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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

과 그 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은 무엇을 경

험하고 어떻게 적응하는가?’ 로 요약 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의

학생 중 1, 2학년 시기에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 그 후 학기에서는

학사경고를 받지 않고 있는, 등록학기로 5학기 이상(졸업생 포함)의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결과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방법(Strauss & Corbin, 1990)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 과정을 걸쳐 면접

자료를 범주화한 결과 85개의 개념, 40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4개의 범

주가 도출되었다.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결과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

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에서 인과적 조건은 ‘평범한 삶으로 전환함’ 과

‘늘 탁월해야 하는 공부의 힘겨움’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은 ‘내적인 불

일치를 경험함’, ‘서울대생답지 않게 생활함’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은 ‘서울대생으로서 높은 기대와 책임을 느낌’,

‘쉽게 얻을 수 없는 서울대학교 타이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환경’ 으

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

하는 중재적 조건은 ‘학업문제가 알려지고 도움을 받음’, ‘예상치 못한 현

실문제가 생김’, ‘생각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 으로 나타났다. 작용/

상호작용 전략은 ‘현실을 직면하고 생각을 바꿈’ 으로, ‘학업에 집중함’

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학업에 대한 책임을 느낌’ 과 ‘서울대 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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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진로를 찾고자 함’으로 나타났다.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은 ‘갈등 단계’, ‘반성

단계’, ‘실천 단계’, ‘통합 단계’로 나타났다.

‘갈등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학업과 자신에 대해 대학 입학 이전에

형성된 관점에 의해 학업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를 의미한

다. 갈등 단계 동안 이들은 고교 시절까지 형성되었던 공부 잘 하고 똑

똑하며 성실한 자신과는 다소 동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

아울러 고교시절까지 형성된 완벽한 수행과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은 탓

에 다소 나태한 학업으로 인해 나타난 어중간한 결과들을 인정하지 않고

재수강을 고려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현상을 드러냈다.

‘반성 단계’는 학사경고를 맞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학

사경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신이 해당 학기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

을 확인하면서 학교 생활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되었고, 학업에서 서울

대학교에 소속된 자신의 실력이 평범함을 인정하고 대학의 학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며 현실에 맞는 학업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실천 단계’는 현실을 직면하고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변화된 행동들

이 나타나는 단계를 말한다. 참여자들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되거나 심한

경쟁을 하는 상황은 피했고 되도록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에 맞는 학과목

을 찾아 선택하였다. 고등학교 때의 암기식 공부 방법에서 탈피해 적극

적으로 정보를 찾았고 강의 내용 중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는 등 전략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다. 또한 출석, 과제 제출,

공부 시간 늘림 등 기본적인 학업 요구를 만족시키는 등 학업에 집중하

였다.

‘통합 단계’는 학업에 대한 관점이 전환 되어 점차 안정되어 가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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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동시에 이들은 학업 실패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이것은 학업적응 과정의 결과에서 졸업 이후를 준

비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즉, 학업 적응의 결과는 대학에서 겪고 있는 학

업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졸업 이후를 준비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졸업 이후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들은 서울대 출신 학

생이라는 점을 감안한 진로를 찾아 준비하였다.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에서 핵심범주는 ‘학업

과 자신에 대한 관점 전환을 통해 불일치를 줄이고 학업을 수행함’으로 나타

났다.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빠른 전환형’, ‘느린 전환형’, ‘관점 갈등형’, ‘관점 유지형’ 의 4개 유형이

나타났다.

‘빠른 전환형’은 동기 없음의 상태에서 학업실패 경험한 후 즉각적인

각성을 통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목

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감안하여 학업에 적응하는 유형이

다. ‘느린 전환형’은 학업에 대한 강박적 태도로 인한 학업실패를 경험한

후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강박적 태도를 조절해 나가며 서서히 전

환해 나가는 유형을 말한다. ‘관점 갈등형’은 학업실패 후 적응하는 과정

에서 기존의 관점으로 인해 학업과 진로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응해

나가는 유형을 말한다. ‘관점 유지형’은 부모, 가족 등의 의미 있는 관계

에서 긍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갈등이 심한 상태에

서 기존의 관점을 유지한 채 서울대학교 졸업에 의의를 두는 유형을 말

한다.

본 연구 결과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은 ‘서울대생으로서

높은 기대와 책임을 느낌’, ‘쉽게 얻을 수 없는 서울대학교 타이틀’,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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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책임져야 하는 환경’ 의 영향을 받아 ‘내적인 불일치’를 경험하고 ‘서

울대생답지 않은 생활’을 하지만 ‘생각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 ‘학업

문제가 알려지고 도움을 받음’, ‘예상치 못한 현실 문제가 생김’ 에 따라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학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서울대학

교 위상에 맞는 진로’를 찾아 준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에 학업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인 학생

들의 잠재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의 필요

성과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

의 적응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들의 적응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서울대학교, 학업실패, 학사경고, 적응과정, 근거이론

□ 학번 : 2008-3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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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약 80% 이상은 대학에 진학한다(천석준, 김

영아, 2011). 이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진학이 일반화되어 있고 대학

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대학이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보상적 기능을 한다는 것인데, 한국교육개발원

(2010)의 연구 결과 개인의 성공과 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벌

과 연줄’이 1순위로 나타났다는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 할 것

이다. 이민경(2008)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불안이나 무기력 등의 문제

확산을 저성장, 불안정한 고용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불확

실성,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과도한 경쟁과 소통의 단절, 마지막으

로 탈근대적 현상으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

는 현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경쟁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최우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회적 신분을 어느 정도 보장받은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러한 과정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형성하

고 무엇을 경험해 왔을까? 그것은 대학생활에서 기능적이고 차후 진로

탐색과 선택에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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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과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정치적인 출세를 할 수 있었

던 그리스 시대의 아테네에서는 ‘덕(arete)의 교육 가능성’이 중요한 주제

였다(김주일, 2007). 사회적 신분이 정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이러

한 환경은 소피스테스 등과 같은 과외 교사를 양산하게 되었다. 소크라

테스와 소피스테스는 덕의 교육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덕’의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이는 그리스어가 가진 ‘다의어’의 특성으로 인해 두

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탁월함’으로 ‘남보다 탁월하다’는 비교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훌륭함’은 비교를 함축하지 않는 그 자체

가 기준이 되는 말이다(김주일, 2007). 전자의 관점을 취할 경우에 덕을

교육하는 최종목표는 사회적 출세와 성공에 있다. 아울러 후자의 관점을

취할 경우에 교육의 최종목표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

하나의 단어, 개념, 현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덕’은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입시경쟁

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최우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한

경험과 성취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지는 대학에서 경

험하고 반응하는 이들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대학신입생은 기존의 학업 체제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에 대

한 이해가 적절한 것인지가 확인되고 전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대학생 시기는 학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관점을 비판적으

로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학습하는 기간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Mezirow(1991)의 전환학습이론은 성인에게서 일어나는 내적 관

점의 전환이라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 기존의 교육과 환경에 의해 수동

적으로 길러졌던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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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유용한 관점을 선택하는 과정을 관점전환

(perspectives transformation)으로 설명하였다.

학습과 사회문화 면에서 대학신입생은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학업문화

가 주를 이루는 중고등학교에서 자율성을 요구하는 대학생활로 이행하면

서 이전과는 다른 학업문화와 사회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다(김은주, 2007; 이인경, 김장회, 2011; 현안나, 윤숙자, 2012). 부모로부

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새로운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로 인해 대학 신입생 시기는 삶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 할 수 있다(오영재, 2006).

대학 적응(예, 대인 관계, 경력 등)의 다양한 지표 중에서 학업적응은

대학생활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학업적응이 대

학생활 적응 지표로서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대학의 근본적인 기능이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얻는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Tinto(1975)의

학생 통합 모델(Student Integrate Model)에 의하면 학생이 대학에 적응

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학업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데 있

다. 셋째,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학

업적응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금명

자, 남향자, 2010). 선행연구들 역시 대학적응과정에서 학업을 중요한 요

인으로 보고 있다(오영재, 2006; 천석준, 김영아, 2008; 김남연, 류혜숙,

2007). 대학에서의 학업 문화는 고등학교 시기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현안나, 윤숙자,

2012; Larose, Bernier, & Tarabulsy, 2005). 아울러 이들이 경험하는 스

트레스의 크기는 이들의 고등학교 시기에 형성되어진 학업 자아개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교 시절 학업 우수 청소년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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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이 이룬 학업성취에 기반하여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학업문화

가 달라질 경우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최선주, 한숭희, 이병훈,

이정희, 장성연, 2012).

국내 최우수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고교 시절에 형성된 “시험형 인간”으로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선주 외,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들의 학업적 자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들에게는 자아를 위협하는 경험으

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우수 청소년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황매향, 장수영, 유성경, 2007). 그들은 경쟁적인 학업 상황에서 상대

적으로 더 걱정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한다(구미순, 2006). 특

히 이들은 학업실패 상황에서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더욱 취약함을 나타

냈고(Colangelo, 1991),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는 이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진희b, 2010). 이러한 연구 결

과들은 우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좌절을 반영해 주고 있

다.

사회비교이론 중에서 BFLPE(Big-Fish-Little-Pond Effect) 이론에 따

르면 청소년들의 학업자아개념은 우수대학에 입학할 때에 낮아지게 된다

(Marsh & Hau, 2003).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이 학업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학교에 진학할 경우 그들의 학업성취는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자신을 비교하

게끔 한다(Marsh & Hau, 2003). 국내 청소년의 학업 상황에서 상대적인

비교가 자주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이론적 틀은 한국의 대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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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충동과 관련한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간에 자

살 충동이 나타나는 학년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모의 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첫 시험 후의 자

살 충동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서는

1학년 들어 처음 치르는 시험 후에 겪는 자살 충동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2). 이것은 우수학생들이 모인 특수

목적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게 됨을 의미한다. 이

러한 논의를 연장해 본다면 국내 최우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역시 학

업 면에서는 일정 부분 취약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업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학업우수청소년들이었던 고교생들이 비슷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최우수 대학에 모일 경우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하나의 ‘역경’ 내지는

심리적 ‘고통’으로까지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우수청소년 가운데

약 15∼20%의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감

안한다면 최우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학업과 관련하여 심리적 취약

성을 가진 집단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Kaiser & Berndt,

198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우수 대학의 학생들 중 일부는 학업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수한 경쟁자들이 모인 집

단 내에서 이들이 보일 수 있는 심리, 행동적 문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밝혀

내는 것은 학업우수 집단에 소속된 학생들 중 심리적으로 취약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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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 입학 초기에 학업실패

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업실패를 경험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연구하

는 것은 학업우수청소년들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

황에서 이들의 실패 상황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을 극

복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우수 대학인 서울대학교

생 중 대학생활 적응 초기인 1, 2학년 시기에 학업실패를 경험한 후 이

를 극복한 등록학기 5학기 이상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면

접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저학년

시기의 학업실패 경험자를 중심으로 적응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입학초기가 일반적 적응 위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고

(Wilcox, Winn, & Fyvie-Gauld, 2005), 둘째, 학업실패 후의 적응을 보

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

교 학생들이 무엇을 계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 학업실패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

하였는지, 그리고 이들이 최우수 대학에서 학업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

주요하게 개입된 요인들을 밝히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질

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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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실패를 경험한 최우수 대학의 학생이 적응해 나

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은 무엇을

경험하며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학업실패를 통해 자신에 대해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가?

2.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를 극복

하고 적응해 나가는가?

3.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업 적응 촉진요인과 제한

요인, 전략은 무엇인가?

4. 학업 적응 과정을 통해 이들은 자신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갖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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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전환학습이론(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후기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대학생 시기는 자기 스

스로의 가치관을 탐색하고 확립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Mezirow(1991)는 성인기는 과거에 부모, 교사, 문화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어 학습자 안에 자동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관점 자체가 변화되

는 시기로 보고 전환학습이론을 발전시키게 된다. 학습자가 부모와 학교

의 보호와 가르침을 통해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습득된 체계와 관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 교사 등

과 같은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들과 아동이 맺는 불평등한 관계

를 고려해 볼 때 이전 세대가 전수해 주었던 것들 중 왜곡된 개념

(definitions), 가정(assumptions) 등이 무비판적으로 내재화되어 있기 때

문이다(Bowers, 1984). 이렇게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 의해서 무비판적으

로 동화된 전제들은 학습자의 앎의 방식, 신념 체계, 감정 체계 등을 왜

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성인기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필

요한 과정은 성장하는 동안 왜곡되어 내재된 관점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Mezirow, 1991).

Mezirow는 관점전환 과정을 성인발달의 중심적인 과정이자 해방적 과

정으로 보고 있다. 해방적 관점으로서의 관점전환은 학습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관점이나 삶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진, 2001). 관점의 변화와 관련하여 전환학습센터는 전환학습을 “사



- 9 -

고, 감정, 행동의 기본 전제들의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변환”으로 정의내

리고 있다(Transformative Learning Centre, 2004). 전환학습의 정의를

살펴 보면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변환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전환학습

에서는 비판적 반성(critical reflection)을 핵심 과정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선미, 정지현, 2010). 비판적 반성의 과정은 우리가 지금까

지 해온 경험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내재된 신념을 점검한다

(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비판적 반성과 더불어 관

점의 전환을 가져오는 또 다른 요소로 Mezirow는 비판적 담론(critical

discourse)을 언급하고 있다. 비판적 담론은 학습자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Mezirow, 1991).

학습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학습자가 무의식적, 무비판적으로 수용했

던 관점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환학습이론의 토대는 Kuhn(1962)

의 패러다임(paradigm) 이론, Freire(1973)의 의식화(conscientization), 그

리고 Habermas(1971)의 학습 영역(domains of learning) 등을 들 수 있

다(Kitchenham, 2008). Mezirow는 이들의 이론을 성인학습에서 일어나

는 관점의 전환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들로 재구성하

였다.

Kuhn(1962)의 패러다임(paradigm) 개념은 과학의 본질과 역사에 관한

연구과정에서 탄생했다. Kuhn은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자연과학자와 사

회과학자들 간에 존재하는 관점의 차이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것이 분야

별로 존재하는 다른 패러다임 때문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Kuhn(1962)은

패러다임을 “한 과학자 집단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며, 그리고 역으

로 과학자집단은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

다.”고 하였다(이한구, 1991). 패러다임으로 인정받으려면 과학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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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이론을 인정할 만큼 탁월한 동시에, 연구자

집단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패러다임의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은 Mezirow의 의미체계(meaning schemes)와 의미관점

(meaning perspective)의 기초가 되었다. Mezirow는 의미관점 - 또는 마

음의 습관(habits of mind) - 을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서로 합의하

는 부분이라고 해석하였고, 의미체계는 각 분야의 과학자들이 아직 이견

을 좁히지 못한, 여전히 탐색되어야 할 하위 영역들로 보았다. 그리고 이

러한 불일치들이 하나의 공통된 관점으로 모아지는 것을 관점전환

(perspective transformation)으로 보았다(Kitchenham, 2008).

의미관점(meaning perspective)은 한 개인의 과거 경험을 동화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전환하는 하는 가설의 구조(structure of assumptions)라

고 할 수 있다. 의미관점은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신념체계

를 구성하는 관습화된 체제를 의미한다. 반면에 의미체계(meaning

schemes)는 한 개인이 경험을 해석할 때 갖고 있는 특정한 지식, 신념,

가치 판단, 감정 등을 말한다(Mezirow, 1991).

Freire(1973)는 기존의 교육이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를 비인간화하는

도구가 되어 왔음을 자각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구성적이고 생성적인 지

식을 통해 세계의 변혁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Freire는 교육을

‘자유를 위한 문화적 행동’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지배문화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창조적 문화를 이룩하는 비판적

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흔정, 2011). 따라서 자유를 위한

문화적 행동은 학습자가 교사에 의해 일방적인 지식을 주입받는 것이 아

니라 교사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통해 지식을 생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Freire는 이러한 ‘문제제기식 교육(problem-posing educ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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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자의 가치가 무비판적으로 주입되는 ‘은행예금식 교육(banking

education)’을 대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비판적 의식(critical

consciousness)을 갖게 한다고 보았다(이흔정, 2011). 교육의 목적은 단

순한 지식의 수용이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비

판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의식의 달성은 결

국 개인의 해방을 가져오게 된다. Freire(1973)는 진정한 인간해방을 위

해서 교사와 학습자 간에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화의

과정에서 교육자와 학습자 간에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서로 간

에 비판적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Freire는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 첫 번

째 단계는 본능적 의식단계(intransitive thought)로 학습자는 자기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그것이 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믿는 단

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주술적 의식단계(semi-intransitive thought)로

약간의 문제를 의식하기는 하나 그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일회

적인 문제라고 본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비판적 의식단계(critical

consciousness)로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자각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단계를 말한다(Kitchenham,

2008). 비판적 의식화 단계는 전환학습 이론의 비판적 반성, 비판적 담화

등의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Mezirow, 1991).

마지막으로 Habermas(1971)가 제시한 학습의 세 가지 영역은 전환학

습의 학습 영역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Aristoteles의 학문체계

를 살펴 보면 학문(episteme)이 기술학(poietike), 실천학(praktike), 이론

학(theoretike) 의 삼분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Barnes,

1982; 김태오, 2006에서 재인용). Aristoteles는 이론학의 영역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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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변적 생활이야말로 인식의 진정한 영역이고 기술학과 실천학은 엄

밀한 의미의 학문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Habermas, 1973). 학문에

대한 고전적 견해는 근대의 사회철학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변형되었는데

기술학과 실천학의 경계가 통합되는 양상이 되었다. 이는 근대의 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론학의 중심적 역할이 약화되고 과학적 실용

성이 중시되는 결과였다(김태오, 2006). Habermas(1971)는 Aristoteles의

학문체계에 대한 고전적 견해와 근대의 사회철학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인간의 관심 분야를 기술적 관심(technical interest), 실천적

관심(practical interest), 해방적 관심(emancipatory interest)으로 제안하

였다.

Habermas의 관심분야를 자신의 이론정립에 적용한 Mezirow(1991)는

전환학습에서의 학습영역을 도구적 학습(instrumental learning), 의사소

통적 학습(communicative learning), 해방적 학습(emancipatory learning)

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세 가지 학습 영역은 Habermas의 세 가지 관심

영역의 정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Mezirow, 1991).

도구적 학습(instrumental learning)은 다른 사람과 환경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도구적 학습은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있는 관측가능한 사건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다. 이러한 예측은 기술 법

칙에 의해 통제되고 경험적 지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도구적 학습 과

정에서 선택이란 지식에 기반한 전략을 포함하고 기존의 가치체계에 의

해 추론된 것이다. 도구적 학습은 인과관계를 중시하고 문제해결학습을

포함한다. 문제상황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인과관계에 대

한 가설적 의미체계를 검증하는 것이 초점이 된다(Mezirow, 1991). 이러

한 도구적 학습의 개념적 토대는 객관적인 과학적 인식을 중시했던



- 13 -

Marx의 유물론적 인식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과학적 활동의 기본 조건

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언어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김태오, 2006).

의사소통적 학습(communicative learning)은 Habermas(1971)의 실제

적(practical) 관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적 학습의 목적은 의사소

통에 있다. 의사소통적 학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화, 글, 연극, 영화,

TV, 예술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소통적 학습과 도구

적 학습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의 지식이 타당화(validation) 되어지는

방식에 있다. 도구적 학습이 주로 실증적 분석과정을 통해 지식의 타당

함을 증명해 나간다면 의사소통적 학습에서는 합의적 타당화(consensual

validity)에 중점을 둔다. 합의적 타당화란 이성적 담론(rational

discourse)를 통해서만 담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정보와 패러

다임이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Mezirow, 1991). 이성적 담론은 일

상적인 대화와 달리 원칙과 용어가 명시적이어야 한다. 법적 용어, 대학

의 세미나, 과학 용어, 심리치료, 언론 용어 등과 같은 명시성은 담화가

주관화 되지 않게 해준다.

해방적 학습(emancipatory learning)은 반성(reflection)과 자기반성

(self-reflection)을 주요한 학습의 과정으로 삼는다. 반성 과정은 왜곡된

의미관점(meaning perspective)을 밝혀내고 도전하도록 한다. 해방적 학

습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학습과 지식의 사용 및 본성에 대한

가정, 역할과 사회적 기대 및 억압된 감정에 대한 자기반성의 결과로 얻

어지는 지식과 관련된다. 해방적 지식은 과학적 객관화로 얻어지는 기술

적 지식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의사소통적(실제적)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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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1 혼란스러운 딜레마 상황

2 수치심 또는 죄책감의 감정을 수반한 자기점검

3 인식론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가정들에 관한 비판적 반성

4
불만족과 전환의 과정이 공유되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변화를 경

험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5 새로운 역할, 관계, 행동에 관한 대안의 탐색

6 행동 계획의 수립

7 계획의 실행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함

다르다. 해방적 학습에서 학습자는 행동의 패턴과 감정을 해석하는 대안

적 방법을 알게 된다. 기존의 의미체계와 의미관점은 새로운 통찰을 통

합하기 위해 재조직되거나 대체된다. 해방적 학습을 통해 현실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명료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학습자의 경험은 더

잘 통합된다. 개인의 역사적, 생애사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학습

은 자율성과 책임감의 발달에 기여하고 자신의 문제를 정의내리고, 적합

한 행동을 결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 과학으

로서의 정신분석적 치료는 성인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억압된 유년

시절의 심리적 가설들에 대해 도전함으로써 자기반성적 학습에 가장 적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Mezirow, 1991).

Mezirow(1991)는 재입학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에 돌아온 여성들의 전

환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서 성인학습에서 이뤄지는 전환의 과정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난 전환학습의 과정은 총

10단계로 구성되었다.

< 표 1 > Mezirow 의 전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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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새로운 역할의 임시적 수행

9 새로운 역할과 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 획득

10 새로이 형성된 관점이 개인의 삶에 재통합됨

Mezirow(1995)는 자신의 10단계 모델에 대해 검증을 시도한 후속 연

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성인학습에서 일어나는 전환학습 과정이 반드시

순서대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후속연구들은 전환학습

이 순환적이고, 진화하며, 나선형 과정을 거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Coffman, 1989; Hunter, 1980; Morgan, 1987; Taylor, 1997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학업과 관련

하여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 혹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왜곡

된 가정들이나 전제들은 대학생활, 그중에서도 학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대학에서의 학업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학업과 관련한 의미체계 내지는 의미관점의 전환이 어떠한 형태와 과

정을 거쳐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외면적 적응 행동과 더불

어 내적인 인식체계의 변화를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자기불일치이론(Self-discrepancy Theory)

내적인 신념 사이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정서적인 불편감(discomfort)

을 크게 겪게 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심리학 내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

니고 있다(Higgins, 1987). 자기불일치가 정서적인 문제(emotional

problems)를 일으킨다는 점은 자기(self)와 정서(affect) 간에 유의한 관

계가 있다는 심리학 분야의 고전적인 이론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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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거들에 기반하여 Higgins(1987)는 구체적으로 자기불일치의 특

정 양식이 특정 정서와 연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자기불일치에는 몇

가지 종류의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의 유형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정

서가 있다는 것이다.

Higgings(1987)는 기존의 불일치 이론들이 언급하고 있는 정서들이 대

개 긴장(tension), 불쾌감(unpleasant), 압박(pressure), 갈등(conflict), 스

트레스(stress), 불편감(discomfort) 등의 다소 일반적인 용어들(very

general terms)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정서들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성

을 제시하였고,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자기불일치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정적 정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자기불일치로 인해 발생가능

한 부정적 정서는 첫째로 불만족, 좌절, 자기연민, 슬픔, 우울함, 비참함

등과 같은 낙담관련정서(dejection-related emotions)이고, 다른 하나는

죄책감, 불안, 근심, 공포, 긴장감, 각성, 위협감 등과 같은 초조관련정서

(agitation-related emotions)이다(Higgins, 1987).

자기(self)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Higgins는 자

기영역(domains of the self)과 자기관점(standpoints of the self)에 의해

자기불일치의 유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Tangney, Niedenthal, Covert,

Barlow, 1998). 먼저, 자기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각각 실제

적 자기(actual self), 이상적 자기(ideal self), 의무적 자기(ought self) 등

이다. Higgins(1987)에 의하면 실제적 자기란 자기 자신이나 중요한 타

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자신의 모습을 말한다. 이상적 자기

는 자기 자신이나 중요한 타인이 갖기를 기대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으로는 희망, 열망, 바램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

로 자기 자신이 중요한 타인이 자기에게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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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관점

실제적 자기

(actual-self)

이상적 자기

(ideal-self)

의무적 자기

(ought-self)

자기 자신(own) actual-own ideal-own ought-own

중요한 타인(other) actual-other ideal-other ought-other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의무, 당위, 책임으로서 요구되는 자기의 모습

이라 할 수 있다(Higgins, 1987). 이상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 간의 개념

적 차이에서 이상적 자기가 ‘개인적 바램(personal wishes)’ 이라면 의무

적 자기는 ‘의무감(sense of duty)’에 바탕을 둔 자기 모습이라는 차이점

을 지닌다. 자기영역과 별개로 자기관점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누구

의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자기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째는 자기자신의 관점(your own personal standpoint)이고 둘째는 중요

한 타인의 관점(standpoint of some significant other) 이다. 중요한 타인

의 관점은 부모, 형제, 배우자, 친한 친구 등의 관점을 의미한다(Higgins,

1987).

자기불일치이론은 자기영역과 자기관점을 구분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불일치 유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각각의 자기불일치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서 유형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이론적이고 경험

적인 차원에서 정리하게 되었다. 먼저, <표 2>은 자기불일치 이론에 의

해 나타난 자기의 여섯 가지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자기영역과 자기관점을 토대로 한 자기의 유형

Higgins(1987)는 자기불일치이론의 유형을 모든 경우의 수로 보지 않

고, 자기관점의 실제적 자기(actual/own)와 나머지 이상적 자기,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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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자기(actual/own)와

이상적 자기(ideal/own)

실제적 자기(actual/own)와

의무적 자기(ought/own)

실제적 자기(actual/own)와

이상적 타인(ideal/other)

실제적 자기(actual/own)와

의무적 타인(ought/other)

자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는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가 이러한 불일치 간에서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제시된 <표 3>은 실제적 자기와 나머지 네 유형 간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Higgins는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를 이

러한 유형에 한정지어 설명하였다.

