.068 55 0.758 0.102 

.054*
사후 4.291 55 0.524 0.071 

유대감 (부정)
사전 4.141 55 0.713 0.096 

.849
사후 4.117 55 0.885 0.119 

* P < .05

[그림Ⅳ-11] 여자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평균비교

(3) 학년에따른변화

학년별로 살펴봤을 때 점수 향상과 마찬가지로 고학년(4~6학년)에 비해 저학년(1~3학년)

아동의 성장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저학년은‘국어’와‘유대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고학년의 경우에는‘국어’평균이 다소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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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1] 저학년(1~3학년) 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유의확률

일반적학교생활과수학
사전 3.100 82 1.037 0.114 

.197
사후 3.281 82 1.138 0.126 

국어
사전 3.003 82 1.128 0.125 

.009**
사후 3.383 82 1.183 0.131 

유대감
사전 4.056 74 0.842 0.098 

.008**
사후 4.317 74 0.686 0.080 

유대감 (부정)
사전 4.007 73 0.830 0.097 

.649
사후 4.065 73 0.876 0.103 

** P < .01

[그림Ⅳ-12] 저학년(1~3학년) 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평균비교

[표Ⅳ-22] 고학년(4~6학년) 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유의확률

일반적학교생활과수학
사전 2.666 44 0.919 0.138 

.440
사후 2.775 44 0.993 0.150 

국어
사전 3.040 44 1.142 0.172 

.072
사후 3.371 44 1.109 0.167 

유대감
사전 4.061 43 0.669 0.102 

.686
사후 4.010 43 0.805 0.123

유대감 (부정)
사전 4.012 43 0.827 0.126 

1.000
사후 4.012 43 0.88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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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3] 고학년(4~6학년) 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평균비교

(4) 지역에따른변화

올키즈스터디 사업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서울지역

에 비해 경기지역이 더 효과를 나타냈으며 경기지역만‘국어’과‘교사와의 유대감’에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Ⅳ-23] 서울지역아동의사전/사후설문결과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유의확률

일반적학교생활과수학
사전 2.851 53 0.987 0.136 

.250
사후 3.015 53 1.139 0.156 

국어호감
사전 3.089 53 1.103 0.152 

.190
사후 3.313 53 1.149 0.158 

유대감
사전 4.006 44 0.756 0.114 

.986
사후 4.004 44 0.816 0.123 

유대감 (부정)
사전 4.140 43 0.737 0.112 

.225
사후 3.984 43 0.73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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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4] 서울지역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평균비교

[표Ⅳ-24] 경기지역아동의사전/사후설문결과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유의확률

일반적학교생활과수학
사전 3.051 69 1.047 0.126 

.674
사후 3.113 69 1.088 0.131 

국어
사전 2.946 69 1.136 0.137 

.005**
사후 3.368 69 1.164 0.140 

유대감
사전 4.092 69 0.821 0.099 

.024*
사후 4.335 69 0.692 0.083 

유대감 (부정)
사전 3.957 69 0.888 0.107 

.364
사후 4.093 69 0.971 0.117 

** P < .01     * P < .05

[그림Ⅳ-15] 경기지역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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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참여기간

아동의 사업에 참여한 기간별로 살펴보았을 때 ① 6개월 미만의 아동 ② 6개월~1년 사이

아동 ③ 1년 이상 된 아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적 향상과 마차가지로 6개월~1년 사이 기

간의 참여아동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미만의 아동의 경우‘국어’가 유의

미하게 향상되었으며, 6개월~1년 미만의 아동은‘국어’와‘교사와의 유대감’에 유의미한 향

상을 보인다. 1년 이상 된 아동의 경우 오랜 기간 참여하 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25] 사업참여 6개월미만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유의확률

일반적학교생활과수학
사전 2.639 21 1.044 0.228 

.255
사후 2.967 21 1.227 0.268 

국어
사전 2.619 21 1.140 0.249 

.043*
사후 3.351 21 1.193 0.260 

유대감
사전 4.030 19 0.629 0.144 

.796
사후 4.060 19 0.440 0.101 

유대감 (부정)
사전 3.972 18 1.007 0.237 

.500
사후 4.153 18 0.523 0.123 

* P < .05

[그림Ⅳ-16] 사업참여 6개월미만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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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6] 사업참여 6개월~1년미만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유의확률

일반적학교생활과수학
사전 2.9807 80 1.020 0.114 

.162
사후 3.1597 80 1.158 0.129 

국어
사전 3.0533 80 1.147 0.128 

.003**
사후 3.4797 80 1.157 0.129 

유대감
사전 4.0307 75 0.815 0.094 

.002**
사후 4.3200 75 0.813 0.094 

유대감 (부정)
사전 4.0767 75 0.792 0.091 

.750
사후 4.1167 75 0.929 0.107 

** P < .01

[그림Ⅳ-17] 사업참여 6개월~1년미만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평균비교

[표Ⅳ-27] 사업참여 1년이상아동의사전/사후설문결과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유의확률

일반적학교생활과수학
사전 3.104 25 0.959 0.192

.778
사후 3.041 25 0.863 0.173 

국어
사전 3.230 25 1.017 0.203 

.386
사후 3.079 25 1.100 0.220 

유대감
사전 4.168 23 0.798 0.166 

.327
사후 3.944 23 0.636 0.133 

유대감 (부정)
사전 3.815 23 0.784 0.164 

.715
사후 3.728 23 0.866 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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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8] 사업참여 1년이상아동의사전 / 사후설문결과평균비교

성과 평가 결과를 정리해보면, 사전에 비해 사후에 성적이나 심리정서적인 부분이 향상이

되었다. 의미있는 변수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아동이,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서

울지역보다는 경기지역이 성적향상과 학교생활 및 유대감 등과 관련된 설문에서 동일하게 향

상을 보 으며, 수업참여기간으로는 6개월~1년 사이에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참여아동들의

점수 향상과 설문결과가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나 점수향상이‘일반적 학교생활과 수학’, ‘국

어’, ‘교사와의 유대감’의 향상에도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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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초학습지도사업성공요인분석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 향상 정도를 통한 사업평가와 기

초학습 지도사업 성공 요인을 밝혀 좋은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본 재단 사업에

서 전략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장은 두 번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성공 요인 분석은 델파이 설문 조사 방법을 활용하 다. 델파이 설문 조사의 첫 번째 단계

로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 두 차례의 집단 면접 조사(FGI) 및 1차례의 서면 조사를 실시하 으

며 이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 다. 각각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설문문항개발: 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및서면조사

기초학습 지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아동의 학습 부진 탈피에 향을 미치는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

다. 주요 질문은‘본인이 가르쳤던 아이 중 성적 향상이 뚜렷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적향상의 이유(원인)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이었으며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바를 얘기할 수 있도록 진행하 다. 또한 사전에 성공 요인으로 언급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구조화하여 대상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요인들이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 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첨부4 참조)

(1) 1회 면접조사

- 시기 : 2014년 4월8일화요일

- 장소 : 함께걷는아이들회의실

- 인터뷰대상 : 함께걷는아이들의기초학습지도사업에참여하고있는강사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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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대상선별 : 본사업에참여한기간이길고지도성과가좋은강사

- 인터뷰진행 :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2) 2회 면접조사

- 시기 : 2014년 4월 22일화요일

- 장소 : 안산지역

- 인터뷰대상 : 경기도학습클리닉소속강사5명

- 인터뷰대상선별 : 경기도학습클리닉센터추천

- 인터뷰진행 :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3) 3회 서면조사

- 시기 : 2014년 5월

- 인터뷰대상 : 학습부진아지도경험이있는경기도내초등학교교사5명

- 인터뷰대상선별 : 경기도초등학교교사를2명섭외하여주위교사를추가추천하는방식

- 비고 : 포커스그룹(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하려 했으나 참여자의 시간 제약으로

인해차선책으로구조화된서면으로발송하여답변을받았음.  

