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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년

전 예 원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첫째, 대학생의 핵심역

량 변화와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수준을 구명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개인 변인

(성별, 학년, 전공계열,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및 학교생활 변인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과 핵심역량 변화 간의 상관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

는 영향 정도를 구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2013년 기준 

1,505,445명이다. 표본은 모집단의 크기에 따른 적정 표집 수를 고려하여 크기를 설정하

였으며, 소재지와 전공계열을 고려한 유층화 군집표집 및 비율표집을 통해 8개교, 560명

을 최종 선정하였다. 

조사 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 척도, 개인배경 척도, 개

인심리 척도 및 학교생활 척도로 구성하였다. 개인배경 척도는 성별, 학년, 전공계열을 묻

는 내용으로, 개인심리 척도는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를 묻는 내용

으로, 학교생활 척도는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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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 척도는 대학생의 핵심역량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해 박성미(2011)가 개발한 도구를 핵심역량 변화 측정에 적합하도록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한 도구는 전문가 검토와 2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총 

49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8.3%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 응답 

12부를 제외하고 총 48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유효자료율은 68.4%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의 수준 구명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인인 개인 및 학교생활 변

인이 종속변인인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

석을 사용하였다. Windows SPSS 21.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추

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 수준은 3.58로 평균보

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성별, 학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 팀 과제 변인이 핵심역량 변화와의 상관계수가 0.094~0.564의 

분포를 보여 약하거나 중간 수준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β

=-0.137), 학년(β=0.154), 학업만족(β=0.163), 학습동기(β=0.216), 사회적지지

(β=0.354), 동아리 활동(β=0.147) 변인이 핵심역량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한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대학 기간 

동안 긍정적인 방향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핵심역량 개발에 대학교육이 기여하

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성별, 학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 팀 과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가진다. 셋째, 성별, 학년, 학업만족, 학습동기, 사회적지지, 동아리 활동 변인은 우

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핵심역량 변화의 확인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대학 교육의 기여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효과 검증을 

위한 방안으로 핵심역량 변화를 구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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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대학교육의 성과지표로서의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타당하고 정밀한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이나 전공계열 등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보다 세분화하

여 대학교육이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핵심역량 수

준에 대한 종단조사를 통하여 대학 기간 동안의 핵심역량 변화량을 직접 측정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다섯째, 보다 다양한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을 고려하여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개인의 내·외적인 특성 및 학교 내의 교육경험을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구명

해낼 필요가 있다. 

교육현장을 위한 제언은 첫째,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관심을 제고

하여 핵심역량 진단 및 평가를 보다 활발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대학 차원

에서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논의에 대하여 숙고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서비스 개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별로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을 통

해 집중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핵심역량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학생들이 대학 입

학 시와 대학 재학 기간 중 스스로 진단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대학생 핵심역량 변화, 개인 변인, 학교생활 변인

학번: 2012-2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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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대학교는 1990년대 중반 대학설립 자율화 조치 이후 약 20년 동안 양적 팽창 

과정을 겪으며 보편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해 왔다(이병식 외, 2012; 정영근 외, 

2011). 고교 졸업자들의 약 70.7%가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으며(교육통계연보, 

2013), 이는 20대 학령기 청년들의 대다수가 대학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

나 국내 대학들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심화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윤명

희 외, 2010; 신선미·손유미, 2008). 

이에 따라 교육계는 대학교육이 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무성을 

부담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대학들이 학문탐구의 장으로서 기능하던 기존의 역할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 학생들의 직업세계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전향적 개념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윤명희 외, 2010). 이러한 경향은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추세에 대처하여 대학교육이 학생들의 취업 및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실질적 

역량을 배양해 주기를 요구한다(김재현, 2011; 김성남·정철영, 2010). 

대학교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도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효과(college impact)라는 키워드 또는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이병식 외, 2012; 최정윤 외, 

2008). 구체적인 데이터로써 대학효과를 검증하려는 이러한 연구 경향에 발맞추어 대학

의 교육성과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고장완 외, 2011; 김성

훈, 2011; 신정철 외, 2008; 서민원, 2003). 그러나 대학교육은 교육의 성과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교육성과의 개념과 그 측정방법에 대

한 합의는 쉽게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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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대학효과 연구에서 교육성과를 구명하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 데이터로는 학점

과 취업률이 있다(채창균․김태기, 2009; 조영하 외, 2008; 황여정․백병부, 2008). 학점

은 교육 내용의 습득 정도를 직접적이고도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므로 상호간의 비교

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학교마다 점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달라 학교 간의 비

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학점은 또한, 대학교육의 책무성이라는 측면에

서, 노동시장으로까지 지속 가능한 능력을 예측케 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취업률은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성과지표로서 학교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조영하 외, 2008; 황여정․백병부, 2008), 대학교육의 순수한 효과를 나타내

는 지표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취업률은 또한 취업의 질이 고려

되지 않은 개념이자, 교육 외적 요인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지표라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학점

과 취업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지표가 요구되며, 이는 학교 간 비교가 가능

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국내외적으로 대학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

되었는데(진미석 외, 2011; 이병식․최정윤, 2008),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학성과

지표는 핵심역량이다. 핵심역량은 대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개발해야 할 능력요소들을 

의미한다. 그것은 교육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므로 많은 대학에 보편적으

로 적용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능력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K-CESA라는 이름으로 국가 

차원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진미석, 2013), 개별 연구자 차원

에서도 역량모델링을 통해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노

윤신․리상섭, 2013; 박성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효과 연구라는 분야 자체의 

협소성으로 인해 핵심역량을 교육의 성과로 삼은 연구 또한 아직은 양적으로 부족한 실

정이다(이병식 외, 2012; 이장익․김주후 2012). 교육성과 지표로서 핵심역량이 가지는 

높은 객관성과 활용성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 연구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핵심역량을 교육성과로 간주하여 대학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대학교육은 성과 뿐 아니라 그 과정 또한 구명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교육의 과정 영역은 다른 학교급의 그것과는 달리 아직 “블랙박스”의 수준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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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고 있다(진미석, 2013). 이는 대학교육이 국가의 교육과정계획에 의하여 공급되는 

방식(top-down)이 아닌, 비교적 특수성을 지닌 교육과정을 고수하는 단위학문들의 집

합체로서 구성되는(bottom-up) 존재론적 특성으로부터 기인한다. 또한 학생 개개인이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같은 학문집단의 학생들 사이에도 교육경

험이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연유로 기존의 대학효과 연구들은 구체적인 과정요인들보다

는 대학서열이나 소재지 등과 같은 투입요인들을 통해 대학교육의 효과를 비교해 왔으

며, 그런 만큼 구체적인 효과를 밝혀내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김진

영, 2007; 오호영․김승보 2006; 장수명, 2005). 

이와 같은 교육과정 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효과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활동들을 상호 비교하여 대학의 순수효과를 구명해 

내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Astin, 1993). 즉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아닌 개별 학생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대학 교육이 개

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들의 구체적인 학교생활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구체적인 교육경험의 효

과를 탐색하였다. 