<표 3> 자기불일치의 네 가지 유형

자기불일치 이론에서 제시된 불일치 유형이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기

제를 살펴보면 불일치 유형이 긍정적인 결과의 부재(absence of positive

outcomes)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의 발생(presence of negative

outcomes)인지에 따라 나뉘게 된다(Tangney et al., 1998).

실제적 자기(actual/own)와 이상적 자기(ideal/own) : 이 두 유형 간의

불일치는 이상적 자기가 기대하는 목표나 바램이 실제적 자기에 의해 달

성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됨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부재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될 때 개인은 실망

이나 불만족, 좌절과 같은 낙심관련정서를 느끼게 된다(Higgins, 1987).

실제적 자기(actual/own)와 이상적 타인(ideal/other) : 이 두 유형 간

의 불일치는 이상적 타인이 기대하는 목표나 바램이 실제적 자기에 의해

달성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됨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부재하게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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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낙심관련정서를 느끼게 된다는 점은 앞의 유형과 일치하나 이상화

된 타인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에 미달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정서는

수치심, 당혹감, 무력감 등으로 조금 다른 정서들에 해당한다(Higgins,

1987).

실제적 자기(actual/own)와 의무적 자기(ought/own) : 이 두 유형 간

의 불일치는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고 여기는 의무적 자기의

기준이 실제적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죄책감, 자기경멸, 초조감 등을 느끼게 된다(Higgins,

1987).

실제적 자기(actual/own)와 의무적 타인(ought/other) : 이 두 유형 간

의 불일치는 타인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고 여기는 기준이 실제적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측면은 앞의 유형과 동일하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의무적 타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벌

(punishment)과 연관된 정서들인 두려움, 공포 등을 느끼고 이러한 정서

에 대한 반발로써 분노(resentment)를 느끼게 된다(Higgins, 1987).

각기 다른 자기불일치 유형에 따라 유발되는 특정정서가 달라질 것이

라는 이론적 관점은 국내외의 후속 연구를 통해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연구물로 Tangney 등(1998)의 실험 연구

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타인 간의 불일치가 수치

심(shame)을 유발하고,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 간의 불일치가 죄책

감(guilt)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이러한 정서들과 불일치 유형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불일치 유형 모두가 수치심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네 가지 불일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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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간의 상호 상관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불일

치 이론의 다양한 불일치 유형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주지는 못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두 가지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실제적 자기

와 이상적 자기/타인 간의 불일치와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타인 간

의 불일치는 그 유형에 관계없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사실이다.

즉 모든 종류의 자기 불일치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자기 불일치는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림으로써 사회

적 비교를 통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로써 자기 자신을 작고, 초라

하게 느끼고 그 결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숨거나 도망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Tangney 등(1998)의 연구는 국내 연구들을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강혜자, 1998; 이은영, 한기연, 1991; 김영수, 신희천, 2012에

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 역시 실제적/이상적 자기불일치와 실제적/의무

적 자기불일치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험되기 보다는 ‘이상화된 당위’에 근

거하여 동일한 감정이 경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수, 신희천, 2012).

본 연구는 고등학교 시기까지 우수한 학업성취를 거듭해온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과거 자신이 속해 있던 학업 집단에서

지속해서 우수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과 그 결과로 국내 최

고의 대학에 입학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업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이상적 기대 내지는 계속해서 잘 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실체적으로 감지하게 되는 자기불일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불일치가 어떻게 이들의 학업 실패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겪고 있는 자기불일치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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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Tangney 등(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이들이 자기불일치를 겪을 경우 그것이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거

나 숨도록 만드는 수치심(shame) 경향의 행동 패턴을 반영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학생통합모델(Student Integration Model)

대학생의 적응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연

구를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학생통합이론(student integration

theory)’을 제시한 Tinto(1975)가 있다. 개인이 새로 진입한 사회 구조 속

에서 통합을 이루지 못할 때 자살이 발생한다는 Durkheim의 ‘자살론’을

인용하여 Tinto(1988)는 학생들이 대학의 새로운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

로 통합되는 것이 이후 학업 중단 대학생활의 적응수준을 예측하는데 중

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Tinto(1975)는 대학에서 학업을 유지시키는

결정 요인으로 입학 전의 요인들, 목표와 전념, 사회적 통합과 학업적 통

합 등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보았다. 대학에의 적응과 통합에 영향을 미

치는 입학 전 요인들에는 가족 배경(family background), 개인적 특성

(individual attributes), 입학 전 교육 경험(pre-college schooling) 등이

있다. 입학 전의 요인들과 대학의 요인들이 서로 일치할 때 학생들은 대

학에 더욱 성공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업 및

사회적 통합은 개인의 목표와 학교생활에의 전념 등을 강화하게 된다.

Tinto(1975)는 대학에의 통합을 설명하는데 Van Gennep의 문화적응과

정을 인용하면서 한 개인이 새로운 문화에 통합되는 과정을 분리

(seperation), 전환(transition), 통합(incorporation)의 세단계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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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설명하면 분리(seperation)는 과거 자신이 몸

담았던 집단으로부터의 분리(고등학교, 친구들, 가족)를 의미하고, 전환

(transition)은 대학의 가치와 기대를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통합

(incorporation)은 대학 집단의 행동적 패턴과 규범 등을 실제적으로 수

용하는 것을 말한다(Christie & Dinham, 1991).

분리단계는 대학입학 직후의 시기에 해당하며 학생은 이 시기에 자신

이 이전에 속해있던 집단(가족, 고등학교, 친구 관계)의 규범과 가치관에

서 벗어날 때 대학사회로의 안정적인 통합이 가능해진다. 이는 대학에의

통합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으로 분리단계의 과제가

완성될 때 대학에서의 학업과 사회적 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대하

는 전환단계로 진입하게 된다(천석준, 김영아, 2011). 분리단계에서 중요

한 점은 대학생활에 대한 부모와 동료들의 사회적 지지는 유지하되, 대

학에의 통합을 방해하는 가족이나 또래 집단의 규범, 가치관 등으로부터

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리단계를 거치면서 대학교육의 목표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속

한 대학에서 학업이 진로 목표를 현실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

대하게 되는데 이를 전환단계라고 한다(천석준, 김영아, 2011). 마지막으

로 통합단계는 대학의 학업적·사회적 체제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의미

하며 이러한 통합수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

다(Tinto, 1975).

분리, 전환, 통합의 세 단계 과정에서 대학생이 통합되어야 하는 주요

한 두 영역은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학업과 사회적 영역이다. 학생통합

모델에서 제기된 학업과 사회적 영역은 초기 모델에서는 각각 독립적이

고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과정으로 제시되었다(McCubbin, 2003).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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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학생통합모델에서 Tinto(1975)는 학업 영역이 학업 성취(goal

performance)와 지적능력 계발(intellectual development)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도 학업 성취는 외적 보상으로 기능하고 지적능력 계

발은 좀 더 내적인 보상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학업적 통합과 관련하

여 초기학생통합모델에서는 지식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을 대학 공부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대학을 취업을 위

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는 학생들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떨어진다고 보

았다(Tinto, 1975).

학생통합모델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인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역시 대학 공부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

인이다. 사회적 통합 역시 학업적 통합과 동일하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이

뤄지게 된다. 하나는 동료들과의 상호작용(peer-group interactions)이고

다른 하나는 교직원 그룹과의 상호작용(Faculty interactions)이다. 대학

입학 후에 자신의 동기들과 선후배, 그리고 학교 당국의 직원, 교수들과

활발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맺게 될 때 대학에서의 학업을 지속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Tinto의 초기 학생통합모델은 사회적 통합과 학업적 통합을 핵

심으로 이론적 전개를 해나갔는데 두 영역의 관계를 다소 갈등적인 것으

로 파악하였다. 사회적 통합을 활발하게 할 경우에는 학업적 통합이 소

홀해질 수 있고, 학업적 통합에 초점이 있는 경우에는 동료들이나 교직

원과의 관계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인 시간과 노

력의 양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다(McCubbin, 2003). 학생통합모델은 후속연구를 통해 기본적인 모델 구

조에 대한 검증, 다양한 학생 그룹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Bruns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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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es, Shevlin & Bracken, 2000; Pascarella, Terenzini, 1977; Rovai,

2000; McCubbin, 2003에서 재인용).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학생

통합모델은 대학생의 학업 지속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부분적으로 적합

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초기의 학생통합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Tinto는 학생통합모

델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다. Tinto(1997)는 협력학습모델에 기반하여 강

의실 내에서 학생들과 교수들 간의 상호 협력이 강조된 프로그램

(Coordinated Studies Program; CSP)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학생이 개별 과목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 학생들

이 일종의 강의 패키지에 등록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여러 강좌를 그룹별로 수강하게 되었고, 패키지 형태의 수업에서 여러

교수들이 협력적으로 교수 형태를 띄게 됨으로써 학생들과 교수들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촉진되는 결과를 나타냈다(McCubbin, 2003).

CSP 연구 결과는 학생통합모델의 두 가지 통합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해 주었다. Tinto(1975)는 CSP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서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과 같이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장소는

학업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이 동시에 이뤄지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학생통합모델에서 학업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 간의 균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여겨졌다. 특히 대학입학 초기

단계에서는 학업적 통합에 앞서 동료, 교직원 간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다(McCubbin, 2003). 대학생의 학업 전념과

대학생활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은 지지체계(support network)

로써 기능하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를 반영하여 새롭게 제시된 학생통합모델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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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통합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이 학교 생활을

통하여 의미 있는 학업 경험을 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은 이들이 학기 초 내지는 신입생 기간 동안 강의실 내에서 동료들, 교

수들 과 협력적이고 상호 의사소통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저학년 시기에 학사경고 등과 같은 학업실패를 경험

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강의실 내의 학업적 상황에서 맺는 관계 경험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들의 실패와 적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26 -

< 그림 1 > Tinto(1997)의 수정된 학생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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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집단효과(Big-Fish-Little-Pond Effect; BFLPE)

자아개념(self-concept)과 관련한 학업집단의 영향에 관한 모델로서 작

은 연못 큰물고기 효과(big-fish-little-pond effect; BFLPE)는 사회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비교이론은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집단 참조 효과(frames of

reference)와 관련된 이론이다. 자아개념에 관한 사회심리학 내의 관점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될 때 대개는 집단이 명시적,

암묵적으로 설정한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자아개념(self-concept)은 다면적인 구성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자아개념은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환경으로부터 받

았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피드백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된다

(Bracken & Howell, 1991; Zeidner & Schleyer, 1999에서 재인용).

Marsh(1987)는 자아개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자아개념은 다면적인 성격을 띄고 있고 개인이 속한 다양한 분야의 외적

기준(external criteria)과 관련한 특정한 자아개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

였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볼 때 한 개인은 다양한 수준의 자아개념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학생이 동시에 학업에서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아개념에 다양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전제는 학업과 같이 특정한 영역

의 자아개념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Marsh & Hau, 2003).

학업 영역에서 자아개념 연구를 진행하면서 Marsh(1984)는 사회심리

학 관점에서 자아개념에 관한 집단 참조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학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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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효과로써 작은 연못 큰물고기 효과(big-fish-little-pond effect;

BFLPE)를 제안하였다. BFLPE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성취를 소속된

학업 집단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고, 자신의 학업자아개념(academic

self-concept)을 이러한 비교에 근거하여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일반 고등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탁월한 학업 성취를 한 학생이 비슷한

학업 역량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된 최우수 대학에 들어갈 경우 그 학생

의 학업 성취 수준은 집단 내에서 평균이거나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학생이 속한 집단이 작은 연못(학업 성취 수준이 상

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큰 연못(학업 성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

단)으로 바뀜으로 해서 학생의 학업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BFLPE의 이론적 모델을 설명하면서 Marsh(1984)는 실제로 중간 정도

의 학업 성취를 하고 있는 학생이 성취 수준이 높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그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중간 이하로 떨어

질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환경은 그 학생이 일반 학교를 다닐

때에 비해서 더 낮은 학업자아개념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

서 학업자아개념은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소속된 학업 집단의 성취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의거한다면 학업자아개념은 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

아질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학교의 성취 수준이 높

아질수록 학업자아개념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Marsh & Craven, 2001).

학업자아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자아개념은 학업성취 외에도 노력, 학업 지속, 교육

과정 선택, 학업 열망, 행동의 귀인 등과 관련되어 있다(Marsh, Ch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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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ven, & Roche, 1995). 다양한 학업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학업자아개

념은 시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업자아개

념, 시험 불안, 학점 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Zeidner & Schleyer, 1999)

결과를 살펴 보면, 학업자아개념은 걱정과 시험 불안과 같은 평가 감정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해서 경

험된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기에

대한 실패 감정이라 할 수 있다(Hodapp, 1989; Zeidner & Schleyer,

1999에서 재인용). 학업자아개념이 학업집단의 수준이 높아질 때 낮아지

고 그 결과 학업적 열망, 귀인, 부정적 정서와 관계한다는 것을 볼 때 일

반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로 구

성된 우수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 겪는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집단이 학업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할 때 높은 수준의 학업집단이 학업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절하거나 약화시키는 변인들 역시 존재할 것이다(

Makel, Lee, Olszewski, & Putallaz, 2012). BFLPE가 모든 상황에 적용

되는 것인지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면서 높은 수준의 학생들로 구성

된 집단이 반드시 학업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

라는 점이 드러났다(Lee, Matthews, & Olszewski-Kubilius, 2008).

Makel 등(2012)은 3주간 진행된 영재캠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

업자아개념 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학업집단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조절될 수 있는 몇 가지 가설적 맥락에 대해 제시하였다. 3주간의 영

재캠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일반 학교에서 선발된 영재급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학업집단인 것은 분명하나 경쟁적인

비교(competitive comparisons)를 강조하지 않았다. 경쟁을 강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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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탁월한 학업집단의 구성이라는 맥락은 (1) BFLPE을 유발하지 않고,

(2) 아주 작은 정도의 BFLPE를 유발하며, (3) 학업자아개념을 높여주며,

(4)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동조 효과(assimilation effects)를

유발할 것이라 보았다(Makel et al., 2012). 이러한 결과는 학업집단의 수

준이 높다 하더라도 학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학

업자아개념을 유지,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높은 수준의 학업집단이 학업자아개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

는 전략으로는 높은 수준의 경쟁을 피하는 것, 숙달(mastering)에 초점

을 두는 것,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참조 체계를 상대적 비교가 아닌 개인적 발달에 둘 것, 학생들의 필요에

민감한 교직원의 존재 등이다(Marsh, 1991; Marsh et al., 1995).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반고등학교를 나와 대학에 입학했다는 공통점

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에서 이들의 학업자아개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학업자아개념은 이들의 학업열망,

기대, 시험 등과 같은 평가 상황에서 일으키는 정서에서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학업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업적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그리

고 그러한 자아개념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

보는 것은 일반학업집단 출신의 학업우수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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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대학교 학생 선행 연구

본 연구의 참여자인 서울대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주제는 학업과

공부에 대한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먼저, 대학

입시경쟁체제라는 교육환경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중고교 시절의 학

업적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였는지를 질적

으로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최선주 외, 2012). 최선주 등(2012)은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행동과 인

지, 판단의 구조화된 성향 내지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체화된 정신구조

– 개념에 의해 대학교를 졸업한 후 경력전환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아

비투스를 탐색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의 아비투스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3개의 주요

범주가 나타났고 각각 ‘공부와 나를 분리하기’, ‘권력으로써의 1등’, ‘사춘

기의 전략적 회피’ 등이었다. 공부와 나를 분리한다는 것은 공부가 앎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시험에 나올 법

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기하여 탁월한 성과를 내는 데 초점

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부 방식은 일종의 자기 소외적 성격을 띄

고 있다(최선주 등, 2012). 권력으로써의 1등이란 참여자들이 1등을 통해

얻게 된 “권력을 쥔 것 같은” 기분으로, 교사, 학부모, 친구들이 호의적

인 태도와 반응 등을 통해서 시험성적이 곧 권력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이러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자신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을 당

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전략적 사춘기 회피란 효율적인 암기에 기반한

성취감과 탁월한 시험 결과가 주는 권력의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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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존재적 고민 내지는 공부의 이유에 대한 고민 등을 뒤로 미

루게 됨을 의미한다(최선주 외, 2012). 이러한 결과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이 중고교 시절을 거치면서 학업과 관련한 내적 습관이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들은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

아 좋은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목표로 공부하였고, 우수한 성적은 이들이

학교에서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는 보상을 해주었다. 아울러 이들은 이러

한 보상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과 공부,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를

미루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의 실체를 알아보려는 차원에서 서울대학교 학

부생을 대상으로 한 ‘공부’에 관한 질적인 탐색을 시도한 연구 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서덕희, 민혜리, 2009). 먼저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학

교 학생들에게 공부의 ‘기준’이란 안정된 직업을 잡기 위해 하는 것으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면서 동시에 재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둘

째,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공부의 ‘성격’은 자신들의 진

로와 관련된 것으로 크게 대학원 진학을 동향 탐색과 기초 다지기, 고시

를 준비하는 세 가지 유형(시험공부파, 학구파, 교양파), 취업을 위해 직

업능력과 체험 쌓기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이동하였다. 결과중심이란 주로 공부의 결

과인 학점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저학년에는 주로 학점을 따기 위해

공부했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는 과정자체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부의 장면은 크게 수업과 수업 외 활동으로 구분되었

다.

라영안(2011)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두 학기 이상 평

점 4.0을 넘긴 3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성취 요인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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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이들의 학업성취를 촉진시킨 요인은 시간관리, 철저한 노

트필기, 목표지향성, 예습복습, 수업내용의 구조화, 집중력, 도움요청, 창

의적 사고, 암기력, 비판적 사고 등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지속해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룬 학생들의 특성은

중고교 시절의 특성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양상을 나타났다.

앞서 제시된 연구들과 달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자의 입장을 분석한 연구물도 있다.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연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김동일, 오헌석, 송영숙, 고은영, 박상민, 정은혜,

2009). 먼저,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학부생들이 필요한 핵심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길러져야 하는 역량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창의성

을 1순위로 꼽았고,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2순위), 가치관 및 태도와 리

더십(3순위) 등의 순으로 지목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학부생에게 가장 잘

길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1순

위), 학습능력과 논리적 사고력(2순위), 논리적 사고력과 학습능력(3순위)

등이었다. 학부생에게 가장 잘 길러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량으로

는 가치관 및 태도와 창의성(1순위), 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2순위), 리

더십과 대인관계능력(3순위) 으로 나타났다(김동일 외, 2009).

앞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업은 대개 진로와 연

계되어 이해되고 해석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학업의 연장선 상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인식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힌

곽민호(2012)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공, 학년에 관계없

이 무선 표집된 371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 결과를 보면 먼

저, 50.1%(186)의 학생이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고,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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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모호하다고 답변한 학

생들이 52.8%(9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체 사례 수에서 교내경

력개발 기관을 이용했다고 보고한 경우가 14.8%(55명)로 나타났다. 이용

만족도는 평점 5점에 3.61점이었다. 곽민호(2012)는 전체적으로 낮은 진

로 결정비율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자기 자신

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주목한 결과로 다수학과로 구성된 단

과대학과 단일학과 구성된 단과대학생들 간이 진로탐색효능감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체제의 단과대학의 경우

전공 선택의 시점이 2, 3학년에 이뤄지므로 학생들이 자연히 자신의 진

로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업 및 학업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

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우수한 학업 성취로 인해 유발되는 경험을 해왔

음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의 학업과 생활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되면서 동시에 대학 이후의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학생들의 진로 결정 비율은 50%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들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적성을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중고

교 시절의 학업을 어떻게 경험하였고 그것이 대학 생활, 그 중에서도 학

업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학년 시기에

학업실패를 경험했다는 측면은 최우수대학생과는 다르게 이들이 낮은 학

업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

안하여 본 연구 참여자들의 입학 이전의 학업 경험, 입학 당시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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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전공과 진로 간의 적성이 일치했는지 여부 등은 이들의 실패와 적

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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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과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고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저

학년 시기의 학사경고를 극복하고 대학의 학업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연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1, 2학년

시기에 1회 이상 학사경고를 경험하고 등록학기로 5학기 이상(졸업생 포

함)인 서울대학교생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내용은 근

거이론(Grounded theory) 방식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학업적응과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1) 근거이론 방법

질적연구 방법 중에서 근거이론 연구(Grounded Theory Research)의

목적은 기술 수준을 넘어서 과정(또는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추상

적·분석적 구조인 이론을 생성하거나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Creswell, 2007에서 재인용). 근거이론은 일반적으로 알

려진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로 사회학의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상징적상

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에 기원을 두고 있다(서근원, 2008). 상

징적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상징에 대한 해석의 결

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내면의 사

고 과정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근거이론은 행위자 내면의

사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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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er와 Straus(1967)는 기존의 거시적인 사회학 이론을 비판하는 지

점에서 그 대안으로 근거이론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학자들

이 만들어낸 이론들이 실제로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인용되고 진실인 것

으로 받아들이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 이론이 형성되는 토대를 이루는 현

장 수집 자료가 부족할 경우 검증된 이론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없

음을 주장하면서 현장을 충실하게 반영할 이론은 바로 현장에 있는 사람

들의 행동과 상호 작용 등이 그대로 반영된 자료에 근거(grounded)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이들은 현장의 자료를 보존

하고 그 자료를 귀납적으로 구성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만 현실을 그대

로 보여주는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이론 조성의

과정이야말로 기존의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대 이론을 대체하여 실체

를 보여주는 미니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거이론에서는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코딩하며,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해진다.

현장의 자료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근거이론은 직관력을 제공하며, 이

해를 강화하고, 행동을 이해하는 데 의미있는 지침을 제공해 준다. 자료

의 분석은 연구자와 자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정 수준의 엄격함을 유

지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면서 연구자의 창의적 능력으로 적절한

범주를 명명화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질문과 비교를 한다. 근거이론은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방법, 코

딩, 메모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박승민, 김광수, 방

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근거이론의 특성은 그것이 현장의 자료에 기반한다는 점에 있다. 이론

이 현장의 자료에 기반하여 귀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연구의 목적

이 아직 이론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특정한 상황을 이론화 하는 것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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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현장에 있으나 아직 과

학적 지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균형을 잡고

정립시키는 데 이론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Strauss &

Corbin, 1990).

잘 짜여진 근거이론은 네 가지 심사기준 – 이론의 적절성, 이해도, 일

반화, 통제력 –을 통과해야 한다(Glaser & Strauss, 1967). 잘 구성된

근거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일상생활의 보다 현실적인 영역에 충실한 설

명을 해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이론은 그 현실 영역을 대변(적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물론 연구 대상자에게도 충분히 납득이 갈 것이

다(이해도). 그리고 이러한 이론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설명이 개념화되어 일반성을 갖는다면 이론이 갖는 추상성을 갖게 될

것이다(일반화). 아울러 이러한 이론은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

한 설명력을 갖기에 그러한 현상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0).

근거이론은 아직 추상화나 일반화 과정을 통해 밝혀지지 않은 현장의

자료들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이론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근거이론 방법으로 적합한 연구 주제는 하나의 현상이 이론적으로 충분

히 설명될 수 없는 경우, 연구 대상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을 적절하게 설

명할 수 있는 이론이 부재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근거이론 방식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관한 실체적인

이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중고교 학업 과정을 통해

최상위의 입시 성적을 거두었고 그 결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

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대학입시까지 탁월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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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학업성취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들과 달리 일부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후 학업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

들이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에

서 이들이 경험하는 학업실패는 기존의 학습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아울러 최우수 대학에서의 학업이라는 주제는 행동, 인지, 정서

면에서 매우 독특하고 특수한 조건들이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인 관계의 연구만으로 이 집단의 특성을 밝혀내는데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학업적 탁월함을 유지해온 이들이 최우수 대

학에 입학한 후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업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서 무엇을 느끼며,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업실패를 극복하고 적응

해 나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학업우수자들이 우수 집단 내에서 겪는 실

패와 극복과정을 이해하는 실체적인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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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연구주제 선정

: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

문헌고찰 후 연구문제 수립

연구 참여자 선정

- 참여자 조건 설정 : 1,2학년 학사경고를 경험한 등록학기 5학기 이상의

서울대학교 학생

- 참여자 모집 :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연구참여비 지

급)

자료수집

- 총 15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함.

- 예비 조사를 통해 사전에 구성된 질문지를 활용함.

자료분석

- 근거이론의 분석 방식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순으로 진행

(Strauss & Corbin, 1990)

결과 및 논의

-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 모형 제시

- 적응과 관련한 가설 도출

- 적응과 관련한 사례의 유형화

- 연구의 타당성 검증

<그림 2>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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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자 선정 과정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별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참

여자는 국내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다. 서울대학교는 객관적인 대학 평가 지표 - 예를 들어 글

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의 2013년 평가 중 27

개 분야가 100위권에 진입하여 국내 대학 중 최고로 평가 받았다(매일경

제, 2013) - 에서 국내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 교사, 입시

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평판과 호감도 면에서도 서울대학교는

우선적으로 가고 싶은 학교에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은 서울대학교 입학

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성취감을 주는 동시에 사람들의 기대를 받게 되는

부담감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서울대학교 학생의 경험만은

아닐 것이나, 학업 성취를 통해 얻게 되는 이러한 상반된 경험이 극대화

되는 곳이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저학년 학업실패 경험자

들을 연구하는 것은 우수한 학업 성취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명료하

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고,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대학교 학

생으로만 제한하였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초기 적응기라 할 수 있는 1, 2학년(등록학기

1∼4학기)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으로 3학년(등록

학기 5학기) 이후에는 학사경고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을 선별하였다. 학

사경고 경험을 1, 2학년만으로 제한하고 등록학기 5학기 이상의 학생들

을 선발한 이유는 학생통합모델(Tinto, 1975)에 따라 주로 대학에 적응하

는 시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었다. 저학년

시기에는 학사경고를 받았으나 3학년 이후로 학점 상의 문제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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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학업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연구 참여자의 모집에 앞서 연구자의 연구 문제를 확인하고

설문에 필요한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연구실 동료를 통해 본 연구자의 연구 대상에 적합한 참여자를 소개받게

되었다. 연구자는 소개받은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소개하고 허락을 받은 후 형식에 맞춰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예비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0분이었고,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연구

질문을 정리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2년 6월

말에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듣고 자발적으로

다른 참여자를 소개해 주었고, 그 결과 예비연구는 총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최초에 접촉한 참여자만 연구 참여 조건을 만족시켰

기에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포함시켰고, 남은 한 명의 경우 연구 참여

조건이 맞지 않아 자료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나 학업에 관한 인식 면에서

는 자료가 분석된 연구 참여자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예비 조사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는 설정한 연구 문제와 관련한 서울대

학교 학생들의 학업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추가적인 질문을 정리하여 본 인터뷰를 준비하는 설문지를 구성

하게 되었다.