2) 설문문항개발 : 의미있는중심어뽑기

2차례 실시된 포커스그룹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획득한 후 논의된 내용을 녹음 하 고 이후

녹취록을 작성하 다. 이를 토대로 사업팀장과 연구원이 각각 학습부진탈피에 성공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중심어를 발췌하여 비교하 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중심

어 이외에 서로 중심어를 상이하게 발췌한 경우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공부에 대한 아동의 태도 및 성격’,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구 활용’, ‘교사와 아

동간의 긍정적 상호작용’등 총 21개의 설문 문항을 개발하 다. (설문 문항은 [표Ⅴ-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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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델파이설문조사(Delphi - Technique)

델파이 설문조사는 어떤 관심사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전문가들

의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세심하게 짜인 몇 단계의 설문을 사용한다. 1차 설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해서 2차 설문에서 그 응답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일련의

설문에서 그 응답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얻은 결과를 이용한다(서인해 & 공계순, 2004).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학습부진아를 이해하고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및 서면조

사에 참여한 대상자 총 15명

[표Ⅴ-1] 델파이설문조사참여자명단

이름 소속 경력

권애리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이민아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지도관련경험외

이 안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습부진아동지도

이주현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6개월

최정임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염지인 덕산초등학교

김지 소만초등학교

이미숙 소만초등학교 초등학교교사7~10년

염경애 소만초등학교

한원희 송죽초등학교

박은희 함께걷는아이들올키즈스터디

이훈주 함께걷는아이들올키즈스터디 학습지도관련경험외

정미선 함께걷는아이들올키즈스터디 기초학습부진아동지도

조소 함께걷는아이들올키즈스터디 3년

홍 숙 함께걷는아이들올키즈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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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 1차설문조사 : 포커스 그룹을 통해 학습부진탈피의 성공 요인으로 도출된 21개의 문항

을 제시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 정도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이 1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 다. 7월~8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들의 e-mail로 설문 방법 및 설문지를 배

포하여 직접 작성토록 안내한 후 다시 e-mail로 회수하 다.

- 2차설문조사 : 2차 설문조사에서는 동일한 설문 문항 중에서 상대적 더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순서대로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순위를 매기도록 하 고 1차 설문 결과값을 조사 대

상자들에게 제시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평가해보도록 하 다. 2차 설문 조사는 10월

한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e-mail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 다.  

- 측정도구 : 측정 도구는 포커스 그룹을 통해 도출된 문항 21개이며 1차 설문지는 각 문

항별 10점 리커트(likert) 척도 형태로 질의하 으며 2차 설문지는 조사대상자들의 의견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1순위에서부터 10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질의하 다. 구체

적인 설문 내용은 아래의 <표Ⅴ-2>과 같다. 

- 분석방법 :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에 대한 빈도 및 기술 분석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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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2] 측정도구

주제별 설문번호 설문문항

아동개인의 1

공부에대한개인의태도및성격 (예 : 아동의공부하고자하는의지, 주도적성격, 차분한성

격, 교사의지도에수용적인태도, 남아서공부하는것에대해거부감이없는태도, 수업시간을

즐겁게생각하는태도등)성향및

2 아동의학습관련선(과거) 경험과거

3 아동의학습부진누적의양경험요인

4 아동의지적능력 (예 : 아동의이해력, 집중력, 지적능력에문제가없는아동)

5 아동의이해를돕기위한교구활용 (예 : 낱말카드, 퍼즐, 주사위등)

6

교사의교육방법 (예 : 교사가수업시간마다학습내용을확인하는평가실시, 아동의학습수

준보다약간어려운문제를병행, 아동의학습능력에따른학습량과수업시간조절, 아동의

학습적강점을찾아서수업에활용등)

7
학습부진 전문교재 활용 (예 : 학습부진전문교재로지도하면서교과서지도병행, 기초학력향

상사이트꾸꾸활용등)

8
아동의동기부여 (예 : 수업참여도를높이기위한간식활용. 아동의흥미와관심을반 한수

업도구- 일기쓰기, 동화책읽기, 꿈연계등- 활용)

9 학습부진진단평가의활용 (예 : 학습부진아동선별을위한진단평가실시및결과활용)

10

교사의숙련된태도 (예 : 아동의다양한 반응- 분노, 짜증, 수업기피, 무기력등- 에대한교사

의적절한대응, 답을가르쳐주지않고아동이혼자풀수있도록교사가기다려주는태도, 교사

가아동의태도에대해무조건으로수용하는것이아니라필요에따라엄격하게지도하는태도)

11

교사와 아동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예 : 교사가아동에게칭찬(긍정적인메시지)을많이해주

는것, 교사가아동과의잦은대화를통해아동을이해하고공감해주는것, 아동이가진능력을

교사가믿어주고아동에게‘넌할수있다’와같은믿음을주는것, 교사가아동에게개별적이

고지속적인관심보여주기)

12 아동의가정환경및학습부진원인에대한교사의이해

13
사업종결준비 (예 : 학습부진수업종결이후아동이스스로학습할수있도록사전준비, 학습

부진수업종결이후의사후관리)

14
전문기관의체계적인교육및지원 (예 : 학습부진아동지도에대한교수법, 전문교재활용에

대한교육, 교구제작및활용에대한교육)
학습부진

15 가정의관심과지원 (예 : 아동에대한가정의관심과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16 그룹지도가아닌교사와아동의1 : 1 지도
디자인

17 정기적이고지속적인지도
(Design),

18 조기개입 (초등학교저학년)   
외부요인

19 수업에집중할수있는별도의공간

20 아동에대한학교교사의관심과지원

21
전문기관의지원 (예 : 학습지도외에아동의정서개입병행(심리치료등), 지역사회내복지기관

의지원)

학습부진

프로그램의

도구

(Tool),

교사요인



2. 분석결과

1)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커스 그룹 결과를 21개 문항으로 압축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

다. 여기에서는 최종 21개의 문항들이 압축되기 이전에 인터뷰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제시하 다. 이를 통해 어떠한 내용들이 설문지 문항들로 도출되었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아동개인의성향및과거경험요인12)

조사 대상자들은 학습부진탈피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학습부진에 대한 개입 이전에 개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과 학습과 관련된 능력, 태도, 과거 경험들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도적, 차분한, 끈기 있는, 책임감이 있는 성격과 교사에게 순종적이며 프로그램 참

여에 대한 거부감 없는 태도, 학습과 관련하여 성공의 경험, 학습 부진이 누적된 수준, 이해력

과 같은 아동의 지적 능력이 언급되었다.   