한편, 대학효과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stin(1993)의 투입-과정-산출 모형

은 개인의 학습 참여를 개인과 대학 간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조절요소로 설명하고 있

다. 즉, 동일한 교육조건 하에서도 개인의 특성은 교육을 내재화하는 정도에 개인적인 

차이를 발생케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 모형에 의하면, 학습 참여에 영향을 주는 개인

의 일반적인 또는 심리적인 요소들은 교육 경험의 효과에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서, 

학생의 교육경험을 학교생활로써 측정하고, 교육 효과를 조절하는 개인의 내외면적 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대학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교육효과를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대학생 핵심역량 연구들에 의하면 학년에 따라 핵심역량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진미석, 2011; 이장익, 2012; 김안나·이병식, 2003). 그러나 

현재의 핵심역량 연구들은 대부분 핵심역량의 현재 수준을 일회적으로 측정하여 대학기

간동안의 역량 개발 정도를 측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교에 진학하기 전 학생들의 출발

점 행동을 통제하고 현재 수준과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대학교육 이후의 순수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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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했던 개인의 변인은 개인의 배경적 특성에 머무른 경우가 

많으며, 학교 수준의 변인은 학교의 관점에서 설정되어왔으며,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서

비스의 특성 및 경험여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백평구, 2013; 이병식·최정

윤, 2008). 그러나 대학의 교육서비스는 개인의 내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가지

며(Astin, 1993), 개인의 학교생활 양상은 매우 다양하여 동일한 시스템 속에서도 상이

한 교육 효과를 유발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학생들의 특성과 교육경험을 

구명하고, 이들이 대학 입학 후의 순수한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생들의 개인 내적인 변인과 학교생활 변인이 핵심역량 

각 요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성과 지

표로서의 핵심역량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핵심역량의 개발정도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수준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

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과 핵심역량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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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수준은 어떠한가?

1-1.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수준은 어떠한가?

1-2. 대학생의 개인 배경(성별, 학년,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수준의 차
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대학생의 개인(성별, 학년, 전공계열,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

로정체감) 및 학교생활(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 변인은 핵심역량 변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2-1.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과 전체 핵심역량 변화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가?

2-2.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과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3.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과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4.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과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대학생의 개인(성별, 학년, 전공계열,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

로정체감) 및 학교생활(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 변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3-1.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3-2.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3-3.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3-4.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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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대학생 핵심역량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대학 졸업 후 직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기본적으

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의미한다. 핵심역량 변화는 대학교 입학시점과 현재 간의 핵심역

량 수준 차이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미

(2011)가 문헌분석과 역량모델링을 통해 개발한 대학생 핵심역량 조사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박성미(2011)는 직업능력의 요소로서 핵심역량을 간주하고, 지식(34문항), 

기술(24문항), 태도(25문항)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이

를 대학 입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에 대해 스스로가 느끼는 변화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수정하였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대학입학 이후 학생의 핵심역량이 많이 개발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나. 개인 변인

1) 개인배경 변인

개인배경변인은 학생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교육적 개입이 불가능한 환경적 특

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전공계열이 이에 해당한다. 

2) 개인심리 변인 

개인심리 변인은 학생 개개인이 처한 교육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며 교육적‧정책

적 개입이 가능한 대학생 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만족, 학

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변인이 이에 해당한다. 

학업만족은 개인의 전공 관련 학업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즐거움을 의미한다(Lent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Lent, Singley et al.(2005)이 개발하고 Lent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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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한 도구를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총합점수를 말한다. 

학습동기는 학업에 대해 자율적인 동기를 가지는 정도를 의미하며, Ryan(2004)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Self-Regulation Questionnaire-Academic, SQR-A)

와 Ryan과 Deci(2000)의 개념화를 근거로 하여 박병기․이종욱․홍승표(2005)가 개발한 

자기결정성 동기 측정도구에 학생이 응답한 점수 중 자율성 동기요소 점수에서 무동기

요소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제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직업적 자아개념을 의미한다(Holland, 1997). 이 연구

에서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측정도구에 학생이 응답한 총합점수를 말한다. 

사회적지지란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Willis 1985).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로 학업과 진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타인들로부

터의 인정과 격려를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Lent et al.(2013)가 

사용하고 김영은(2009)이 번안한 측정도구에 학생들이 응답한 총합점수를 말한다. 

다. 학교생활 변인 

학교생활 변인은 대학생들의 학교 내 학습활동에 대한 변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가 해당된다.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변인은 학생들이 일주일 중 각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팀 과제는 전체 과제에서 팀 과제가 차

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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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핵심역량의 개념 
가. 대학생 핵심역량의 정의

1) 핵심역량의 정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의 전

략경영의 맥락에 역량(Competency)개념을 적용하여 파생시킨 용어이다(Porter, 1980; 

이장익, 2012). 역량(competency)은 사전적으로“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된다(표준국어대사전, 2014). 직무수행의 맥락에서는 역량을“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이는 지식, 기술, 태도로 표출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내

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찬 외, 2008)”으로서, 개인의 성과를 좌우하는 특수하고 차별

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어 왔다. 핵심역량은 특정 직무 상황에서 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역량 개념과 뚜렷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찬 외, 2010). 

핵심역량은 기업환경의 조직수준과 개인수준 그리고 특정 직업수준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예측해왔다. 조직수준에서는 경쟁조직이 갖출 수 없는 각 

조직 특유의 차별화된 지식, 기술, 태도의 결정체이며, 조직의 미션과 전략을 달성하고 

나아가 기업문화를 창출하도록 만들어 주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진모, 2001). 개인수준

에서는 Dubois(2003)가 기업 내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으

로 정의하였다. 직업 수준에서는 정성휘(2004)가 비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한 직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기술, 지식, 태도, 경험으로 핵심역량을 정

의한 바 있다.  

한편, 핵심역량의 개념은 기업 상황을 넘어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생애 진로환경으로 확대 적용되어 왔으며, 나아가 일반 교육 차원에서도 역량 기반 교육

과정 담론과 함께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이장익, 2012). 이와 같은 적용범위 확장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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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는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사회적 배경이 자리한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변화가 심

화되는 가운데 개인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조직간 및 직업간 이동성(mobility)의 확보

를 필요로 한다(Fugate et al., 2004; Hall et al., 2007).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전 국민

이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이 생애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핵심역량은 기업환경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능

력으로서의 핵심역량은 핵심기술, 생애기술, 혹은 직업기초능력이라는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박민정, 2009). 이 용어들은 적용되는 맥락에 따라 의미 차이를 보이기

도 하지만,“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삶의 능력과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진미석, 2012).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생애기술로서의 핵심역량은 나아가 일반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민정, 2009). 전체 학교급의 교육에서 핵심역량 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대학교육에서 두드러진다. 지식의 소유를 넘어 “사회적 환경(social 

ecology)”에 대한 “개인의 수행성(performacity)”을 길러내는 데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성의 맥락에서 핵심역량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손민호, 2006). 일반교육에서의 핵

심역량의 개념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띠는데, 학생들이 교육기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자생하기 위해 길러주어야 할 기본적 및 공통적 능력으로 사용된다. 김안나와 이병식

(2003)은“향후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능력을 스스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철영 외(1998)와 진미석 외(2012) 등은 

핵심역량을“직업능력의 구성요소로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의미로 사

용한 바 있다(<표 Ⅱ-1> 참고).

