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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위한
일대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효과 분석

박덕희(전남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위한 일대일 학습공동체인, 학습꿈터 프
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대상 프로그램의 연구 기간은 2014년부터 2016
년까지 3년이다. 연구 자료는 학업 저성취자 148명의 평균 평점과 참여 학생 166명
의 설문 결과이다. 또한 각 모둠이 제출한 146건의 교수 면담의 내용과 학업 저성취
자들이 제출한 179건의 상담보고서가 포함된다. 연구 방법은 혼합 연구 방법을 활용
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평균 평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교수 면담 관련
설문 조사를 분석하고 교수 면담 및 상담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효과 분석 결
과, 첫째,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학업 저성취자의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참여 학생들은 교수 면담을 통해 학업과 진로 및 정서적 지지 측
면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 저성취자는 상담을 통해 진로를 설
계하고 학습전략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는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학습공동체가
고려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중도 탈락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 주제어: 학업 저성취, 학습공동체, 학사경고, 학업성취

Ⅰ

. 서 론

최근 들어 학업 저성취 대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대학은 이들을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전국 대학교의 교육
개발 관련 기관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동계 심포지엄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난다. 2012년을 기점으로 각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CTL)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동계 심포지엄에서 학
사경고자를 포함한 학업 저성취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한 공유가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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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나타나고 있다.
학업 저성취 대학생에 대한 관심은 대학 자체평가 및 중앙일보 대학평가와 연계하
여 볼 수 있다. 한국 고등교육이 대학 자율화 등으로 인해 보편 교육의 시대로 접어
들면서, 대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평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
거하여 대학이 자체평가를 2년 주기로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
고 있다. 대학 자체평가에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와 중도탈락이 평가지표로 포함
되어 있으며, 중앙일보의 대학평가에도 중도 포기율이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특
히 2011년 대학 자체평가부터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면서 각 대학에서 학
사경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생의 중도 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다
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알리미의 2016년 대학 공시정보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의 평균 중도 탈락률은
7.41%이며, 이 연구의 대상인 C대학교의 경우는 3.2%이다. 또한 중도탈락 대학생 가
운데 학사경고에 의한 중도 탈락률이 1.9%이며, 이 연구의 대상인 C대학교의 경우는
9.5%에 이른다. 대학생의 학업 중단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이처럼 학업
의 실패가 직접적으로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의 학업 중단은 대
학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쳐 대학이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주며
(이훈병, 2016),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 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학업 저성취는 대학생의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을 어렵게
하여 결국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 대한 적
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대상인 C대학교의 2013년 대학 자체평가에 의하면 학사경고자는 1,344
명이며 학사경고 비율은 3.4%이고, 학사경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도교수와의 면담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과 면담이 학사경고자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모
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사경고자만을 위해 체계적으로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인 C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학사경고자를 포함하여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학습공동체를 2014년에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위한 상담과 학습컨설팅 및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대
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상담이나 학습컨설팅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학업 저
성취 대학생을 위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운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C대학교에서 3년 동안 운영한 학습꿈터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분
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특히, 학습꿈터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통해 학습꿈
터 프로그램 운영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을 지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위한 일대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효과 분석 377

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이를 통해 학
업 저성취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중도 탈락률
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위한 일대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인 학습
꿈터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
제는 첫째, 학습꿈터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학업성취도가 어떠한가? 둘째, 학습꿈
터에 실시한 교수 면담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학습꿈터에서 실시한 상담의
효과는 어떠한가? 이다.

Ⅱ

. 이론적 배경

1.

주

요 개념

이 연구의 핵심 개념인 학업 저성취, 학습공동체, 학사경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별도로 하는 이유는 같은 의미이지만 논문마다 다양한 표현
으로 사용되어 혼동을 주기 때문이며, 또한 각 대학의 규정이 달라 학사경고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 학업

저성취

학업성취는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이며, 학업성취
에 따라 진학이 이루어지고, 학력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 결과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긴장감을 일으켜 결국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대학에서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는 일반
적으로 학생이 수행하거나 성취한 결과로서, 학점으로 표기하며(염민호, 박선희, 오종
욱, 2012), 학업성취는 학업 외에 대학 생활 적응 및 심리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주영아 외, 2013).
선행연구에서 학업 저성취와 비슷한 의미로 학습부진, 학업부진 등의 표현을 사용
하고 있다. 박성익 외(1984)에 의하면, 학습 부진자(underachiever)란 정상적인 학습
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으면서도 선수 학습의 결손으로 교육 목표에 비추어
최저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를 말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
능과 비교하여 학습부진자를 구별하는 입장과 최저 수준에 의해 학습부진자를 판별
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고(박성익 외, 1984), 교육심리학자들은 학습부진을 지능(IQ)
과 점수 간의 불일치 문제로 생각하고, 학업성취가 지능에 비해 낮은 경우를 학습부
진으로 정의한다(백병부, 김정숙, 2009). 김동일(1999)에 의하면 학업 저성취자(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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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r)는 일반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하위 5～20%에 속하는 학생을 말하며, 학업
저성취(low achievement)는 학습부진(underachievement)과 달리 잠재적인 능력수준
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난 학업성취 수준을 말한다.
학습부진과 학업 저성취라는 이 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다르지만, 자주 중
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김상희(2014)에 의하면 학습자의 잠재적인 능력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며, 모두 학업 저성취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학업 저성취가 학습부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현채승(2015)에 의하면 학습부진은 최저 성취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의미가 강하며,
대학 입시제도를 통해 학업능력이 입증된 대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잠재적 능력이나 지능을 고려하는 학습부진과 학업부진 보다
는 ‘대학에서 받은 학점이 낮다’는 의미로 학업 저성취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평균
평점이 3.0 이하에 속한 학생을 학업 저성취자로 규정하였다. 다만, 선행 연구 검토에
서는 각 연구 마다 기술한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용어로 기술했는지 보여줌으
로써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로 기술하였다.
공동체