“(학습부진에서탈피한)얘는좀성격이좀주도적인아이, 항상좀자신만만하고……. 그자기가갖고

있는내용에비해자신만만하고그런거는있었어요. 학습에대한, 그좌절이나그런거는조금…….

별로없었던것같아요.” –성격및태도

“그아이는초반에한3시간을꾸준히앉아서안되는문제를풀었어요. 그게걔성격인거같아요. 앉아

있을수있는성격……. 성격이차분한것도있고…….” –성격및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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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가의지가있었던거같아요. 그리고가장순종을해줬던애들이고순종……. 정말순종.”

–성격및태도

“자기가제안한것에대해서는책임지고끝까지한것이성공요인이지않나싶어요. 그러니까자기

의지가중요했던거죠…….” –성격및태도

“저희만나러가는게창피해하지는않아하더라고요. 갔다올게~ (웃음)막이러고가서막이거하고왔

다~!! 자기가만든거가져와서자랑하고…….” –성격및태도

“초등학교 4학년때까지는그래도조금편중되긴했지만수학에서되게잘했던경험이있어가지

고……. 자기가잘했던경험이있으니까훨씬더그부분을. 그게더쉬웠던것같아요. 잘했던경험

이있는애들은자기가하면된다는생각도좀있는것같고…….” –학습관련경험

“초등때해결을하면그래도어느정도해결하면되는데중·고등은그갭이너무커서너무너무…

그거를채우는데너무힘들고중간에그좌절경험들이또너무많아지는거에요. 그러나보니까하

아……(큰한숨)” –학습능력

“한아이는출석율이낮은데비해서아이가가지는이해력이높은편이었어요…. 자기가가지고있는

능력이좀좋은아이 어요. 공부를못하고폭력적이고돌봄을받지못하는아이 지만아이자체가

이해력이좀있었구요..” –학습능력



(2) 학습부진프로그램의도구(Tool), 교사요인13)

두 번째로 조사 대상자들은 학습부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도구, 교사와 관련된 요인

들을 강조하 다. 이와 관련된 하위 요인에는 교사 역량 요인, 학습부진 관련 전문적 교재교구

요인,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 휴먼서비스에서 사람은 곧 도구이

므로 교사의 역량 요인, 상호작용도 도구 요인으로 같이 분류하 다.  

① 교사 역량(competence) 요인14)

교사 역량 요인에서는 교사가 일반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학습

부진의 원인 및 가정환경에 대한 이해 정도,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반 하여 교육 방법을 적용

하는 능력,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기술, 교사로써 아동을 대하는 숙련된 전문가 태도가 언급되

었다. 교사 역량 요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아동을 대하는 교사의 열정과 헌신적인

태도가 밑바탕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희센터가다문화센터라중도입국아이들이있어요. 말이가장문제라서책읽기하고단어물어보

고…매일하나씩하나씩알게하고… 그리고센터의책을많이활용했어요. 동화책읽기를많이시

켰어요. 읽고다시나한테(선생님)얘기해줘…이런식으로많이했어요. 말이조금씩풀리고나서는

어느정도는달라지고…공부를시킨다음에그것과관련해서테스트지를시켜요.”

–교육에대한전문기술& 개별특성을반 한교육방법적용

“계속쉬운문제만접하다보면도전의식이생기지않아요. 그래서약간어려운문제들어가면서학

교에서할수있는문제집을조금씩하게되었어요. 그랬더니학교성적이조금씩좋아지기시작했

어요.” –교육에대한전문기술& 개별특성을반 한교육방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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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측정도구 5~12번관련
14) 측정도구 5, 6, 8, 10, 12번관련



“이아동은아픈오빠가있어요. 조금만무슨상황이생겨도응급실에가야되는상황이었는데그래서

집의모든초점이오빠한테가있고…얘는항상응급실에가앉아있어야되는거에요. 집에애를봐

줄사람이없으니까..그래서얘는공부를못한것도있어요..”

–학습부진의원인및가정환경에대한교사의이해

“학교수업시간에도맞춰서갈수가없는아이 어요. 아빠가늦게들어오시니까아이를잘챙겨서학

교등교시간을잘못지켜주시는형편이었거든요. 학교수업시간도못지키니까제수업시간도칼

같이지킬수가없었겠죠. 그래서그러면학교앞에서선생님이랑만나자그래서같이오자고했더니

그거좋다고하더라구요. 한번만나봤는데좋았나봐요. 그래서수업있을때는학교앞에서만나서같

이센터로와요.” –가정환경에대한교사의이해

“이아이들은의지가있으니까공부를끝내기가아깝더라구요.. 50분이넘어간적이많거든요. 너무

공부하기싫은애들은30분, 40분못할때도많아요. 그럴때이런애들은1시간30반…. 집중지도가

들어갔죠.” –개별특성을반 한교육방법적용

“아이들개별적으로특히취약한부분중에서올릴수있는강점부분을찾아봤죠. 그런다음에는그

아이들차이에따라서학습량을조절했어요. 더하기가필요한아이는더하기를많이시켰고읽기가

필요한아이는읽기를많이시켰어요.” –개별특성을반 한교육방법적용

“저학년같은경우에는…교구를많이활용했어요.. 한 을모르는경우에는젠가게임같은걸하거

나주사위, 카드이런걸활용해서많이했는데……” –개별적특성을반 한교육방법적용

“1년동안학습동기부여를위해서대학을다녔어요. 서울대부터시작해서유명한대학들을다녔어요.

그래서아이들이대학에서뛰어놀기도하고여러번편지를써서센터로부치기도하고맛있는것도

사주고그랬어요.” –학습동기부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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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만나서안아주고오늘어땠어? 오늘기분이어땠어? 물어봐주고..수업에들어가기전에힘들어

하면좋아하는것하자하면서학습분위기를만드는거죠…. 그리고아이의상태에따라서힘들어하

면간식을먼저주거든요..그러면또잘해요…” –학습동기부여기술

“제가바르게앉자라고하면선생님이뭔데그런말을하냐이러더라구요..그걸다받아주면안되겠다

싶어서완전히선생님의태도로약간무섭게했더니바로받아들이더라구요..” –숙련된태도

“아이가문제를풀다가모르잖아요그러면선생님이바로가르쳐주면안돼요. 풀수있게기다려줘야

되요. 그러니까학습부진아동한테젤먼저해야되는건기다림이에요. 선생님이조급하면아이들도

조급해져요. 많이기다려줘야되요.” –숙련된태도

“처음대할때는이야기를많이들어줬죠. 하고싶은얘기를많이하게하고그림을그리고싶어하면

그림을그리게하고. 그래서일단마음을오픈시켰죠.” –동기부여기술& 숙련된태도

“아이가공부하는것에대해서짜증을내거나투덜거릴때달랠수있어야한다. 힘들어할때는좀쉬

운과제를주기도하고퍼즐이나게임같은것을활용하는등유동성있게운 해야한다.”