종합하면, 핵심역량은 21세기의 삶과 직업생활에서 단편적인 지식이나 지능을 넘어 

“전통적으로 지적이지 않은 무언가(류성창, 2012)”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개념이

다. 기업 상황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일반교육의 영역으로까지 개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핵심역량은 본래의‘특수’하고‘차별적’인 개념을 넘어서 보다 ‘보편적’

이며 ‘공통적’인 특성을 띠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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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연구자 (연구년도) 정의

기업환경
및

특정직업

Dubois(2003)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Hamel과 Prabalad(1990)
경쟁기업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자기 기업 특유의 차별화된 기술이나 
노하우의 결정체

정성휘(2004)
특정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기술, 지식, 태도, 
경험

임동욱(2004)
어떤 단일의 구체적 기능이나 기술이기보다는 개개의 기능과 기술의 묶음 
혹은 다양한 개인들의 기능을 통합하여 경쟁적 우위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능력

김진모(2001)
조직의 미션 및 전략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 

이찬 외(2010)
핵심역량이 역량의 개념과도 크게 구분되지 않으며 주로 직업상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의 능력

생애진로 OECD(1997)
인지적‧비인지적 측면을 아우르는 심리사회적 필수요건들을 복합적으로 
동원하여 특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일반교육

정철영 외(1998)
직업능력의 구성요소로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

김안나와 이병식(2003)
향후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능력을 스스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역량

<표 Ⅱ-1> 핵심역량의 정의 

2) 대학생 핵심역량의 정의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노동시장의 요구와 고등교육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연결개념이다

(이장익·김주후, 2012). OECD(2003)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졸업 후 학생들이 사회적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

해 요구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안나와 이병식(2003)은 기초 소양뿐 아니라 기

초공통학습단계에서 습득한 기본 능력을 심화하고 장차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

한 제반 능력으로서 스스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역량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박성미(2011)는 개개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능력이기보다는 대학

교육을 통해 누구나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직업능력요소로서 지식, 기술, 태도를 구명한 바 있다. 진미석 외(2011)는 대학생이 대

학 졸업 후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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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라고 정의하며, 동일한 관점에서 K-CESA역시 핵심역량을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

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

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진미석 외, 2012; 정철영 외, 1998). 

연구자 (연구년도) 정의

OECD(2003) 학생들이 향후 사회적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능력 

김안나‧이병식(2003)
기초 소양뿐만 아니라 기초공통학습단계에서 습득한 기본 능력을 심화하고 장차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능력을 스스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역량

박성미(2011)
개개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능력이기보다는 대학교육을 통해 
누구나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

진미석 외(2011)
대학생이 대학 졸업 후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표 Ⅱ-2> 대학생 핵심역량의 정의 

<표 Ⅱ-2>와 같이 핵심역량과 대학생 핵심역량의 정의를 종합하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 핵심역량은 개인이 가져야할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을 

지칭한다. 둘째, 대학교육의 내용이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라 핵심역량이 추출된다.  

나. 대학생 핵심역량의 교육학적 의미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별화된 능력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시작된 

핵심역량의 개념이 일반교육 분야까지 확대 된 것은 핵심역량의 활용성과 관련이 있다. 

핵심역량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특성을 의미하며(이장익·

김주후, 2012), 그것을 유지하거나 타 개체에서 모방하고자 하는 전략을 수반한다. 역

동적인 조직 내 환경에서 핵심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는 타 개체에서 핵심역량을 

새로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즉 핵심역량을 파악하는 데서 나

아가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교육적 의미가 도출된다.

핵심역량의 교육적 성격은 McClelland의 빙산모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McCle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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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진미석, 2013; 오헌석, 2007). McClelland(1973)은 역량을“우수 직무 수행자

가 보통 직무 수행자보다 차이가 나도록 드러내 보이는 행동들을 설명하는 내적 특성”

이라고 설명하였다. 빙산모델은 내적특성으로 표현되는 역량 요소들을 빙산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으로, 빙산의 상층부에는 지식과 기술이, 수면 아래에는 행동, 자기개념, 태도, 

인성, 동기가 위치하며, 하층부에는 잠재의식이 내재한다. 진미석(2013)은 역량 요소 

중 빙산의 상층부와 수면 아래에 위치하는 요소들이 고성과자들에게서 반복적·공통적 

패턴으로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과 교육훈련이 가능한 지식, 기술, 태도의 명시적

인 기준으로서 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즉, 핵심역량의 명시적 준거로서의 성격

은 핵심역량의 교육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진미석, 2013; 오헌석, 2007). 

한편, 핵심역량의 개념을 일반 교육에서 활용하는 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한 존재

한다. 한숭희(2007)는 지식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생존을 목적으로 학습해야 한

다는 역량기반 교육의 지향점은 개인을 사회체제에서 해방시키기보다는 주체성을 제한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교육 준거로서 제시하는 과정에서 행동주의

와 환원주의적 한계가 발생한다는 점도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Collins, 

1983; Norris, 1991; 오헌석, 2007). 이러한 근본적인 지적 외에도 역량의 개념이 충

분히 합의되지 않은 채 교육 분야에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진미석, 

2013; 김지현, 2010; 박민정, 2009).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핵심역량의 교육적 활용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핵심역량이 

기존의 학문중심 교육을 와해하는 개념으로 오인되는 데 따른 우려에 가깝다. 손민호

(2006)는 역량기반 교육을 기능학습을 강조하는 기능주의나 실용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편협한 관점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윤정일 외(2007)는 역량은 절차화·자동화된 능력이 

아니며,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동시키고 조정하는 능력으로 

설명함으로써 각 학문분야의 지식체계를 인정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

심역량 도출과정상의 환원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핵심역량의 교육적 활용은 기술이

나 지식, 태도의 명시적 준거를 종합적인 형태의 개인 특성으로서 내장하고자 하는 궁극

적 의도가 있다(임동욱, 2004). 또한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은 기존의 지식전달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교수방법을 필요로 하며,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는 점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박민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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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학생 핵심역량은 국가, 학교, 노동시장 및 학생 개인의 모든 주체의 입

장에서 실질적인 활용성을 가진다. 먼저, 국가수준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 경

쟁력 강화와 고등교육기관 질 관리의 구체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각 대학차원에서

