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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학사경고자 경험 분석
신종원1)

Analysis of Academic probation experience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Jong-Won Shin1)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학사경고의 경험을 분석하고, 학사경고를 받은 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에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학사경고자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사경고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학사경고
대학생들이 학사경고를 받은 후 일상의 변화는 어떠한가?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Y대학의 교육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 Learning)에서 2016년 2학기
에 학사경고를 받은 대학생 중 연구 참가 의사를 표시한 16명의 학생들을 선정하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 그룹당 5~6명을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이유에 대해 학업 능력 부족, 적성과 흥미없는 전공 선택, 심리적인
이유, 고등학교 탈출에서 오는 자유, 경제적인 이유로 분류하였고, 학사경고를 받은 후 잉상의 변화에
대해 생활 패턴의 변화, 정서의 긍정적 변화, 정서의 부정적 변화, 현실적인 변화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삶을 이해하고, 학사경고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어 : 학사경고자, 학습부진학생, 교육개발센터, 질적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bachelor's warning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that can give practical help to undergraduates. The specific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chelor Alert Why did you receive a bachelor's
warning that college students perceive? Second, Bachelor Alert What is the change of everyday life after
college students are warned about bachelor?
In order to carry out the research, 16 students who showed intention of participating in the study were
selected from the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at Y University for the second term of 2016, It cons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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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5 to 6 people per group.
The reasons for receiving the bachelor's warning in this study were classified as lack of academic
ability, choice of aptitude and interest, psychological reasons, freedom from high school escape, economic
reasons, Change, emotional positive change, emotional negative change, and realistic chang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lives of college student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academic
warning.
Keywords : Academic probation,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Qualitative research, Focus group
interview

1. 서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현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환원시키는 것이 사회적인 책
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각 대학에서도 취업률을 근거
로 학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대학에서는 취업률과 함께, 입학 후 학생들의 교육역량과
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국책 사업 선정 기준에서도 잘 들어난다. 대표적으로 학부교육 선
도대학(ACE) 육성사업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교수-학습 지원’의 비중은 다른
평가 기준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대학생활에서의 학습은 대학생들이 새롭게 접하게 되는 생활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역할에 충
실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대학생이 되어서는 고등학생과는 다르게 스스로 시간표
를 짜고, 스스로 공부 계획을 짜는 등의 자율성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시기를 아동기와 구분하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Erikson(1959)은 인
간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전체 생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누어 핵심적인 과업에 대해 이야기하
며, 청년기의 단계는 자신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탐색하며 정의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Schaie(1990)은 20년에 걸친 종단 연구를 통해 성인기 인지발달의 단계모형을 제시하면서, 아동기
와 구별되는 인지발달의 특징으로 지식사용능력의 발달을 설정하였다[1].
대학생의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면서 사회생활을 위한 연습의
과정이다. 그리고 직업을 가지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인 측면에서 대학생들에게 있어
학습은 중요하지만,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들의 수는 많은 편이다.
치열한 대학 입시경쟁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학사경고로 인한 충격으로 대학 생활의 어
려움을 겪으며, 휴학 또는 자퇴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된다. 그 후 자신감이 떨어지고 대인관계나
진로선택, 인생계획에서도 혼란을 가져오는 등 한 개인의 삶에서 커다란 손실을 안겨줄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대학의 책무성에도 저하를 준다
[2].
이에 각 대학에서는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
사경고자들이 학습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방학을 이용하며 학습 방법 관련 프로그램이나 학습의
128

Copyright ⓒ 2018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3 (2018)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사경고자들이 한 학기동안 학습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수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학생들에게 있어 학업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 각 대학에서는 학생상담센터나 교육개발
센터를 통해 학습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관련된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학사경고자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학사경고생의 특성 변인[3], 학사경고자 대학생을 위한
자기탐색[4],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과 동료 멘토링의 효과[5], 학사경고 경
험 대학생의 학업적 특성과 집단 학습컨설팅 효과[6], 학사경고자 대상 개별 학습코칭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예비연구[7], 학업우수 및 학업부진 학생의 학업실태 분석을 통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8] 등의 연구가 존재하나 프로그램의 효과성, 정책적 지원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발생되는 학사경고 비율을 줄이고, 학습부진 및 중도탈락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정한 주제와 관련 있는 선택되어진 사
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토의라고 정의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심도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로 다양한 경험에 대해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학사경고자가 학사경고를 받게 된 이유를 파악하고, 학사경고를 받은 이후 나타
나는 학생들의 일상의 변화를 확인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학사경고자는 경북의 4년제 사립 대학인 Y대학에서는 학생상담센터나 교육개발센터의 학사경고
관련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후 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지 않을
때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못 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의 4년제 사립 대학인 Y대학에서 2016년 2학기에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학생들 중 교육개발센터의 학사경고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교육개발센터 상담실 또는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은 총 16명으
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8 HSST

129

Analysis of Academic probation experience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표 1] 면담 대상
[Table. 1] Information of Interview object
Group NO