연구자를 모집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학 본부의 학사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

였다. 대학 당국에서도 서울대학교 내의 학사경고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

하였으나 연구 진행에 대한 협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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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본부 외에 학사경고자를 접촉할 수 있는 다른 경로로 서울대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활문화원에 접촉하였다. 서울대학교 내의 규

정상 3회 이상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자 할 경

우에는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

러 학업실패 문제로 인해 교수나 학과 등의 권유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도 있다. 전임상담원들은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진행

하고 있다.

연구자는 먼저 대학생활문화원 내에서 학사경고자 상담이 있는 전임상

담원 두 명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대학생

활문화원 내방자들의 경우에는 학업실패의 정도가 심하고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한 단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활문화원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목적 외에 전임상담원과의 인터뷰는 학사

경고를 경험한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본 연구자의 이해를 도왔다. 연구

자는 인터뷰 결과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통찰과 질문을 정리하고 이를

인터뷰 질문에 반영하였다.

대학 본부 혹은 대학 내의 기관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구하는 것이 적

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모집

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내의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였다. 모집

공지에는 사전 선발 기준과 연구의 목적을 소개한 후 개별적인 이메일과

전화 번호를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락을 해온 학생들에 대해서 일차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처음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모집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학사경고를 받지는 않았으나

2.0미만의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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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 많은 사례 수를 확보하고자 출신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만

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고등학교 출신 서울대학교 학생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학사경고는 아니나 평점 2.0 미만의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들

이 2명 모집되었고 이 중에 한 명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이었다. 이들

은 사후 분석 단계에서 학사경고자들만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원으로서 저학년 학사경

고자를 구하는 과정은 이 외에도 몇 차례 표집의 어려움을 거쳐야 했다.

저학년 시기에 3회 연속 학사경고를 경험하고 인터뷰에 응할 당시에 휴

학 중이던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과 직후에 참여

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최종적인 학업 적응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고

사례에 포함하지 않았다. 학업 적응을 하지 못한 준거로써는 참여자의

자기 보고, 인터뷰 진행 후 연구자가 동료 박사과정 상담자와의 협의를

통해 판단하였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공, 현재 학점 평점, 현재 등록 학기, 고향, 일반

고 출신 여부, 학사경고 학기와 그에 대한 간략한 이유, 전공 진입 학기

등을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1차 인터뷰에 불참한 연구

참여자가 2명이었다. 이들은 사전 통보 없이 인터뷰에 오지 않았는데 연

구 참여에 있어 개인적인 불편감이나 기타의 사정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대신하여 연구에 참여할 대상을 구하는 공지를 서울대학

교 커뮤니티에 올려 추가적인 인터뷰 참여자를 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구하기 위해 연구자는 총 5회의 인터

뷰 안내 공고를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고 결과적으로 15명

의 연구 참여자를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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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참여자의 특성

면접 참여자들은 서울대학교 재학생 내지는 졸업생으로서 학번을 기준

으로 2003학번에서 2011년 학번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성별분포는 남학

생이 8명, 여학생이 7명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

이 6명, 기타 지방이 9명으로 나타났다. 학사경고는 등록학기 4학기 중에

서 1회가 13명, 2회가 1명, 3회가 1명으로 나타났고, 인터뷰 기준 등록학

기는 최소 5학기(3학년 1학기)에서 졸업생까지 분포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의 누적 평점은 최소 2.9에서 최대 3.91까지 분포하였고, 이들의 입학

당시 전형은 수시가 6명, 정시가 9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 중에 재수경험을 가진 학생은 3명이었고, 재수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12명이었다.

이상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 표 4 >에 제시하였다.

< 표 4 > 면접 참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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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별 학사경고 현재 누적평점 전형 재수

A 남 2학기 5학기 3.2　 수시 ×

B 남 3학기 7학기 2.9 정시 ×

C 남 1학기 8학기 3.23 수시 ×

D 여 2학기 9학기 3.4 수시 ×

E 여 1∼3학기 졸업 2.69 정시 ○

F 여 2학기 8학기 3.91 정시 ×

G 남 2학기 졸업 3.6 정시 ×

H 남 2학기 10학기 3.5 정시 ×

I 여 1학기 7학기 3.3 수시 ×

J 여 2학기 8학기 3.1 수시 ×

K 여 3학기 5학기 2.6 수시 ×

L 남 3학기 8학기 3.3 정시 ○

M 남 3학기 졸업 3.43 정시 ×

N 남 1,4학기 10학기 3.35 정시 ×

O 남 3학기 10학기 3.35 정시 ○

3) 연구자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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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진행된 모든 면접은 연구자에 의해 직

접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상담 박사과정을 밟

으며 자원상담원 자격으로 2008∼2009년, 2011∼2013년 현재까지 서울대

학교의 대학생활문화원에서 학업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상담해 오고 있

다. 본 연구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들이 학업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양가적인 감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

울러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주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알

게 되었다. 학업에 대한 양가감정과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부담감은 이

들의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학업 수

행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에도 어려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박사과정 중에 다수의 상담심리학 관련 이론과목, 실습과목

등을 수강하였고 학업상담과 관련한 수업 및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

였다. 또한 연구자는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준비로써 박사과정 중에 질

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였고, 이론에 대한 소개와 실습이 병행되는 근

거이론 연구 방법 워크샵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와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다

년 간의 상담 경험 등은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면접에서 라포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긍정적인 기여

를 하였다.

4)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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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은 2012년 6월, 11, 12월, 2013년 4월에 진행되었다. 면접은 연구자

가 사전에 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연구자 연구

참여자가 경험했던 학업실패의 경험,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는 과정, 그리

고 그 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에 대한 질문지의 형식을 따라 질문

을 하였다.

인터뷰는 대부분 조용한 강의실과 연구자가 사용하고 있는 연구실을

통해 이루어졌고, 소수의 사례들은 학교 내의 커피숍이나 건물 내의 휴

게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의 선정이 결정되기 전에 한 차례

의 반구조화된 전화인터뷰를 실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

최대한 라포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임하였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격적인 대면 전에 이루어진 전화 인터뷰는 연구자

와 연구 참여자 간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것이었다.

인터뷰는 구조화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먼저 참여동의서를 제공

한 후 연구자가 참여 동의서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준 후 참여자의 구

두 동의를 얻었고, 최종적으로 2부의 참여동의서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

자가 모두 각각 서명한 후에 한 부씩 갖게 되었다.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에 간단한 간식거리나 음료를 제공하였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신변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가벼운 대화를 통해 연구자가 진행하는 연구의 목적이나 의의, 또 연구

를 통해서 학업우수자들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

을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참여자의 공감과 자연스러운 경험

을 끌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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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은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들의 학사경고 사실과 서울대학교 학생의 신분을 확

인하는 절차였다. 라포를 형성하고 본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자가

준비한 노트북을 사용하여 서울대학교 포털에 접속한 후 참여자 본인의

아이디로 온라인 상에서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기와 전체 평점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사경고 학기는 따로 표시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학생들

이 학사경고 학기의 낮은 학점을 재수강을 통해 복원한 상황이라 직접적

인 학사경고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해당학기의 과목 수가 적은

경우, 대부분 재수강이나 과목 철회 등의 영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인터뷰에 들어가면서 연구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 내용

을 보이스레코더,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복수로 녹음하였는데,

이는 만약에 있을 녹음 파일의 망실을 대비해서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

여자들은 연구 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면담에 임하였

다. 특히 연구에 참여하는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연구비(2시간 기

준에 2만원 현금)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처럼 학

업실패 내지는 어려움을 겪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동기로 인해서인지 학업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묻기

에 민감하고 껄끄러운 주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대면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준비한 연구 참여비를 전달하였다. 인터뷰

는 선발을 위해 진행된 전화 인터뷰를 포함하여 총 2회에서 3회, 가장

많은 경우는 4회까지 진행하였다. 진행된 인터뷰 내용은 전부 녹취록으

로 전사하였다. 2차 본 인터뷰를 마치고 진행된 3차 인터뷰는 2차 인터

뷰 분석을 통해서 미처 탐색하지 못했던 내용들과 새로운 질문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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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에는 연구자가 정리한 연구 결과의 초안을 보

여준 후에 참여자의 피드백을 받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짧게는 30분에서

는 길게는 1시간까지 분석결과 초안에 대한 설명을 도표와 함께 연구자

로부터 들은 후에 자신의 소감과 피드백을 전달하였고, 연구자는 이러한

내용을 본 연구 결과의 추가 및 최종 분석에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러한 면접 과정은 코딩 과정의 개념과 범주의 구성 등에 지속적인 도움

이 되었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trauss 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에 따라 진행되었다.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연

구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에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 중요하다. 연구

자의 이론적 민감성이 갖추어 졌다고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Strauss & Corbin, 1990), 이것은 먼저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을 말한다.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이란 자료의 미묘한 의미를 지각하는 능력을 뜻한다. 다

음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경험(professional experience)이

다. 이러한 경험은 이론적 민감성을 얻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된다. 이론적 민

감성의 또 다른 조건은 개인적 경험(personal experience)이다. 자신이 연구하

는 분야의 현상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은 연구에 대한 민감성을 갖도록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분석 과정(analytic process) 자체를 통해 이론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다. 자료의 분석 과정은 자료와 일종의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이고, 따라서 이러한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연구 현상에 관한 통찰과 이

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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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료(raw data)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음 내

용은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자료는 녹음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였으며,

녹음에 드러나지 않은 비언어적인 내용은 괄호를 넣어 첨가하였다. 자료

는 참여자 한 사례 당 13페이지에서 25페이지 사이였다.

나. 개방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은 원자료에 대한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

이고 범주화 시키는 과정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 개방코딩

은 두 가지 분석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비교법이고 다른 하

나는 질문법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지속적 비교방법’이라 한다

(Glaser & Strauss, 1967). 개방코딩은 개념(concept) 형성에서 시작되는

데 개념화를 통해 현상에 이름이 붙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개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료의 개념화는 분석에

있어 첫 출발단계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원자료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질

문에 대답하며 개념들을 찾았다. 이렇게 정리된 개념들 중 동일한 현상

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을 묶게 되는데 이를 범주화(categorizing)

라고 한다. 이러한 범주들은 개념들에 비해 더 추상적이어야 하는데, 이

는 범주가 개념들의 합이거나 개념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Strauss &

Corb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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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줄단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원

자료를 읽어가면서 연구자의 연구 문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참여자의

학업에 관한 정서와 가치관이 강하게 드러나는 내용을 찾아 밑줄을 그으

면서 여백에 개념을 명명하였다. 개념을 명명한 이후에도 다른 참여자의

개념과 지속해서 비교하면서 동일한 현상이 다른 개념으로 명명되었는지

를 지속해서 비교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동일한 현상들이 개념화 되도

록 하였고, 각 개념들 간의 의미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념의 이름

은 참여자의 개별 진술이 다른 참여자들의 것을 포괄할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

명명하였다.

다. 축코딩(axial coding)

축코딩은 범주를 중심으로 구조와 과정을 연결하는 것(Strauss &

Corbin, 1990)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사용하여 구조를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인

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알아보고, 구조와 과정을 통합한 과정분석을 통하여 적응과정이 어떻게

변화해 나아가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라.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선택코딩은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0).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를 명명한 뒤 이야기 윤곽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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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패러다임 모형에 나타난 범주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관계진술

을 통해 이론을 정교화하였다. 또한, 패러다임 모형의 속성과 차원에 의

한 관계진술에 따라 사례를 유형화 하였다.

3. 연구과정의 평가

본 연구에서 Lincoln 과 Guba(1985)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

(neutrality)을 연구의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사실적 가치란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가 실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에 관련한 것이다. 다른 말로는 신빙성(credibility)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원자료를 통해 수집된 현상이 연구 결과를 통해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박승민, 2005). 본 연구에서 연구

자는 2차와 3차 면접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가 참여자들의 경험을 반영하

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쳤다. 아울러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으로 직접 만날 수 없는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결

과가 담긴 파일을 메일로 발송하여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받았다.

적용가능성이란 전이가능성으로도 일컬어지는데 양적 연구에서의 외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가와 관련한 것

이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학업

실패를 경험하고 적응한 등록학기 5학기 이상의 서울대학교 학생 3명에

게 연구결과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연구 결과가 적용 가능

한지 검증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연구결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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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개념 및 범주가 설득력이 있으며,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맞지 않은 부분

에 대해서는 수정작업을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 같이 저학년 시기에 학업실패를 경험하고 적응

한 등록학기 5학기 이상의 서울 중위권 대학 학생 3명에게 본 연구의 결

과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최우수 대학에서의 학업실패 및 적응과정을 고유하게 설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일관성이란 양적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가 유사한 참여

자와 유사한 과정으로 반복되었을 때 그 결과가 동일할 것인지를 나타낸

다(Lincoln & Guba, 1985). 일관성이란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한 과정을

다른 연구자가 따라 할 수 있고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확인된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정과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학업 위기 또는 학업 실패 경험이 있는 서울대생 상담을 최소

2년 이상 진행한 경험이 있고, 상담전문가 자격을 갖춘 교육상담 전공

박사과정 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았다. 아울러 연구의 방법과 절차에 관

한 일관성을 확인하고자 상담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박사학위 논문을 근

거이론 방법에 의해 작성한 상담학 교수 2인의 자문과 논의를 거쳤다.

중립성이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양적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을 때 이 기준이 충족되며 이는 확

인가능성(conformability)이라고 표현된다(박승민, 2005). 중립성은 앞서

언급한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의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편견에 의해 결론을 도

출한 것이 아니라, 근거이론의 방법에 따른 절차와 분석과정에 의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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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충분히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2, 3

차에 걸친 면담, 질적 분석 전문가 및 서울대학교 상담전문가들의 분석

에 대한 피드백 등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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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유지하기 힘든 모범생 이미지를 내려놓음

한학기는 노는 것으로 보상받기로 함

힘들었던 고교 생활

의 보상

평범한 삶으로

전환함

학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함

‘우월감’이란 동기가 사라짐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동기가 성취됨

학업동기의 대상이

사라짐

인생의 금메달이 된 서울대

서울대가 유토피아가 아님을 알고 허무해

짐

유토피아에서 일상이

된 서울대학교 생활

Ⅳ. 연구결과

1. 개방 코딩 : 자료의 범주화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를 전사 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줄단위 간격으로 읽어가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찾아내고 이

에 대한 적합한 이름을 찾았다. 개념을 찾고 이름을 붙이는 과정은 개별

사례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름 붙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다시 분석하는 과

정에서 좀 더 적절한 이름으로 찾아 바꾸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85개의 개념, 40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 표 5 >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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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학업 내용의 난이도가 높음

쓰기 과제의 어려움

공부 방법을 모름

질적으로 달라진 공

부 방식

늘 탁월해야 하

는 공부의 힘겨

움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음

과목 선택을 잘못함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음

공부 자체에 대한 강박

1등에 대한 강박

무조건 하되 탁월해

야 한다는 강박

잘 하는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꿇림

무시할까봐 학업 고민을 숨김

집단의 수준이 높아

위축됨

서울대생으로서

높은 기대와 책

임을 느낌

학력차가 커서 고민을 나눌 수 없음

알아서 잘 할 것으로 믿어줌

서울대생인 나를 부러워 함

가족, 친구들에 비해

높은 학력

가족, 친구들의 높은 기대

서울대 입학 후에 더 높아진 기대

주변의 높은 기대를

느낌

자신을 ‘똑똑한 사람’으로 인식함

유일한 특기로써의 ‘공부’

‘똑똑한 학생’이라는

이미지
쉽게 얻을 수 없

는 서울대학교

타이틀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공부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얻음

힘들게 공부해서 얻

은 사회적 지위

자기통제가 되지 않음

가족을 떠나 혼자 생활함

제어하지 못하는 자

유가 주어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환경
허용적인 친구와 선배

주위의 피드백 없음

학업을 소홀히 해도

허용적인 분위기

재수강을 기회라고 봄

학사경고를 남의 이야기로 여김

학사경고를 가볍게

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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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서울대생 자격이 없다고 느낌
서울대 학생으로

부적합한 느낌 내적인 불일치를

경험함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함

‘똑똑한 학생’의 정체감이 흔들림

처음 겪는 학업

좌절의 당혹감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림

학업 실패에 대한 다른 이유를 댐

일부러 안하고

겉으로 태연함

서울대생답지 않

게 생활함

자포자기하고 회피함

한 학기를 버리기로 함

최소한의 것을 하지 않음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함

완벽한 수행이 아니면 포기함

학점이 A가 아닐 경우 포기함

탁월하지 않으면

포기함

잘 하리란 기대를 저버린 것이 죄송함

학업문제로 혼나 자존심이 상함

부모님의 기대를 의

식함

학업문제가 알려

지고 도움을 받

음

구체적인 지도와 도움을 받음

비슷한 실력의 친구와 함께 공부함

친구들의 조언을 받음

친구들과 시간을 보

내고 함께 공부함

교직원의 도움을 구함

상담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

교직원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

고시에서 좌절을 경험함
실패로 끝난 고시

준비

예상치 못한 현

실 문제가 생김

기숙사 신청이 제한됨

학자금 신청이 제한됨
혜택이 제한됨

복수전공이 제한됨

전공 진입이 제한됨

전과가 제한됨

전공 선택의 폭이

좁아짐

휴학 기간을 통해 재충전함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짐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함 생각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함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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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음을 알고 후회함

생각 없이 논 것을 후회함

학교 생활을 돌이켜

봄

현실을 직면하고

생각을 바꿈

‘똑똑한 나’에 대한 생각을 버림

노력이 중요한다는 점을 받아들임

학업에서 평범한 나

를 받아들임

전로 및 취업을 위한 학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업

학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림

기본 이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학교 다니는 것에 의의를 둠

현실을 감안한 목표

를 설정함

흥미 위주로 수강 신청함

지방대로 학점 교류를 감

교차 수강을 함

비교와 경쟁을 피한

수강 전략

학업에 집중함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름

정보 찾는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효과적인 학습 전략

을 활용함

최소한의 것을 함

공부 시간을 늘림

수업에 성실히 참여함

기본적인 학업 요구

를 만족시킴

노력의 결과인 평범한 학점을 받아들임

공부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알게 됨

노력하는 과정을

우선함

학업에 대한 책

임을 느낌

높은 학점을 받음

장학금을 받게 됨
통제감을 갖게 됨

메꾸는 것에 부담을 느낌

학업 습관이 천천히 돌아옴

학업부담이 지속되어

무거움

고시를 준비함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함

대학원 진학을 준비함

전문직을 준비함

서울대 위상에

맞는 진로를 찾

고자 함

필요로써의 서울대 학위

서울대 학위를 받은 것을 감사함

서울대 학위 취득에

의미를 둠

부모님의 기대가 느껴져 부담됨

그럴 듯한 진로로서의 고시선택을 후회함

서울대생에 대한

기대로 인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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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범한 삶으로 전환함

가. 힘들었던 고교 생활의 보상

참여자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입시 공부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

문에 대학입학 후까지 그러한 생활을 연장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들

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가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다른 삶의 영역을 포기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공

부 잘하는 모범생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주는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들로 하여금 학업에 거리를 두게 하였다(D, I). 참여자 N의

경우는 아예 입학 후 한 학기 또는 1년은 놀기로 결심했다.

유지하기 힘든 모범생 이미지를 내려 놓음

D : 옛날에는 진짜 범생이었고 착한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나도 성격 좋고 

친구도 많고 잘 놀 줄 아는 밝은 사람이 된 거에요. <중략> 고등학교 때의 

나와는 이제 끝,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새로운 내

가 되고 새 출발을 해야지, 전신성형을 하고 새로운 마을에 간 것처럼. 그

래서 표정이랑 캐릭터도 바꿨어요.

I : 3년 동안 수시로 대학교 들어오려면 거의 다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게 또 너무 스트레스였고. 

입학 후 첫 1년은 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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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그 때는 제가 원하던 대학교를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그 때는 그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저 스스로나 주위에 가족들이 기대하는 

학교와 학부에 입학해서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1년 정도는 그냥 놀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 학업동기가 사라짐

고등학교 시기까지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온 참여자들은 우수한 학업

성취 결과 얻은 모범생 이미지를 서울대학교 입학 후에는 바꾸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업에 대해서는 막연한 동기나 목

표를 가지게 되었다(A, B, E, O). 학업목표가 막연한 또 다른 이유로는

대학에 와서는 더 이상 고등학교 때처럼 다른 학생들보다 잘 해야 하는

것이 동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H).

학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함

O :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목표 같은 것도 없고. 동아리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B : 계속 팽팽하게 있었으니까 한번 정도는 늘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있었던 거 같아요. (그 안도감 내지는 허용?) 네. 이 정도는 놀

아도 되겠지? 하는 허용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가능했던 거 같아요. (그 정

도 허용해 줘도 어떻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처음에는 막연하

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점점 커져서 그렇게 됐지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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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감’이란 동기가 사라짐 

H :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학교 가서 수업시간에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와

서는 자고 놀고 하는 환경을 전혀 의문 없이 계속 수행해왔거든요. <중략> 

예컨대 뭐 수학 같은 경우, 그리고 딱히 그런 이해의 기쁨이 없는 과목 같

은 경우에도 우월감 같은 게 동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들은 서울대학교에 오게 된 동기가 자신이 속해있었던 지역(지

방 도시)이나 부모가 속해있는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를 벗어나기 위한

동기가 우선하였다. 이들에게 서울대학교 입학은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

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고, 막상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이후의 학

업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D).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동기가 성취됨 

D : 저 같은 경우는 뭔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하니까, 사실 

그 대상이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공부에 대한 동기가 없어졌죠.

다. 유토피아에서 일상이 된 서울대학교 생활

참여자들은 대학교 진학 그 중에서도 국내 최고 명문대학교로 불리우

는 서울대학교 입학을 하나의 유토피아로 여기고 있었다(D, E). 따라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게 될 경우 자신이 고등학교 시기까지 가지고 있었

던 모든 문제와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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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기대는 대학 생활 역시 고등학교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면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음을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졸업 이후의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대학 생활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으

로 발전되는 것이었고 대학생활, 그 중에서도 대학 생활을 고등학교 때

의 연장으로 보게 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였다(G). 서울대학교 입학과 같이 더 나은 삶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공부해나가는 방식은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L).

인생의 금메달이 된 서울대

D : 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서울대 합격한 것이) 김연아가 벤쿠버 올

림픽 금메달 딴 기분이라고. 인생의 목표가 대학에 가는 거였고, 다른 문제

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E : 제가 의학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굳이 서울대 타이틀을 달면서 다른 

과로 왔잖아요. <중략>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수학능력시험을 본 사람 중

에 최고의 성취가 아닐까, 이 타이틀을 달았다는 것은.

서울대가 유토피아가 아님을 알고 허무해짐

G : 일종의 그거죠. 유토피아?(웃음) 그러니까 뭐, 여기 서울대학교 입학하

면 진짜로 다 끝날 줄 알았죠. 괴로움,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

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그 때 갖고 있었던 관계, 상황 속에서의 문제들

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중략> 정말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저 자신을 억압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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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뭔가?

L : 공부하는 거 자체가 이유가 되지 못할 거면 취직을 위한 스펙을 쌓는 

것. 졸업장 한 장을 만드는 작업? 그게 아니길 제 스스로 일단 바랐던 거 

같아요. (그거는 하고 싶지 않다.) 네. 이때껏 계속 참아왔는데 지금 와서 

되게 중요한 시긴데 여기서도 결국은 더 중요한 시기니까 넌 참아야 된다

고 하면,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2) 늘 탁월해야 하는 공부의 힘겨움

가. 질적으로 달라진 공부 방식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과 방식이 고등학교 때

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습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소화해 내면 되었는데, 대학

에서의 공부는 압도적인 학습량과 더불어 그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여

겨졌다(B, M). 이들은 2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인 전공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 압도됨을 느꼈다. 아울러 교수님들이 학

생들에게 거는 기대 또한 높은 것으로 느껴져 이것이 학업 수행에 상당

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내용의 난이도가 높음

B : 만약에 1학년 때였으면 과목의 난이도가 낮아서 똑같은 정도로 놀았어

도 학사경고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을텐데, 아무래도 과목의 난이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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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공부를 안 한 거에 대한 댓가가 더 크게 작용한 거죠. 