는 핵심역량 영역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으며, 

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학점

이나 스펙 등과 같이 비교하기가 어려운 지표가 아닌 능력으로 인재를 평가할 수 있다

는 이점을 가진다(이장익, 2012).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머무는 것

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따라 교육경험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교육학적 적용에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OECD는 DeSeCo 프로젝트를 통

해 학교교육을 통한 핵심역량 배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OECD, 2003). 또한 2006

년 OECD 교육장관회의에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평가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핵심역량 진단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

가 간 고등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PISA에 상

응하는 AHELO(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대학성취도

평가)로 전공능력과 사고력, 추론력, 문제해결력 등의 핵심역량에 대한 진단도 국제적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독일 등 

각국에서 대학교육을 통한 역량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곽영순, 2012; 소경희 외, 

2010).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 선진화 추구의 맥락에서 미래 한국 사회의 특징을 진

단하여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영역을 도출하였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학계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의미와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류성창, 2012; 김지현, 2010; 박민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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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 핵심역량의 구성요소 및 측정 
가. 대학생 핵심역량의 구성요소 

핵심역량은 어떤 유형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떤 맥락에서 역량을 추출할 것인가가 

주요 사안이 된다(진미석, 2013).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는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을 통해 도출되며, 이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직무에 결정적인 영향

을 주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찬 외, 2009). 대학생의 핵심

역량 추출을 위한 역량모델링은 졸업 후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예측하는 역량영역을 결

정한다. 조직상황에서의 역량도출과는 달리 노동시장이라는 추출 배경을 공유함에도 불

구하고, 핵심역량 구성요소는 연구자 및 개발 맥락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대학학습평가(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CLA)는 작문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및 분석적 추론력,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호주 시드니대학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정보문해력, 연구와 조사, 개인적·지적 자율성, 윤리적·사회적·

전문가적 이해를 평가하며, 퀸즈랜드 대학의 경우 구성요소로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비판적 판단능력, 전공분야의 폭넓은 지식, 윤리적·사회적 책임감, 독립성과 창의

력을 포함한다. 미국 알버노 대학교는 의사소통능력, 분석능력 및 가치판단능력, 문제해

결능력, 글로벌 안목,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효과적 시민 및 심미적 참여를 포함한다. 

한국의 K-CESA의 경우 의사소통역량, 자원·정보·기술활용능력, 종합적 사고력, 글

로벌 역량,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역량을 포함한다(<표Ⅱ-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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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영역 CAL(미국) 호주 시드니대학 호주 퀸즈랜드
대학

미국 알버노 
대학교 K-CESA

의사소통 작문의사 소통능력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역량

정보의 
처리 및 활용

- 정보문해력 - -
자원‧정보‧기술 

활용능력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력

연구와 조사 비판적 판단능력
분석능력 

가치판단능력
종합적 사고력

문제해결 문제해결력 - - 문제해결능력 -

글로벌 역량 - - 글로벌 안목 글로벌역량

전공 지식
전공분야의
폭넓은 지식

대인관계 및 협력 - -
윤리적‧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 - 개인적‧지적 자율성 - - 자기관리 역량

기타 역량 -
윤리적‧사회적‧전문

가적 이해
독립성과 창의력 

효과적 시민, 
심미적 참여

-

원자료: 진미석(2011). 카톨릭대학생의 핵심역량 특성 및 핵심역량기반교육과정. 재구성.

주: 음영은 구성요소 분류 기준임.

<표 Ⅱ-3> 대학생 핵심역량의 구성요소 

대학생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는 개별 사례에 따라 상이하며, 분류의 기준도 다양하다

(백평구, 2013; 박성미, 2011; 김안나·이병식, 2003). 그러나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자 했던 각 시도들은 핵심역량이 기존 대학교육이 인지적 요소의 편협한 강조

에서 벗어나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능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

이다(이장익, 2012; 임동욱, 2004; 김안나·이병식, 2003).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정보의 처리 및 활용 능력,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글로벌 역량, 전공지식, 대인관계 

및 협력 역량, 자기관리역량, 기타역량이 빈번하게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생애진로

환경에서 도출된 핵심역량을 공유하면서 고차원적인 인지역량이 강조된다는 것이 특징

적이다(진미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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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변인명 측정방법

박성미(2011)
직업능력요소로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차원: 지식, 기술, 태도 3개 차원 
▪차원별 3~5개 영역, 총 83개 문항 
▪자기보고식 문항

K-CESA(2012)
대학생 핵심역량

(Collegiate Essential Skills)

▪영역: 의사소통, 수리능력, 자원·정보·기술의 처리 및 활용, 
종합적 사고력, 대인관계 및 협력, 자기관리의 6개 영역

▪진단테스트, 주관식 수행평가, 설문지의 종합적 활용 
▪선다형 문항, 주관식 쓰기 및 말하기, 자기보고식 문항 

<표 Ⅱ-4> 대학생 핵심역량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측정 

나. 대학생 핵심역량의 측정

국내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아직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며, 국

가 수준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의 평가도구를 활용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이장익, 2012; 백평

구, 2013). 또한 박성미(2011)의 도구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 연구에 적합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Ⅱ-4> 참고). 

1)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핵심역량 진단도구

K-CESA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대학생 핵

심역량 진단 시스템이다. K-CESA는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진단함으로써 대학교의 교육

력을 진단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핵심역량

은 기업, 대학의 역량전문가와 평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출하였

으며, 인지적·비인지적 요소의 총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인지적 요소로는 의사소통

(communication), 수리능력(numeracy), 자원․정보․기술의 처리 및 활용, 종합적 사고력

(higher-order thinking skills)을, 비인지적 요소로는 대인관계 및 협력(interpersonal 

& cooperative skills), 자기관리(self-management)를 포함한다.

측정은 진단검사와 설문지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영역의 특성에 적합한 측정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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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인지적 역량 중 자원·정보·기술 활용 능력, 글로벌 역량은 객관적인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정답이 있는 선다형 문항으로 역량수준을 측정한다. 의사소통역량과 종

합적 사고력은 주관식 쓰기와 말하기를 통해 측정하며, 응답한 내용은 전문채점위원단의 

복수 채점을 통해 점수화한다. 비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자기 관리역량과 대인관계·협력

역량은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며,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된다(진미석, 2011). 지필 

또는 웹기반 방식을 사용하여 진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된 채

점위원이 최종 점수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대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K-CESA에서 실제적으로 측정된 데이터가 다

수 사용되었다(이장익, 2012; 진미석, 2013; 백평구, 2013). 국가공인사업으로서 신뢰

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고, 인지적 영역의 경우 자기보고식이 아닌 검사(test)의 방

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정확히 역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

러나 검사하는 데 총 6시간이 소요되어, 실제적인 조사 수행에는 시간의 제약이 따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60%미만의 회수율을 보이는 주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 직업능력요소로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

「직업능력요소로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박성미, 2011)는 직업능력의 요

소로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이의 교육적·학문적 논의를 위해 개발한 도구이

다. 문헌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가 구명하였던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들을 재분류하고, 전