–숙련된태도& 개별적특성을반 한교육방법적용

② 학습부진 관련 전문적 교재교구 요인15)

다음으로는 학습부진과 관련된 전문적 교재, 교구 활용을 성공 요인의 하나도 들 수 있었

다. 학습부진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이의 기초선(baseline) 자료로 활용하여 교육

전략을 세우는 것, 그리고‘꾸꾸사이트’와 같은 학습부진 전문 교재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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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측정도구 7, 9번관련



“중학생들의경우에는……. 꾸꾸사이트에서자료를다운받아서학습 역으로읽기, 쓰기지도를

같이했어요. 음운인식이라던가음절……. 그렇게지도를했어요.”

“진단을하고수업을진행해야하는데. 그런데진단했을때진단지결과를저는다각도로봤어요.

이아이가기초부진이어느정도인가먼저봤구요. 두번째는특히취약한부분이무엇인가. 그

취약한부분을아이가어느정도따라올릴수있을것인가…….”

“학생이지금학습부진정도가어느정도인지판단할수있는1~6학년공통의신뢰도, 타당도높

은검사도구를개발이필요하다. 그리고매년그아동을가르칠수있는공통의학습지도개발이

필요하다고생각한다.”

③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요인16)

프로그램 도구 요인의 마지막은 교사와 아동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다. 교사가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인 혹은 비언어적인 행동 및 태도에 아동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성과를 향

상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그아이는처음에는반항을하다가요나중에는굉장히성실했어요. 아이가아주많이느꼈다는표정

이었어요. 선생님의태도로무섭게했더니그학생같은경우는받아들 고……아이와벽이없어졌

던거같아요. 자기이야기를다하고.. 처음에는안맞았지만우리는서로가맞춰졌던거같아요.”

“특별하다는인식을심어주고났더니그아이는굉장히수업을하는것을좋아했어요. 자기만봐준다

는그거에꽂혀서……”

“외모에대한칭찬부터시작해서긍정적인그런걸많이줬어요. 그랬더니아이들이이제‘전잘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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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측정도구 11번관련



에요’얘기하더라구요……. 자신감이붙고나서사실은오래앉아있어요.”

“한아이랑라포가잘됐었어요. 제가봤을때머리도나쁜것같지않아서너머리아깝다. 공부하면

좋을텐데이런식으로도하고. 제가예뻐해주고. 이렇게하니까어느순간아이가수업태도자체가

좀달라진거에요.”

(3) 학습부진프로그램의디자인(Design), 외부요인17)

앞서 언급된 부분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사업 대상, 도구와 관련된 것이라면 여기에서 이

야기된 부분은 프로그램의 디자인 및 외부적 요소와 관련된 것이다. 즉, 프로그램의 기본 체계

(system) 혹은 틀(frame)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프로그램의 대상, 지도 방식, 기간, 종결 준비18)

조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저학년 중심의 조기 교육,

교사와 학생간의 1:1 교육, 정기적인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 다. 또한 종결 이후에도

아동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되었다. 

“제가지난번에만난거는정말길어야3개월이었고짧으면한일주일에두번씩해서두달만에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사실눈에띄는효과는뭐라고솔직히말 드리기어려워요.”

–프로그램의기간

“정기적으로1주일에세번정도공부하는시간을가져서공부를습관으로만들어야한다. 일단은

공부를하는자세부터잡을수있도록도와야한다.”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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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측정도구 13~21번관련
18) 측정도구 13, 16, 17, 18번관련



“1학년에입학할때부터아이들은사실차이가난다. 발달이살짝늦어서그런경우도있지만, 집

에서많은자극받지못하고지냈던아이들의경우에이해력이낮고집중력도부족하다. 2학년

쯤되었을때부진한아이들을위해서집중적인지도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1년정도는학교

적응기라고생각하고3학년만되어도차이가더난다. 그러므로2학년이적기라고생각한다.”

–조기개입의필요성

“그룹에서는채워줄수없는게너무많은것같아요, 그리고1:1로했을적에아이들이충분한지도도

받고얘한테맞는맞춤지도를할수있으니까……. 작년에했던거는1:1 이라는게너무경비가얼마

들었는지는모르겠지만너무잘하는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1 : 1 교육

“부진한학생은무조건일대일교육이어야한다.” –1 : 1 교육

“마지막에물어봤어요. 이제혼자공부할수있니? 80%는알겠다고어떻게공부하는지알겠다고하더

라구요. 저는헤어지기한달전부터얘기했어요. 나간다. 나이제간다. 애들충격받을까바.”

–종결준비

“제나름대로는이아이들이우리를떠나서자기들만의수업을할때는스스로할수있는힘이있어

야된다고생각하고수업을하고있었거든요. 우리가수업을진행할때이러한부분을감안하고해야

된다는거죠.” –종결준비

② 프로그램의 지원 기관의 지원 체계19)

디자인 요소 중 두 번째는 프로그램 지원 기관의 지원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학습부진아를

위한 교수법, 교구제작 및 활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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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이야기 되었다. 

“저희들이상담나갔을적에해온것들에관해서저희를지도할수있는슈퍼바이저가필요한것같아

요.”“ADHD를만나면우리가거기에대한전문적인것들은못갖고있는것같아요. 그러면이제그

런애들에대한전문적인뭐지식이라던가걔를만나면어떻게해야한다던가……. 이러한지침도

저희가받으면참좋을것같아요.” –교육상담에관한수퍼비전

“북부교육청에서하는것보니까교구가되게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좀배워보고싶어요. 아

이디어도많지않고기간도짧고저희가직접만들어서사용해야되니까그부분이되게힘들었던것

같아요.” –교구제작지원

“지역아동센터의전폭적인지원이있었어요. 방을하나별도로내어주셨고센터의프로그램시간과

겹치면안들어갈수있게끔해주시고.” –물리적환경에대한지원

“공간도중요하죠..저희는운 위원실을주기도하고무슨뭐북카페를주기도하고. 아니면교구모아

놓은방을주시기도하고그래서뭐이렇게아무좋은환경은아니었던것같아요.”

–물리적환경에대한지원

③ 외부 체계와의 네트워크20)

마지막 요인은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가정, 보호자의 관심과 교육이 무엇보

다 필요하며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학교

교사의 관심과 지원, 학습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아동의 심리정서적 개입, 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중요성도 여러 강사들로부터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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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회기도있었으면좋겠어요. 정말그집에가서환경도보고싶고엄마랑도직접가서우리

가적극적으로달려가서라도만나고싶거든요? 가정방문도의무적인회기안에있어서했으면좋겠

고, 엄마도우리랑만나는거의무적으로좀넣어줬으면좋겠고.” –부모상담의필요성

“저는보호자교육이한번은있는게좋은거같아요. 1:1 개인수업할때많은자원이필요한거잖아요.