M : 제가 인문대학 어문계열로 입학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전공진입 경쟁

이 굉장히 치열해요. 영문과, 중문과가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과고 나머지 

과는 오히려 정원을 못 채워서 사람이 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굉장히 운 좋게 영문과를 한 번에 합격했어요. <중략> 들어가고 나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들어간 학생들이 인문대학의 평균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교수님들도 기대수준이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첫 전공수업을 들어갔

는데 첫 시간부터 원서로 된 두꺼운 글을 나눠주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완

벽하게 이해하고 설명은 따로 안 해줄 테니 질문과 토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쓰기과제의 어려움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대학에서 공부 방식으로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쓰기 과제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들에게 쓰기

과제는 암기 방식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해야 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논지가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

가를 내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과제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D와 F은 스스로 완결해야 하는 구조를 가진 쓰기 과제

가 발표나 시험과 같이 외적 동기가 적게 느껴져 어려움을 겪었다. G 역

시 암기 위주의 과목에는 자신이 있었으나 자기 생각을 드러내어 정리하

는 쓰기 과제에서는 유독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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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일단 제 성향 파악을 했는데, 리포트는 진짜 못 쓰겠는 거예요. 리포트

가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발표나 시험은 어쨌건 당일에 가면 끝인 거잖아

요. 사실 전 그것도 있어요. 발표를 안 하게 되면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시

험은 안 보면 F인거고. 근데 리포트는 밀려서 내고 싶은 욕망이, 완벽주의 

때문에 내 글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 

같은 경우는 끝을 못 내고, 사실 리포트는 스스로 완결해야 되는 구조잖아

요. 

F : 제가 막 쓰고 논문을 쓰고 이런 과제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G : 제가 뭐가 어려웠냐면,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제 생각을 쓰는 과제들이 

어려웠어요. 글쓰기 과제 같은 거. <중략> 제가 고등학교 때 형성된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심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글쓰기 같은 시험, 책을 

보고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과목은 성적이 잘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했던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 근데 제 생각이나 의견을 정리하고, 책을 

읽고 내야 하는 과제. 특히 빡센 기말 과제가 있는 과목은 제가 중간에 포

기했었어요. 포기했다는 게,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내 생각을 표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았던 데다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평가가 나올지 두려우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출도 못 하고. 

공부 방법을 모름

학습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어진 내용을 단순 암기하기 보다는 배운

내용을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는

데 이 부분은 공부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A, O). 참여자들은 범위

와 내용이 정해져있는 고등학교까지의 공부 방식에서는 안정감과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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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낼 수 있었으나 대학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내용을 정하고 중

요한 것들을 파악해내는 과정은 낯설고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A : 대학교 오니까,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학문의 범위가 넓어지고 뭔가 추

상적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학업만 놓고 보면, 학문의 범위가 넓고 추상

적이다.) 네. 구체적이지 않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능, 생물1, 화학1 이렇

게 있었는데, 대학교에서는 뭔가 두루뭉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범

위가 너무 넓고. 그러다보니 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구체적

인, 뭐랄까, 문제집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어떤 챕터를 배우면 고등학교 때

는 문제를 딱 풀어서 개념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대학교 때는 두꺼운 책

이 다 내용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O :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을 좀 알았었거든요. 문제의 유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능도 그렇고. 그런데 대학교 들어오면 교수님들마다 

다 스타일도 다르고 영어로 내는 문제도 있고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 이

런 문제도 많으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몰랐거든요.  

나. 기대와 다른 학업 내용

연구 참여자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으나

대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적성과 맞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구체적인 과

목이 기대와 다른 경우에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L의 경우 대

학 진학 시에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계열로 입학을 하였고 2학년

에 정해지는 전공을 결정할 때도 역시 취업에 유리한 과에 경쟁을 통해

입학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공 진입 과정에 대해 L은 자신의 적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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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못한 선택이었다고 보았고 그로 인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E는 의계열 진학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생활과학대학에 입학하

게 되었는데 서울대학교라는 점, 자신이 디자인 분야를 좋아한다는 점을

감안해 생활과학대학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실제 학업에서의 경험이 자

신의 기대와 다른 관계로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F의 경우 전공 선택

당시 충분한 탐색 없이 전공을 정했다고 느끼고 후회를 했다.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음 

L : 복학을 하게 됐는데 하는 내용이랄까 막연하게 전공 선택을 누구라도 

사회과학계열로 입학한 사람들이면 전공을 자기가 확실하게 어떻게 정하겠

다는 것도 보통 정해져있지 않고 붕 떠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제 

앞에도, 뒤도, 제 주위에서도 그랬으니까. 보면 막연히 취직 잘 될 만한 학

과고 어디 가서도 경제학부 갔다 그러면 지금 상담하시는 분도 얘기하셨지

만 공부를 잘 하셔야 가시지 않나요? 이런 얘기. 솔직히 전 좀 거의 문을 

닫고 들어갔을까? 이렇게 갔는데 생각한 거랑 조금 달랐죠. 지금 생각해보

면 제가 만약 시간을 돌린다면 전공을 다르게 정했을 거예요. 지원대 자체

도 바꿨을 거고. 

E :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 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밤새 공부를 하고. 아

마 그게 내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달랐고. (어떤 게 달랐을까요?) 예를 들면 

으레 뭐 A학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기대

하고 있는 바와 실제로 배우는 내용이랑 격차가 크니까. 저는 A학과를 예

술적인 측면을 보고 갔었어요. 근데 사실은 미적분하던 애들이 디자인 이

런 데는 관심도 없고 그런 모임조차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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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그 다음에 또 그 때는 과가 안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때는 전공 그

냥 그 뭐 정할 때 담임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정한 거라, 급하게 정한 거

니까. 뭐 제대로 된 과에 대한 열정도 없고 이런 상태로 진학을 했으니깐 

그냥 과가 막연히 안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상태로 가다

가는 진짜 계속 학사경고 받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M은 자신의 학기와 전공 지식 수준에 맞지 않은 과목을 신청한 결과

학업 역량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

었다. O의 경우 전공과 관련한 수강 신청 시에 친구들이 듣고자 하는 과

목을 그대로 신청하여 실제로는 자신의 역량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을 듣

게 되었다. C의 경우에는 자신이 예상했던 내용과 실제 과목 내용 간에

차이가 커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을 잘못함 

M : 제가 2학년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을 잘 모르고 신청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정리하자면 전공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커리큘

럼이 짜여져 있고, 어떻게 순서를 밟아 나가야된다는 지식이 별로 없었구

요. 마구잡이로 신청하다보니까 수준에 안 맞는 수업을 듣고, 또 수강포기

를 하기는 자존심이 있어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격차가 벌어졌죠.

O : 생각해보니까 2학년 1학기 때는 제가 과목을 하나도 안 정했던 거 같

아요. 친구들이 이런 거 듣자고 하면 알겠다 하고 시간표 대충보고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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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조건 하되 탁월해야 한다는 강박

연구 참여자들은 공부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공부를 잘 해왔기 때문에 공부는 무조건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1등, 혹은 탁월한 성취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학업 수행을 방해하고 실패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J는 공부에 대한 강박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었고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조절할 수 있었

다고 한다. 또한 1등이 될 때만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K는 고등학교 때 늘 1등을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 대학에서도

자신이 여전히 동일한 성취 결과를 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

라서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중간 정도의 성적이 나오게 된 상황을 자신

이 설정한 완벽한 기준이 깨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F 역시 자신의 고등

학교까지 성취에 비추어 대학에서의 성취 역시 늘 탁월해야 한다는 강박

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공부 자체에 대한 강박

J : 저한테요? (네,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 

저는 공부를 하는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강박증 같은 게 좀 있었

던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요. 저는 공부를 안 하면 되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 그게, 불안

하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공부를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요?) 공부를 안하면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내재한 어떤 불안함이 있는데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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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1등에 대한 강박

K : 그래서 맨 첫 시험을 열심히 해서 쳤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 (쪽지시험 

같은 건가요?) 네. 진짜 큰 시험은 한 학기에 두 번인데 퀴즈 같은 걸 6번 

정도 봤던 거 같아요. 퀴즈를 계속 잘 봤어요. 잘 보다가 퀴즈 세 번째에 

한 번을 너무 못 본거예요. <중략> 한번이 이렇게 깨지니까 고등학교 때부

터 나는 쭉 어떤 집단에 있건 1등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1등을 

지속해야겠다는 그걸 받아서 공부를 한 건데 한번 깨지니까 완전하지 못하

니까 나는 1등을 하고 싶은데 1등이 아니더라. 최상위권을 받고 싶은데 그

게 왠지 안 될 거 같은 거예요. 한번 좌절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못해도 다

음에 잘하면 잘 받을 수도 있는데 한번 딱 깨지니까 그게 불완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F : 낮은 학점에 대해 별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럴까. 당연히 그냥 높은 학

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중고등 때도 성적이 좋아야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했고. 부모님이 1학년 때 

나쁜 성적을 받은 것을 아는데 이 정도인 것까지는 모르죠. 

3) 서울대생으로서 높은 기대와 책임을 느낌

가. 집단의 수준이 높아 위축됨

참여자들은 학업집단의 수준이 전과 달리 높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지방일반고 출신이었던 A는 자신이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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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서울대학교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

였고 그걸 인식했을 때 학업에서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다. J는 1

학년 전공 강의에 들어갔을 때 압도감을 느끼고 자신이 다른 학생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잘 하는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꿀림 

A :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와 달리, 지금 여기는 각 지역에서 잘한 사람들을 

모아서 데려다 놨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경쟁자라는 생각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 강하게 있

었고, 여기 와서는 얼마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이제 성적, 이게 말 그대

로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진짜 경쟁 상대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략> 좀 

꿀리기도 하고, 꿀려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 보다는, 여기

까진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학업 역량의 한계가?) 네. 복합적으로 와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무기력하게 그냥 있었던 것 같

아요. 

J : 그 때는 그래도 조금의 에너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론 대학공부를 

처음 접해서 대학공부는 고등학교 때처럼 선행학습도 안되고 1학년 신입생

이라서 경영학원론 이런 거 들어가면 신입생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거든

요. 거기에 막 회사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높은 학년도 있고 한데 꼬꼬마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지. 

고등학교 때와 달리 높아진 집단의 수준은 이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느

낄 때 자신의 고민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개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E는

재수를 통해 서울대학교 학생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전 학교에서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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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업실패를 경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전 대학에서의 경험과

서울대학교에서의 학업실패 경험사이에는 강도와 질에서의 차이가 있음

을 말하였다. D는 자신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이유

로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보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무시했었던 기억에 비추어 대학 내의 같은 집단에서 자

신의 학업 고민을 나누기가 어렵다고 여겼다. A는 고등학교까지 자신이

늘 누군가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입장에 있다가 자신이 무언가를

잘 몰라서 물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위협적인 경

험이었다고 했다. M은 자신이 고교시절부터 대학에서 전공 진입에 이르

기까지 늘 탁월한 결과를 내왔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

는 학업 고민을 나누는 것이 자신의 이미지와는 일치하는 않는 경험이었

고 따라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했다.

무시할까봐 학업 고민을 숨김

E : 여긴 다 잘하는 애들이 왔잖아요. 운동선수로 예를 들면 나름 지역구에

서 좀 한다는 아이들이 모였는데, 달리기가 안 돼. 스냅이 뭔가 잘 안 돼. 

이거를 동료에게 터놓고 상담한다는 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근

데 뭔가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동기들끼리 소통이 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갖췄고, 자신감 이라든지 뭔가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동료에게 

말하기에는 그건 좀, 나 자신을 깎아먹는 느낌이 있죠. 차라리 코치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했지, 동료한테는.

D : 1학년 때도 그렇고 고시 할 때도 그렇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한테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한심하니까. 나도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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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때 까지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을 엄청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걸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한 거 같은데, 우리 학교 애들은 다들 

공부를 엄청 잘 하니까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A : 나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실력 없네? 뭐 이렇게?) 네.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어?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한 

번 있었는데 자존심이랄까? 고등학교 때까지 대접받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내가 어떻게 받나.

나. 가족과 친구들에 비해 높은 학력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은 가족과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

력과 학벌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과 친구들이 이들의 고

민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벽으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족

들 중에 서울대학교와 같은 학업과 집단 수준이 높은 대학의 경험을 가

진 이들이 없었고 따라서 자신의 대학생활과 학업에 대한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없었다고 했다(K, D, E).

학력차가 커서 고민을 나눌 수 없음 

K : 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냥 잘 한다 항상 저한테 칭찬해줬거든요. 너

는 천재라고. 계속 그러셨으니까. 집안 그런 것도 있어요. 천재라고. 저희 

집안에서 같은 항렬의 세대 중에서 공부를 엄청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항상 천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공부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

도 말한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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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언니 오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촌 언니 오빠들도 다 대학을 못 가

서. 고등학교 때도, 1회 졸업생 이었으니까 선배들도 없으니까. 부모님도 

대학을 안 나오셔서 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고.

E : 아버지는 서른 살까지 대학을 그것도 지방 전문대를 다니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면은 굉장히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

하지만, 학업에 있어서는 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혜택을 받은 편은 아니

었던 거 같아요. <중략> 굉장히 외로웠어요. (웃음) 물론 이 부분이 제가 

부끄럽다거나 혹은 열등감 이런 거는 사실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근데 만

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 하나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여기 동문이고 제 친구는 

공대인데 아버지도 공대 기계공학과를 나오시고 여기서 메아리 활동을 하

시고 기타도 치시고 운동도 살짝 하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제 친구가 어떤 

종류의 방황을 하거나 고민을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같은 맥락에

서 이해를 해 줄 수 있고.

L, M의 경우에도 부모와 자신 간의 학력차가 있었는데 이러한 학력

차이는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서울대학교 입학을 통해서 학업우수성을

인정받았기에 알아서 잘 하리라는 믿음을 받았고 이러한 막연하고 무조

건적인 믿음은 이들이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털어놓는 것을 어렵게

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알아서 잘 할 것으로 믿어줌

L : 대학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여쭈어 볼 

어른은 없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학업 갈등에는 한몫했겠네요.) 아쉬웠죠. 

어머니 말고는 저한테 터치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어른들도 니 알아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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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거니. (기본적으로 너 서울대까지 갔으니.) 말아먹어도 뭐 쫄딱 망하겠

냐는 식의 얘기고 어머니께서는 모르겠어요.

M : 하나 덧붙인다면 얘는 혼자서도 잘하기 때문에 상담하고 도와줄 필요

성이 별로 없다. <중략>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고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참여자 사례(J) 중에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자신의 대학생활을 부모

가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는 이러한 반응을 보

이는 부모에게 대학생활의 부담과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

럽고 부담스러운 것이었다고 했다.

서울대학교생인 나를 부러워 함

J : 아버지는 초등학교 다니다 마셨구요, 어머니는 고졸이실 거예요, 아마. 

<중략> 부모님은 공부를 하고 싶으셨는데 집안 사정상 못하신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제가 서울대학교도 들어오고 하니까 오히려 저를 좀 

부러워하시죠. 제가 무슨 걱정 있다고 하면 대학까지 다니면서 무슨 걱정

이냐고 하시니까 뭐, 제 문제를 상의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웠죠.  

다. 주변의 높은 기대를 느낌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함으로써 가족, 친구들에게 공부

를 잘 하는 학생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주변

사람들이 참여자들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은 주위로부터 받는 이러한 기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상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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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같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C, F는 서울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학업에서 우수한 성취를 할 것

이라는 기대를 받게 되었고 이것이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가족, 친구들의 높은 기대 

C :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성실한 편은 아니라서 

고등학교 때도 솔직히 공부 거의 안 하고 그냥 수업시간에 수업만 듣고, 

야자시간에 의무적으로 공부시키면 수학문제 좀 풀다가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시험 전 날 암기과목들 벼락치기로 해서 내신 따고 이래서 지역

균형 내신 전형으로 합격을 해서.. 그래서 그 때 주위에서 제일 많이 들었

던 게, 넌 머리는 좋으니까 꾸준히만 하면 더 잘 할 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F : 네 그냥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잘, 너는 뭐 잘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대치가 생겨 버리니까 그 기대에 부합하려고 계속 

열심히 한 거죠.

K는 서울대 입학을 통해 꾸준히 잘 해왔던 학업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탁월하다는 인식을 주위에 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 입학 후

에도 더욱 잘 하리란 기대를 받게 되었다. 고등학교까지의 학업 성취, 그

리고 서울대학교 입학이라는 사실에 기반해서 과내에서 최우수 학생이

될 것이라는 주변의 기대가 K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G

는 입학 후 1학기에 높은 학점을 받게 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져

왔던 모범생 이미지가 굳어지고 자신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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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꼈다.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에서까지 연장된 모범생이라는 이미지

는 G로 하여금 자신이 계속적으로 학업에 매진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

여졌고 이러한 기대에 거부감을 느꼈다.

서울대 입학 후에 더 높아진 기대

K : 그런 거 보다는 서울대에 붙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싸우는 사

람도 없고 되게 독보적인 1등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

도 그렇고 너는 서울대 가도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걔네는 그 지역 안에

만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수학경시대회 나가서 상 타고 이러니까 너는 서

울대 가도 다른 애들 보다 더 잘할 거 같아. 과 톱 할 거 같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울대와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G : 1학기 때 다른 친구들은 수업 빠지고 게임하고 이랬는데, 저는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듣고 시험을 열심히 보고 하면서 모범생 이미지가 붙게 됐어

요. 근데 그게 되게 싫더라구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었는데. 나는 뭔가 되게 

잘 노는 이미지고, 대학교 와서 일탈도 한 번 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

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작용을 했고.

4) 쉽게 얻을 수 없는 서울대학교 타이틀

가. ‘똑똑한 학생’이라는 이미지

연구 참여자들에게 똑똑한 학생이라는 주변의 인식은 이들에게 하나



- 79 -

의 특권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C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공부 잘

하고 똑똑한 학생이라는 이미지를 자신의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H에게는 성적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었고, 오랫동안 자신이 ‘똑똑한 학

생’ 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K는 대학에 와서도 자신이 잘하

는 학생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못하기 보다는 하지 않아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낸다는 믿음을 주고 싶어

했다.

자신을 ‘똑똑한 사람’으로 인식함 

C : 내가 너보다 공부는 못 해도, 머리 똑똑한 걸로는 질 수 없다.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넌 그냥 열심히 하는 일반 학생이고, 난 노는 천재 형이

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건 절대 양보 못 하니까.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대학교 와서도 똑똑하다는 말을 좀 많이 듣고, 그때 그런 말 들

으면서 좀 자만했던 거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는 멍청하

다는 말을 정말 듣기 싫었어요. 차라리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참 성실하

구나. 이런 말을 칭찬보다는 욕으로 생각했어요.

H :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던 것 같아요. (계속?) 네. 중학교 때 처음 이제 

들어가서 초등학교가 좀 작았거든요. 중학교 때 좀 더 큰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등수가 좀 떨어졌지만 별 신경은 안썼구요. 점수는 계속해서 올랐고. 

저는 인생의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제가 똑똑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K : 그 때는 저학년이잖아요. 아직 잘 모르는 시기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싶다. 나는 천재처럼 보이고 싶다. 되게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

다 이런 게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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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공부 밖에 없었다고 했다. 공부를

잘 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재능에 속하는 것이었다. A는 입

학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 학업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일한 특기로써의 ‘공부’

L : 제가 학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다른 거 잘하는 게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운동을 잘 한 것도 아니고 악기를 만지는 게 있긴 한가 아니면 제가 예술

적 감성이 있어서 글을 쓰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어찌 보면 잘하는 걸 

찾는 거 자체도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다는 게 일

단 기저에 깔려있겠지만 딱히 그렇게 해서 두드러지는 것 자체를 즐겼다는 

생각은 아닌 거 같아요. 

D : 어차피 집에 재산은 없고, 내가 벗어나야 하는데 예쁜 것도 아니고, 예

체능에 재능이 하나도 없어서 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공

부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했어요.

나. 힘들게 공부해서 얻은 사회적 지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고교시절동안 힘들게 공부하였고, 서울대

학교 입학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지위를 준다고 여겼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다는 안도감은 이들에게 학업을 소홀히 여겨도 된

다는 일종의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D는 자신의 가족이 속한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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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우수한 학업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으며 서울

대학교 입학으로 인해 그러한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고 더 이상의 학업

동기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다. J는 자신이 어린 시절 돈은 없는

데 아파서 고생하는 친척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에 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I는 자신의 고향인 지방을 벗어나 더 넓은

서울에서 생활하며 삶을 계획하고 싶어 했다. I는 지방에 남아 대학을

다니고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평범하거나 패배자가 되는 삶으로 인

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학업에서 높은 성취를 할 수는 있었지

만 그 성취의 과정은 힘든 것이었다.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공부

D : 중학교 2학년 때 당시는 반에서 1~2등 안에는 들지만 전교권은 아니

었는데, 생각을 해 본 때는 성적이 조금 떨어졌을 때였어요. 방에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이 되게 싫어서 내가 이렇게 어영부영 살다가는 

어영부영한 대학 가서 어영부영한 남자 만나서 자식 낳고 이렇게 또 지지

고 볶고 살 거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아, 이

렇게 살 거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상황을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략>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렇게 안 산다고 울면

서 공부하고 되게 악에 차서 공부했죠.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쁜 과정은 아

니었죠. 왜냐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한 거니까.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범주나 삶의 장소 자체가 싫고) 신분상승을 하고 싶

어서 공부를 했죠. <중략> 저는 내신 점수의 노예였어요. 왜냐면 모의고

사나 수능을 잘 보는 편이 아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수능은 그렇게 나왔

는데, 고3 9월까지도 사실 서울대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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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목을 매게 되고, 왜냐면 서울대를 내신으로 쓸 수 있으니까. 원래는 

지금 아니면 서울대에 못 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9월까지 그랬

었고. 

J :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집안들을 어렸을 때 접했어요. 되

게 어렸을 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느꼈던 게 뭐

였냐면 나는 커서 저런 사람이 안되야겠다. <중략> 나는 내가 돈이 있어

서 내가 병 걸리면 내가 스스로 병원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맡

기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호혜에 기대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

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린 마음에. <중략>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다 그

런 거예요. 내가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저렇게 안되려

면. 그 불안이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중에 

내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한 저런 사람들처럼 되면 어떡할까 불안한데 그럼 

지금 뭘할까. 공부를 하면 내가 중학교를 가서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가고 

인문계를 간 다음에는 대학교를 좀 좋은 데를 가서 직장을 좀 좋은 거를 

잡은 다음에 그래서 돈을 좀 모아놓으면 내가 그래도 저렇게 심한 꼴은 

당하면서 살지 않겠지 약간 그런 정도의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

각이 들어요.

I : 고등학교 때는 뭔가 궁지에 몰린 느낌으로 목표를 세웠었어요. 왜냐하

면 인간관계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되면? 그 실패를 받아들

이기 힘들었을 거 같아요. 그냥 지방대를 간다거나 했으면. 

N은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자기 미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

겼다. L은 자신이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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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학업에 대한 느슨한 태도

를 갖도록 했다.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얻음

N : 제가 원하는 학교, 학부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 때 참 어린 생각

인데 나름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그 시기에 1년 정도 미친 듯이 아무것

도 안 한다고 해서 내 미래에 큰 지장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러니까 학교생활에서 준비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었죠.

L : 더럽고 치사한 얘기지만 일단 여기 오면 꼴찌로 졸업해도 취직은 되

겠지. 라는 생각을 어떻게든 밑에 깔고 있었어요. 

5)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환경

가. 제어하지 못하는 자유가 주어짐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입학 후에 전과는 달리 많은 부분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기까지 통제된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공부를 해오며 지냈던 이들에게 대학생활에서 주어지는 자유는 자기 스

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A는 대학진학 이후 자신이 제어하기

어려운 자유가 학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D의 경우는 집에서 통학

하는 경우였으나 생활에 대한 부모님의 통제가 없었던 점이 영향을 주었

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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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통제가 되지 않음

A : 대학교라는 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는 곳이잖아요. 수강신청하고 안 

나가도 되고, 시험도 안 봐도 되고. 고등학교 때처럼 꼭 9시까지 등교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어를 못 하는 자유가 갑자기 주어져서. (제어하

지 못 하는 자유. 이 말 되게 잘 들리네요.)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자유만 

주어지니까. 대학교 오기 전에는,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없었으니까. 

D : 선생님이 결석을 한 번만 더 하면 F를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 했어요. 

아침 수업이었는데, 아, 꼭 일어나서 결석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절 

너무 짓누르니까 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기말고사 날도 그랬어요. 시험 

날이니까 무조건 일어나서 가야지. 하고 눈을 딱 떴더니 9시 수업인데 눈

을 떴더니 9시였나? 그래서 10시에 학교를 도착했어요. 들어갔더니 이미 

다 끝났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지각하면 F준다고 한 수업인데, 그 

전날 아, 망했어. 끝났어. 한 게 아니라, 꼭 일어나야지. 절대 지각하지 말

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 안 일어나진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결국 또 못 일어났고.

J는 홀로 자취하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 통제가 어려웠다고 했다. B, N

등도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생활에 대한 통제감을 떨어지

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족을 떠나 혼자 생활함

J : 자취를 혼자 했었는데 자취방에서 거기 앉아서 방에만 처박혀서 자다가 

놀다가 먹다가 먹고 나서 졸리면 좀 자다가 정 우울하면 일기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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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그것도 일부분이구요. 그게 없지는 않지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에만 있다가 기숙사에 오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저를 통제하는 게 아니

라 제가 저를 컨트롤해야 하잖아요, 그게 약간 부족했던 게 있는 거 같아

요.

N : 게다가 그 때 기숙사 생활할 때라 기숙사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거의 

기숙사 안에서만 생활하고 기숙사랑 녹두거리랑 왔다갔다 하면서 서울구

경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바쁘게 1학기를 보냈죠.

나. 학업을 소홀히 해도 허용적인 주변 분위기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저학년 시기에 자신이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

이 친구들이나 선배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H은 자신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지각하게 되는 상황을 선배들이 허용해

주었다고 했다. N은 학과 특성상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있어

본격적인 시험 준비 전에 노는 것은 어느 정도 권장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O 또한 학과 내의 허용적 분위기가 학업에 소홀하는 배경으로 작

용했다.