나. 학습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의미에 대한 논의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전체
를 학습공동체로 보는 넓은 관점에서부터 학습을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을 학습공동
체로 보는 좁은 관점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학습공동체의 의미가 다양한 이유는
‘학습’과 ‘공동체’라는 각각의 단어가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무수한 조합을 통해
여러 가지 학습공동체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습을 위해 결성
된 집단을 학습공동체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윤창국, 2002). 염민호 외
(2012)는 학습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
을 만들고 공유하여 확산하는 공동체로 정의했으며, 학습공동체 참여 효과로는 비판
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공동체 의식 등의 기초 능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은영, 김아람(2013)은 학습공동체를 ‘스
터디 그룹’이나 ‘튜터링’과 같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모임으로 정의했
으며, 학업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학습공동체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했다. 전
국 각 대학의 학습공동체는 참여 대상, 학습 주제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대학의 교육개발 관련 기관(교수학습지원센터, CTL)의 홈페이
지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습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을 학습공동체로 정의하며, 스터디 그룹, 튜
터링, 멘토링 등의 다양한 명칭을 포괄하는 용어로 학습공동체를 사용한다. 특히, 대
학 생활 적응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일대일 학습공동체가 이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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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프로그램이다.
다. 학사경고

학사경고는 각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며, 이 연구에서 학사경고자는 C대학교 학칙
에 따라 학기별 평균 평점이 1.75 미만(4.5 만점)인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
을 하지 않은 학생을 의미한다. 또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제한받을 수 있다. 한편,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은 제적에 해당되며, 다만,
당해 학기 성적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된다.
2. 학업

저

원

성취의 요인 분석과 지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연구

이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자를 포함한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
을 검토하였다. 먼저 학업 저성취 대학생의 학업 저성취 요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지
원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원과 학습전략 습득에 비중을 두는 상담 및 학습컨설팅 프로그램과 교과목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선행 연구를 탐색하였다.
가. 학업

저성취 요인

선행 연구 조사 결과, 학업 저성취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
며,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생들이 과도한 입
시 경쟁으로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두고 전공을
선택하거나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선택한 결과, 일단 대학에 들어와서는 학습에 대
한 목표나 의지가 없게 되고 고등학교와는 다른 대학의 자유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아르바이트나, 학생회 활동 등으로 학습 시간을 확보하
지 못하여 학업에 실패하기도 한다. 학업 저성취 요인은 학습동기 부족, 전공 및 적
성 불일치로 인한 전공 불만족, 시간 관리를 포함한 학습전략 부족, 기초학력 부족,
대인관계 및 경제적 문제 등 너무나도 다양하다(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권혁
재, 2012; 배상확, 2014; 윤소정, 2013; 이훈병, 2016; 장애경 외, 2013; 주영아 외,
2012; 천주명 외, 2014). 학업 저성취 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
다. 강순화 외(2000)는 학업우수 학생과 학업부진 학생 간에 사회 및 환경 변인에서
는 차이가 없었지만 학업 변인에서 학사경고자들이 학업우수 학생보다 휴학 경험이
많으며, 공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사경고자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낮으며, 공부의 양이 더 적었고, 결강 경험이 많아 수업 참여도가 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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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과제물에 대한 노력도 덜 하며, 독서
및 학습전략, 시험관련 행동 및 능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불안은 높고,
시간 관리 전략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보라 외(2015)는 학사경고자
의 특징 중에서 학습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학습동기 부족 및 의욕 저하, 시험
준비의 어려움, 시간 관리의 부족,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수업 참여의 어려움, 목표
및 진로 설정의 어려움 등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학업 저성취자의 특징은 학업 저성
취 요인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학업 저성취 요인
연구자
강순화
외(2000)

권혁재
(2012)

배상확
(2014)

학업 저성취 요인
- 전공에 대한 불만
- 부정적 수업 태도: 공부하기 싫어서, 놀고 싶어서
- 출석일수 미달
- 대인 관계 등 다양한 요인
* 개인 내적 요인
- 학습방법 무지: 시간 관리 및 자기주도적 학습 미숙
- 학습 의지 부족: 잦은 결석, 대학 유흥 문화에 노출
- 진로・적성 부조화: 전공과 적성의 부조화, 전공과
진로의 불일치, 목표 의식 부족
- 심리・건강 문제: 학업 스트레스, 건강 악화, 군
입대에 대한 부담
* 개인 외적 요인
- 학습 환경 부적합: 아르바이트, 통학으로 인한 시간
부족
- 수업 방식 부작용: 대학 수업 방식 부적응, 강의식
수업,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 발표식 수업,
학문의 생소함
- 교육과정: 과목 선택 불가능, 중등 교육과정에 연계
부족
- 학생회 활동: 학과 행사 부담, 학생회 활동 부적응
- 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 전공-진로 또는 전공-적성 간 부조화
- 대학 생활의 목표 의식 부족 또는 미설정
- 기초 학력(도구 과목) 부족
- 학습에 대한 의지 부족(결석・유흥 등)
- 건강 및 학업 스트레스 등 문제
- 학과 및 학생회 활동 부적응
- 아르바이트 등 근로 활동으로 인한 학습 부족
- 통학으로 인한 학습 시간 부족
- 복학 및 편입 등으로 인한 부적응

대상
(참여자 수)
학사경고자
(134명)

학습부진아
(12명)

학과 조교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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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정
(2013)

이훈병
(2016)

장애경
외(2013)
주영아
외(2012)