그런데이런거는생각안하세요. 거저얻는거라고생각하세요. 아이가센터에서뭘받아서가지고

가서받았다고얘기하면어그거공짜야라고얘기하신대요. 그런것들을좀사업하고연계를해서

교육을받으시게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 –부모교육의필요성

“학생들마다교육비를받는거에요. 수료후에다주는거에요. 한번도결석을안하거나1~2번빠진

다던지하는조건을충족했을때다시주는거에요. 그러면참석율이좋지않을까……. 부모님이더

관심을가지시게…….” –부모의지원을이끌어낼수있는장치가필요함

“수원의학교선생님이그담당하는선생님하고담임교사가굉장히관심도많고반응이좋으신분이

었어요. 지금진도가교과과정중에요거나가니까여기얘가좀읽을수있게해주세요. 하면은학교

선생님이수업중에그아이한테읽어보라고도해보고. 이렇게하다보니까애가되게많이좋아지고

자신감도생기고그래가지고또이번에신청했다고그러더라고요.” –학교교사와의관계

“그리고아동심리상담이랑사례관리가동시에이루어지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요. 상담선생님따

로두어서저희랑연계하면더낫지않을까? 하는생각이들어요.” –심리정서적개입서비스연계

“심리검사와상담치료, 언어치료등이병행이되어학습부진의원인을정확히진단하고그에대한

장기적인지원이이루어지면더도움이될것같다.” –심리정서및기타필요서비스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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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파이조사결과분석

(1) 1차 델파이조사결과

1차 설문 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Ⅴ-3]과 같다. 조사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 수는 14명21)이다.

21개의 문항 중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조사대상자들이 평점을 매겼는데

그 결과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요인 10개와 하위 요인 11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학습

부진탈피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요인과 상대적으로 기여 비중이 낮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부진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평균 8.79점으로‘조기 개입’, ‘정

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가정의 관심과 지원’을 꼽았다. 이는 학습부진 프로그램의 기본 디

자인 요소와 관련된 것들로써 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효과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타겟으로 하

는 개입 대상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개입 기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학습부진 누적의 양’또한 상위 요인으로 꼽혔는데 이는

‘조기 개입’과 일맥상통하는 요인으로써 개입 시기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조기 개입’의 중요성은 앞의 사업 평가 결과에서도 증명되었는데 고학년보다 저학

년의 성적 변화, 그리고 심리정서적 변화가 더 두드러졌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의 경우

‘학습클리닉센터’소속의 강사들의 인터뷰에서 특히 더 강조된 내용이었는데 학습클리닉센터

가 아동 개입의 횟수를 총 10여 회에 제한하고 있어 개입 성과를 보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었다. 본 연구의 사업 평가 결과에서도 점수 변화의 폭이 개입 기간이 6개월~1년 사이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나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의 관심

과 지원’의 경우 근본적으로 아동들이 학습 부진에서 탈피하여 그 효과성이 지속되기 위해서

는 가정의 관심과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

아동의 경우 학습부진의 원인이 대부분 가정의 교육적 방임에 있고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가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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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3] 각항목별평균및표준편차
(n=14명) 

요인 평균 표준편차

조기개입 (초등학교저학년) 8.79 1.25

정기적이고지속적인지도 8.79 1.31

가정의관심과지원 8.79 1.42

교사와아동간의긍정적상호작용 8.64 1.45

상위요인
공부에대한개인의태도및성격 8.43 1.70

교사의교육방법 8.07 1.49

전문기관의지원 (아동심리정서및복지서비스기관) 8.00 1.92

아동의학습부진누적의양 8.00 1.41

그룹지도가아닌교사와아동의 1 : 1 지도 7.93 1.77

수업에집중할수있는별도의공간 7.93 2.37

전문기관의체계적인교육및지원 7.71 1.94

아동에대한학교교사의관심과지원 7.50 1.45

교사의숙련된태도 7.29 1.68

아동의가정환경및학습부진원인에대한교사의이해 7.29 1.82

사업종결준비 7.21 1.58

하위요인 아동의지적능력 7.21 2.42

아동의학습관련선(과거) 경험 6.86 1.29

아동의동기부여 6.86 1.96

학습부진전문교재활용 6.21 1.93

아동의이해를돕기위한교구활용 6.21 2.19

학습부진진단평가의활용 5.43 1.95

그 다음으로 교사 관련 요인 중에서는‘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교사 역량과 관련된

‘교사의 교육 방법’을 중요 요인으로 평점 했으며‘공부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성격’과 같은

아동 개인의 성향도 상위 요인으로 꼽혔다. 휴먼서비스에서 주요 활동 대상은 사람이므로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매우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아동의 경험 및 특성, 이에 따른 교사의 교육 방법 적용, 이 둘의 상호 작용은 상대적으로

성과달성의 더 중요한 기여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포커스 그룹 결과에서도 교사 요인이 21개

의 문항 중 8개의 요인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꼽혔는데 그 결과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나타

092 2014년기초학습지도사업올키즈스터디사업성과및성공요인연구보고서



난 것으로 보인다. 본 성과 평가에서도 아동의 학업 점수 변화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난 시기

에 강사와의 유대감도 가장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시기가 교사가 아동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도를 활발히 펼칠 수 있는 시기로 보여진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아동의 학업점수

에 향을 많이 미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학습 지도 외 아동의 심리정서 및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과의 연계, 1:1 지

도, 물리적 환경도 상위 요인에 속하 다. 이는 학습부진아동의 가정적 배경이 상당 수 빈곤

가정인 경우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개입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의 학습부진이 학습을 심각하게 방해

하는 심리정서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 전문 심리 상담 연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부모의 기능 회복, 가정의 학업 환경 개선과 같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연계된다면 개입의 효

과성이 증폭될 수 있다.  또한 학습 부진이 학업 성취 수준에 있어서 심각도의 징표이며 개인

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매우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아동 특성을 고려한 강사의 개

별화 교육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룹 지도보다는 1:1지도가 훨씬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2차 델파이조사결과

델파이 조사는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찾는 방법으로써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응답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

는 1차 응답 결과를 동일한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응답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제시하 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Ⅴ-4, 5]와 같다. 