문가 집단 활용, 직무분석, 고성과자의 내재적 특질 구명 등을 활용한 역량모델링을 통

해 직업능력요소로서의 핵심역량을 추출하였다(<표 Ⅱ-5> 참고). 이 도구는 핵심역량

을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의 구분 기준인 인지적요소

와 비인지적 요소(진미석, 2011), 학문적 능력, 전문 직업적 능력, 개인적·사회적 능력

(김안나·이병식, 2003) 등에 비해 구체적인 지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가진다(백평구, 

2013; 박성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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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핵심역량군 핵심역량명

지식
자긍심 및 자기주도학습력 자존감과 자신감, 자기관리 및 자기주도 학습력

인성 및 사회적응력 의사소통능력, 협동능력, 리더십

기술
조직혁신능력 문제발견능력, 변화수용 및 대처능력

지식창출능력 정보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태도
글로벌문화개방성 경험개방성, 글로벌 감각과 자질

열정 및 도전정신 추진력과 도전정신, 프로문화와 프로정신

원자료: 박성미(2011).직업능력의 요소로서 핵심역량 분석. 재구성.

<표 Ⅱ-5> 「직업능력요소로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역량명 분류 

이 도구가 가지는 지식 차원 34문항, 기술 차원 24문항, 태도 차원 25문항으로 구성

되며 총 83문항으로 구성되어 다소 긴 분량이라는 점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예비검사 

및 본검사를 통한 신뢰도검증과 구인타당도, 수렴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 검증을 걸쳐 

신뢰성을 확보한 검사도구로서 연구에의 활용성을 가진다. 또한 K-CESA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두 가지 강점을 가진다. 첫째,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직업세계를 기반으로 도출

하였다는 점에서“졸업 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영위”를 위한 핵심역량 개발 목적을 보

다 강조하였다. 둘째, 시간적으로 15분 내외로 응답할 수 있어 신뢰도가 보다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연구에서 박성미(2011)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다. 대학생 핵심역량의 변화 

핵심역량은 측정 시점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의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

생의 핵심역량 수준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성과로서의 의미보다는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 수준보다는 교육 시행 이전과 비교한 

핵심역량의 변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핵심역량 개발의 정도 또는 대학교의 기여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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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왔다(유현숙 외, 2010; 이병식·최정윤, 2008; 김안나·이병식, 2003). 김안나와 

이병식(2003)은 대학생 핵심능력 개발 영향요인 분석 연구에서 전공지식, 사고력, 의사

소통능력 등 7개 영역에 대하여 현재 본인의 수준과 입학 당시 수준을 비교하여 개발된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병식과 최정윤(2008)은 분석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4개 

영역에서 대학교육이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유현숙과 동료들

(2010)은 대인관계 및 협력, 의사소통 등 6개 영역에서 현재까지의 대학생활을 되돌아 

볼 때 성과 및 진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들은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자기보고

식 측정의 타당성을 입증해왔다(<표 Ⅱ-6> 참고). 

연구자(연도) 변인명 측정방법

김안나, 이병식 (2003) 대학생 핵심능력 개발

▪영역: 전공지식,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리더십, 
문제해결력, 협동능력의 7개 영역

▪현재 본인의 수준과 입학 당시 수준을 비교하여 개발된 정도를 측정  
▪자기보고식 문항

이병식, 최정윤 (2008) 대학생 핵심능력 개발

▪영역: 분석적인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팀의 일원으
로 활동하는 능력의 4개 영역

▪영역별 단일문항, 총 4문항 
▪대학교육이 학생들의 능력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측정 
▪자기보고식 문항, 5단계 Likert 척도 

유현숙 외 (2010) 학습 성과 

▪영역: 대인관계 및 협력, 의사소통, 정보기술 처리 및 활용, 종합적 
사고력, 자기 관리, 글로벌 역량의 총 6개 영역 

▪영역별 1~12문항, 총 18문항 
▪현재까지의 대학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성과 및 진전이 있었던 정
도를 측정 

▪자기보고식 문항, 4단계 Likert 척도(후퇴함-변화없음-향상됨-매우향상)

<표 Ⅱ-6> 핵심역량 개발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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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관계
앞 절에서 대학생 핵심역량의 개념과 의의, 측정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대학교육을 

통해 배양하도록 요구되는 보편적인 능력요소들을 의미한다(진미석 외, 2011; 박성미, 

2011; 김안나·이병식, 2003). 또한 대학교육의 성과 지표로서 기능하며, 역량모델링을 

통해 추출되는 구체적인 역량요소에 관한 표준화 시험 또는 자기평가를 통해 측정이 가

능하다(최정윤 외, 2008). 특히 핵심역량 측정 시 현재수준에 대한 단순 측정보다는 기

준 시점으로부터의 변화량을 측정할 경우, 출발점 행동을 통제한 보다 정교한 측정이 가

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학 입학 전후의 

핵심역량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대학 입학 전의 개인별 핵심역량 수준을 통제

하고자 하였다.

한편, Kuh와 동료들(2006)이 문헌분석을 통해 구축한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틀은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관련된 영향 요소를 추출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 틀은 세 개 영역의 유기적인 영향관계로 대학교육 성

과까지의 경로를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은 학생들의 대학 입학 이전의 경험이며, 

두 번째 영역은 학생 행동(student behavior)과 대학 환경(institutional conditions), 

세 번째 영역은 대학 후 성과이다. 즉, 학생과 대학은 학생의 참여(student 

engagement)를 매개로 상호작용하여 대학 후 성과를 만들어내며, 입학 전 개인의 특성 

또한 주요한 영향요소가 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실증연구들에서도 개인 및 대학의 특성 및 교육경험을 대학 성과에의 주요 영향

변수로 설정하여 영향관계를 구명하였다. 대표적으로 Astin(1993)이 제시한 투입-과정

-산출의 틀에 적절한 변인을 투입하여 영향요인을 구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

다(유현숙 외, 2011; 김안나·이병식, 2003). 아울러, 보다 세부적으로 특정 교육 프로

그램이나 교육방식 및 매체 등이 특정 영역의 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연

구도 다수 수행되었다(한정선·오정숙, 2008; 정은이, 2009). 대학 효과 측정을 위해 대

학 성과에 대한 영향변인을 구명하고자 했던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투입요소로서의 개인 

특성과 과정 요소로서의 교육경험 및 활동의 강한 영향력을 입증해왔다(최정윤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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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이 설정한 대학교육 성과와 영향요인들의 기본 메커니즘

은 교육 내용상의 통일성이 부족한 대학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육내용 외적인 공통

요소들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특성과 학

교 특성 및 교육경험을 구체적인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종속변인인 핵심역량 변화에 대

한 영향 정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개인 및 학교의 특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변인군을 구성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구명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

로 개인변인과 환경변인, 학교특성변인 등으로 분류하여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구명해