-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부족
- 학습에 대한 의지 부족
- 시간 관리의 어려움
- 목표 의식 부족
- 전공-적성 불일치
- 대학 수업의 어려움
학사경고자
-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및 건강 문제
(210명)
- 전공-진로 불일치
- 아르바이트로 인한 시간 부족
- 학과 및 학생회 활동에 대한 부담
- 통학으로 인한 공부 시간 부족
-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
- 목표 관리
- 시간 관리
학습부진아
- 집중력
(56명,
신청서)
- 성적 및 시험 관리
- 학습방법
- 실패 극복력
- 습관 지속력
- 동기
학습부진아
- 목표
(12명, 인터뷰)
- 대학 학습법
- 대인 관계
* 학습 과정 중심의 영역
- 학습 내용 이해 노력
- 시험 불안
- 의지 부족
학사경고자
* 환경 중심의 영역
(64명)
- 교수의 지지
- 교우 관계
- 부모의 관심
- 경제적 문제
- 대학 생활 목표 및 학업 동기의 부재
학사경고
- 늘어난 자유에 대한 대처 부족
경험자
- 처음 겪는 학업 위기에 대한 대처 부족
(9명)
- 지지기반의 부재
* 대학환경 요인
- 대학 및 전공에 대한 기대 불일치: 적성에 맞지 않음,
수업이 어려움
학사경고
- 변화된 환경에의 부적응: 자율적인 대학환경에 대한
경험자
혼란스러움
(18명)
* 개인적 요인
- 적극적인 학사 정보 수집 능력 부족
- 유용한 대인관계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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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중심적 조망
- 동기 부족
- 학업의 어려움
- 시간 관리 문제
천주명 - 전공 불만족
외(2014) - 심리적 문제
- 대인관계 문제
- 경제적 문제
- 신체적 문제 및 기타

학사경고자
(253명)

원 프로그램

나. 지

학업 저성취를 겪은 대학생들이 중도탈락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
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1학년 때의 학
점과 대학을 중도탈락할 가능성 간에는 역상관이 있으며, 대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
를 다닐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학업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
요한 요인은 학년, 학업성취, 학사경고 상태이다(Seirup & Rose, 2011).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심리적 안녕감을 갖도록 하고 학습전략을 안
내하는 상담 및 학습컨설팅 프로그램과 교과목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공동체 프로그
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상담 및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심리적 안정 및 학습전략 지원

상담 및 학습컨설팅 프로그램은 학사경고 대학생을 포함한 학업 저성취자들의 정
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와 같은 다양한 학습전략이나 기술 등을 안내하
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및 학습
컨설팅의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 개인상담 프로그램으로 학사경고자들
의 상담 참여 유무와 횟수에 따른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5회기 이상의 의무 상
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사경고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급격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Yang, Yon, & Kim, 2013). 두 번째, 집단상담 프로램으로 동기강화 프로그
램에 참여한 학사경고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중도 탈락률이 두 배 이상
낮고, 참가들의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신성만, 김정훈, 2012). 또한 자기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사경고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심, 희망, 학업동기
는 프로그램 참여 직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사경고자의 70%가
학사경고로부터 벗어났다(이종연, 김복미, 장은주, 2013). 주영아 외(2013)는 학점이
2.75점 미만인 학업 저성취자를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및 스트레스 대처 증진 집단상
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업 저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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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자기결정성(유능성, 관계성)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제에 집중하기, 사회적지
지 추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효과는 학업 저성취자들의 매 회기
참여 후 작성된 경험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멘토링을 활용한 회복탄력성 프
로그램에 참여한 학사경고자(멘티)는 동료(멘토)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고, 자기효능
감과 학습동기가 향상되었으며, 회복탄력성 중에는 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
였다(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 세 번째, 학습컨설팅 프로그램으로 ‘학습전략과
학습기법’ 교과목 수업과 학습방법에 대한 동료 멘토링을 함께 진행한 결과 학사경고
자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김종두, 2016). 학습부진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 향상 프로그램을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한 연구에서는 자신감, 학습습관, 자아
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다(이성희, 2006). 학습부진아 또는 학사경고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학습컨설팅과 추후 개인 학습컨설팅을 실시한 결과는 효능
감, 자신감, 학습동기를 포함하여 학습전략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정, 2013; 전보라 외, 2015).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을 위해 반드
시 이수해야만 하는 학업 및 시간 관리 기술이나 시험 치기 전략 등 학습기술을 알
려주는 학업성취 과정(UNIV1)을 교과목으로 운영한 결과,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평균 평점이 향상되었으며, 동기적 신념 체계로 정의되는 희망(hope) 척도가 높은 학
생들이 낮은 학생보다 학기말 평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
지 않은 학생보다 이수한 학생들의 재학률이 증가하였다(Seirup & Rose, 2011). 대학
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관리의 기술이나 공부기술을 개발하고 약점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돕는 성공 과정(success course)을 이수한 학사경고자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은 비율로 학업을 유지하고, 학점이 향상되었으며, 더 많이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Grath & Burd, 2012).
2)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교과목 학습 지원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교과목 학습을 중심으로 동료로부터 정서적 지원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과목 학습을 지원하는 선행연구
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학습부진자의 심리사회적 영역과 학업 능력을 증진하는
학습 멘토링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적용한 구진순(2013)은 또래 멘토링 프로
그램을 통해 학습부진자의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지지 영역에서 긍정
적인 효과를 이끌어 냈다. 연구 결과 학업부진자들의 성적이 가장 큰 폭으로 향상하
였고, 학업부진자들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대인관계지지 영역
중에서는 유형적 지지 및 소속적 지지에 대해 학습부진자들은 멘토 집단 및 자발적
집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평가적 지지 및 자존감 지지는 자발적 참여자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두 번째, 조교와 학습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부진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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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태 조사하고 학습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
적 및 학업적 지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업성취도가 이전 학기
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학사경고자 모두 학사경고를 벗어났다(배상확,
2014).