[표Ⅴ-4]는 각 항목별로 응답자들이 해당 우선순위를 부여한 빈도를 제시하 다. 표의 빈

칸은 해당 우선순위를 부여한 사람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Ⅴ-5]는 우선순위를 꼽아진 빈

도 합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더 향력 있는 상위 요인 10개를 선정한 결과이다.22)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1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1차 조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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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공간’이‘프로그램 지원 기관의 전문적인 교육 및 지원 체계’보다 상대적으로 한 단계

우위에 있었던 반면 2차 조사 때는 후자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프로

그램의 실행 기관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행정 기관(예 : 민간지원기관, 교육청 등)의 역할

에 따라 아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Ⅴ-4] 각항목별해당우선순위부여빈도
(n=14명)

번호 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10순위빈도합

1 공부에대한개인의태도및성격 3 3 4 2 1 1 14

2 아동의학습관련선(과거) 경험 1 1

3 아동의학습부진누적의양 3 1 3 7

4 아동의지적능력 1 1 1 1 1 1 6

5 아동의이해를돕기위한교구활용 1 1

6 교사의교육방법 1 1 4 1 2 3 12

7 학습부진전문교재활용 1 1

8 아동의동기부여 1 1 2

9 학습부진진단평가의활용 0

10 교사의숙련된태도 1 1 1 1 2 6

11 교사와아동간의긍정적상호작용 2 3 1 2 1 4 1 14

12
아동의가정환경및학습부진원인에

대한교사의이해
1 1 1 3

13 사업종결준비 0

14 전문기관의체계적인교육및지원 2 1 2 4 9

15 가정의관심과지원 5 4 3 1 13

16 그룹지도가아닌교사와아동의1:1 지도 1 1 1 4 4 1 12

17 정기적이고지속적인지도 2 1 2 1 3 1 2 2 14

18 조기개입(초등학교저학년) 1 3 1 4 1 1 1 1 13

19 수업에집중할수있는별도의공간 3 1 4

20 아동에대한학교교사의관심과지원 1 1

21 전문기관의지원 2 2 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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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선순위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있으나 조사대상자 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소수의 의견이 지
나치게부각될수있어전체의견을수렴한다는차원에서본방법으로분석하 음. 응답의가중치를부여하여계산한
결과에서하나의항목을제외하고는동일하 음. 



[표Ⅴ-5] 상위 10개요인 (1차 결과와의비교) 

1차설문결과 2차설문결과 비고

조기개입(초등학교저학년) 조기개입 (초등학교저학년) 동일

정기적이고지속적인지도 정기적이고지속적인지도 동일

가정의관심과지원 가정의관심과지원 동일

교사와아동간의긍정적상호작용 교사와아동간의긍정적상호작용 동일
상위

공부에대한개인의태도및성격 공부에대한개인의태도및성격 동일
요인

교사의교육방법 교사의교육방법 동일
(10개)

전문기관의지원(아동심리정서및복지서비스기관) 전문기관의지원 (아동심리정서및복지서비스기관) 동일

아동의학습부진누적의양 아동의학습부진누적의양 동일

그룹지도가아닌교사와아동의 1:1 지도 그룹지도가아닌교사와아동의 1 : 1 지도 동일

수업에집중할수있는별도의공간 전문기관(프로그램지원기관)의체계적인교육및지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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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부진탈피라는 프로그램의 성공 목표를 제고시키는데 기여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적절한 사업 전략을 설정하여 좋은 실천을 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학습 지도사업 강사, 학교 교사 등 분야 전문가

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일차적으로 그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집하여 이를 핵심 요인

들로 압축해 보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초학습지도의개입시기, 기간, 빈도

조기 개입,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지원, 누적된 학습의 양, 지도 방법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상 수 및 필요한 개입 시기, 개입 기간, 개입 빈도에 대한 세 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의 개입 효과가 높았으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여

의 지도 기간이 지나야 학습부진의 개선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학습부진 프

로그램의 일반적 모델로 저학년을 타겟으로 한 평균 1년 정도의 개입 기간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년 이후의 아동의 학습부진개선 점수, 심리정서적 변화, 교사와의 유대

감의 변화가 변화의 정점을 지나 완만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개입의 효과가 정점을 이룬

이후 변화의 정체, 유지 상태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개입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개

입의 빈도, 시간 등 개입 강도를 달리하거나 지도 방법의 변화 등 새로운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모델은 타겟에 따라(재개입대상이냐 아니냐) 개입

방법을 이원화 시킨 전략으로 구축해야 한다.  

2) 아동개인의태도및성격

‘공부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성격’은 성과 달성 차이의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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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학습으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선천적

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탐

색,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지 발달 및 학습과 관련되었다고 발겨진 다양한 요인들(예 : 명상,

가벼운 운동, 양 간식) 등에서의 고려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3) 교사의역량

교사는 학습 지도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교사의 역량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이

포커스그룹 결과 도출되었다. 그 중에서도‘교사의 교육 방법’이 델파이 조사 결과 상대적으

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이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강사를 선발하고 교육을 통하여 강화하

는 것이 주요 전략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사 교육의 정례화, 교육 참석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근속 년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같이 교육 참석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헌신 봉사의 마인

드 및 태도가 덜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모니터링이

나 평가 시 학업 점수, 지능 점수, 척도를 이용한 심리정서 변화 점수 등과 같은 양적 변화뿐

만 아니라 강사 혹은 아동이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변화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강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지식 및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

려해볼만하다.  

4) 아동의심리정서적, 환경적문제에대한개입

학습부진 탈피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아이의 심리정서적인 문제, 환

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입이 필요하다. 심리정서적인 문제(예 : 우울불안, ADHD, 공격성 등

등)로 인하여 학습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강사가 개입할 수 없는 수준일 경우

전문적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학습과 심리정서적인 부분이 동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체계

가 이루어져야 한다. 혹은 학습부진 프로그램의 실천 범위를 한정시켜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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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학습부진 프로그램 내에서 일차적으로 배제토록 가이드

함과 동시에 심리정서적인 부분은 타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차후 다시 학습부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5) 지원기관의전문적인지원및체계

프로그램 지원 기관의 전문적인 지원 및 체계가 중요하다. 교사 훈련, 교재 교구 제작 등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프로그램의 원칙, 방향, 전략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 기관의 역할이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된 것들 중 대다수가 일차적으로 프로그램의 운 지원 기관

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론(program theory)에 근거하여 대상, 투

입, 활동, 산출, 성과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며, 실행 상에 개입 활동

을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6) 가정의관심과지지

전문가들은 빈곤 가정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아동의 인지적 측면 발달에 가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학습부진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부모의 지지와 관심

부족을 주요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관심과 지지를 학습 부

진 탈피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프로그램 개입 기간의 유한성을 고려하 을 때 아

이의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 가정, 부모 혹은 보호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부진 프로그램 내에서 보호자 교육, 상담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에서부터 최소한 보호자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예 : 학습 성적표 발송

및 확인 등)에 이르기까지 보호자가 프로그램의 파트너쉽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

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습부진 프로그램 모델의 하나로 다음의 [그림Ⅵ-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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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Ⅵ-1] 기초학습부진프로그램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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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첨부 1] 사회복지법인함께걷는아이들소개

1. 미션및비전

1) 미션

: 함께걷는아이들은모든아이들이환경에상관없이가능성을펼칠수있는세상을만듭니다.

2) 비전

: 아동청소년의인성, 지성, 감성의성장을돕는문화, 예술, 교육, 복지프로그램을개발하고실행

합니다.

: 단발성프로그램을지양하고아동청소년에게필요한현장중심의실질적인프로그램을지속적

으로개발하고실행합니다.

: 아동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사회환경구성을위해아동청소년실천분야의연구를

지속합니다.