허용적인 친구와 선배 

N : 좀 허용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보통 다른 학과였으면 어땠을지 모르겠

는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의 법학부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사시생각을 많

이 할 때였어요. 1학년 때는 이래도 된다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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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선배들도 당시엔 그랬거든요. 1학년 때는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장난

식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러니까 저는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I : 그리고 선배가 학사경고 받는 게 올 A받는 거만큼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해 갖고. (아무리 놀아도 잘 안 나온다고?) 네. 아무리 놀아도 잘 안 나온다

고 웬만해서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를 성실하게 내지 않는 등의 행동에 대해

서 주위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참여자들에게는 계

속해서 학업에 불성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경험되었다(H).

주위의 피드백이 없음 

H : 뭐, 일단은 들어와서 이제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하다 보면 다음날 

수업을 지각을 하거나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어떤 선배들

은 그래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에게 오는 피드백이 거의 없단 말이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때랑 달

리.

다. 학사경고를 가볍게 여김

재수강을 기회라고 여김

D :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일어나거든요? 요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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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험이나 이런 때는 잘 일어나는데, 그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거 같은 생각? 물론 표면적으로는 중요하죠. 근데 마음 속 깊은 곳

에서는 뭐, 괜찮을 거야. 라는. 재수강하지 뭐, 아니면 아, 오늘이 시험이 아

닐 거야. 라는 거 있잖아요.

K : 대학에는 재수강 제도가 있잖아요. 나는 이번에는 이게 완벽하지 않다 

이러면서 다음에 다시해서 나는 1등 꼭 완전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과목을 거의 F만 안 받을 정도로. 시험을 치긴 치는데 거의 공부 안하고. 

그렇게 다 쳐버려서.

참여자들은 학사경고와 같이 낮은 학업 성취의 결과는 대부분 자신에

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학사경고를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되

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M, N).

학사경고를 남의 이야기로 여김 

M : 사실 학사경고 제도를 몰랐어요. 제도는 알았는데 내가 학사경고를 맞

을까 이런 생각을 안했어요. 막상 성적표가 뜨고 나서 알았어요. 아까 말한 

외면이 좀 더 심한 거라고 해야겠죠.

N : 사실 학사경고란 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어

요.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였나요?) 그러니까 심지

어 모르겠어요. 그 때 나름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성적이 낮

게 뜬다, 큰일 난다, F뜬다고 해도 나름 그 얘기를 할 땐 불안해가지고 아

예 수업을 처음부터 안 들어간 수업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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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적인 불일치를 경험함

연구 참여자들은 내적인 차원에서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전까지 형성되어온, 공부 잘 하고 똑똑한 자기 이미지가 학업

실패 경험을 통해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다.

가. 서울대 학생으로 부적합한 느낌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실패 학기에서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인 학사경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느꼈다.

A는 학기 내내 자신보다 탁월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서울대

학교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였다. B는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

아 최종적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자신을 보면서 과연 서울대학교에 적합

한 학생으로 살고 있는지를 자문하였고, C, F 등은 자신들이 서울대학교

에 입학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실력이 미달되는 학생일지 모른다는 생각

을 하였다.

서울대생 자격이 없다고 느낌

A : 뭔가 아는 것과의, 배경지식부터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

도 사회에서 말하는 서울대 학생이라는 느낌? 공부 진짜 잘 하는. 나는 서

울대학교 다니기는 하는데, 그냥 다니는 거지 뭐. 밖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이라고 부르는 그 타이틀에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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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이 집단에 들 자격이 없다?) 네,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던 거 같아

요.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저만큼 불성실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웃음) 아, 이건 놀아도 너무 놀았다. 그렇다고 내가 딱히 뭘 하

기 위해서 논 것도 아니고. 학생회, 운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큰 목

표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날려 버린 거에 대해서 그런 생

각을 가졌긴 했죠. 서울대 학생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C : 1학년 때는 확실히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대는 상위 1%가 들어

가고 엄청나게 대단한 꿈의 학교인데, 전 서울대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대학은 서울대가 아닌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는 모르겠는데, 서울대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대학인데, 우리 학교라고 하

면 그렇게 대단한 학교가 아닌 거 같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내가 

서울대생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나보다 KB대, B대 아니면 Y대, K

대 이런 쪽에서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런 생각 하면 약간 우울해진다고 해야 하나? 그랬던 적

도 있었어요.

F :  남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나는, 이게 말이 서울대생이지 실제로는 자격

이 없는, (집단에 속할 자격이 없는) 너무 뒤떨어지고 학사 경고를 받고 이

러면 내가 여기서 공부할 자격이 있나 싶은 거죠. 

나. 처음 겪는 학업 좌절의 당혹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학업실패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

았다고 하였고, 이러한 학업 실패 경험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의아하며

믿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B는 자신이 학업실패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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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적으로 학업실패를 하게 된 것에 대한 당혹감을 느꼈다. D는 고

등학교 때까지 우수했던 자신과 대조적인 모습에 대한 의아함과 당혹감

을 경험하였다. J는 더 이상 자신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

해서 슬픔의 감정을 경험하였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함

B : 네.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후회를 많이 했죠. (그럼 

후회도 많이 되고 당혹스럽기도 하셨겠네요.) 네

D :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몇 달 전

만 해도 진짜 이보다 더 성실할 수가 없는 내신, 수행평가 다 만점이고, 당

연히 그래야 되니까. 그냥 그 때는 뭘 안 한다. 라는 게 선택지에 있지도 

않았고. 하면 다 잘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

이 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J : 학교에 돌아가기 싫다. 나는 거기 가봤자 평균이하의 학생일 뿐이고. 평

균이하의 학생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슬프다. 

M은 이전과는 달리 낮은 학업 성과를 나타내는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

을 경험하였다. 특히 전공진입까지 성공적으로 들어왔지만 전공 안에서

자신의 학업 역량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전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사

건이 되었다. F는 자신이 학업에서 처음 좌절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하

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이전까지 형성해 온 잘 하는 학생이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처음이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A는 자신이 고등학교 때까지 힘들게 쌓아온 학업이란 자산을 박탈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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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꼈다.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까지 힘겹게 노력해서 얻은 명성과

이미지가 한순간에 추락했다고 느껴져 상실감과 허탈감을 경험하였다.

‘똑똑한 학생’의 정체감이 흔들림

M : 굉장히 좀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의 실력이 생각한 것보다 없

구나. 라고 느꼈죠. 이 정도 영어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서울대 영문학과라는 틀 안에서는 못하는 수준이구나. 알아

듣지도 못할 정도구나. 

F : 그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항상 잘 하는 아이이고 싶은 것 같아요. 어 

그냥 저에 대한 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의 모습 이런 게 저로서도 별로 

용납이 안됐어요. 왜 이 정도까지 갔지? 그 때는 어리니까 학사경고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처음 좌절을 겪은 거니까. (학업적인 면

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A : 공부 잘 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데 그걸 박탈당한 느낌? 

8) 서울대생답지 않게 생활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을 해나가면서 자신들이 느끼는 불일치를 해결하

기 위한 전략으로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학업에 무책임한 행동을 선택해

나간다. 학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결과가 어중간하거나 낮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들이 전부터 들어왔던 ‘똑똑한 학생’, 혹은 ‘공부 잘

하는 학생’이라는 이미지는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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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부를 하지 않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업 성과를 내기보다

는 기존에 형성된 자기 이미지를 지키는 쪽을 택하였다.

가. 일부러 안하고 겉으로 태연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실패 경험이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똑똑한 학

생’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속마음으로는 걱정이 되

었으나 겉으로는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주변사람들에

게는 자신이 학업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학업을 소홀히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겪고 있는 학업 문제

를 내보이지 않았다. C는 머리 좋고 똑똑한 학생으로 인식되기를 원해서

자신이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할 바에는 아예 일부러 놀아서 낮은 학점을

받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시험 전날에 친구들에게 함께 놀자고 전화하

기도 했다. E의 경우 1학기에서 3학기까지 줄곧 학사경고를 받아 학업적

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겪는 문제

의 심각성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행동을 하였고, 오히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를 바랐다. 학업에 대한 통제감이 없는 모습으로 보

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림

C : 사실 공부 잘 한다. 라는 말 보다, 머리 좋다. 라는 말을 더 좋아했었거

든요. 그래서 학점이 낮게 나와서 그때 오히려 더 노는 척을 했어요. 일부

러 시험 전 날에 공부, 그러니까 중간고사 망하고 나서는 기말고사 가서 

진짜 공부를 시험 전 날에도 안하는 걸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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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 애들한테도?) 공부할 애들한테 전화해서 술 마실래? 물어보고 그

래서 오히려 정말 쟤는 노는구나. 쟤는 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 그럼 본인의 학업적인 상황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 때, 어땠어

요? 알고 있었을 텐데. 

E : 너 왜 그러냐? 이런 느낌. (웃음) 저 자신도 이거를 심각한 문제나 걱정

하면서 위로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진짜 창피해지잖아요.

연구자 :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E : 그러니까 저는 받아들였는데, 점점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남한테 

그렇게 비춰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K은 자신이 탁월한 학생으로 계속해서 보여지기 위해서는 하기 싫어

서 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게 일부러 학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F은 자신이 수업에 성실하게 나오지 않고 학업을 수행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재수나 반수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를 원했다.

학업 실패에 대한 다른 이유를 댐

K :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1등만 하다보니까 그게 제가 완벽해야 된다는 

개인적 완벽성이 아니고 주위의 시선 그런 것 때문인 거 같아요. 주위에서 

항상 난 1등, 명예욕 그런 거? 그런 거 때문에 항상 1등이어야 되는데 이

렇게 되면 한 번 망치고 계속 열심히 해도 왠지 B정도 밖에 안 나올 거 같

으니까 쟤는 열심히 했는데 B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차라리 그냥 아예 안

하고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잖아요. 안 했으니까 나온 건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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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잘한다. 이번에 안하고 다음에 열심히 해서 A를 받아야겠다. 

F : 동기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친한 애들에게도 에둘러서 이야기했

지,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데 이런 건 남자친구 밖에 없었죠. 부모님

에게는 항상 기대가 있으니까 그걸 깨기는 싫으니까 그냥 안한 걸로 했어

요. 

나.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에 대한 동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하는

학업에서 대해서는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행동을 하였다. M, F는 학기

초에 놀았던 생활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통제가능

하지 않게 됨을 알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상황을 회피하

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자포자기하고 회피함

M : 수업진행도 따라가기 어렵고 해서 중간고사 칠 때쯤에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서 시험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훑어보는 정도로 하고 가

서 채워 넣고 그러다가 기말고사 다가올 때쯤은 군입대가 다가오니까 정신

적으로도 좀 나태해져서 수업도 몇 번 좀 빠지고 기말고사는 거의 백지를 

냈어요. 그것들이 종합돼서 F를 세 과목 맞았구요. (이 F 세 과목은 다 전

공필수였나요?) 네.   

F : 포기한 것도 있고 그냥, 아예 아예 (웃음) 포기한 것도 있고, 막 갑자기 

이제 막 별로 중간고사 잘 본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그 때 무슨 소논문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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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런 게 많았어요. 뭐 막 과제가 막 쓰라는 것도 많고 그냥 막 아예 회

피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 때는 그냥 다시 하자. 

O, C는 한 학기 정도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앞에서 자신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에 남은 것을 열심히 한다 한들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 학기를 버리기로 함

O : 그냥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으니까 놀면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놀고 시험 전날 잠깐 부담 좀 왔다가 에이 지금해서 어떻게 하겠냐 

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다 말아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았죠. <중

략> 그냥 중간고사 망쳤는데 기말 잘 봐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에 이번 학기 버리자. 

C : 의무적으로 나가는 수업은 빠지면 안 될 거 같다는 최소한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가서 그냥 출석만 하고 공부는 거의 안 하고. 사실 고등학교 

때는 내신공부 벼락치기 이런 걸 했었거든요. 대학교 와서 그 버릇으로 벼

락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험 분량도 많고 하니까 그것도 잘 안되고 그래

서 아예 시험공부도 거의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험 시작하자

마자 이름 써서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때는 그러면서 그냥 재수

강해서 채우면 되지. 이러고 넘겼는데 그래서 학사경고를 받았던 거 같아

요. 

참여자들의 학업 실패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이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학업 수행을 소홀히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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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출석을 하는 경우에도 강의에 집중하여 참여하지

못했다. 강의 출석의 문제는 과제 제출과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최종

적으로 학업 수행을 그만두게 하거나 혹은 낮은 학업 성취를 실패에 이

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최소한의 것을 하지 않음

N : 네. 안했어요. 정말 안 했던 거 같아요. 그 때 친구들이랑 심지어는 시

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주로 시험 안보고 그 다음에?) 과제를 안내고, 

출석도 안하고. (어쨌든 점수가 나오는 모든 걸 별로 안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사경고가 뜰 수밖에 없죠.

H : 뭐 일단은 수업에 왜 들어갈 이유를 잘 찾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출

석을 안했고 출석을 안하다 보니까 수업내용을 못 따라가는 건 뭐 당연하

겠고 내야 하는 과제 같은 것도 전혀 내지 않았죠. 

I : 수업도 제가 비오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비오면 수업 안가고, 시험 

친다고 해도 비오면 안가고. 아침 수업이어서 아침잠이 많아서 기말고사를 

또 안가고. 아침 수업에 기말고사는 아예 안가고 그래서. 과제는 그래도 간

신히 다 제출한 거 같아요. 친구들 거 다 베껴서.  

B : 출석을 안 한 수업도 있긴 했는데, 보통은 들어만 가고 공부를 거의 안 

해서. <중략> 공대다 보니까 사실 숙제를 안 해 갔다기보다는 시험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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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탁월하지 않으면 포기함

어중간한 결과, 탁월하지 않은 수행을 경험하거나 결과가 예상될 경

우에는 중간에 아예 포기해 버리는 선택을 하였다. 이들에게 학업은 완

벽하게 수행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A학점 또는 1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었다. D와 A의 경우 이들은 중간에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 이것은 학업

에서의 완벽함이나 탁월함에 흠이 나는 것이고 따라서 학업 전체가 의미

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의 학업이나 다른

과목의 학업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완벽한 수행이 아니면 포기함

D : 했으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거 같아요. 첫 번째 리포트가 망하고 그 이

후의 모든 리포트를 다 비슷한 형태로 말아먹었는데, 약간 완벽주의가 작

용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가 망했으니까, 저한테는 하나가 망하나 백 개가 

망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니까. 

A : 범위를 다 보고, 마지막에 그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성격이 하

나하나 놓치는 것을 싫어해서 이것만 보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건 좀 더 

싫었던 거 같아요. 아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안 하고 나중에 보던가, 학교

를 좀 더 다니던가 해야지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놨던 것 

같아요.

K와 G는 자신이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학점을 받을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수행을 포기하거나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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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업 성취 결과가 좌절되는 상황

을 막고자 하였다. 이들은 설사 재수강을 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

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점을 받지 못하는 일은 막고자 하였다.

학점이 A가 아닐 경우 포기함

K : F만 안 받을 정도. 그렇게 하니까 D가 나온 거예요. 그 한 과목이 그렇

게 됐고 이제 다른 전공이 세 과목이었는데 거의 다 비슷한 경로에요. 다

른 과목도 한 번을 못 가게 됐는데 그 과목은 출석이 중요한 거였는데 또 

완벽성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도. 무조건 A를 받아야 된다는 강

박관념이 있었던 거 같아요. 

G : 도중에 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어느 정도 이걸(쓰기 과제 위주

의 과목) 하다가 왠지 성적이 B나 C가 나올 거 같은 거예요. 그럼 아예 수

업을 안 들어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고생을 많이 했죠. 

9) 학업문제가 알려지고 도움을 받음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문제가 가족, 친구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들로

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학업 실패 경험

을 되돌아보고 좀 더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가.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실패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자신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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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걸고 있는 부모님을 떠올렸다. 그리고 학사경고 결과는 가정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 역시 학사경고 결과를 알게 되었다(M). 부

모님이 알게 되었다는 점 또는 학업 실패 사실을 부모님이 모른다 하더

라도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부모에 대한 미안함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학업 현실을 직면하도록 하였다.

잘 하리란 기대를 저버린 것이 죄송함

M : 학사경고 맞으면 집으로 학장님이 편지를 보내요. 학생이 이러이러하

다.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는 좋은 자극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회피하고 해결하려 노력

조차 안하고, 문제를 인정 안해서 회피를 해보려 했는데 문제를 주변 사람

들이 인식하니까 현실로써 더 느껴지는 거죠. 말하고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막상 부모님이 아시고 나니까 그 때부터는 이게 현실이구나. 해

결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N : 또 한 가지는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생각해보면 다 돈

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 열심히 다녔으면 이 두 학기는 부모님 돈에서 

전혀 아닌 건데 다 제 과오로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신 돈을 다 여기에 쓰

고 있으니까 저는 말 그대로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안 되려면 가져온 돈으

로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F : 그냥 일단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앞으로 제 경력에 그게 그런 것도 제

일 가슴이 아팠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등록금이 아까운 거

예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그 때는 그 때 많이 후회도 많이 하고 대학생

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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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중에는(D) 부모님이 알게 되어 혼이 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데, 이러한 경험은 고등학교 때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기에 참여자 입

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었다.

학업문제로 혼나 자존심이 상함

D : 문제는 그 다음 해 2학년 초에 아빠한테 들킨 거예요. 성적표가 아빠

한테 등기로 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 엄청 혼났죠. 그때 아, 내가 솔직히 

학교 성적가지고 아빠한테 혼나 본 일이 없는데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

고. 

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공부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친한 친구와 믿을만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G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선배 누나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참여자는 쓰기

과정에서 자기 의견의 근거를 찾아 기술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이러한 과정에 대한 훈련을 통해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구체적인 지도와 도움을 받음 

G : 네, 근데 제가 한 누나를 만났어요. 그때 그 누나를 만났는데, 아르헨티

나 살다 온 누나였었거든요. 그 누나한테 제가 영어 과외를 부탁했어요. 그 

누나한테 글쓰기 작문을 부탁했는데, 글쓰기 과제를 내 줬는데 제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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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지를 못하니까 제가 글쓰기 전에 논리구조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영어 과외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고하는 법을 제

가 배웠어요. 

O와 D는 각각 자신과 비슷한 실력과 같은 전공의 친구와 함께 학업에

집중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에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친구

는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의지가 약해질 때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역

할을 하게 되었다.

비슷한 실력의 친구와 함께 공부함

O : 제가 이 때, 2학년 2학기 때 같이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걔랑 

거의 수업을 같이 들었거든요. 약간 비슷한 애들끼리 둘이서 경쟁심리 이

런 게 있으니까 결석 같은 것도 잘 안하게 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도움 

받을 건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때 수업 들었는데 수업도 이해가 되

는 것 같더라구요. 

D : 한 세 페이지까지 썼는데 못 내고. 그거에 대해서는 남자친구가 도움을 

많이 줬는데, 거지같이 쓰더라도 써서 내라고, 3~5페이지 분량이면 3페이

지만 써도 되니까 시간 안에 내라고 너 어차피 더 써봐야 잘 못쓴다고 그

러면서 리포트 꼭 내야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걔가 많이 도와

줘서 도와줬다는 게, 쓰는 거를 도와준 게 아니라 옆에서 시키는? 분량이나 

내용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기한에 맞춰서 내라고.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때까지는 이런 거지같은 글을 내면 안 내느니만 못 하다고 

생각을 하고 냈는데, A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는 게 문제지 퀄

리티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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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친구들,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벗어나게 된

다. 이들은 자신의 학업 고민과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들어주

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새롭게 방

향을 설정해 나가게 된다. G의 경우 학벌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으

로 인해 자퇴까지 고려하던 상황에서 주변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 K의 경우 학업에 대한 자신의 높은 기대를 잘

알고 있는 친한 친구의 직접적인 조언을 통해 학업과 관련한 부적절한

행동들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친구들의 조언을 받음 

G : 그리고 다음 학기가 2003년 1학기였는데, 그 때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도 갖기 시작하고 다시금 학교에 복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권

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

면서, 그리고 주변의 선배, 형들과 교회에 계신 분들의 조언들로 인해서 학

교를 성실히 다닐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학교를 잘 다녔어

요. 그때 학점이 다시 좋게 올라갔었죠. 

K : 나는 이러다 보면 졸업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게 제일 컸어요. 

다른 애들은 다 졸업하는데 나 혼자 남겠구나. 이런 느낌. <중략> 친한 친

구 중에 되게 낙천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계속 그러지 말라고. 그런 직접적

인 조언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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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직원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나 상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처음 학업 실패를 경험하

는 과정에서는 교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불편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학업 실패를 경험 이후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 특히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이들이 더 이상 학업 실

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심리적, 실제적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교직원의 도움을 구함

M : 새로운 분야의 수업을 듣기 전에는 교수님한테 찾아가본다던가, 교수

님 제가 이 분야를 하나도 모르는데 이 과목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져서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   

E : 네. 그렇죠. 교수님하고도 벽을 치고. 초반에는 교수님들이 별로 신경 

안 쓰셨고,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후반부가 되어서 교수님 한 분

에게 제가 SOS를 쳤죠. 

 

E와 J은 상담자와 정신과 의사 등과 심리 상담과 치료 과정이 대학

생활을 비롯한 학업 적응과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상담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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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상담 받고.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타서 먹었었는데 사실 대학 생활 상담

이랑 다르잖아요,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 뵙는 거는. 상담 느낌보다도 약을 

타기 전에 얘기를 하는듯한 느낌이었는데 (절차적으로) 이상하게 그게 조금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어쨌거나 나한테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 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되게 좋은 분이셨거든요. 

J : 그 때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너무 앞까지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상담선생님이랑 의사랑 다 그랬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라. 집에 있을 땐 그 때 할 수 있는 걸 했죠. 

10) 예상치 못한 현실 문제가 생김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적응과 관련해서 고시에서 좌절 경험과 기숙사,

학자금 대출 등의 현실적 문제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가. 실패로 끝난 고시 준비

D와 N은 학업을 소홀히 하면서 집중했던 고시에서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학업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고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고시에서의 실패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공부에서의 좌절감을 확인하

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고시에 집중하느라 학업을 소홀히 한 결과가 되었

다. 이러한 상황이 이들에게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 더 이상 물러설 곳

이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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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서 좌절을 경험함

D : 작년에 복학하고 다시 학교 공부 할 때였는데, 내가 고시를 그만 뒀다

는 거에 대한 엄청 상처를 받았었어요. <중략> 그런 의식 때문에 학교를 

복학하고 나서는 약간 열의에 찼었는데, 당연히 힘들기는 힘들었죠. 아침수

업 가기도 힘들고, 리포트 쓰기 싫고. 근데 그 때 확실히 의식적으로도 옛

날보다는 공부의 중요성을 두고 공부를 했고, 리포트를 안 쓸 거라는 마음

이 없었어요.

N : 2010년까지 2.3점 대였고. 그래서 행시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게 저도 

모르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 같아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난 학

점이 되게 낮으니까 이거 아니면 진짜 안 된다. 행시 아니면 안 된다. (처

음에는 나한테 맞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거밖에 없다는 쪽으로 된 거네요.) 그리고 학점이 문제였던 거죠. 애초에 

학점을 낮게 받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행시만 보이는 거고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준비하면서 늘 불안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나이도 있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 할 순 없고 그래서 작년 2012년을 마지막으로 시험을 접고 

그 때 한 차례 큰 생각의 전환을 겪게 됐죠. 행시가 아니면 난 뭘 할 수 

있나. 를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많이 고민해보고 제가 지난날에 저지른 

저의 모든 과오들을 직접 보니까 참담하더라구요. (그 때는 그 느낌이 많이 

드셨나보네요.) 참담하고. 왜냐하면 당장 뭘 할 수가 없으니까. 학점이 너무 

낮아서. 2점 초반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 혜택이 제한됨

학업에서 실패는 기숙사 입사 제한이나 학자금 대출의 제한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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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참여자

들의 경우 낮은 학점은 기숙사 신청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

서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이유를 위해서라도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

어야 했다(I, K).

기숙사 신청이 제한됨

I : 그리고 기숙사를 지원하려고 성적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숙사 커트라인이 있어요?) 네. 직전 두 학기 평점이 2.7이상이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건 동기의 한 몫을 했네요.) 어차피 불가능한 건 알고 있

어요. 1.6이면 2.7이 되려면 평점이 조금 힘들겠구나.  

K : 일단 현실적인 문제로 기숙사 같은 것도 못하잖아요.

학업 실패는 학자금 대출 신청 등과 같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학자금 신청이 제한됨

O : 또 제가 이때까지 계속 학자금대출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점 때

문에 학자금대출 거부가 되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등록금을 받아

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큰일 났다. 학사경고 받은 당시에는 친구들한

테 나 학고 받았다. 이러면서 약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막상 

그 뒤에 일들이 닥쳐오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

했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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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공 선택의 폭이 좁아짐

학업실패 학기의 낮은 학점은 학생 개인의 실제적인 필요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이후 복수 전공 선택, 심화 등 이후의 진로 선택까지도 제

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은 취업에 도움이 될 전공이나 차후 대학

원 진학에 유리한 전공으로의 진입이 학업 실패 학기로 인해 제한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복수전공이 제한됨

I : 2학년 때 복수전공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는 취업생각 밖에 없어서 일단 

경영경제쪽을 알아봤는데 너무 학점이 높은 거예요. 제가 세탁을 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1.67인데 어딜.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그냥 다른 

재밌는 전공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취업이랑 상관없더라도 제가 좋아하

는 쪽으로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땐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 같

아요. 그럴 바에 심화전공을 하지 해서 심화전공을 한거죠.     

전공 진입이 제한됨 

E : 예를 들면, 제가 학사경고를 받았잖아요. 2학년 2학기 때 정신 차리고 

3점 대 맞은 거 같은데, 그래봤자 그 2년을 모아봤자 제 학점은 1점 대 거

나 2점 대였는데, 3학년이 되면 인턴이니 뭐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때 A학과를 보고 들어왔지만, 1학년을 지내고, 2학년 때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A학과에 지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때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고, B학RHK 쪽에서 의대를 많이 지원을 해서 가

더라구요. 어, 잘하면 내가 그때 포기했던 꿈을 이룰 수 있겠다. 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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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B학과를 지원했는데, 그때 또 애들이 몰린 거예요. 