Ⅲ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공동체: 학습꿈터

가. 일대일 학습

이 연구의 대상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한 일대일 학습
공동체인 학습꿈터이다. 학습꿈터는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대학 생활 적응 및 학업 수
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업 저성취자(따르미) 1명과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
료 또는 선배(이끄미) 1명으로 모둠이 구성된다. 학생들은 모둠을 형성하여 자발적으
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습 모임은 매 학기 8주간 진행된다. 참여 모둠은 매주 1
회, 1시간 30분 이상 교과목 학습과 대학 생활 적응 관련 모임을 실시한다.
참여 모둠은 지도교수를 정하여 운영 기간 동안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해야 하며,
면담 내용은 학습, 진로, 취업, 대학 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할 수 있다. 또한 학업
저성취자는 학습을 도와주는 학생과 논의하여 심리, 진로, 학습 상담 중 자신에게 적
합한 상담을 선택한 뒤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한 뒤 상담의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
야 한다. 심리 상담은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학습 상담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이
루어졌으며, 진로 상담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실시하였다. 진로 상담의 경우 전문상
담원 소속과 학업 저성취자의 소속 대학이 가능하면 일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을
배정을 했다. Y캠퍼스의 경우는 융합인재교육원 외에 학생생활상담실에서 상담에 협
조해주었으며, 교내 상담 기관 현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교내 상담 기관 현황
구분
G캠퍼스

심리 상담
학생생활상담센터

Y캠퍼스

학생생활상담실

진로 상담
융합인재교육원
(각 단과대학)
학생생활상담실 및
융합인재교육원
(각 단과대학)

학습 상담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생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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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둠을 선정하는 기준은 학업 저성취자의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며, 2014학
년도부터 운영된 학습꿈터 참여 현황 및 모둠 선정 기준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처
음 프로그램을 운영한 2014학년도 1학기에는 학사경고자를 포함한 학업 저성취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학업 저성취자의 기준을 직전 학기 평균 평점
3.0 이하로 정하였다. 그 후 학사경고자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단계적으로 학업 저
성취의 기준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며, 2015학년도 2학기부터는 대학본부로부터 학사
경고자 명단을 받아 전화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학업 저성취자들이 학업을 도와줄 동료 또는 선배의 추천을 원할 경우 각 학과
조교의 도움을 받아 모둠을 형성해주었다. 그 결과 학업 저성취자 가운데 학사경고자
참여 비율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체 학사경고자 중 참여 비율은 아주 낮은 편
이며, 참여 모둠이 많지 않아 참여 모둠을 선정할 때 모둠 선정 기준을 신청 모둠의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였다.
<표 3> 학습꿈터 참여 현황 및 모둠 선정 기준
운영 학기
2014학년도 1학기
2014학년도 2학기
2015학년도 1학기
2015학년도 2학기
2016학년도 1학기
2016학년도 2학기
계

모둠 수
참여
인증
모둠
모둠
26
23
37
31
34
31
28
26
24
21
22
44
171
176

학생 수
참여
인증
학생
학생
52
46
74
62
68
62
56
52
48
42
17
34
315
298

모둠 선정 기준
학업 저성취자의
직전 학기 평균 평점
3.0 이하
3.0 미만
3.0 미만
2.5 미만
2.5 이하
2.7 미만

나. 참여 학생

이 연구는 일대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인 학습꿈터에 참여하여 인증을 받은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학사경고자를 포함한 학업 저성취 대학생(따르
미) 149명, 교과목 학습과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동료 또는 선배(이끄미)
149명이며, 매 학기 참여 모둠의 모집 시 자발적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참여한 뒤 별
도의 인증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다. 성별 분포에서 학업 저성취자(따르미)는 남학생
이 102명, 여학생이 47명이였으며, 학업을 도와주는 학생(이끄미)은 남학생이 102명,
여학생이 47명으로, 둘 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에서는 학업
저성취자(따르미)는 2학년이 81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학업을 도와주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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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미)은 3학년의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 저성취자(따르미)의 경우는 참
여 자격이 1학년 1학기 이상이여서 2학기에 1학년의 참여 비율이 타 학년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소속은 신입생 모집 단위인 계열로 구분하였으며, 인문 계열은 95명, 자
연 계열은 200명, 예능 계열은 3명으로 자연 계열의 학생이 많이 참여하였다. 이 연
구 대상의 특성은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학업 저성취 대학생의 특성

2014구분
1학기
15
성 남
별 여
8
1학년 1
학 2학년 15
년 3학년 7
4학년 인문 12
계열
소 자연 10
속 계열
예능 1
계열
인증 수
23

20142학기
21
10
19
10
2
8
23
31

20151학기
20
11
2
25
3
1
10
21
31

20152학기
17
9
15
5
6
9
17
26

<표 5> 학업에 도움을 주는 동료 또는 선배의 특성

2014구분
1학기
14
성 남
별 여
9
1학년 학 2학년 년
3학년 11

20161학기
18
3
1
17
3
5
16
21

20162학기
11
6
7
9
1
4
13
17

계
(비율)
102
(68.5%)
47
(31.5%)
45
(30.2%)
81
(54.4%)
21
(14.1%)
2
(1.3%)
48
(32.2%)
100
(67.1%)
1
(0.7%)
149
계
(비율)
102
(68.5%)
47
(31.5%)
1
(0.7%)
37
(24.8%)
66
(44.3%)