2. 함께해온길

2009

: ‘베토벤바이러스를찾아라’음악프로그램실시(위탁부스러기사랑나눔회) 

: “우리생애최고의열공”교육프로그램실시(위탁부스러기사랑나눔회) 

: 제1회정기연주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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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사회복지법인함께걷는아이들창립발기인총회(5월) 

: 법인설립허가(6월) 

: 홈페이지및온라인네트워크구축(7월) 

: 문화소외아동청소년음악지원프로그램“Music With Us”직접진행

: 은평관악단, 김포아인스관악단, 안양군포위풍당당관악단창단

: 저소득층아동청소년학습지원프로그램“Study With Us”직접진행

2011

: 기존사업지속

: 제2회정기연주회개최(2월)

: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버스“Grow With Us”진행(1월) 

: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행복을나누는건강한밥상”진행(2월)

: 아동그룹홈긴급구호사업진행(9월) 

: Withus Wind Orchestra(상위관악단) 창단및운 (11월) 

2012

: 기존사업지속

: 제3회정기연주회개최(2월) 

: 학습부진아동지원(4월) 

: 음악지원사업 17개소지원(4월) 

: 중등학습지원사업 42개소지원(4월) 

: 사례관리긴급지원사업실시(5월) 

: 음악지원사업명칭변경(Music With Us → Allkidstra, 7월) 

: 학습지원사업명칭변경(Study With Us → Allkidstudy, 7월) 

: 거리청소년의료지원사업진행(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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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정기연주회개최(11월)

: 보조금미지원지역아동센터난방비지원사업진행(12월)

: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개소

2013

: 기존사업지속

: 긴급지원사업아동양육시설급식비지원‘십시일밥’진행(2월) 

: Allkidstra 사업성과보고서발간(2월)

: Allkidstudy 3Rs학습지원기관 30개소협약(3월) 

: Allkidstra 지역관악단운 주체 4개협약(3월)

: Allikdstra 음악교육지원기관 15개소협약(3월) 

: Allkidsmile 기획사업명칭확정(3월) 

: Allkidsmile 저소득층문화외식체험프로그램제1차‘할머니의요술램프’진행(4월) 

: Allkidstra 음악전공생지원(5월) 

: 저소득층음악교육지원민간기관네트워크모임(AMENC) 조직(6월) 

: Allkidsmile 제2차‘할머니의요술램프’진행(7월)

: EXIT Bus 해변아웃리치진행(7월) 

: Allkidsgift 악기기부캠페인진행(8월) 

: Allkidstudy 제1회 3Rs학습지원전문지도교사양성과정운 (10월) 

: 제1회음악교육기관네트워크(AMENC) 컨퍼런스개최(10월) 

: 제5회정기연주회개최(11월) 

2014

: 기존사업지속

: Allkidstudy 3Rs학습지원기관 31개소협약(1월) 

: Allkidstudy 제2회 3Rs학습지원전문지도교사양성과정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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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지원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참여기관협약(3월)

: 노재원·조재선추모기금조성(3월) 

: Allkidstra 음악전공생장학기금조성(3월) 

: Allkidstra 꿈나무반개설및운 (4월) 

: 함께걷는아이들 2013년연차보고서발간

: EXIT Bus 부천사업종료및신림역운행시작(5월)

: Allkidstra 상위관악단제주국제관악제참가를위한크라우드펀딩모금(5월)

: Allkidsmile 제3차‘나만의즐거운하루를선물하는요술램프’진행(5~6월)

: Allkidsmile 청소년자립팸이상한나라지원(6월~12월)

: Allkidstudy 상위관악단제주국제관악제참가(7월)

: ISME(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31st 국제대회에서 Allkidstra 사업

성과논문발표

: Allkidstra 2014년지원기관선정(8월)

: Allkidsmile 요술램프크라우드펀딩모금(9월)

: 추계아동복지학회Allkistra 연구발표(10월)

: Allkidsmile 소규모아동복지시설실무자지원(10월~12월)(Caring for Carer, 의료비및건

강검진비)

: Allkidsmile 제4차나만의즐거운하루를선물하는요술램프’진행(10~12월)

: Allkidstudy 제1회창작동시대회‘시작(詩作, start)’시상식및시화전(10월)

: 함께걷는아이들첫소식지발간(분기별)

: Allkidstudy 제3회 3Rs학습지원사업전문지도교사양성과정운 (11월)

: Allkidsmile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자몽(自夢)’공모(11월)

: 제6회정기연주회‘선물’개최(12월)

: Allkidsgift 악기나눔캠페인(연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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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기존사업지속

: 고용노동부지원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참여기관협약(1월)

: Allkidstudy 3Rs학습지원기관 35개소협약(1월)

: Allkidsmile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자몽(自夢) 참여기관협약(2월)

: 2013~14년 Allkidstra 사업성과보고서발간(2월)

: 함께걷는아이들 2014년연차보고서발간(3월)

: 제1회 Allkidstra Festival 개최(3월)

: Allkidsmile 제5차요술램프진행(4월)

: 재단후원모금행사‘맛있는함걷아, 후원의맛’개최(4월)

: Allkidsmile 소규모아동복지시설실무자의료비지원사업(Caring for Carer) 공모진행(5월)

: Allkidsmile 네이버해피빈요술램프모금진행(6월)

: 함께걷는아이들직원해외연수(미국뉴욕, 필라델피아)(6월)

3. 주요사업

1) 올키즈스터디(Allkidstudy)

: ‘All (모든) kids(아이들)의 학습’을 뜻하는 올키즈스터디 사업은 잠재능력이 있음에도 빈곤

또는보호자의방임등으로기초학습부진이누적되는아동들을위한사업입니다. 출발단계

에서의불평등을없애기위한방안으로기초학습부진아동에게 3Rs(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

를 1:1 맞춤형으로지원합니다.

2) 올키즈스트라(Allkid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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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모든) kids(아이들)의오케스트라(Orchestra)’를뜻하는올키즈스트라사업은문화예술

교육의기회가없는아이들에게악기지원, 악기레슨, 합주, 관악단활동의경험, 다양한문화

예술 활동의 통합적인 음악교육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돕습니다.

3) Exit Bus(움직이는청소년센터)

: 학교와 가정이 아닌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을 거리에서 직접 만나 지원하는 아동청

소년쉼터사업입니다. 먹거리, 의료, 긴급상담, 시설연계등의위기지원과자립교육등을통

해스스로삶을꾸려나갈수있도록지원합니다.

4) 올키즈스마일(Allkidsmile)

: 아동청소년과관련된다양한욕구와이슈에맞는사업을지원합니다.