왔다(백평구, 2013; 이병식·최정윤, 2008; 김안나·이병식, 2003). 선행연구들이 구성

한 변인군에 대한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개인변인은 학년, 전공계열,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할 필

요가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교육의 경과나 내용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거

나, 기존 연구에서 학업 성취에 주요한 영향 요소라고 판단된 변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구명하는 것은 핵심역량 변화가 대학교육의 성과지표로서 

활용성을 가지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기여하였다(백평구, 2013; 김안나·이병식, 

2003).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핵심역량이 대학 성과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

한 답을 구하고자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서 포함하였다. 단, 개인 특성의 영

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주요변인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인구통계학’이라는 

표현 대신‘개인 배경 변인’으로 지칭하였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이 투입한 개인 변인은 개인의 구체적인 특징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Kuh와 동료들(2006)의 개념적 틀은 대학생들의 학습 참

여가 학생-학교 간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배경적 특성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학교육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 등을 통해 참여에 영

향을 주는 직간접적 요인들을 변인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학생의 심리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개인 심리 변인’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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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행연구에서 학교 특성 변인으로서 교육 서비스, 시설 및 학생의 만족도 등을 

투입한 경우가 많았다(진미석, 2011; 이병식·최정윤, 2008). 이러한 변인들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체

적인 수준에서의 교육 경험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선행

연구들의 방법론적 제언이 설득력을 가진다(유현숙 외, 2010; Astin, 1993).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 특성 변인보다는 학생 수준에서 구체적인 교육경험을 의미하는‘학교

생활’변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실증적·이론적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변인 구성 

사례 및 시사점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변인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인인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독립변인을 개인배경변인, 개인심리변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세 가지로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변인에 대한 설명 및 투입 근거는 아

래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가. 개인배경변인

개인배경변인은 대학교 입학 전부터 이미 존재하거나 교육을 통해 변화가 불가능한 개

인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전공계열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배경은 

개인배경인 특징으로서 핵심역량 수준이나 학업성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인 또는 

통제변인으로서 꾸준히 다루어져 왔다. 김안나와 이병식(2003)은 핵심능력 개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에서 투입요인으로 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적 열망, 

선호전공 대학여부, 전공을 설정하였다. 이 중 학생 배경요인의 경우, 성별, 교육적 열망, 

희망하던 전공 여부, 실제 전공 등이 핵심 능력의 개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식과 최정윤(2008) 개인적 배경 특성, 교육과정 변인, 학생

의 노력과 교육과정 외 활동 참여를 개인수준의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개인적 배

경 특성으로서 성별, 대학진학 첫 세대 여부, 가계 월평균 소득, 학년, 전공계열, 성적을 

투입하였다. 이장익(2012)은 대학입학 전형제도 유형과 대학생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에

서 성별에 따라 글로벌 역량과 종합사고역량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장익과 김주후

(2012)는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 관계성에 대한 분석연구에서 학점, 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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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계열, 성별과 핵심역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진미석(2013)은 수도권 및 지방대학생

의 핵심역량 격차에 관한 연구에서 학년, 계열,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백평

구(2013)는 학점, 학년, 전공계열을 투입하여 핵심역량 차이를 밝힌 바 있다.

1) 성별

이장익(2012)는 대학입학 전형제도 유형과 대학생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

라 글로벌 역량과 종합사고역량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장익과 김주후

(201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핵심역량 점수 차이를 산정한 결과 대인관계역량, 자

원정보기술활용역량, 글로벌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남학생의 점수

가 높았다. 백평구(2013)는 대인관계 역량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우위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

으며, 핵심역량의 세부영역별로도 검증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2) 학년

 김안나와 이병식(2003)에서는 학년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장익(2012)

에서는 재학연한에 따라 상승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학습경험에 의하여 핵심역량이 유의

미하게 개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진미석(2013)은 4학년에서 1학년보다 수도권 대학

생과 비수도권 대학생간의 지역 간 격차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백평구(2013)에서

는 개인 특성 측면에서 학년에 따라 핵심역량 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학년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으며, 핵심역량의 세부

영역별로도 검증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3) 전공계열

이장익과 김주후(2012)의 연구에서는 전공계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공계열별 학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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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열이 자연 및 공학계열에 비하여 학점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학점이 성취도 측정지표로서 갖는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백평구(2013)의 연구

에서 공학계열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 핵심

역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구명하는 것은 현재 핵심역량 연구들의 주요한 관심사

이다. 이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의 요소들과 전공계열의 영향관계를 구명하였다. 

나. 개인심리 변인

개인심리 변인은 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의미한다. 핵

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힌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배경 특성에 으로 개인 차

이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개인 배경이 아닌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밝혀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같은 유

형의 교육 경험에서도 개인의 내적 특성에 따라 교육성과는 상이하다는 것이 많은 교육 연

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심리특성 변인은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Kuh와 동료들(2006)이 Astin(1993)의 모형을 토대로 구성한 교육성과 관련요인의 

개념적 틀은 주요 개인심리특성 변인을 추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이 틀은 대

학 입학 이전의 경험(pre-college experiences)과 대학 경험(college experience)이 

대학 후 성과(post college outcomes)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징적

인 것은 대학 경험 영역 내부에서 일어나는 주체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다. 대학 경험의 영역에서 학생 행동(student behaviors)은 대학 환경(institutional 

conditions)과 상호작용을 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student engagement)가 

두 요인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Kuh et al, 2006; 최정윤 외, 2007). 즉, 대학에서의 교

수학습 활동의 효과에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이 모형에서 학생행동(student behavior)은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교수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학습 습관, 학습동기 등의 요인을 포함한다. 이 중 개인 내부적

으로 가지는 특성으로 학습동기가 해당된다. 그러나 매개요인인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심리적인 요인을 보다 다양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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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습동기와 더불어 학업만족,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

다. 이들 변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학습 성과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 밝혀진 변인들이다. 따

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 활동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경험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신념과 적극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변

인이다. 