20142학기
22
9
15

20151학기
20
11
5

20152학기
20
6
4

20161학기
14
7
2

20162학기
12
5
1
11

9

17

1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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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인문
계열
소 자연
속 계열
예능
계열
인증 수

12
11
10
2
23

7
8
23
31

9
10
21
31

6
9
17
26

11
5
16
21

4
13
17

45
(30.2%)
47
(31.5%)
100
(67.1%)
2
(1.3%)
149

2. 자료 수집

첫째 학업성취도 비교 분석을 위한 학업 저성취자 149명 중에서 휴학생을 제외한
148명의 평균 평점은 C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 두 번째, 교수 면담
의 효과 분석을 위해 참여 학생 166명의 온라인 설문 조사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각 모둠이 제출한 교수 면담에 대한 보고의 내용 146건(3모둠 제외)를 교수학습지원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상담 효과의 분석을 위해 학업 저성취자들
이 제출한 상담보고서 149건의 자료도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일대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인 학습꿈터의 효과 분석을 위해 양적 연구
방법(quantitative methods)과 질적 연구 방법(qualitative methods)을 포함한 혼합 연
구 방법(mixed-methods)을 활용했다. 모든 연구가 고유한 편파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편파성을 상쇄하고 대응하는 두 가
지 이상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다각화(triangulation) 방법이 필요하다(김나미, 김효
원, 박완성, 2014; Creswell, 2005; Greene, Caracelli, & Graham, 1989)는 연구에 근거
하여 혼합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SPSS(version 21)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평균 평점을 비교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p<.01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교수 면담의 효과 분석을 위해 설문 조
사 자료 중 교수 면담 관련 문항을 SPSS(version 21)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세 번째, 질적 연구 방법으로 교수 면담의 보고에 대해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상담 효과의 분석을 위해 학업 저성취자의 상담보고서를 확인하였다. 교수 면담
및 상담보고서의 내용 분석은 먼저 면담 및 상담 효과에 대해 핵심 개념으로 분류한
뒤 핵심 개념을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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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1. 학업성취도 비교

일대일 학습공동체인 학습꿈터에 참여하여 최종 인증을 받은 학업 저성취자의 평
균 평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매 학기 인증을 받은
학업 저성취자(148명, 휴학생 1명 제외)의 평균 평점이 직전 학기보다 프로그램에 참
여한 학기에 더 높았으며, 대응표본 t검정 결과 매 학기 인증된 학업 저성취자의 평
균 평점이 직전 학기에 비해 참여 학기에 유의하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표 6).
<표 6> 참여 전과 후의 평균 평점 비교
참여 학기
2014학년도 1학기

n
23

2014학년도 2학기

31

2015학년도 1학기

31

2015학년도 2학기

25

2016학년도 1학기

21

2016학년도 2학기

17

**

p<.01, *** p<.001

성적
직전 학기
참여 학기
직전 학기
참여 학기
직전 학기
참여 학기
직전 학기
참여 학기
직전 학기
참여 학기
직전 학기
참여 학기

평균
2.19
2.66
2.31
2.78
2.40
2.89
1.45
2.23
1.83
2.44
1.63
2.66

표준 편차
0.73
0.61
0.52
0.72
0.44
0.65
0.38
0.80
0.52
0.90
0.79
1.04

t

-3.21**
-4.09***
-4.46***
-5.10***
-3.00**
-4.53***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학사경고자 비율은 참여 전 39.6%에서 참여 후 13.4%로
감소하였으며(표 7), 전체 평균 평점은 0.61점 향상되었다(표 8). 인증된 전체 학업 저
성취자 148명 중에서 성적이 향상된 학생은 115명(77.7%)으로 나타났다(표 8).
<표 7> 개인별 평균 평점 현황
4.5
이하
참여 전 2014-1
참여 후 구분

4.0
미만
1
9

3.0
미만
9
8

2.5
미만
8
4

1.75
휴학 합계
미만
5
(21.7%) - 23
2
(8.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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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계

참여 전
참여 후
참여 전
참여 후
참여 전
참여 후
참여 전
참여 후
참여 전
참여 후
참여 전
참여 후

1
1
-

14
12
3
6
8
1
52

-

2

<표 8> 전체 평균 평점 현황
참여 학기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계

참여 전
(직전 학기)
2.19
2.31
2.4
1.45
1.83
1.63
2.02

참여 후
(참여 학기)
2.66
2.78
2.89
2.23
2.44
2.66
2.63

15
6
15
11
7
2
2
4
3

45
37

10
9
12
5
4
8
8
8
2
3

평균 평점
차이
0.47
0.47
0.49
0.78
0.61
1.03
0.61

44
37

6
(19.4%)
2
(6.5%)
4
(12.9%)
2
(6.45%)
21
(80.8%)
7
(26.9%)
11
(52.4%)
4
(19.1%)
11
(64.7%)
3
(17.7%)
58
(39.6%)
20
(13.4%)

평점 향상자 수
(비율)
17
(73.9%)
24
(77.4%)
23
(74.2%)
21
(84.0%)
14
(66.7%)
16
(94%)
115
(77.7%)

- 31
- 31
- 31
- 31
1 26
1 26
- 21
- 21
- 17
- 17
1 149
1 149
인증 따르미 수
(휴학 제외)
23
31
31
25
21
17
148