1

2

3

성별

단대

학년

학사경고 횟수

남

문과대학

1

2

여

상경대학

2

2

여

상경대학

3

3

남

정치행정대학

1

2

남

이과대학

2

3

여

이과대학

1

2

여

생명응용과학대학

3

3

남
남
남
여
여
여

자연자원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생명공학부
생활과학대학

2
3
3
2
3
2

2
3
3
2
2
2

2.2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비슷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비슷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
게 이야기하며 자료를 모으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10]. Kruger와 Casey는 포
커스 그룹의 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3개 이상의 그룹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
라고 주장한 대로[11] 본 연구에서는 그룹당 5~6명으로 구성하였다. 즉, 3개의 그룹의 학사경고자
16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하였고, 시간은 그룹당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를 위해 오디오 녹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도출된 정보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과 익명의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고, 인터뷰 중 다른 참여자의 의견에 추가할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학사경고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사경고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학사경고 대학생들이 학사경고를 받은 후 일상의 변화는 어떠한가?

3.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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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학사경고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사경고를 받은 이유와 학사경고 대학생
들이 학사경고를 받은 후 일상의 변화는 어떠한가에 대한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학사경고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사경고를 받은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크게 4가지 범주를 통
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학사경고를 받은 이유
[Table. 2] Reason for Academic Probation
NO

범주

내용
미적분의 어려움.

1 학업 능력 부족 교수님의 이야기가 어려워서 수업을 잘 들어도 이해가 안 됨.
응용하기 위한 전공 기초 과목을 제대로 이해 못 함.
수능 점수 맞춰서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전공으로 옴.
2

적성과

부모님이 전망이 좋은 과라고 해서 왔으나 나의 흥미와 맞지 않음.

흥미없는 전공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음.
문과 공부를 하다가 취업을 생각해서 공대로 교차 지원
후보자로 합격함. 학과 친구들이 나보다 당연히 잘 할 거라는 생각에 공부를 포
기함.

3

심리적인
이유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웠고, 혼자 밥 먹는게 부끄러워서 등교 안 함.
자신의 평소 점수보다 하향 지원으로 인한 자책감으로 수업 불참.
수업을 함께 듣던 이성친구와의 결별.
C 받을 바에 F 받으라는 선배의 조언.

고등학교
4

5

처음으로 맛보는 즐거움으로 매일 음주가무. 자연스레 수업에 빠지게 됨.

탈출에서

오고 싶었던 대학에 열심히 공부해서 왔다는 보상감.

오는 자유

자유로운 놀이 문화 생활로 인해 노는 시간의 증가.

경제적인

학비와 용돈을 위한 아르바이트.

이유

방값과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만 두 개 정도를 함.

학사경고 대학생들이 학사경고를 받은 후 일상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크게 4가지 범주
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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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사경고를 받은 후 일상의 변화
[Table. 3] Changes in everyday life after receiving Academic Probation
NO
1

범주
생활 패턴의
변화

내용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했음.
시간 플래너를 사용하고, 알림을 항상 맞추며 계획대로 움직일려고 함.
방탕한 생활을 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
스스로에 대해 엄격하게 됨.

2

정서의 긍정적 다음에는 학사경고를 받지 않겠다는 오기가 생김.
변화

만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계절학기 등)들을 세우게 됨.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봄.
전공이 자신과 맞지 않는지에 대한 탐색을 해봄.
부모님에게 미안해서 대화를 하지 않게 되고, 친구들과도 멀어짐.

3

정서의 부정적
변화

주위의 시선이 나를 문제아로 보는 거 같았음.
두 번째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군대 다녀와서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였기
에 큰 변화는 없었음.
학교에 더 나오기 싫었음.

4

현실적인 변화

생활상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으나, 장학금 신청, 학자금 대출이 안 되는 불이익.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휴학하게 됨.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사경고 대학생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각 대학에서 학사경고 프로그
램을 운영 및 지원을 할 때 도움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2016년 2학기에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Y대학의 1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내용
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의 결과인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기초 학업능력의 부족,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는 무관한 전공을 선택, 심리적인 이유를 들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야간 자
율학습을 포함하여 공부만 하던 고등학생 신분을 벗어난 해방감과 잦은 술자리, 학비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의 결과인 학사경고를 받은 후 일상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생활패턴의 변
화로 시간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계획하면서 생활하게 되었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든 모습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서의 긍정적 변화, 정서의 부정적 변화를 느끼게 되고, 마지막으로 현
실적인 변화를 들 수 있는데, 결국엔 학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학사경고를 받거나 휴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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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등록금을 버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시절 억압되어 있다가 학생들이 놀고 싶은 욕구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자기주
도 학습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학사경고자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개
인심리학, 희망이론,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학습전략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상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듯이 학사경고자들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하여 실질적이
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자기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과 연관지어 전공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경우엔 진로탐색집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로결정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적은 편이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학
생상담센터를 활용하여 신입생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흥미와 적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직업군을 국가적 차원에서 생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사경고 대학생들 중 자신의 전공에 흥미가 없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
기에 학업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 시대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시대
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직업의 트렌드도 변화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교차 지원, 실업계 출신 등의 신입생들을 위해 기초적 학업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
그램과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 입학 전 교육개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기초 수학, 글쓰기 등에
대한 대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지원,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성인기
에 접어든 대학생이지만,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기엔 어려움이 따르
기에 대학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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