원래는 A학과가 늘 인기가 많은 과가 아닌데 뒤집힌거죠, 전문 대학원이 

생기면서.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사실 그랬으면 지원을 안 했어야 맞거

든요. 학점을 커버를 한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지원을 하면 소속이 없다가 

생기는 건데, 그 정보도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A학과로 배정이 되 버린 거예요. 

전과가 제한됨 

J : 근데요, 저 사실은 전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안되서 전과를 

못한 거예요. 이건.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갈려면 성적이 이건 넘어야 된대. 

이걸 넘어야 되는데 이걸 넘으려고 발악을 하다보니까 이미 졸업학점이 넘

었네? 그럼 졸업학점이 넘었으면 이거 졸업해야지. 이거 언제 다른 과가서 

다시 공부하고 있어. 답답한 거죠. 사실 저도. 왜 그 과를 가 가지고.

11) 생각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실패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과 대학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을 설

정해 나갔다. 이들은 대학 진학 이후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고, 학업

실패 학기를 경험한 이후에야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권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할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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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함

연구 참여자들은 휴학이나 개인 시간 등을 가지면서 학업 실패 경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휴학을 하거나 군입대 등을 통

해서 대학 진학 이후 쉼없이 달려온 생활의 흐름을 끊고 자신이 나아가

야할 방향을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휴학 기간을 통해 재충전함 

F : 그냥 앞에 정리되지 않은 앞의 목표만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였는데 

확실한 것도 별로 없고 그걸 한 번 정리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냥 (정리하

면서는 따라가기 보다는 입장이 바뀐 건가요?) 이것도 저의 의지로 그 전

에는 이렇게 가야해 이런 대학이 좋아. 그 이후부터는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생각을 하고 되게 안정적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위

치니까 지금 원하는 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니까 채찍질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B :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 다음 학기도 또 그렇게 보낼까 걱정도 되고, 

결국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해서 빨리 군대를 지금 해결하는 게 좋겠

다 싶어서. 또 군대를 가면 그 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를 갔다는 

사실이 중요해 지니까.(웃음)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도 있죠. (끊

어주는 뭔가가?) 네. 갔다 오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녀와서는 어

떠셨어요?) 다녀와서는 좀 새로웠죠. 

휴학이나 군입대 등과 같이 공식적으로 학교 생활을 잠시 쉬는 기간을

거친 참여자가 있는 반면,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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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

러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가닥을 잡게 되었다” 고 여기게 되었

고(D), 자신의 대학 생활 동안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었다

(A).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짐

D :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필요

한 거 같은데, 의무나 당위에서 벗어나서. 저는 그게 작년, 올 해였어요. 그

래서 2년 내내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제 저의 인생에 가닥을 잡았다고 해

야 하나? 되게 재밌고, 혼자 학교 7년째 다니면서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용하고 졸업하겠다고 하면서. 제 인생의 중심을 저를 놓고 사니까 괜

찮은데, 애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애들은 그거를 못 잡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자기에 대해 생각 할 시간이 없으니까. 

A : 휴식 기간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는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함

연구 참여자들은 낮은 학업 성취 결과를 돌아보고 자신을 동기화 하는

과정에서 졸업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고민하기 시작

했다. 특히 이들은 대학 졸업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할 때

현재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전공이 자신의 진로와 잘 맞는지를 우선적으

로 고민하고 그에 기반하여 진로를 설정해 나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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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함

G : 근데 저런 식의 종합적인 1,2학년 때의 갈등을 겪고 나서, 저에 대해서 

어떤 아이덴티티도 생기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 좀 파악이 되고 하면서 보

니까, 아, 정말 저랑 경영학이랑은 안 맞고, 더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별

로 안 들더라구요. <중략>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냐면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L : 그 다음에 어떤 살아가면서 무얼 하고 어떻게 살고에 대한 생각도 단

순히 되게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중략> 이런 식으로 단순히 생각했던 

거하고도 다르니까. 저런 작업은 언제나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거랑 구분

되게 실제적으로 내 손에 잡혀 있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해야 된다. 라는 

생각 정도로 그 상황을 천천히 벗어난 거 같아요, 전.   

12) 현실을 직면하고 생각을 바꿈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학업실패 상황을 직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학업실패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

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유지되어 왔던 학업상황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

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통

해 차차 학업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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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생활을 돌이켜 봄

연구 참여자들은 학점이 나온 후에 자신의 학교생활을 돌이켜 보고 후

회와 반성을 하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다. 이들은 대

학 생활을 경험해 본 이후에 굳이 놀기 위해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더라

도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음을 알고 후회함 

B : (학점 받은 후 어땠나요?) 좀 바쁘게, 열심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시간

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닌데 제가 아예 그 시간

들을 전부 다 놀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놀 시간도 있고 공부할 시간도 있

고 그랬을 텐데 게을러서 제대로 시간 활용을 하지 못 한 거 같아서 그거

에 대한 후회를 많이 했어요.

H : 사실 그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놀 거 다 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후회되는 건 더 효율적으로 놀 수 있지 않았을까. 할 거 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학업실패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음

을 알고 후회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처럼 좀 더 준비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결과임을 알았고, 이미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에 이들은 더 크게 후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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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이 논 것을 후회함

N : 가장 첫 번째 든 생각은 학점을 잘 받아야 됐었는데 왜 그 때 난 행시

할 거니까 학점을 잘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는지. 생각

해보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있

겠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준비성이 철저하고 오히려 너무 

소심해서 플랜B, 플랜C, 플랜D까지 준비하는 성격이었는데 왜 여기서는 플

랜A에만 몰두해서 스스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를.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정말 많이 후회했죠.

K : 그 때부터 약간 후회하기 시작한 거 같아요. 딱 학사경고. 그냥 학점이 

안 나오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냥 실제로 받는 거랑 생각하는 거는 다르

더라구요. 나중에 고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학사

경고 받으니까 후회되면서 그 때부터 조금.

나. 학업에서 평범한 나를 받아들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더 이상 ‘똑똑한 학생’, ‘천재’ 라고 생각하

지 않게 되었고, 이런 관점이 자신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을 직면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탁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처럼 탁월하기에 참여자 자신이 속한 학업 환경에서는 이

러한 인정을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으며 지속해서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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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나’에 대한 생각을 버림

C : 남들한테 보여 지는 나에 대한 부담감을 좀 버리니까, 확실히 괜찮아 

지더라구요. <중략> 1학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3학년 쯤 가서는 그런 생각을, 부담감을 

버리게 됐어요. 

K : 지금은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어차피 몇 년씩 같이 지내다보니까 남

의 시선 의식하고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그 때는 저학년이잖아

요. 아직 잘 모르는 시기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싶다. 나는 천재처

럼 보이고 싶다. 되게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이런 게 많았는데 그

냥 지금은. (괜찮으세요? 천재처럼 보이지 않아도?) 네. 약간 그런 것도 있

어요. 대학교 오고 나니깐 고등학교 때는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대학교는 

엄청 뛰어난 사람이 많잖아요. 

L : 내려놓는 게 되겠죠. 학업이라는 거.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앞으로 떼돈을 벌 사람 내지는 잘 나갈 사람, 성공할 사람. 그걸 스스로 안

에서 덜어내는 작업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남들 보기에 부러움을 살 수 

있을만한 것을 가진, 가질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라는 생각. 

참여자들은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다른 학생들

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을 인정함에 따라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덜 부담스

럽게 여기게 되었고(M), 자신이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인정받기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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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A).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임

M : 그 (학사경고 학기) 이후에는 이제 학업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어서 

내가 좀 모를 수 있다는 걸 아예 가정하고 공부를 했죠.

A : 잘 하는 애보다는, 열심히 하는 애로 보이기를 원하는 거 같아요. 

나. 학업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하였던 학업에 대한 정의를 새

롭게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적응을 해나가게 된다. 이전까

지 경험했던 비교와 경쟁에서의 탁월한 결과나 우월함 이라는 지표 대신

에 대학 공부에 대한 자기 나름의 정의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대

학 이전의 학업은 경쟁 관계에 있는 학생들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서 최

후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학업은 과정에서 경험

하는 것 배우는 즐거움이나 기쁨 보다는 결과적으로 얻게 된 높은 점수

와 상대적인 우위가 되었다. 이렇게 기존에 형성된 학업에 대한 정의가

서울대학교 내에서의 학업성취에는 더 이상 기능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

음을 깨닫게 되고, 학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된다. 이 범주는

‘진로 및 취업을 위한 학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업’ 등으로의 개념으

로 명명하였고, 이를 ‘학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림’의 하위범주로 묶

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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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취업을 위한 학업

H : 좀 달랐을텐데 시기마다 중고등학교 때는 대단한 반성을 거치진 않았

구요. 제가 잘하는 것, 제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상당부분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럼 대학 이후에는 어떠

셨던 것 같아요?) 대학 이후. 더 구체적으로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조금

씩 생업으로 변하고 있죠.

B : 이제는 그 피드백 - ‘탁월한 학생’ 이라는 - 에 대해 제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진로 선택 같은 것도 그런 걸 따라서 갈 수는 없는 거잖

아요. 제 가치관에 맞는 거를 정해서 가야하는데, 그게 막연히 공부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노느라 공부를 안 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거겠지만, 저

한테 필요한 것을 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에서 넌 왜 공부를 안 하니. 이런 

말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제가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상처 받지 않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학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림에 있어 참여자들은 학업이 그 자체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 내리게 되었다. 대학에서의

공부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고

(M), 대학에서의 평가란 자신의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을 알아가는 과

정임을 깨닫게 되었다(G).

성장과 발전을 위학 학업

M : 저도 말하면서 더 선명하게 깨달은 것 같은데요, 대학교 공부는 공부

라기보다는 학문을 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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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평가라는 게, 평가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게, 아, 평가가 나를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름을 붙이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점을 말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그

래서 내가 보완할 수 있는 점에서 평가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항

상 평가 자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다. 현실을 감안한 목표를 설정함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수준이 높고 학업 성취 결

과가 더 이상 탁월하게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기본 이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A : 네. 이왕 들어온 거 평타라도 치자. (나는 계속 홈런을 쳐야 되는 존재

인데.) 네, 맨날 100점, 1등급 이러지 말고, 중간이라도 가자.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죠.

B : 이번 학기는 저번 학기랑 비슷한 거 같아요. 엄청 열심히 해서 전부 A

를 받아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겠다. 는 느낌

은 있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K : 지금은 그런 생각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하니까 인정하게 된 거 같아

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B가 나왔다. 그냥 그렇게 나온 거고 딱히 내가 

꼭 A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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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니는 것에 의의를 둠

J :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무의식적으로는 약간 바꾼 거 같긴 한데, 잘 하

는 것보다는 학교를 다니는 거에 의의를 두자. 라고 바뀐 거 같은데 의식

적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3) 학업에 집중함

연구 참여자들은 행동 차원에서 자신이 경험한 학업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가. 비교와 경쟁을 피한 수강 전략

연구 참여자들은 더 이상의 학업 실패를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부하

게 된다. 이들은 비교와 경쟁을 피해서 강의를 선택하는 전략을 택한다.

특히 자신이 속한 전공의 주류와는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학

업 수행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경쟁이 치열한 전공 과목 자체보다

는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양과목의 성격을 포함한 강좌 수

강을 통해 전략적인 수강을 하였고, 평균 이상의 성적을 받게 되었다.

흥미 위주로 수강 신청함

N : 최대한 법도 헌법, 민법, 형법 이런 주된 법들이 있는데 그 주된 법들

을 벗어나는 걸 했죠. 예를 들면 법철학이나 법 여성학이나 법 사회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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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다른 학문이 섞인 학문이나 아니면 법대 행정실에서 인정해주는 타과

전공인데 법대전공으로 인정해주는 과목들이 있어요. 

L :  철학과나 종교학과 수업을 거의. (많이 들으셨구나. 그렇게 하시면서는 

좀 어떠셨나요?) 재미가 있죠. 

C : 1학기 때는 듣고 싶지 않은 과목 위주였거든요. 그게 진입하고 졸업하

려면 꼭 들어야 하는 것 들이였는데, 그것들만 들으니까 흥미 자체도 안 

살았는데, 2학기 때는 그래도 제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니까 학점은 괜찮

게 나오더라구요. <중략> 제가 흥미가 있으니까, 공부는 하게 되더라구요.  

D :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2학년 1학기 때부터 원래도 강의 계획서 보고 

재미있는 수업을 찾아 들었는데, 그 때부터 강의 평가 내용을 보기 시작했

어요. 그 평가라는 게 기말고사 몇 퍼센트, 발표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잖아

요. 그래서 최대한 시험이랑 발표만 있는 수업만. <중략> F는 하나도 없었

어요. 

참여자 중의 일부는 지방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교환학생으로 수강함으

로써 자신의 학업부담을 덜어내기도 하였다.

지방대로 학점 교류를 감

J : 그러면 지방대로 가서 지방대에서 수업을 듣겠다. 이래서 집에 내려갔

어요. <중략> 내가 이 강의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을 가지

면서 수업을 들은 적이 몇 번 없는데 약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수업을 참

여하는 게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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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의 경우에는 교차 수강을 통해서 직접적

인 경쟁을 피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도 하였다.

교차 수강을 함

A : 수강신청 할 때요? (네.) 교차해서 수강신청을 했었어요. 원래는 1학기 

때 들어야 하는 그런 과목인데, 그거를 2학기 때 들어서 다른 동기들이 안 

듣는,  그렇게 들어서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려보려고.

나.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활용함

연구 참여자들은 고교 시절까지 본인들에게는 학업 성취의 장점이자

특기였던 암기식 공부를 버리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찾게 되었다. 먼저

앉아서 공부를 하기 보다는 학교 도서관, DB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부했다. 시험공부를 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에도 해당 되는 내용을 모

두 찾아 암기하려는 방식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름

A : 여러 명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닌, 저 혼자 책 펴놓고 모르는 거 찾

아보고 검색도 하고. 조금 더 세세한 부분까지 나가면서 공부해나가니까, 

마음도 놓인다고 해야 하나? 어, 이거 나오면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쓸 수 

있고, 내가 정말 공부를 하는구나. 규칙을 알아가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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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중요한 거랑 덜 중요한 거, 또는 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 같아요.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지

만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 거 같아요. 

 

정보 찾는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M :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보수집을 게을리 했구나 싶어

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실력을 쌓게 공부양도 많이 늘리고.  

N : 레포트는 학교 시설 이용방법을 확 꿰뚫게 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면 학외 접속 DB인가 있잖아요. 논문 볼 수 있는 

거? 그런 서비스도 다 익히면서 논문들을 많이 참고하게 됐고 그 때 논문

들 되게 많이 본 거 같아요. 레포트용 논문들 많이 봤고.

D : 학생증을 1학년 9월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 까지는 중앙도서관

을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다. 기본적인 학업 요구를 만족시킴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실패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 학업과 관련해서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좋은 학업 습관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내

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학업실패 학기를 경험하면서 그러

한 습관이 많이 무너져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고, 다시금 예전과 같은 공

부 습관을 만들어가야 하는 면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들에게는

전처럼 탁월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우선 최소한의 기본적인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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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충족시키자는 목표가 있었다(N, I).

최소한의 것을 함

N : (출석은요?) 거의는 아니고 한 70%정도. 과제나 시험에 대한 노력도 

전체를 100으로 치자면 한 50%정도. 그 때도 정말 대충했어요. 그냥 한다

는 것, 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죠.

I : 비와도 학교는 가자. 시험은 그래도 공부하는 흉내라도 내서 치긴 쳤고. 

원래는 책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일단 범위는 알고 책을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서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공부 시간을 늘림

A : 공부하는 시간을 더 확실히 많이 들인 거 같아요.

M : 제일 기초적이고 이런 강의부터 찾아서 듣고 공부도 많이 해서 따라갔

어요.

수업에 성실히 참여함

O : 그 때는 제가 수업을 다 들었거든요. 결석도 거의 안하고. 제가 이 때, 

2학년 2학기 때 같이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개량 거의 수업을 같이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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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제감을 갖게 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적응의 결과 학업에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

지하게 되었다. 아울러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다.

가. 노력하는 과정을 우선함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학업에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

었다.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따라서 학업의 결과보다는 공부해나가

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평범한 학점을 받

게 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기에 받아들이고 다음에 더 열

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지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C, M).

노력의 결과인 평범한 학점을 받아들임

C :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쟤가 

나보다 더 열심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 같아요. 

M : 그 때부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거랑 같은 태도죠. 아, 내가 약

한 부분이 이거이거니까 노력해야겠다.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결과에 대한 의미보다는 과정에

서 참여자 자신이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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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순수하게 재미를 느끼고 공부하는 맛을 경험하

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경험은 최종적으로 학점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알게 됨

A : 그러니까 만족을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찾고, <중략> 내가 얼마나 여기

에 노력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결과를 받을까? 좀 더 신경 쓰게 되

고, 과정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찾아가게 되고, 보는 눈이, 시야가 더 넓어진 

거 같아요. 

C : 대학 국어는 필수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대학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엄청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재밌어서 순수하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구요. 

나. 통제감을 갖게 됨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 이상의 학업 수행을 하게 되면서 학업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은 이들에게 대학교에서의 학업에 대한 통제감을 갖게 해

주었다.

높은 학점을 얻음 

 

D : 1학년 때는 학업을 너무 경시했고, 고시 공부를 할 때는 고시 공부에 

너무 부담을 느껴서 계속 0과 1 사고방식에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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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훨씬 자유로운 상황이었으니까. <중략> 학점이 4점대가 나온 거예요. 

이제 완전 아, 나는 똑똑하구나.(웃음) 난 하니까 되는구나. 

J : 그냥. 그때도 엄청 공부에 엄청 집중되고 그런 시기는 아니었는데요, 그

래도 공부가 조금만 해도 이해되고 잘 외워지고 그러더라구요. 

장학금을 받게 됨 

K : 2학년 2학기까지 해서 좀 올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장학금도 받았

고. (이번에?) 네. 장학금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한 학기 열심히 했으면 모든 부가적인 혜

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이걸 버렸지 이런 생각. 

③ 학업부담이 지속되어 무거움

연구 참여자들은 더 이상의 학업실패를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학사경고

의 여파로 인한 학업부담은 지속해서 이들에게 무거움으로 남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복구해야하는 것이 되었다.

메꾸는 것에 부담을 느낌

B : 그거를 메꿔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막상 전공을 듣고 보면 다른 분

들은 과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대이다 보니까 전 학기에 선행 지식이 없

으니까 사실 갑자기 4점대 학점을 받는 거는 선행 지식이 있어도 쉬운 일

이 아닌데,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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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사실 지금까지도 거의 그래요. 약간 1학년 때 그게 그걸 재수강을 다 

하려면 저는 이제 캠퍼스가 다르니까 또 재수강을 하기가 계절 밖에 못하

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족쇄처럼 계절에는 뭐 재수강하고 이번 학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 이 때 이 하나가 크니까.

L : 바꾸니까 그냥 편해요. 왜 그랬지? 차라리 처음부터 그랬으면 재수강도 

안하고 지금 과목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지금 난 원래 지금 해야 하는 3

학년 1학기 과목에다가 2학년 1학기 과목까지 들으니까 훨씬 더 힘들잖아

요. 남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양과목 들을 수

도 있는 시간에 지금은 그냥 전공만 듣고 있거든요.

비록 고등학교까지는 좋은 학업습관으로 우수한 성취를 했던 참여자들

이었지만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무너진 학업습관을 다시 들이는 것은 이

들에게도 쉽지 않은 경험이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때와 같이 부모나

교사들이 봐주거나 대학 진학과 같은 뚜렷한 목표가 부재하기에 이들의

학업습관 들이기 과정은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학업 습관이 천천히 돌아옴

C : 1학년 2학년 때 놀았던 게,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

적인 기반도 부족하고, 공부하던 습관도 안 들여져 있고.

H : 그리고 그게(학사경고 학기) 끝나고도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고 뭐 굉

장히 천천히 바뀌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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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대생의 위상에 맞는 진로를 찾아 나감

가. 전문직을 준비함

참여자들은 국가 전문직 시험인 고시, 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 등을 준

비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과정을 준비하

게 되었다. 이러한 진로 설정은 이들에게는 서울대학교 학생의 위상에

맞는 진로라고 할 수 있다.

고시를 준비함

B : 제가 고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중략>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저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 같아요. 

C : 교생 갔다 와서는 진짜 선생님이 더 하고 싶어져서, 더 뚜렷한 목표의

식이 생겨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중략> 이 정도의 계획은 1학년 

때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거 같아요.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함

F : 충분한 보상은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서서 더 이상 시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압박을 안받고 확실한 내 하는 일이 정해져가지고는 진로가 거기로 

했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바꾸고 해야 하니까 아직 합격 못한거니까 끝에 

이 보상이 안되니까 마음이 편하거나 그렇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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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을 준비함

H : 이제는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구요. 이제 공부를 업으로 삼겠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해나가

야 할 텐데 그게 생각처럼은 잘 안되고 있구요. 그런 거죠.

나. 서울대 학위 취득에 의미를 둠

참여자들 중 일부는 서울대학교 학위 자체에 의미를 두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서울대학교 학위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위

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에 비록 대학의 공부가 맞지 않고 과정이 힘들게

느껴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끝까지 학교에 남게 해준

동기가 되었다.

필요로써의 서울대학교 학위 

J : (남들이 인정하는 삶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저를 학교에 남아있게 

했어요. 어떻게든 학교를 다니게 했죠. 그래서 일단 학부졸업은 했죠. 그런

데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진 않구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으니까.

L : 맘에 안 들어, 때려 쳐야지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럴 만한 배짱은 없는 

거죠. <중략> 치사하다고, 치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학교를 안 때려 

치고 있는 거랑, 전공 싫어, 재미없어, 의미 없어, 되게 치졸한 학문이네? 

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그 언저리에 매여 있으니까요. (감정이 약간 양가

적이네요.) 얘가 날 밥먹여 줄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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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위를 받은 것을 감사함 

G : 감사한 거는, 제가 그대로 학교를, 예를 들면, 자퇴를 한다거나, 그만 

둔다거나 그랬으면 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을 거 같아요. 왜냐면, 

한편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자퇴를 했다고 그러면. <중략> 사회적인 인정

과 안정감과 부와 명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도 

제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겠죠. 

다. 서울대생에 대한 기대로 인한 갈등

참여자들은 진로 설정의 과정에서 부모나 주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는 부담과 압박감을 지속해서 느끼기도 하였다. 비록 대학의 학업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하였지만 졸업 이후를 준비해 나감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

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부모님의 기대가 느껴져 부담됨 

O : 제가 그런 욕심은 없구요. 적당히 벌면서 살면 되는데 집에서는 약간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누군 어디 붙었다더라, 삼성 다닌다더라. 저

한테 직접적으로 애기하시는 건 아닌데 부모님도 말씀은 네가 잘 생각해보

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잘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 혼자 부담을 느끼는 

거 같아요.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까. 부모님도 그런 자랑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다닌다. <중략> 그러면 그런 말이 저한테는 좀 부담스

럽죠. 은근히 기대하는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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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듯한 진로로서의 고시 선택을 후회함

D : 우리 학교에 맞는 지위를 보상해 주는 직업은 사실 고시 아니면 의전, 

로스쿨. 근데 의전이나 로스쿨은 정정당당한 길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서 

고시를 하는 거고. 요즘 진짜 고시를 많이 하더라구요. 본인의 소신에 움직

이기 보다는, 그럴듯해 보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제 의지만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중략> 그래서 약간 배신감을 느

꼈어요. 그렇게 하라고, 좋다고 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못 져주니까.

2. 축코딩

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축코딩의 목표는 개방코딩을 통해 분석된 자료들을 재조합하는데 있

다. 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밝혀내어 자료

안에서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밝혀내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범주를 발전시키고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서 고려해야 할 것은 속성(properties)과 차원(dimensions)이다. 속성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범주가 가진 특성(attribute)이나 특질을 말한다.

그리고 범주가 특성이나 특질을 갖게 될 때 그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위

치를 갖게 되는데 이를 차원이라고 한다(Strauss & Corbin, 1990). 축코

딩 작업은 먼저 각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을 밝혀내는 작업에서 출발한

다.

가. 인과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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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속성 차원

평범한 삶으로 전환함 수준 높음-낮음

늘 탁월해야 하는 공부의 힘겨움 강도 강함-약함

범주 속성 차원

내적인 불일치를 경험함 기간 길다-짧다

서울대생답지 않게 행동함 기간 길다-짧다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평범함 삶으

로 전환함과 늘 탁월해야 하는 공부의 힘겨움이 현상의 인과적 조건으

로 나타났다.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아래 < 표 6 > 와 같다.

< 표 6 >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나. 현상

현상은 중심생각이나 사건들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학업실패를 한 서울대 학생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내적인 불

일치를 경험함과 서울대생답지 않게 생활함으로 나타났다.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아래 <표 7 > 와 같다.

< 표 7 > 현상의 속성과 차원

다. 맥락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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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속성 차원

서울대생으로서 높은 기대와 책임을 느낌 강도 강함-약함

쉽게 얻을 수 없는 서울대학교 타이틀 강도 강함-약함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환경 수준 높음-낮음

범주 속성 차원

학업문제가 알려지고 도움을 받음 존재 유-무

예상치 못한 현실 문제가 생김 정도 심각함-미미함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나

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생으로서 높은 기대와 책임을

느낌, 쉽게 얻을 수 없는 서울대학교 타이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환경으로 나타났다.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아래 < 표 8 > 와 같다.

< 표 8 >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라.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한

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학업문제가 알려지고 도움

을 받음, 예상치 못한 현실 문제가 생김, 생각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

색함으로 나타났다.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아래 < 표 9 >과 같다.

< 표 9 >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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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 방향 분명함-모호함

범주 속성 차원

현실을 직면하고 생각을 바꿈 수준 높음-낮음

학업에 집중함 강도 강함-약함

마.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말한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현실을 직면하고 생각을 바

꿈, 학업에 집중함으로 나타났다.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아래 < 표

10 > 와 같다.