2. 교수와의 면담 효과

일대일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둠은 학습 모임을 하는 동안 1회 이상 교수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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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갖고 학습보고서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 면담의 효
과에 대한 중간 설문과 사후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공부 방향의 설정에 도움을 받았다
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학습동기의 증진과 진로 설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또한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제출된 교수 면담의
보고 146건(3모둠 제외)을 분석한 결과 참여 학생들은 면담을 통해 학습방법과 학습
동기 부여 뿐만 아니라 진로 및 대학 생활 안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은 것
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들은 교수의 지지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면담의 효과는 ‘학업 지원’, ‘진로 안내’, ‘정서적 지지’의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표 9> 교수와의 면담 효과를 묻는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구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항목
면담 미실시
심층 지식 습득
공부 방향 설정 도움
학습동기 증진
진로 설정 도움
교수와의 관계 개선
기타
면담 미실시
심층 지식 습득
공부 방향 설정 도움
학습동기 증진
진로 설정 도움
교수와의 관계 개선
기타
면담 미실시
심층 지식 습득
공부 방향 설정 도움
학습동기 증진
진로 설정 도움
교수와의 관계 개선
기타

빈도
10
1
7
4
5
4
1
2
8
31
21
15
6
2
2
3
9
18
11
6
-

퍼센트
31.3%
3.1%
21.9%
12.5%
15.6%
12.5%
3.1%
2.4%
9.4%
36.5%
24.7%
17.6%
7.1%
2.4%
4.1%
6.1%
18.4%
36.7%
22.4%
12.2%
-

비고

중간 설문
(이끄미 대상, 32명)

사후 설문
(이끄미 및 따르미
대상, 85명)
사후 설문
(이끄미 및 따르미
대상, 49명)

원

가. 학업 지

학습꿈터 참여 학생들은 교수 면담을 통해 교과목 학습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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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고, 교수로부터 해당 교과목을 공부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받
았다. 또한 학생들은 구체적인 학습전략도 안내 받고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일에 만나 함께 공부했던 부분 중 나도 배운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모르
는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의 개념과 연습문제를 체크해 가서 교수님께 여쭤보았다.
그래도 한 번 배워서 그런지 설명해주신 부분이 쉽게 이해가 갔고, 따르미 또한 정
확히는 이해하지 못 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학습내용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
서는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다. 교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본인도 엄청 어렵다고 인정하며 포기하지 말고 그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주
셨다. 그 부분을 놓치더라도 거길 계속 공부하지 말고 모르면 일단 넘어가고 수업시
간에 맞게 열심히 따라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스
스로 공부해보고 모르면 교수님을 찾아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학점을 잘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다.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되게 어려울 줄만
알았는데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교수
면담 모둠 1)
“공부할 때에 집중하는 방법과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과 공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책을 꼼꼼
히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교수님과 직접 면담하고 나니까 공부에 더 열
정이 생기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교수 면담 모둠 2)
나. 진로

안내

학습꿈터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구체적
인 정보를 습득하고, 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 등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안내 받음으로써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전략・・・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당연하니까 하고 싶
어 하는 진로방향에 대해서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라고 하셨습니
다. ・・・전략・・・ 측량에 관련한 직업이나 진로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서적을 주셨습니다. 이끄미에게도 진로에 관해 상담해
주셨는데 사회복구사업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측량이 들어가는 부분을 세부적으
로 설명하고 직종에 대해 추천해주셨습니다. 이끄미, 따르미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
이였습니다.”(교수 면담 모둠 3)
“・・・전략・・・ 이후에도 저희과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말씀을 해주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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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불문과의 전공을 살려 취직하고자 한다면 국내에 있는 불문과 기업과 관련하
여 스펙을 쌓는 법, 또 다르게 해외로 눈을 돌려서 국제기구에 취직을 하는 법도 소
개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내취업만 바라보고 있던 저희에게 새로운 생각, 방
향을 알려주시며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과
의 면담을 통해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2학년이 되어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중에 더 폭 넓은 눈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교수 면담 모둠
4)
다. 정서적 지지

학습꿈터 참여 학생들은 교수의 칭찬과 격려 등을 통해 학습에 대한 의욕이 증진
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또한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움 받을 누군가
가 있다는 것에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님께서 항상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 따르미에 대해서 칭찬하였습니다.
○○○ 교수님께서 따르미가 복학하고 첫 학기라 학교수업에 적응이 어렵겠지만 수
업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면 따라오기 쉬우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하라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업내용에 관하여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언제
든지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교수 면담 모둠 5)
“・・・전략・・・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과목이 회화와 작문이므로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사항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말 할 때 버벅거리지 않고 바로 말을 하려
면 꾸준한 연습과 교과서의 표현 말고도 그 표현을 응용해서 이끄미와 따르미가 같
이 연습 해 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르미와 같이 과제를 예습하고 있는데 그래
서 그런지 요즘 수업 때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교수님의 조
언과 격려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더 수업진행 방식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교수 면담 모둠 6)

원

3. 전문상담

과의 상담 효과

학습꿈터에 참여하는 학업 저성취자는 학습 모임을 하는 동안 1회 이상 전문상담
원과 심리, 진로, 학습 상담에서 한 분야를 선택하여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제출된 상담보고서 149건의 상담 실
시 현황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이 상담보고서 대해 내용 분석을 한 결과 학업
저성취자들이 도움을 받은 영역은 ‘진로 설계’, ‘학습전략 습득’, ‘심리적 안정’의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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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습꿈터 상담 실시 현황
구분
2014학년도 1학기
2014학년도 2학기
2015학년도 1학기
2015학년도 2학기
2016학년도 1학기
2016학년도 2학기
계