1) 학업만족

교육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업만족은 높은 학업성취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학업만족은 정서적 특성과 환경적 지원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이 학교 환경을 선호하거나 행복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Lent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학업만족을 개인의 전공 관련 학업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즐거움으로 정의하

였다. 개인은 자신이 가치롭게 여기는 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의 목표 달성에 진전이 있

다고 생각할 때, 과업수행과 목표 성취에 강한 자기효능감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기효

능감을 촉진시키고 목표추구를 지원하는 환경에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만족하게 

된다(Lent et al., 2013). 이러한 학업에 대한 만족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

하여 학업성취로서의 역량개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2)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학업적 활동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하여 의도한 학업적 이

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성이다(Brophy, 1987).다시 말하면, 내재적으로 동기화되

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은 그 행위나 과제수행을 시도하려고 노력하며, 끈기를 보이거나 

수행을 이루고 난 후에 긍정적 정서를 느끼면서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Ryan & 

Connell, 1989). 즉 인간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행동하는 것으

로 지각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을 때, 그 선택이 지속될 수 있으며, 내재

적 동기가 아니더라도 과제수행을 위해 노력하고자한다. 그러므로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배우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배우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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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최선을 다하려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 활동에 학생들이 보다 몰입할 수 

있는 심리적 근원이 되며, 학습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의 주요 예측변수이다. 진로에 관하여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을 돕고 행동이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지속시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사고 형태와 정서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성식, 2007). 대학의 교과

내외의 학습이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그로 인해 학습효과가 촉진

되거나 억제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진로정체감은 대학 활동에의 만족도나 적극성을 예

측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란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Willis 1985). 개

인의 목표와 관련된 지지와 장애는 목표 추구와 수행을 돕거나 방해함으로 학습에 대한 

참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모델링, 격려, 그리고 피드백 행위와 같은 환경

적 요인은 학생들의 목표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Lent & Brown, 2008). 사회적지지는 

대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역량개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 학교생활 변인

학교생활 변인은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교육경험을 의미한다.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구

체적으로 구명하기는 어려우나, 개인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은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Astin, 1993).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교생활특성보다는 학교의 

교육특성을 밝혔다. 학교의 설립특성이나 소재지 등의 특성이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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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 연구결과는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자체의 특성만으로는 대학교육의 구체

적인 작용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의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학교 특성보다는 

학생의 구체적인 생활양상을 구명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Astin, 1991). 선행연구들을 

통해 역량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생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 

유현숙 외(2010)은 학습성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개인배경변인, 대학특성변인, 수업 

외 학습과정변인, 수업 중 학습과정변인을 설정하였다. 수업 외 학습과정변인으로 도서

관 활용, 정보통신 기술 활용, 글쓰기 활동, 읽기 쓰기 분량, 다양한 배경의 동료들과의 

교류, 공모전 등 자기계발 활동, 봉사활동 경험, 스터디 활동을 설정하였으며 수업 중 

학습과정변인으로 협동수업 준비, 사고력 증진 활동, 성실한 수업 참여, 교수와의 상호

작용, 학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요인을 

구명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차원과 학교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본 

연구와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학습요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라는 점에서 변인 추출에 근거가 되었다. 

Kuh 외(2006)의 연구에서 학생행동 중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교수와의 관

계, 친구들과의 관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김안나와 이병식(2003)은 대학의 환경요인으

로는 기관의 특성(대학의 소재지, 설립유형, 대학의 분위기), 교육과정(능동적 학습, 강의

의 질), 학생들의 활동 및 몰입도(학문, 직업준비, 일,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교

류)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의 핵심능력 개발은 학생의 배경변인과 같은 투입

변인보다 대학의 특성이나 학생들의 몰입 등의 환경적 요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적 요인들 가운데에서도 대학 행정체제의 개방성과 강의의 

질은 모든 핵심능력 개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학생들 간

의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대학의 분위기, 능동적 교수학습 방법 및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몰입이 핵심 능력의 개발에 중요한 요인들로 나타났다. 환경요인의 경우, 대학의 분

위기, 강의의 질, 학생들의 몰입도 등이 핵심능력 개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개방적 행정체계나 학생들간의 활발한 교류 등과 같은 대학 전체의 분위기 요인은 거의 

모든 핵심능력의 개발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변인들로는 강의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모든 핵심능력들이 더 많이 개발되었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학생활동과 관련해서는 강의시간 이외에 교수와 상담을 한다거나 스터디 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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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수강 교과목에 대한 공부를 더욱 많이 할수록,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을 경우, 외국어, 고시 및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한 취업관련 준비활동을 

많이 할수록 전공지식이 더욱 많이 개발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식과 

최정윤(2008)은 교육과정 영역 중 교수(teaching)의 질과 더불어 학생노력의 정도를 

영향요소로 투입하였다. 이는 전공수업, 교양수업, 취업준비와 외국어학습에 투입한 시

간, 학생노력의 질, 교육과정외 활동에 대한 참여로 측정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외 활동에 

대한 참여 변인은 수업 외 동아리 활동, 현장학습활동, 지역사회 및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측정하였다.  

1) 교과 및 교과 외 학습 

대학생의 인지적 참여와 교육성과들의 연구에서 교과 및 교과 외 학습은 교육기관에

서 제공하는 학습을 의미하며, 환경 변인으로서의 성질을 지녀왔다(이병식·최정윤, 

2008). 그러나 초,중,고교와는 달리 개인은 다양한 조건의 수업을 경험하기 때문에 환

경변인으로서의 학습의 질 또는 강의의 유형 등의 변인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점을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Gonyea와 Kuh(2006)는 통합적 학습활동

을 다양한 성과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지적 능력과 일반교양의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교과 및 교과 외 학습은 학생들의 

지적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 동아리 활동

비교과 활동 참여와 학업성취도 사이에서는 긍정적 관계가 발견되고 있다. 여러 연구

들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즉 대학에서 강의실 밖의 학생들 간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개발한 것으로 지각했다고 보고했다(Astin, 1993; 

Pascareela & Terenzini, 2005; 김안나, 이병식, 2003). Chee와 동료들(2005)의 연

구에서도 여학생들의 경우 동아리나 그룹활동에 참여한 시간이 많을수록 GPA가 높게 나

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참여는 학생들의 정서적 영역 뿐 아니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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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능력을 비롯한 여러 핵심역량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3) 근로 활동 

재학 중의 일 경험은 적극적인 직업의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숙련의 개발을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이병희. 2003). 학업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근로 활동은 학습시간을 축

소시킴으로서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직업교육 연

구에서는 일 경험이 학생들의 진로발달 뿐 아니라 역량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 활동이 대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4) 팀 과제 

팀 과제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즉 대학에서 학생들 간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학생

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개발한 것으로 지각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

정되었다(Astin, 1993; Pascareela & Terenzini, 1995; 김안나, 이병식, 2003). 팀 

과제 경험은 전공계열 및 학생들의 교과 선택 성향에 따라 상이하지만, 개인 과제와는 

다른 역량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팀 과제에서는 향후 직업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그룹 단위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리더십 및 의사소통 역량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

여 제시하면 <표 Ⅱ-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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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핵심역량과의 
관계 연구자 비고

개인배경 
변인

성별

(+) 이장익 (2012)
•글로벌 역량과 종합사고역량에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남. 

(+) 이장익, 김주후 (2012)
•대인관계역량, 자원정보기술활용역량, 글로
벌역량에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남. 