< 표 10 > 작용/상호작용의 속성과 차원

바. 결과

결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

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학업에 대한 책임을 느

낌, 서울대 위상에 맞는 진로를 찾고자 함으로 나타났다. 각 범주의 속

성과 차원은 아래 < 표 11 >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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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속성 차원

학업에 대한 책임을 느낌 수준 높음-낮음

서울대 위상에 맞는 진로를 찾고자 함 강도 강함-약함

< 표 11 > 결과의 속성과 차원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

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관련성은 < 그림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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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서울대학교 학생의 학업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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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 분석

과정분석은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에 관련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

적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가. 갈등 단계

갈등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 입학 시에 가지고 있던 동기 없음

과 탁월함에 대한 압박이 작용하여 학업에서 붕괴를 경험하는 시기를 의

미한다. 갈등 단계 동안 이들은 고교 시절까지 형성되었던 공부 잘 하고

똑똑하며 성실한 자신과는 다소 동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

즉, 학업에서 내적인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높은 수준으로 인

해서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쪽지 시험 등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은 이들에게는 자신이 서울대 학생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의문하게 만드는 경험이 된다. 낮은 동기 상태에서 고교 생활에 대한 보

상을 받기 위해 시작된 나태한 학업 생활은 점차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

로 발전하였고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였다. 아울러

고교시절까지 형성된 완벽한 수행과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은 탓에 다소

나태한 학업으로 인해 나타난 어중간한 결과들을 인정하지 않고 재수강

을 고려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현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갈등 과정은 이들에게는 낯설고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

신의 문제를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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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지각되는 경우에도 겉으로는 태연

한 척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학업 문제를 더 키우는 양상으로 발전하였

다. 학업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완벽한 수행과 성취, 또 우수 집단이라는

압박감 등은 이들이 학업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회피 행동

을 하도록 만드는 기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학업수행에서 미숙

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학사경고라는 학업실패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 반성 단계

반성 단계는 학사 경고를 맞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학

사 경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신이 해당 학기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

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학교 생활을 돌아보게 된다. 학사 경고로 인해 기

숙사 신청, 장학금 등의 각종 혜택이 제한되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알

게 되는 상황 등은 이들에게는 학업적인 면에서 이전과 다른 자신이 모

습이 드러나는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자극이 되었다.

일반고등학교 출신으로 늘 최상권을 유지하다 서울대학교의 학생이 된

참여자들은 자신이 서울대학교라는 학업집단에서는 똑똑하거나 우수한

학생이 아닌 평범한 학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들

은 자신이 속한 서울대학교라는 학업 집단이 기존의 학업집단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자신이 고등학

교 시기까지 형성해온 ‘남보다 잘 하는 것’ 이라는 학업에 대한 인식이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통

찰하게 된다. 학업이 꼭 남보다는 잘 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

정에서의 만족감, 기쁨 등을 느끼고, 교양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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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과정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학업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경험

하였다.

따라서 학업에서 남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결과보다도 과정에서의 경험

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아울러 학사

경고를 기점으로 휴학이나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이들은 앞으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들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학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게 되는데, 진로와

취업을 감안하고 성인으로서의 교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의 학업을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내에서의 자기 능력, 자신

이 정의 내린 학업을 감안한 현실적인 학업 목표를 세우게 된다.

다. 실천 단계

실천 단계는 현실을 직면하고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변화된 행동들

이 나타나는 단계를 말한다. 참여자들은 우선 자신의 현재 실력을 감안

하여 가급적 다른 학생들과 비교되거나 심한 경쟁을 하는 상황은 피했고

되도록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에 맞는 학과목을 찾아 선택하였다. 이들에

게 있어서 학업에서 비교가 되거나 경쟁이 되는 상황은 익숙한 것이었고

늘 우수한 성취 결과로 인해서 비교와 경쟁의 수혜를 봐왔으나 이들이

대학에 오고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비교와 경쟁은 이들에게는

학업에서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비교와

경쟁을 피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거나 혹은 경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과목을 수강하였다. 아울러 고등학교 때의 암기식 공부 방법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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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주어지는 것을 외우는 암기식 전략이 대학 공부에는 적합하지 않

다는 점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강의 내용 중에서도 무엇

이 중요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기름으로 해서 전략적인 학업을 실

시하게 된다.

이들이 학업 실패로부터 적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학업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출석 준수, 과제

의 제출, 시험 기간 전에 공부시간 늘림 등의 학업 행동을 통해 학업실

패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실천단계의 수준은 이들이 반성단계를 어떻

게 거쳤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반성단계를 자기 자신

과 학업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이뤄진 경우에는 실천단계에서 좀 더 집

중된 모습을 나타냈다.

라. 통합 단계

통합 단계는 학업에 대한 관점이 전환 되어 점차 안정되어 가는 단계

를 의미한다. 동시에 이들은 학업 실패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이것은 학업적응 과정의 결과에서 졸업 이후를 준

비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즉, 학업 적응의 결과는 대학에서 겪고 있는 학

업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졸업 이후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특

히, 졸업 이후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들은 서울대 출신 학생이라

는 점을 감안한 진로를 찾고자 하였다.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피드백에

기반하여 서울대 출신이라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할 일정 기준이 있다. 서

울대 졸업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가 되기도 했다. 졸업 이후의 삶에

서 서울대 졸업장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학업을 포



- 140 -

함한 대학 생활에 대한 회의와 고민으로 학교를 중도 포기할 정도로 고

민했던 참여자들 역시도 서울대 졸업은 중요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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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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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

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1) 이야기 개요와 핵심범주

이야기 개요(story line)는 근거이론 방법에서 선택코딩 과정을 통해

도출 되는 결과로서 연구의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이러한 기술을 분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념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야기가 다시 분석되었을 경우, 핵심범주가 된다

(Strauss & Corbin, 1990). 핵심범주는 연구의 중심주제로 본 연구가 무

엇에 대한 것인지를 핵심적인 단어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핵심범

주는 근거가 되는 자료에 자주 나타나며 모든 주요 범주를 연결하는 논

리적인 연결 구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 참여자들은 중고교 시절 혹은 빠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줄곧

공부를 잘 해왔고 자신들 스스로도 잘 하는 것이 공부 외에는 없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에게는 높은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

으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위치에

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으로 우수 대학에 입학해야 한

다는 절실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참여자들은 중고교 시절의 힘겨웠던 학업과 성취에 대한 압박으

로부터 적어도 한 학기는 자신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 주

변으로부터 저학년 시기에는 느슨한 학업을 해도 된다는 암묵적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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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업에 대한 낮은 동기로 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학업에 대한 낮은 동기와는 대조적으로 학업 집단의 수준과 학교에서

요구되는 학습량과 수준은 높았다. 따라서 이들은 학업에서 이전과는 달

리 쉽게 뒤처지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낮은 동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학업실패를 경험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전의 학업에서의 우수한 성취에 기반

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학업 문제에 대해서 일부러 숨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외면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결과적으로 학사경고를 통해 학업에서 처음 겪는 좌절을 경험

한 이들은 먼저 심리내적 차원에서 자신의 지난 학교 생활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된다. 학업에서 서울대학교의 일원인 자신들이 더 이상 우수하

고 탁월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대학에서의 학업이 무엇인지에 대

한 나름의 정의를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에 맞는 학업목표를 세운 후에 이들은 비교와 경

쟁을 피하고 자신의 적성을 감안한 강의를 들었고, 전과 달리 적극적으

로 학습전략을 활용하였으며, 성실하게 학업 요구를 만족시켰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 이들은 서울대학교에서의 학업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된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생각을

갖게 되고 성취 경험을 통해 학업에 통제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으로 학

업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에 이들은 저학년 시기에 겪었던 학업실패 경험

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때때로 느끼곤 한다. 재수강과 같이 저학년

시기의 학업 실패를 메꾸기 위한 시간과 노력은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부

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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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업에서 안정된 적응을 해나가면서 이들은 서울대학교생

의 위상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준비해 나가기 시작한다. 변리사, 의학

전문대학원, 고시 등의 진로는 서울대학교의 위상에 맞는 진로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론 이러한 진로를 자기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함으로써

그에 대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주변으로부터 서울대생이기 때문에 진로

에 대해 거는 기대가 느껴지고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갈등을 겪기도 한

다. 서울대 학위 취득은 이들에게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전공과 적성

의 불일치 등으로 심각하게 자퇴를 고려하던 학생들에게 서울대 학부 졸

업장은 일정한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고, 비록 전문직으로 진출하

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취업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이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상의 이야기 윤곽을 토대로 정리해 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서울대

학교에서의 학업에 적응해 나가는 핵심범주는 ‘학업과 자신에 대한 관점

전환을 통해 불일치를 줄이고 학업을 수행함’으로 요약되었다. 참여자들은

초기 청소년 시기부터 학업에서 우수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남보다 두

드러지게 뛰어나다.’(국립국어원, 2013)는 사전적 정의에 맞게 ‘탁월함’을

자신의 학업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의

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학업에서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탁월함’은 학업 우수자들의 집단

인 서울대학교에서는 부담 내지는 역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실패 경험에 대한 돌아봄의 과정을 통해서 ‘탁월함’의 가치를 보완하

거나 대체할 것으로 ‘훌륭함’ 즉, ‘썩 좋아서 나무랄 것이 없다.’(국립국어

원, 2013) 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학업과 자

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것으로 서울대학교에서의 학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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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범주 속성 차원

학업과 자신에 대한 관점 전환을 통해

불일치를 줄이고 학업을 수행함

전환의 수준

불일치의 정도

수행의 수준

높음 - 낮음

크다 - 작다

높음 - 낮음

에 좀 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에서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 표 12 > 와 같다.

< 표 12 >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2) 가설적 관계진술

가설적 관계진술은 면담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현상과 인과적 조

건, 맥락, 중재적 조건, 그리고 작용/상호작용과 결과 간의 관계를 면담

자료와 지속적으로 대조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 이렇게 생성된 가설들은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를 통해 확증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로 발견된 “학업과 자신에 대한 관점

전환을 통해 불일치를 줄이고 학업을 수행함”을 적응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적 관계진술을 도출하였다.

(1) 서울대생이라는 성취와 부담은 주변의 기대, 환경의 통제를 통해

학업 실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평범한 삶으로 전환의 욕구가 크고 주변의 막연한 기대가 높

을수록 학업 실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 평범한 삶으로 전환의 욕구가 크고 환경의 통제가 약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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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실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학업문제의 인지 정도와 도움 여부는 학업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부모님의 기대를 인지하고 의식하는 것은 학업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친구들, 교직원, 전문가의 도움 등은 학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현실적인 문제는 학업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고시에서의 실패와 같이 진로에서의 좌절 경험은 학업 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기숙사 및 학자금 신청의 제한 등은 학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진공선택의 폭이 좁아질수록 학업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행동은 학업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학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학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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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대학교 학생의 학업 실패 후 적응 유형

유형 분석은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의 결과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 유형을 이들이 기존에 가지

고 있던 학업과 자신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빠른 전환형’,

‘느린 전환형’, ‘전환 갈등형’, ‘관점 유지형’ 등의 4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은 중재적 조건에 해당하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의 조합을 통해

분석되었다.

가. 빠른 전환형

빠른 전환형은 학사경고를 통해 자신의 학업실패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에 대해 즉각적인 반성을 통해 학업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

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 후 학업에 몰입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들의 공통

점은 대학에서의 학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리는 개인적 정의나 의

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색하는 가운데 그에 알맞게 자신의 진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학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

내고 있다. 빠른 전환형의 특성은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학업환경에 있

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자기 자신과 학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관점을

반성적 과정을 통해 전환한다는 점이다.

빠른 전환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로는 A, B, C, H, M 등이 있다. 이들

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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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학업실패 경험은 이들에게는 대학 저학년 시기에 잠시 찾아

오는 문제로 여겨졌고, 학업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책임을 지각하고 수용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적응을 하게 되었다.

이 유형의 작용/상호작용 과정을 도표화 하면 < 그림 5 >과 같다.

< 그림 5 > 빠른 전환형

나. 느린 전환형

느린 전환형은 학사경고를 통해 자신의 학업실패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에 대해 즉각적인 각성을 통해 학업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

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 후 학업에 몰입하나 학업에서의 강박적 태도를

지니고 있고 이 때문에 기존의 가지고 있던 관점의 전환이 느리게 일어

나는 유형을 말한다. 느린 전환형은 빠른 전환형과 동일하게 자신과 학

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기존의 교육과 양육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있는 내적인 관점이 쉽게 전환

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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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전환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로는 F, G, K 등이 있다. F은 사회적

인 인정과 안정성을 추구하여 의전 진학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학업실패

학기의 학점을 메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G은 진로와 적

성이 맞지 않고 고교까지 형성된 부모님의 압박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강박적 태도가 남아있었다. K은 지방 일반고를 졸업하여 1등에 대한 강

박을 지니고 있었다.

이 유형의 작용/상호작용 과정을 도표화 하면 < 그림 6 >와 같다.

< 그림 6 > 느린 전환형

다. 관점 갈등형

관점 갈등형은 학사경고를 통해 자신의 학업실패 사실을 알게 되고 주

변으로부터의 개입과 도움을 받게 되나 진로와 관련한 피상적인 방향 설

정으로 인해 학업에 적응하기까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관점 갈등형은 학업적으로 변화된 학업환경에 처한 자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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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인식의 비판적 반성은 깊이 일어나는 수준

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 학업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충

분히 일어나지 않은 상황은 이들에게 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그 결과

학업과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하였다.

관점 갈등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은 D, I, N, O 등이다. D와 N은 오

랜 시간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이를 빌미로 학업에 소홀하다가 고시 실

패 후에 본격적으로 학업에 몰입하게 된 유형으로 이들은 이러한 과정에

서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였다. I은 학업실패로 인해 원하는 복수전공 진

입이 제한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

다.

이 유형의 작용/상호작용 과정을 도표화 하면 < 그림 7 >와 같다.

< 그림 7 > 관점 갈등형



- 151 -

라. 관점 유지형

관점 유지형은 학사경고를 통해 자신의 학업실패 사실을 알았으나 적절

히 대처하지 못함으로 학업적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유형을 말한다. 이

들은 대학진학 후에 달라진 학업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있는

편이나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된 인식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

문에 관점을 변환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이들은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

까지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학업과 자신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관점을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도움과 조언, 대화를 나

눌 자원이 부족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관점 유지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로는 E, J, L 등이 있다. E는 의학 전

공을 원했으나 여의치 않아 생활과학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졸업시까지 의

학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해 학업적응에 문제를 보였고, 학업실패 경

험 시에 적절한 역할 모델 내지는 도움 자원이 부재했다. J 역시 학업실

패 경험 시에 부모, 형제 등 가까운 관계에서의 도움 경험이 부정적인

쪽에 가까웠고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로 갈등하였다. L의 경우 역시 전공

과 적성의 불일치, 주변의 도움 자원 부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서울대 학위 취득 자체에 의의를 두었다.

이 유형의 작용/상호작용 과정을 도표화 하면 < 그림 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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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관점 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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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1. 적응과정에 관한 논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중고교 시절,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

업적으로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아왔다. 이러한 점은 이들에게는 학업

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늘 탁월하고 남을 앞서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

었다. 학업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잘 한다는 의미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

은 성적을 얻는다. 로 인식하는 반복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학업에서 적

절하게 자신의 관심을 반영한 공부를 통해 내적인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

는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다. 이러한 학업에 대한 인식은 Mezirow(1991)

의 지적대로 이들의 교육과 양육 환경을 통해서 지속적인 강화와 피드백

을 받아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환원하자면 이들

에게 학업이란 ‘아비투스(habitus)’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 또는

‘잘 해야 하는 것’ 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업에 대한 인식

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변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이 가지고 있

는 부적응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아비투스로서의 학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아비투스를 어느 순

간부터 당연하게 수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

업에 대한 인식이 서울대학교라는 우수 학업 집단에서는 역기능적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

소년기에 오랫동안 학업우수자로서 지내왔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 이후의 학업을 인식하고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응적인 인식이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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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통합모델(Tinto, 1975)의 관점에서 이들이 대학에 순조롭게 적응하

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아비투스를 비

판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분리-전환-통합’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학에서의

학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조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과

거에 형성하고 있던 학업과 자아개념에 대한 깊은 통찰과 조망이 우선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분리 과정에서 이러한 비판적 반성 과정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 학업우수자들이었던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저학년 시기에

대부분 처음으로 학업성취 면에서 상대적인 좌절과 부적응 결과를 나타

냈다. 이러한 좌절 경험은 연구 참여자 대부분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

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 중 학업

자아개념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기 초

부터 경험하기 시작한 학업의 부담감을 단순히 수행에서의 문제로 인식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가 부정되는 경험으로 인식하는 참여

자들이 있었고 이들의 이런 반응은 학업상황으로부터 회피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업상황의 회피는 최우수 대학의 일원으로

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업 성

취에서 평범한 학생이 된 실제적 자기(actual-self)와 지속해서 높은 성

취를 해 온 결과 형성된 이상적 자기(ideal-self) 내지는 의무적 자기

(ought-self) 간의 불일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

일치 상태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사

건이 되었다. Tangney 등(1998)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겪는

불일치가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의무적 자기 간의 불일치이든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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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자기와 이상적/의무적 타인 간의 불일치이든지 간에 일종의 ‘수

치심(shame)’ 반응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수치심은 자기 자신이 부적절

하고 작게 느껴지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느낌으로써 자기 존재에

대한 평가 감정이라 할 수 있다(Tangney, 1998). 이러한 점은 이들이 서

울대학교 입학 후 학업에서 드러낸 낮은 이해도, 상대적인 낮은 수행 등

의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학업적인 문제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변 친구들에게 학업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반응하고 행동했다는 점은

이들이 낮은 학업수행 자체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연결 짓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업의 낮은 수행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직결해서 연결하는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인터뷰를 통해

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학업 수행에 대한 피드백이 주로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있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청소년기의 학업 수행과 그

에 따르는 경험의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개인적 의미를 발견

했는지에 대한 교사, 학부모의 피드백을 듣지는 못했다고 보고했다. 대신

에 학업수행의 결과로 나온 ‘높은 점수’와 ‘1등’이라는 상대적 등수에 대

해서 주로 칭찬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 압력과 경쟁적 비교에 노출되어 학습의 즐거움 보다는 수행

의 결과를 중시하는 성향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정윤경, 2012).

결과 위주의 칭찬과 피드백에 익숙한 학습자의 경우 학업 내용 자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은 낮은 수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

로를 동기부여 해야 하는 환경에서 결과 중심의 칭찬에 익숙한 학생들은

학업동기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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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이 관점의 전환을 통해 학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은 서울대학교 학생이 인식하는 ‘공

부’에 대한 선행 연구(서덕희, 민혜리, 2009)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점이나 서열 등과 같이 결과 중심으로 학업을 이해해온 서울대

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관점이 우수한 학생들로만 구성된 서울대학교 내

에서는 더 이상 기능적이지 않다는 점을 반성하고 관점을 바꾸어 학업의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앎의 기쁨이나 성취감에 초점을 두게 된다. 아울

러 자신이 흥미 있는 전공 내지는 학과목을 찾아 능동적인 수강전략을

나타냈다. 결과에서 과정으로 학업에 대한 초점이 옮겨지는 것은 단순히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 이후의 진

로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에서 발견되

는 공통점으로는 이들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2011)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54.8%), 고졸(17.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54.8%), 고졸(29.7%)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 3사례,

고졸은 경우가 11사례였고, 초졸인 경우가 1사례가 있었다. 어머니의 교

육수준 역시 고졸 이하가 다수로 나타나 서울대학교의 부모 학력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연구 결과에

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이 대학에서의 학업이나 생활에 대한 어려움

을 겪을 때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지원이나 조언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었다.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인 지원이나 조언을 받지 못하는데 있

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겪는 내적인 고충과 어려움이 주변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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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받기 보다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들에게는

하나의 위협적인 경험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

에는 학업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변으로부터 받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자신의 학업문제를 개방

하고 해결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고교 시기에 겪지 못했던 사춘기를 대학에 와서 겪

었다는 보고는 최선주 등(2012)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험형 인간’으로서 우수한 성적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 등을 대학 이후로 늦

췄다는 경험을 보고 하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자신들이 대학에서 겪었던 학업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일

종의 ‘뒤늦은 사춘기’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

서 볼 때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업실패 경험은 유예된 사춘기라고 해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10대 초중반에 발달적으로 부모로부터 심리적

으로 독립하고 자아를 탐색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발달적 과업을 대학

입학 이후에 수행한다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유

예된 발달적 과업의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천 단계에서 학업에 집중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

들은 우선적으로 비교와 경쟁을 피하는 수강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업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내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일치를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arsh 등(1995)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연구 참여

자들은 서울대학교라는 높은 수준의 학업집단이 학업자아개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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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흥미와 적성을 감안한 교과목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연구 참

여자들은 이러한 전략적 과목 선택을 통해서 학업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었다.

2. 핵심범주 및 적응유형에 관한 논의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에서 핵심범주는 ‘학업

과 자신에 대한 관점 전환을 통해 불일치를 줄이고 학업을 수행함 ’으로 나

타났다.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빠른 전환형’, ‘느린 전환형’, ‘관점 갈등형’, ‘관점 유지형’ 의 4개

유형이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적응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구인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과거에 무비판적으로 형성된 학업과 자신에 대한 관점을 비판

적인 반성을 통해 교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라는

최우수 집단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제적 자신과 이상적/의무적 자

신 간의 불일치를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응적이고 유연한 학업 수

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범주가 담고 있는

관점의 전환을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느냐에 따라 적응의 패턴과 방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빠른 전환형은 학사경고를 통해 자신의 학업실패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에 대해 즉각적인 각성을 통해 학업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

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 후 학업에 몰입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들의 공통

점은 대학에서의 학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리는 개인적 정의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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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색하는 가운데 그에 알맞게 자신의 진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학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

내고 있다.

느린 전환형은 학사경고를 통해 자신의 학업실패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에 대해 반성을 통해 학업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책

임을 수용한 후 학업에 몰입하나 학업에서의 강박적 태도를 지닌 유형을

말한다.

관점 갈등형은 학사경고를 통해 자신의 학업실패 사실을 알게 되고 주

변으로부터의 개입과 도움을 받게 되나 진로와 관련한 피상적인 방향 설

정으로 인해 학업에 적응하기까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관점 유지형은 학사경고를 통해 자신의 학업실패 사실을 알았으나 적절

히 대처하지 못함으로 학업적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유형을 말한다. 특

히 이들은 전공과 적성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경험하면서도 이에 대해 주

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과 조언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혼자 이러한 문제

들을 감당하는 양식을 나타내므로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준비하는 진로 목표를 우선적인 서울대학교 학위 취

득에 두었다.

3. 상담 및 교육에의 시사점 논의

본 연구의 결과 국내최우수 대학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학업실패 및 적

응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청소년기 학업 우수자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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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학업에서 우수한 성취를 드러낸 학생들, 그 중에

서도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현재 속

해있는 학업 집단에서는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소속된

집단에서 탁월한 학생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의 우수한 성적으

로 내고,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공부하는 상황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할 가

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이 우수 학생들이 모인 집단에 들어갈

경우 자신에 대한 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업 우수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들이 자신의 현재 성취 상황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에 대한 피드백을 줄 때 능력이

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 보다는 노력이나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필

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최우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 당국과 상담자들의 개입에 대한 시사점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의 학생들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에 비해서 덜 경쟁적인 학업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최우수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업 자아가 취

약하게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당국과 상담자들은 이들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입학 초기 단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학업과 생활에서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는 집단이기에 이들에게 학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

분히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기미가 보였을 경우에 대학 상담 센

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와 자녀 간의 학력 격차가 큰 학생들의 경우는 학업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들은 역할 모델의 부재로 인하여 대학 입학 후에 자신

의 학업과 진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제한적이고 막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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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

하게 판단하고 그에 기초하여 진로를 설정하고 이를 동기 삼아 학업에 매

진할 수 있도록 멘토링, 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넷째, 대학 1학년 교육과정에 청소년기 학업 우수자의 특성을 학문적으

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는 교양강좌, 특강 등의 교육 지원은 최우수대

학에서 학생들이 겪게 되는 잠재적인 학업문제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하

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자신들이

겪는 학업 문제를 자기 개인의 부족함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수행의 문제가 아닌 자기 자신의 문제로 해석하는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학업상의 문제가 비단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닌 높은 학업 집단의

효과 내지는 자신과 주변의 기대와 실제적 자기 간의 불일치, 그리고 학

업에 대한 재정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관점

에서 제시한다면 초기 학업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실패를 경험한 참여자 대다수는 입

학 후 첫 학기와 일학년 기간을 학업 외의 활동에 중점을 두는 기간으로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고교 시절까지 겪었던 학업에 대

한 중압감에 대한 보상적 반응이기도 하다. 이러한 반응은 이들이 대학

신입생 기간 동안에는 학업에 몰입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참여자들과 동일한 상태의 학생들에게서 발생 가능한 학

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학 당국은 신입생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학점만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신입생들은 비교적 부담 없이 최소한의

과목만 수강함으로써 학업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학업 외 활동에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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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대학생 교수자들은 학생들에게 학업과 관련한 피드백을 함에

있어서 결과 중심적인 피드백과 함께 과정 중심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서부터 ‘똑똑하다’, ‘천재적이다.’ 등과

같이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능력 중

심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피드백으로 학습자

의 수행 목표를 강화할 수 있으며 노력 중심 피드백은 변화의 과정을 중

시하므로 학습 목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정윤경, 2012). 능력이나 결

과 위주의 피드백은 실패 시에 학습자로 하여금 무능감과 무력감을 야기

한다(Covington & Omelich, 1984). 따라서 서울대학교와 같이 학업에서의

실패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경쟁적인 집단에서는 결과나 능력보다는 과

정이나 노력에 대한 피드백을 해 줄 때 학업실패에 대한 내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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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최우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 입학 한 후 학업실

패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 학업우수

자들이 최우수 대학에 진학하여 겪게 되는 실패와 극복과정에 대한 실체

적인 이론을 구성해 보았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서울대학교 학생의 학업실패 및 적응과정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실제로 학업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

한 학생들의 경험을 탐색적이고 귀납적으로 접근하여 수집한 생생한 자

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셋째, 서울대학교 학생 중 잠재적으로 학업 실패가 예측되는 집단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집단에 대해

대학 당국과 상담자들이 개입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넷째, 최우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잠재적인 학업 위험이 예

상되는 집단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상담 개입에 앞서 예방적이고 발

달적인 관점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중 학사경고를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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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일부를 표집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학 입

학 저학년 시기에 학사경고를 경험하고 적응하는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

다.