심리 상담 진로 상담
4
13
3
21
16
1
19
3
14
3
9
14
92

학습 상담
6
7
15
5
4
5
42

휴학
1
1

계
23
31
31
26
21
17
149

가. 진로 설계

진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진로를 탐색해보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 또한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았다. 더불
어 진로와 취업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는 데 조언을 받았다.
“상담하기 전에는 학점관리, 외국어능력향상, 봉사 등의 이미 알고 있는 형식적인
내용을 상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융합인재교육원의 진로 상담은 저의
성격과 장점 단점 등의 분석을 통해 저에게 맞는 진로설정과 직무소개를 해주셨습
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준비해주심으로써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
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 한번으로 끝나는 상담이 아닌, 제가 졸업 시까
지 쭉 저를 케어해주시는 상담원과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인 2학년 때 이
런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진로 상담 참여 학생 1)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봤던 적은 처음이었습
니다. 그 만큼 값진 시간이었고 막막했던 대학생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해서 뿌
듯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OOO 교수님께
상담을 신청했고 곧 다가올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일깨워 주
신 OOO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진로 상담 참여 학생 2)
“심리학과로 전과한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심리학과 진로에 대해 하는 말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였
기 때문에 겁이 났고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께서도 심리학과
이기 때문에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로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는 더
다양한 진로가 있고 그렇게 많이 퍽퍽한 길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놓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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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더 다양한 진로와 정보를 알고 노력해서 결실을 맺고 싶은 동기부여가 된
시간이었습니다.”(진로 상담 참여 학생 3)

득

나. 학습전략 습

학습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목표 설정, 시간 관리 등 효율적인 공부법을 습득하고
동기부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학
습전략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적으로 대학 입학 전과 대학에 입학하여 실제로 공부해본 뒤 학과 공부가
생각했던 부분과 방향이 많이 달라 지난 1년 동안 많이 방황하고 공부에 대한 의지
가 사라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 타지에 나와 도움 받을 곳이 없어 많이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담을 통해 전문적으로 저의 문제점들을 깨닫고
상담원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제 마음가짐을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
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대한 의지
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공부할 때 꼭 이 방법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학습 상담 참여 학생 1)
“처음엔 막막했다. 내가 혼자서 마음먹은 일을 해낼 수 있을지. 하지만 상담을 해
본 후에 내가 나아갈 방향이 잡혔고, 방향이 잡히니 의지 또한 충만해지는 것 같다.
내 시간은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나의 위치를 바꾼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여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위치에 날 올려놓고 싶다.”(학습 상담 참여 학생 2)
“공부에 대한 나의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나의
잘못 된 점을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잡아나갈 수 있었다. 이번 기
회에 보다 더 동기부여와 목표의식을 확고히 잡아 좀 더 의미 있고 효율성 높은 공
부를 해나가야겠다고 느꼈다. 뭔가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았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잡혔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피드
백을 받으니 나의 부족한 점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다.”(학습 상담 참여 학생 3)
다. 심리적

안정

상담 분야와 상관없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상담자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
았으며, 스트레스나 대인 관계 등의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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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지금까지 총 5번의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약 2달 동안 진행하고
있는 상담인데, 아마도 학기가 끝나기 전까진 계속 상담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단 기
간 내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진 않았기에, 처음 상담에 임할 때는 반신반의 하는 마
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저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 보다 상담관에게 가장 편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타인일 뿐인데 어느 누구보다 제 말을 잘 이해해주
셨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모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셨습니다. 갈수록 힘이 들고 고민이 많아지던 때에 이러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단
것은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회가 있다면, 다음 학기에도 상담
을 받고 싶습니다.”(심리 상담 참여 학생 1)
“전문상담원에게 상담을 받는 게 처음이어서 낯설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선에 대해 신경 쓰는 편이 아닌데 복학 후에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 항상 실수도 안하려고 긴장하며
지냈는데 정말 없던 스트레스가 점점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했지만 상담원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우울해 하며 살고 있다고 절대 병이 아니
라고 말해주시니 요즘은 비록 1주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점점 저의 본 모습으
로 되돌아가는 기분입니다. 오랜 만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여유롭게 대
화를 하니 한결 나아졌고 앞으로 더 재미있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
다.”(심리 상담 참여 학생 2)
“상담을 받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1:1 상담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에 대해 어떤 충고, 조언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속 깊게 내 대학생활에 대해
서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상담 선생님과 맘 편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자체가 되게 나 스스로에게 편해지는 시간이었고 이에 대한 조언과 충고
를 들으면서 내 삶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회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을 정도로 되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과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
던 것 같습니다. 나의 대한 이야기를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봐주면서 현실적으로 이
야기 해주는 이런 부분이 스스로에게 반성도 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봐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학습 상담 참여 학생 4)
“저는 상담하러 갈 때까지만 해도 수학과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진로와 취업 설
명을 들으러 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였고, 현재 저에겐 어떤 진
로도 권유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 대신 많은 것을 접해보고 경험하라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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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직 1학년이니 저의 진로를 다방면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백지 상태이다 하셨고 그 백지에 너가 아주 멋있고 당당하게 그려나가라고 하
셨고, 늦은 출발이 아니니 지금부터 열심히 생활 하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
었을 때 크게 감동받고 깨우쳐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
다. 저는 멋있고 당당하고 최고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저를 만들기 위해선 제가
더 열심히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저의 대
학생활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 대한 투자를 위해 과외도 끊고 공부했
고 미루고 있었던 토익 공부도 시작하였고 시험 접수까지 마쳤었습니다.”(진로 상담
참여 학생 4)