: 나만의즐거운하루를선물하는‘요술램프’

: 소규모아동복지시설실무자지원사업(Caring for Carer)

: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자몽(自夢)’

5)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 함께걷는아이들의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

해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효과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표

를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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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2014년, 2015년올키즈스터디지원기관

2014 올키즈스터디지원기관(31개)

서울

: 갈현지역아동센터 관악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녹번초등학교 마루아라지역아동센터

새날지역아동센터 신봉초등학교 신사초등학교 역촌초등학교 예사랑지역아동센터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경기

: 남수원초등학교 노아지역아동센터 미라클랜드지역아동센터빛오름지역아동센터

사랑이있는지역아동센터 선단지역아동센터성육보육원 세계로지역아동센터

양곡지역아동센터 양지햇살지역아동센터좋은터지역아동센터

참다운하늘꿈터지역아동센터 창용초등학교 키파김포지역아동센터

평택꿈나무지역아동센터 하늘꿈지역아동센터한숲지역아동센터 해오름지역아동센터

인천

: 행복한동산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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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올키즈스터디지원기관(35개)

서울

: 난우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샘물지역아동센터 신성초등학교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경기

: 가산지역아동센터 갈릴리지역아동센터 광교지역아동센터 기쁜누리지역아동센터

노아지역아동센터 다정한지역아동센터도담지역아동센터 드림지역아동센터

명지꿈나무지역아동센터 미라클랜드지역아동센터 바비두지역아동센터

사랑샘지역아동센터 사랑이있는지역아동센터 서정행복한홈스쿨

성육보육원세계로지역아동센터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연천지역아동센터 즐거운학교지역아동센터

키파김포지역아동센터 평택꿈나무지역아동센터 하늘꿈지역아동센터 한결지역아동센터

해오름지역아동센터 행복꿈터지역아동센터 화도평화지역아동센터

인천

: 쉐마지역아동센터 행복한동산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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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올키즈스터디참여아동설문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함께걷는아이들」입니다. 

함께걷는아이들은 여러분의 즐거운 공부를 응원합니다. 아래의 질문들은 올키즈스터디 기관

담당자가직접아이들과함께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아이들이편하고솔직하게답할수있

도록해주시고답을유도하지말고질문을이해하는것만도와주세요. 항상감사합니다.        

☎문의 :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유원선 (02–522–7935)

※이곳은아동이기입을어려워할경우선생님이기입해주세요.

1. 살고있는지역 1) 서울 2) 경기도

2. 학년 1) 초1 2) 초2 3) 초3 4) 초4 5) 초5 6) 초6

3. 수업받은기간
1) 3개월미만 2) 3개월~6개월 3) 6개월~1년

4) 1년~2년 5) 2년이상

4. 올키즈스터디교사명

5. 수업받고있는과목 1) 국어 2) 수학 3) 국어+ 수학

전혀 그렇지 보통 대부분 정말로
질문사항 그렇지않다 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내가하고있는일들은중요하다.

2 나는모든학교과목을잘한다.

3 나는수학이싫다.

4 나는국어성적을잘받는다.

5 나는잘하는것이별로없다.

6 나는모든학교과목공부하는것이좋다.

7 나는수학공부가쉽다.

8 나는국어를좋아한다.

9 지금그대로의내가좋다. 

10 나는모든학교과목성적을잘받는다.

11 나는수학시간이기다려진다.

12 나는국어를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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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보통 대부분 정말로
질문사항 그렇지않다 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에대해서자랑할것이많다. 

14 나는모든학교과목이싫다.

15 나는수학성적을잘 받는다.

16 나는국어에흥미가있다.

17 나는잘하는것이별로없다.

18 나는모든학교과목을쉽게배우는편이다.

19 나는수학에흥미가있다.

20 나는국어를잘못한다.

21 나는어떤일이든다른사람들만큼은하는편이다.

22 나는모든학교과목에흥미가있다.

23 나는수학을쉽게배우는편이다.

24 나는국어공부하는것이좋다.

25 다른사람들은내가훌륭한사람이라고생각한다.

26 나는모든학교과목을잘못한다.

27 나는수학이좋다.

28 나는국어공부가쉽다.

29 나는좋은점들을많이가지고있다. 

30 나는모든학교과목시간이기다려진다.

31 나는수학을잘한다.

32 나는국어시간이기다려진다.

33 나는다른아이들에비해훌륭한편이다. 

34 나는모든학교과목공부가쉽다.

35 나는수학공부하는것이좋다.

36 나는국어가싫다.

37 나는무엇이든잘한다.

38 나는모든학교과목이좋다.

39 나는수학을잘못한다.

40 나는국어를쉽게배우는편이다.

41 올키즈스터디선생님은나에게다정하고따뜻하게말 하신다.

42 올키즈스터디선생님은내가필요로할때나를도와주신다. 

43 올키즈스터디선생님은나를차갑게대하신다.

44 올키즈스터디선생님은내걱정거리를잘이해해주시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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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보통 대부분 정말로
질문사항 그렇지않다 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5 올키즈스터디선생님은나에게애정이있으시다.

46 올키즈스터디선생님은나와함께이야기하는것을좋아하신다.

47 올키즈스터디선생님은나에게자주웃어주신다.

48 올키즈스터디선생님은내가뭘원하는지잘모르시는것같다.

49 올키즈스터디선생님은내가화났을때기분을풀어주신다.

50
올키즈스터디선생님은나와공부이외의이야기는잘하지

않으신다. 

51 올키즈스터디선생님은나에게칭찬을잘하지않으신다.

★끝까지성실히대답해주셔서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6 2014년기초학습지도사업올키즈스터디사업성과및성공요인연구보고서



[첨부4] 학습부진아동지도교사포커스그룹(FGI) 질문지
‘

1. 오리엔테이션

- 본연구는학습부진아동을지도하는사업을진행하는데어떠한요인이중요하게작용하는지알아보기위하여

학습부진아동을지도하셨던선생님들을모시고진행하는연구임. 개인적인정보나오늘내용중의아동의이

름, 정보등은비 보장됨.

- 오늘내용은녹음하여녹취하여사용될예정임. 

- 작은이야기라도생각나시는것은모두얘기해주시고, 다른분의말 에맞다, 틀리다는삼가주시기바람.

최대한주제와관련된내용에집중하여말 해주시기바람. 

- 녹음하고녹취하는관계로한분의얘기가모두끝나고나면다음분이얘기해주시기바람.

2. 시작질문

- 아동지도경력이얼마나되었는지? 현재어디서몇명의아동을지도하는지?

3. 주요질문

- 본인이가르쳤던아이중가장성적향상이뚜렷한아이를생각하시면서성적이향상된이유(원인)가무엇

이었다고생각하시는지?

- 프로그램개입후아이들에게서보이는가장큰변화는구체적으로무엇인지?

- 본인이가르쳤던아이중가장힘들었던아이는어떤아이 는지? 이유가무엇인지? 무엇이더필요하다

고생각하시는지? 

- 성적향상된아이와가장성적향상이안된아이와의가장큰차이가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

- 프로그램대상자중처음계획했던목표를달성했다고보는아동수의비율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는지?

(100중에몇?)

- 학습부진아동을새롭게가르치는선생님들에게조언을한다면? 

- 학습부진아동을위한프로그램을만든다면어떤요인을넣고싶은지?

4. 마무리질문

- 더하고싶은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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