둘째, 본 연구는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생들에 대해서 2, 3회의 인터뷰

를 통해 수집된 참여자의 회고적 자료(retrospective data)를 사용하고

있다. 회고적 자료는 지나간 여러 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의미있는 경험

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혀지거

나 변형된 기억이나 인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경험과 적응 과

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업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을 종단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데 타당한 방법

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주요 정보는 참여자 자신의 제공에만 의존하고 있

으므로 차후에 동일한 집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경우 연구 참여자를

잘 알고 있는 주요 가족, 가까운 친구, 멘토 혹은 지도 교수, 상담자 등

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추가 분석함으로써 정보의 왜곡을 보완하고 더욱

풍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실패를 경험한 일부 참여자

들은 자퇴, 재적 등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러한 위기 그룹에 대한 이해와 개입전략의 마련을 위해서 학업실패

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재적이나 자퇴의 위기 등에 처해있는 집단에 대

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이들이 서울대학교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처음 겪는 학업실패 경험의 본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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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와 경쟁에서의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우수한 성취를

하고 최우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동일하게 우수한 성적

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대상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의 지도층이 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경쟁에서 좌절할 경우 이는 개인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우수

대학인 서울대학교 졸업 까지 경쟁에서 좌절해 본 경험이 없는 집단이

향후 사회 내에서 경험하는 좌절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

하며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 167 -

참고문헌

강혜자 (1998). 자기차이, 차이감소기대 및 귀인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향신문 (2012.05.08.). 고3 첫 모의고사 직후 '자살충동' 가장 높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

82025101&code=940401.

곽민호 (2012). 서울대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탐색효능감, 부모

애착, 학교진로지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구미순 (2006). 경쟁 또는 비경쟁 협동학습 수업전략이 학습동기 및 운

동수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교육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금명자, 남향자 (2010). 전국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이해, 31(1), 105-127.

김경근 (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김남연, 류혜숙 (2007). 3년제 유아교육과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과

정의 어려움. 유아교육학논집, 11(4), 363-387.

김대석, 홍후조 (2011). 대학중도탈락률 분석을 통한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필요성. 아시아교육연구, 12(4), 55-73.

김동일, 오헌석, 송영숙, 고은영, 박상민, 정은혜 (2009). 대학 교수가 바

라본 고등교육에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

로. 아시아교육연구, 10(2), 195-214.

김동진 (2001). 가상공동체의 생활갈등 공유과정에 나타난 학습과 치료



- 168 -

적 경험에 관한 연구 : 관점전환 학습이론과 집단상담 이론의 통

합적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성경 (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

학연구, 10(2), 215-237.

김영수, 신희천 (2012). 자기불일치가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의

사소통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2), 745-760.

김은주 (2007).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

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김주일 (2007). 에우튀데모스. 서울: EJB북스.

김태오 (2006). 하버마스의 프락시스론과 교육실천. 교육사상연구, 20,

83-113.

김현주 (2007). 미국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

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주, 유성경 (2008). 미국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상담학연

구, 9(2), 615-644.

라영안 (2011). 학업 최우수 대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요인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매일경제 (2013.06.03.) [QS 학문분야별 대학평가]서울대 27개 분야 100

위권 고려대 15개·카이스트 10개로 선전.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sc=50000019&cm=%5

B%B8%DE%C0%CE%5D%20TOP%20%BF%B5%BF%AA&year=2013

&no=429825&relatedcode=&wonNo=. 

박선미, 정지현 (2010). 전환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본 유아교사의 반성에

대한 소고. 유아교육연구, 30(6), 245-267.



- 169 -

박승민 (2005). 온라인게임 과다사용 청소년의 게임행동 조절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과정. 서울: 학지사.

백지숙 (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

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27-137.

서근원 (2008). 질적연구 수행의 의미. 교육학연구, 46(3), 133-161.

서덕희, 민혜리 (2009). 고등교육에서 질적 수월성이란 무엇인가?: 한 명

문대학교 학부생들의 “공부”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아시아교육연

구, 10(2), 51-101.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1).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서현, 송선화 (2010).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5(1), 361-391.

손진희 (2010a).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 요인 탐색: 청소년기 학업우

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35-457.

손진희 (2010b). 청소년기 학업우수 남학생의 대학 재학 시 진로결정 영

향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8(2), 187-204.

신명호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217-246.

신종호, 황혜영, 서은진 (2010).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조절효과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 아시아교육연구, 11(4), 249-264.



- 170 -

염민호, 이효성 (2007). 신입생 교육의 개념 및 전략 구성: 전남대학교

단과대학 학장들의 인식과 대학의 대응. 교육행정학연구, 25(2),

305-327.

오영재 (2006).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경험에 대한 분석 연구. 교육문

제연구, 25, 141-164.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

출판 그린.

유솔아 (2011). 미국 대학의 신입생 대상 교육과정 실행 사례 분석. 비교

육연구, 21(5), 29-57.

이민경 (2008). 대학생들의 교육경험 담론 분석 - 입시교육과 진로경험

의 의미화를 중심으로 : 대학생들의 교육경험 담론 분석. 교육문제

연구, 31, 79-102.

이숙정 (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이윤주, 민하영, 이영미 (2004).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 자아탄력성수준

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5(4), 125-144.

이은영, 한기연 (1991). 대학생들의 실제적 자기,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

기에 대한 내용분석. 정신건강연구. 10, 195-210. 한양대학교 정신

건강연구소.

이인경, 김장회 (2011).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교

육과정의 효과. 상담학연구, 12(2), 673-691.

이재규 (2002). 청소년 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지각, 대처행동, 부

모-청소년 상호작용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한구 (1991).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科學革命. 한국논단, 25(1),



- 171 -

136-141.

이흔정 (2011). 프레이리의 생성적 교육과정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7(1), 82-97.

정윤경 (2012). 아동의 목표 지향성에 따른 능력 칭찬과 노력 칭찬이 성취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81-98.

조용환 (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27-63.

조은아, 이희경 (2011). 낙관성/비관성이 대학생활 적응 및 긍정/부정 정

서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학연구, 18(12), 351-374.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주휘정, 차성현 (2011). 대학생의 휴학 결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277-293.

천석준, 김영아 (2011). Tinto의 「분리-전환-통합」 모델에 입각한 대학

생활적응검사 Ⅰ·Ⅱ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235-262.

최명선, 강지희 (2008). 대학생 중도탈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

학연구, 15(7), 203-225.

최선주, 한숭희, 이병훈, 이정희, 장성연 (2012). 시험형 인간으로 살아가

기: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아비투스가 추동하는 삶. 아시아교육

연구, 13(1), 73-103.

추상엽, 임성문 (2008).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학업적 지연행동



- 172 -

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5(7), 347-368.

하정희 (2006). 완벽주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

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7(2), 595-611.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학력격차의 변화 추이 및 해소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나, 윤숙자 (2012).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부모

-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2), 403-428.

황매향, 장수영, 유성경 (2007). 학업우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애착과

학업적 실패내성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1(4), 1029-1046.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r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Barnes, J. (1982). Aristot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owers, C. A. (1984). The Promise of Theory: Education and the

Polictics of Cultural Change. New York: Longman, 1984.

Bracken, B. A., & Howell, K. K. (1991). Multidimensional Self

Concept Validation: A Three-Instrument Investigation.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9, 319-328.

Brunsden, V., Davies, M., Shevlin, M. & Bracken, M. (2000). Why do

HE Students Drop Out? A Test of Tinto’s model. Journal of

Further and H igher Education. 24(3), 301-310.

Charmaz, K. (2000). Constructivist and objectivist grounded theory. In

N. K.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pp. 509-535). Thousand Oaks, CA: Sage.



- 173 -

Charmaz, K. (2002). Qualitative interviewing in grounded theory

analysis. In J. F. Gubrium & J. A. Holstein (Eds.), Handbook of

interview research: Context & method (pp. 675-604).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Inc.

Christie, N. G., & Dinham, S. M. (1991). Institutional and external

influences on social integration in the freshman year. Journal of

H igher Education , 62, 412-436.

Coffman, P. M. (1989). Inclusive language as a means of resisting

hegemony in theological education: A phenomenology of

transformation and empowerment of persons in adult higher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Dekalb.

Colangelo, N. M. (1991). Counseling gifted students.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273-284). Boston: Allyn & Bacon.

Coleman, J. and Hoffer, T. B. (1987). Public and Private Schools:

Ther Impact of Communities. New York: Basic.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4-121.

Covington, M. V., & Omelich, C. L. (1984). Task-oriented versus

competitive learning structures: Motivational and performace

consequ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1038-1050.



- 174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CA: Sage.

Crotty, M. (1998). The foundations of social research: Meaning and

perspective in the research process. Thousand Oaks, CA: Sage.

Delishle, J. R. (1990). The gifted adolescent at risk: Strategies and

resources for suicide prevention among gifted youth.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3, 212-228.

Elkins, S. A., Braxton, J. M., & James, G. W. (2000). Tinto’s

separation stage and its influence of first-semester college

student persistence. Research in H igher Education, 41(2),

251-268.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Fox, K. F. (2011). “F iguring it out”: A grounded theory of college to

post-college transi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Freire, P. (2002). 페다고지(남경태 역). 서울: 그린비. (원전은 1970에 출

판)

Freire, P. (2007). 교육과 의식화(채광석 역). 서울: 중원문화. (원전은

1973에 출판)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Glaser, B. G. & Strauss, A. L. (2008).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Brunswick, NJ:



- 175 -

Transaction Publishers.

Guba, G. E., & Lincoln, Y. S. (2001).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301 C.F. Conrad, J.G. Haworth, & L.R.

Latucca (Eds.), Qualitativ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ASHE

reader series (2nd ed., pp.57-72). Boston: Pearson Custom

Publishing.

Habermas, J. (1971). Knowledge of human interests. Boston: Bacon.

Habermas, J. (1973). Theory and Practice. Boston: Bacon.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Hoddap. V. (1989). Anxiety, fear of failure, and achievement: Two

path-analytical models. Anxiety Research, 1, 301–312.

Hunter, E. K. (1980). Perspective transformation in health practices:

A study in adult learning and fundamental life chan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n, Los

Angeles.

Kaiser, C. F. & Berndt, D. J. (1985). Predictors of loneliness in the

gifted adolescent. Gifted Child Quarterly, 29, 74-77

Kitchenham, A. D. (2008). The Evolution of John Mezirow's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6(2), 104-123.

Kuhn, T. (2002). 과학혁명의 구조(김명자 역). 서울: 까치글방. (원전은

1962에 출판)

Larose, S., Bernier, A., & Tarabulsy G. M. (2005). Attachment state



- 176 -

of mind, learning dispositions, and academic performance during

the college transtion. Development Psychology, 41(1), 281-289.

Lee, S., Matthews, M. S., & Olszewski-Kubilius, P. (2008). A national

picture of talent search and talent search educational programs.

Gifted Child Quarterly, 52, 55–69. doi:10.1177/0016986207311152.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Lincoln, Y. S. & Guba, E. (2000). Paradigmatic controversies,

contradictions, and emerging confluence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pp. 163-188).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Loeb, R., & Magee, P. (1992). Changes in attitudes and

self-perceptions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348-355.

Makel, M. C., Lee, S.-Y., Olszewki-Kubilius, P., & Putallaz, M.

(2012). Changing the pond, not the fish: Following high-ability

students across different educational environm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4(3), 778-792.

Marsh, H. W. (1987).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280–295.

Marsh, H. W. (1991). The failure of high ability high schools to

deliver academic benefits: The importance of academic



- 177 -

self-concept and educational aspirat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8, 445–80.

Marsh, H. W., & Craven, R. (2001). The pivotal role of frames of

reference in academic self-concept formation: The big fish little

pond effect. In F. Pajares & T. Urdan (Eds.), Adolescence and

education (Vol. II, pp. 83–123).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Marsh, H. W., & Hau, K. T. (2003). Big-fish–little-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American Psychology, 58(5), 364–376.

Marsh, H. W., & Parker, J. (1984). Determinants of student

self-concept: Is it better to be a relatively large fish in a small

pond even if you don’t learn to swim as we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213–231.

Marsh, H. W., Chessor, D., Craven, R. G., & Roche, L. (1995). The

effects of gifted and talented programs on academic

self-concept: The big fish strikes agai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 285–319.

McCubbin, I. (2003). An examination of criticisms made of Tinto’s

1975 student integration model of attrition.

https:/ /docs.google.com/viewer?url=http%3A%2F%2Fwww.psy.gl

a.ac.uk%2F~steve%2Flocaled%2F icubb.pdf

Merriam S. B., Caffarella R. S., Baumgartner L. M. (2007).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3r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178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Merriam, S. B., Caffarella, R. S., & Baumgartner, L. M. (2009). 성인학

습론(기영화 외 공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전은 2007에 출

판)

Mezirow, J. (1975). Education for perspective transformation:

Women’s re-entry programs in community college. New York:

Centre for Adult Edu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Mezirow, J. (2006). An overview of transformative learning. In P.

Sutherland & J. Crowther (Eds.), Lifelong learning: Concepts

and contexts (pp. 24-38). New York: Routledge.

Moghaddam, A. (2006). Coding issues in grounded theory. Issues In

Educational Research, 16(1), 1-20.

Morgan, J. H. (1987). Displaced homemaker programs: The transition

from homemaker to independent pers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oel-Levit Retention Management System (2006). 2006 National

Freshman Attutudes Report, Noel-Levitz 2006 National Research

Study. http://www.noellevitz.com.

Pascarella, E. & Terenzini, P. (1977). Patterns of Student-Faculty

Informal Interaction beyond the Classroom and Voluntary



- 179 -

Freshman Attrition. Journal of H igher Education. 48(5),

540-552.

Rovai, A. (2002). In search of Higher persistence rates in distance

education online programs. Internet and H igher Education, 140,

1-16.

Saavedra, E. R. (1995). Teacher transformation: Creating text and

contexts in study grou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rizona, Tuscon.

Schlossberg, N. K, Waters, E.B., & Goodman, J. (1995).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Linking practice with theory (2nd ed.).

New York: Springer.

Schlossberg, N. K. (1984).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New York:

Springer.

Schlossberg, N. K. (2004). Retire smart, retire happy: F inding your

true path in lif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trauss, A., & Corbin, J. (1996). 근거이론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원전은 1990에 출판)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Newbury Park, CA: Sage.

Strauss, A., & Corbin, J.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Inc.

Tangney, J. P., Niedenthal, P. M., Covert, M. V., & Barlow, D. H.



- 180 -

(1998). Are shame and guilt related to distinct

self-discrepancies? A test of Higgins’s (1987)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56-268.

Taylor, E. W. (1997). Building upon the theoretical debate: a critical

review of the empirical studies of Mezirow’s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Adult Education Quarterly, 48(1), 1-34.

Tinto, V. (1975). Dropouts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 89-125.

Tinto, V. (1988). Stages of student departure: Reflections on the

longitudinal character of student. The Journal of H igher

Education, 59(4), 438-455.

Tinto, V. (1997). Classrooms as Communities: Exploring the

Educational Character of Student Persistence. The Journal of

H igher Education, 68(6), 599-623.

Transformative Learning Centre. (2004). The Transformative Learning

Cnetre. Retrieved May 26, 2013, from Transformative Learning

Centre Web site: http://tlc.oise.utoronto.ca/index.htm

Upcraft, M. L., Gardner. J. N., & Barefoot, B. O. (2005). Challenging

and supporting the first-year student: A handbook for

improving the first year of college. San Francisco :

Jossey-Bass.

Wilcox, P., Winn, S., & Fyvie-Gauld, M. (2005). ‘It was nothing to do

with the university, it was just the people’: The role of social



- 181 -

support in the first-year experience of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 igher Education, 30(6), 707-722.

Zeidner, M., & Schleyer, E. J. (1999).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for Academic Self-Concept, Test Anxiety, and School

Grades in Gifted Childre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4(4), 305–329.





- 183 -

< 부 록 >

부록 1. 연구참여 동의서

부록 2. 연구 참여자 사전 확인 질문지

부록 3. 면접 질문지



- 184 -

<부록 1> 연구참여동의서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참여자 여러분께

아래 안내사항들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관해서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지하거나 참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호 대학(selective college) 학생의 학업 어려움과 적응 과

정을 이해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귀하와 함께 진행하는 면담은 연구

의 주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참여전이든, 참여하는 중이든 언제든지 연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

실 수 있습니다. 연구가 끝난 후에는 연구결과를 귀하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연구 결과의 분석과 제시 과정에서 귀하의 이름과 신분에 대한 비밀은 보장될

것이며 참여자로서 귀하의 신분은 연구자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는 최소 2회 이상 진행된 예정이고, 연구참여비는 2만원입니다.

이 연구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본

연구의 참여를 통해 귀하께서는 선호대학 학생들의 학업 어려움과 적응 과정에

대한 실체적인 이론을 만들고 이들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는데 직접적으로 기

여하게 되고, 향후 이러한 자료는 선호대학의 학업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

한 상담과 도움 자료로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박사학위 논문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저술이나 학술 논문 및 학술대회의 발표를 위해

서 활용되어 선호대학 학생들의 학업 어려움에 대해서 학문적 연구의 기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연구 절차의 특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십시오. 동의서 사

본은 귀하와 연구자가 각각 갖게 됩니다.

서명 : 날짜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상담 박사과정 김 명 찬

지도교수 김 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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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학기 2학기

2009 1.5 2.8

2010 2.95 휴학(군입대)

<부록 2> 연구 참여자 사전 확인 질문지

인터뷰 사전 질문

1. 성명 : 성별 : 연락처 : 010 - -

2. 이메일 :

3. 고향 : 지방( ) / 서울 / 외국

4. 현재 거주상태 : 홀로 / 형제 / 가족

5. 출신고교 : 일반고 / 특목고

6. 입시전형 : 수시 / 정시 / 외국인 전형

7. 학번 / 전공 / 현재 학기 :

8. 학사경고 받은 학기 :

9. 현재 누적 평점 :

10. 입학 시 전공 적성이 맞았는지 :

11. 전공 결정 시기 : 입학 시, 1학년 말, 기타( )

12. 학사 경고를 받게 된 이유 :

13. 부모의 학력과 현재 직업 :

14. 형제들의 학력과 직업 :

15. 학기별 학점과 휴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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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면접 질문지

연구 질문

1. 부모형제의 나이, 직업, 학력(학교)

2. 입학부터 졸업시기까지 매학기별 현황 : 표로 제시

3. 학업실패를 한 이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 선호대학생이라는 부담감은 어떤 느낌인가요?

4. 학업실패를 겪으면서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었나

요?

-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5. 학업실패를 극복하고 적응하게 했던 내적, 외적 힘은 무엇인가요?

6. 주변 사람이 나의 학업실패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무엇을 느꼈나요?

7. 학업 실패(위기)란 무엇인가요?

8. 자신이 학업 적응을 했다고 보는가요?

9. 학업 적응이란 무엇인가요?

10. 학교 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1. 인터뷰 후의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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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adjustment proces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academic failure by focusing on the factors that affect such process.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what does

a SNU student who had experienced academic failure experience and

how does he or she adjust?”

For this, 15 SNU students who had been under academic probation

at least once during the first and second year in college but have

been off the academic probation afterwards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All participants have attended at least 5 college

semesters.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Strauss & Corbin, 1990).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Upon

categorization through the open coding process, a total of 85 concepts,

40 subcategories and 14 categories were extracted. Category analysis

using coding paradigm revealed that the causal conditions in the

adjustment process of participants who had experienced academic

failures were ‘transition to an ordinary life’ and ‘difficulties of

studying for excellence.’ Core phenomena were ‘experience of self

discrepancy’ and ‘not living up to the name of a SNU student.’

Contextual conditions that affected these core phenomena were

‘feeling responsible to live up to expectations of a SNU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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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s of having the SNU label,’ and ‘environment where one

needs to be responsible for oneself.’ Intervening conditions that either

facilitate or repress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regarding core

phenomena were ‘receiving help once academic problems were

known,’ ‘occurrence of unexpected problems in reality,’ ‘searching for

the direction to follow.’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appeared to be

‘confronting the reality and transforming thoughts’ and ‘focusing on

one’s studies.’ As a result, they reported ‘feeling responsible for one’s

studies’ and ‘feeling the need to find a career that fit the status of a

SNU student.’

The adjustment process of SNU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academic failure consisted of ‘conflict stage,’ ‘reflection stage,’ ‘action

stage,’ and ‘integration stage.’

The ‘conflict stage’ refers to the period when students experienced

academic difficulties due to their previously formed perceptions

regarding self and studies. During this stage, they found themselves

different from their past selves who had been smart and diligent.

Because they had met expectations for high-level performance and

achievement up until college entrance, they tended to refuse to accept

their mediocre academic results in college. Instead, they chose to give

up midway in consideration of retaking the courses.

The ‘reflection stage’ occurred after the students were put under

academic probation. Once their academic failure was made official

through academic probation, the students began to reflect o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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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life. Gradually, they came to accept that their abilities are

considered ordinary at SNU. They redefined what college studies

mean to them and set realistic academic goals.

The ‘action stage’ occurred when students confronted their reality

and began to behave differently with transformed thoughts about

themselves and studies. Participants tended to avoid extreme

competitions with other students and chose classes that fit their

interest and aptitude. Moving away from the rote memorization

approach of studying, they began to study strategically by proactively

searching for information and developing skills to discern important

lecture materials. They now focused on their studies by fulfilling

basic academic requirements such as attendance, homework

submission, and longer study hours.

The ‘integration stage’ refers to the gradual stabilization of their

newly gained perspective on their studies. At the same time, the

participants started to seriously think about their career paths after

experiencing academic failure which led them to prepare for their

post-college life. In other words, the result of academic adjustment

entails both feeling responsible for their studies and preparing for

post graduation life.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selected and

prepared for career directions that seemed fitting for SNU students.

The core criterion in the adjustment process of SNU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academic failure appeared to be ‘performing academic

tasks by reducing the discrepancies through changed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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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self and studies.’ Upon analysis of relevance among criteria

around this core criterion, four types emerged: ‘fast transition type,’

‘slow transition type,’ ‘perspective conflict type,’ and ‘perspective

maintenance type.’

The ‘fast transition type’ immediately awakens after experiencing

academic failure due to lack of motivation. This type assesses his

reality at SNU and sets new goals that fit his career direction. The

‘slow transition type’ slowly transitions by regulating his compulsive

behaviors that affect his academic performance after experiencing

academic failure. The ‘perspective conflict type’ gets gradually

adjusted academically by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trial and error

in establishing a career path. The ‘perspective maintenance type’

regards college graduation as meaningful itself since he cannot

receive positive support from parents or family and is seriously

conflicted in his career deci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SNU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academic failure first underwent the ‘experience of self

discrepancy’ and found themselves ‘not living up to the name of a

SNU student’ because they were affected by ‘feeling responsible to

live up to expectations of a SNU student,’ ‘privileges of having the

SNU label,’ and ‘environment where one needs to be responsible for

oneself.’ However, they came to ‘receive help once academic problems

were known,’ face ‘unexpected problems in reality,’ ‘search for the

direction to follow.’ Through such experiences and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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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interaction strategies, they gained ‘responsibility for their

studies’ and prepared for ‘careers that fit the status of a SNU

stud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counseling for these students. The potential vulnerability of college

students who had achieved great academic successes in high school

is noted and directions for helping them through counseling were

discussed. In sum, this study sought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conditions that affect the adjustment of SNU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academic failu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highlighted the possible vulnerabilities of academically

competent students and provided direction for systematically helping

them through specific counseling interventions.

□ Keywords : Seoul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failure, academic

probation, adjustment process, grounded theory

□ Student ID # : 2008-3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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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터라 흔쾌히 심사에 응해주셨을 때 더 없이 마음이 놓이고 감사했

습니다. 선생님의 통찰과 조언 덕에 부족한 제 논문이 그나마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힘이 되어 준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무수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나의 사랑하는 동생 창민, 학문과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같이 웃고 울었던 예쁜 승영, 논문 학기 동안 곁에서 많은 도

움을 준 든든한 후배 지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

었던 은경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가끔씩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과 사는 일에 대해 나누었던 재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

로 도전이 되어준 은비, 개인적인 삶을 나눌 수 있었던 지원, 함께 논문

분석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예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외에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학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입학할 때 많이 아쉽고 어려웠던 점은 사랑하고

좋아하던 추계초등학교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제게 참 많고 깊은 사랑

과 믿음을 주셨던 정태영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많은 축하

와 응원을 해주신 덕에 졸업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안 좋은 말벗이 되어

주셨던 최성홍 형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로 응원해주었던 동생 지혜 외

에 신우회 식구들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울러 추계 모든 선생

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에 행복했습니다. 추계는 저에게 고향입니

다.

개인적으로 박사과정 기간은 제 신앙이 점검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기

간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의 하정완 목사님, 이흥렬 장로님, 윤동환

권사님, 장은주 자매, 그리고 우리 밥집 식구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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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분의 기도와 격려 덕에 무사히 졸업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족들.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일구고 계신 나의 아버

지 김일권, 어머니 장상금, 사랑합니다. 이찬 형님, 수희, 진희 누님과 매

형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단 하나인 사랑하는 나의 아들 선우와

선우 엄마 지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작은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을 바라보며 함께

해준 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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