Ⅴ

.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대상 프로그램인 학습꿈터는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위해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함께 진행하였다. 교과목 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생과의 일대일
학습 모임에서 학업 저성취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외에 대학 생활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또한 학업 저성취자는 교수와의 면담 및 전
문상담가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 지도 및 진로 설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언을 받았
으며, 교수와 전문상담가의 지지로부터 심리적 안녕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양적 방법을 활용하여 일대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를 검증한 결
과, 프로그램의 참여 전과 참여 후의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멘토
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구진순 외, 2013; 배상확, 2014).
한편, 매 학기 프로그램 참여 후의 학업 저성취자의 전체 평균 평점이 모둠 선정 기
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넘지는 못하였으나 프로그램 참여 전에 평균 평점이 3.0 이상
인 학생이 1명에서 참여 후에는 54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볼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학업 저성취자들이 한 학기동안 꾸준히 학습하여 적지만 이러한 학
업적 성과를 보였다는 데 프로그램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교수 면담
과 전문상담원와의 상담에서 학생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진로 설정에 도움을 받고 정
서적 지지를 통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적응 및 학업을 도와주는 학생 외에 공부 방향 설정이나 전공 및 진로를 안내
해주는 교수와의 면담, 그리고 학업 저성취자의 정서 및 학습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
문상담가와의 상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사경고자의 특성상 학교 상담 전문
가나, 지도교수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정서적 지원
을 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배상확, 2014)와 학사경고 이후 학업을
지속하게 된 요인으로 교수와의 면담과 격려, 부모의 격려와 조언이 도움 되었다는
연구(주영아 외, 2012), 학습 저성취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상담을 통한 교수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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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증대가 필요하다는 연구(권혁재, 2012), ‘교수의 지지’와 ‘경제적 문제’가 학업 저성
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학업 저성취를 진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
인이라는 연구(이훈병, 2016)와 그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학습꿈터 프로그램이 학업
저성취 대학생에게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습
공동체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지원 방안 중에 대학 재학률 향상
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는 신입생 세미나, 추가 교육, 튜터링, 상주 생활/학습 공동
체, 특정 집단과의 개입 지도, 성적에 근거하여 과목에 의무 배치, 학사 지도 센터,
여름 오리엔테이션, 조기 경고 체계가 있다(ACT, 2010)는 보고에 의하면 일대일 학
습공동체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중
도 탈락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대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경고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학본부 차원의 제
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일대일 학습공동체 운영의 어려운 점은 학업 저성취자,
특히 학사경고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업 저성취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강 학점의 제한과 같이 학사경고
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수강 학점의 제한을 없애주는 방법이나, 대학 차
원에서 전체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
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만 다음 학기 수강 신
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있다. 학업 저성취자일수록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한 중
요성을 덜 인식하고 찾기 때문에 대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해 설계
된 필수 과정을 제공할 윤리적 의무를 가져야 할 것(Hsieh, Sullivan, & Guerra,
2007, McGrath, & Burd, 2012)이라고 한 것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
업 저성취자들의 학습 태도나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학업 저성취자의 특성상 학습에 의욕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 학습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학습을 도와주는 학생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야만 학습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
습을 도와주는 학생이 학업 저성취자의 정서적인 문제까지 다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진순 외(2013)의 연구에서처럼 학습을 도와주는 학생에게 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
법 등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기에 학습법 워크숍
및 특강이나 집단상담 등에 참여 하는 학생들이 드물어서 학습 모임 이외에 다른 교
육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대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
기 전에 심리적 문제를 다뤄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을 될 것이다.
특히, 대학 내 상담 센터에서 진행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캠프 등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업 저성취자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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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도와줄 학생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 저성취자의 학년이 높거나
나이가 많을 경우 이끄미를 찾는 것이 어렵다. 특히, 대학 3학년은 전공 수업과 과제
로, 대학 4학년은 취업 준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래
서 동일 교과목을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모둠을 형성하도록 하거나 대학생이 아닌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학업 저성취 대학생
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교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
다. 최근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사경고자 프로그
램의 성공 방안에 대해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이 1:1 학습상담(학습코칭)이었으며, 담
당 교수의 상담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관리가 다음 순으
로 나타났다(민혜리, 김주영, 2015). C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일대일 학습공동체는 상담
지원을 위해 학생생활상담센터, 융합인재교육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지만, 관
련 기관과의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과 조
교 및 교수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업 저성취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년간 운영
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라는 점과 학업 저성취자의 특성으로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를 설계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의 향상이
전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2015학년도 2학기에 학사경고자 참여자
수가 증가하여 인증된 학업 저성취자 중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20명, 1
명 제외)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사경고자(347명)의 평균 평점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학업 저성취의 요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며, 실험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적절한 통제 집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
업 저성취자의 학업실패 원인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자가 교수 면담 및 상담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였
기 때문에 자료의 이해와 분석에 있어 객관성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양적 연구의 보안 방법으로 질적 연구 중 내용 분석을 통해 성과를 확인
하고자 하였으며, 최대한 연구자의 선입견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
력하였다. 참여자의 관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담이나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초점 집단 면담(Hatch, 2008)을
추가한다면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한 대학에서
소규모로 운영한 프로그램의 사례를 다른 대학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학업
저성취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다. 더불어 타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과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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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the Effects of One-to-One Learning Community
for College Undergraduate Students on Low Achievement

Park, Duck Hee(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impact of one-to-one learning community, Hakseupkkumteo
for students on low achievement. The study period of the program is three years from
2014 to 2016. Study data are GPAs of 148 low achievers and survey results of 166
participants. Also it includes 146 cases of each group’s meeting with professors and 179
reports of the low achievers’ individual counseling. Study methods employed
mixed-methods, the study compared the low achievers’ GPAs. Also it analyzed
contents to groups’ meeting with professors on reports and to the low achievers’
individual counseling. Results showed the low achievers had increases in GPA(grade
point average), and participants received help from meeting with professors in three
aspects such as academic advising, career guidance, and psychology support. Similarly,
the low achievers through individual counseling got career planning, learning strategies,
and psychology stability. Furthermore, the program will be considered as a way to
support low achievers, and it will make contribution to increase a GPA and decrease
dropout rates in consequence of giving positive aid to low achievers through expanding
the program.
« Key words: low achievement, learning community, academic probation,
academic achie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