(+) 백평구 (2013) •대인관계역량에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남

학년

x 김안나, 이병식 (2003) •학년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음

(+) 이장익 (2012) •재학연한에 따라 핵심역량 수준 상승

(+) 진미석 (2013)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1학년보다 4학년에
서 작음

(+) 백평구 (2013) •학년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가 유의미함

전공계열
x 이장익, 김주후 (2012)

•전공계열별 핵심역량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음 

(+) 백평구 (2013) •공학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높게 나타남 

개인심리 
변인

학습동기 △ 한영숙, 현성용 (2010)
•내·외재 동기는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침 

학업만족 △ Lent et al. (2013)
•학업만족은 대학생의 학업 성취에의 주요한 
변인임

진로정체감 △ 노경란 외 (2011)
•진로개발은 능력개발에 대한 노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사회적지지 △ 김영은 (2009) •대학생 학업 성취의 주요 변인임

학교생활 
변인

교과 학습 (+) 고장완 외 (2011)
•교과 학습 경험은 인지적 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침 

교과 외 학습 (+) 고장완 외 (2011)
•교과 외 학습 경험은 비인지적 성과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침 

동아리 활동
(+) 김안나, 이병식 (2003)

•학생들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핵심역량이 
개발됨

△ Chee et al. (2005)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수록 학업성취가 높음 

근로 활동 
△ 이병희 (2003) •지식숙련의 개발을 통해 학교교육 보완

(+) 이만기 (2008)
•직업훈련경험이 노동시장성과에 긍정적 영
향 미침 

팀 과제
△ 안병근 (2011) •협동학습은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김안나, 이병식 (2003)
•학생들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핵심역량이 
개발됨

주) (+): 핵심역량과 정적인 관련이 있음

(-): 핵심역량과 부적인 관련이 있음

△: 학업 성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핵심역량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x : 핵심역량 및 학업 성취와 관련이 없음

<표 Ⅱ-7>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에 관한 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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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종속 변인은 핵심역량 변

화로 지식, 기술, 태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독립변인은 개인 변인 및 학교생

활 변인으로, 개인변인은 개인배경 변인과 개인심리 변인으로 구성된다. 개인배경변인은 

성별, 학년, 전공계열을 포함하며, 개인심리 변인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

회적지지 변인으로 구성된다. 학교생활 변인으로는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

동 근로 활동, 팀 과제가 해당된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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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2013년 우

리나라에는 총 188개의 4년제 대학교가 있으며,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수는 

1,505,445명이다(교육통계연보, 2013). 학교는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

기)에 위치한 학교와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에 위치한 학교로 구분

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생 수를 구분하면, 수도권 학교에는 575,130명이, 비수도권 

학교에는 930,315명이 재학 중이다. 대학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약 1:1.7으로 분포

해 있고, 학생은 약 1:1.6으로 분포해 있다. 성별에 따른 학생 수 분포는 남학생 

791,794명, 여학생은 713,651명으로 약 1.1:1의 비율을 나타낸다(<표 Ⅲ-1> 참고).

지역 학교 수 
재학생 수

남학생 여학생 전체

수도권

서울 38 172606 191846 364,452

인천 3 21156 13415 34,571

경기 29 91017 85090 176,107

소계 70 284,779 290,351 575,130

비수도권

부산 12 79352 70793 150,145

대구 3 26049 21674 47,723

광주 10 30276 32721 62,997

대전 11 44866 36823 81,689

울산 2 9790 6764 16,554

강원 8 44104 30141 74,245

충북 10 39513 32043 71,556

충남 12 61709 57757 119,466

세종 1 8588 5184 13,772

전북 9 37212 29413 66,625

전남 10 20047 15881 35,928

경북 19 65802 51842 117,644

경남 9 33667 26990 60,657

제주 2 6040 5274 11,314

소계 118 507,015 423,300 930,315

전체 188 791,794 713,651 1,505,445

원자료: 교육통계연보(2013). Retrived from http://kess.kedi.re.kr/index

<표 III-1> 지역별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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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수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관점에서 총 4개의 전공 계열별로 재학생 구분이 가

능하다. 교육통계연보(2013)에서 대분류로 제시한 인문, 사회, 교육계열은 이 연구에서 

인문‧사회계열로 통합하였고, 자연 계열과 공학계열은 자연‧이공계열로 통합하였다. 의약

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졸업 후 진로가 미리 결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특화된 교육과정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 계열과 통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 전공의 재학생 수는 699,851명(46.5%), 자연·

이공 계열 453,390명(30.1%), 의약계열 185,594(12.3%), 예체능계열 166,610(11.1%)

이다. 네 개 전공계열의 재학생 수 비는 약 4.2: 2.7: 1.1: 1이다. 

구 분 재학생 수 (비율)

인문 사회계열

699,851(46.5)

인문계열 199,731(13.3)

사회계열 430,379(28.6)

교육계열 69,741(4.6)

자연 이공계열

453390(30.1)

자연계열 363,304(24.1)

공학계열 90,086(6.0)

의약계열 의약계열 185,594(12.3)

예체능계열 예체능계열 166,610(11.1)

전체 1,505,445(100)

<표 III-2> 4년제 대학의 전공별 학생 수 
(단위: 명(%))

나. 표집

이 연구의 모집단의 크기는 1,505,445(명)이다. 모집단의 크기가 1,000,000 이상일 

때, 표본 크기는 384이 적합하다(Krejcie & Morgan, 1970)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최소 표본 크기를 384로 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불성실응답 및 회수율을 고려하여 

전체 표본의 크기를 560(명)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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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집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선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단계 표집을 실시하였다. 1

단계 표집의 방법은 층화군집표집이며, 2단계는 비율표집이다. 층화표집은 모집단이 특

정한 속성에 의하여 여러 개의 하부집단으로 구분될 때 이를 표집에 반영하여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용이하게 만드는 표집방법이다. 군집표집은 개인이나 요소가 아닌 

집단을 표집단위로 하는 표집방법으로서, 표집단위가 집단이므로 쉽게 표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층화 기준을 선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한 결과, 전공과 대학소재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가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성별과 학년 등의 변인이 

미치는 영향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층화기준의 수가 많아지면 최소 크기 집단의 적정 

표집 수가 3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고(김현철, 1999), 다양

한 층화기준이 존재할수록 표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와 

전공을 층화 기준으로 하여 2단계 표집을 실시하였다.  

1단계 표집으로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층화군집표집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소재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층화하고 각 학교를 단위로 하였다. 이 때 층

화표집은 계층 간 5%의 표집비율을 적용한 비율층화표집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1단

계 표집의 결과로 수도권 4개 학교와 비수도권 6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2단계 표집으로 전공 계열을 기준으로 한 비율표집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선정된 

10개 학교 내에서 전공 계열을 층화기준으로 하여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이공 계열로 

층화하였다. 먼저 교육 목적 및 과정이 특성화되어 있는 의약 계열과 예체능계열의 학생

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이공계열 학생 수가 1.3:1의 비율이라는 

점과, 최소 크기 집단의 적정 크기가 30명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각 학교의 

인문‧사회 계열 40명, 자연‧이공계열 30명을 표집하였다. 

이 외에 핵심역량 변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된 학년과 성별은 앞

서 언급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층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전체 분포 비율과 비슷한 비율로 분포해 있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표본이 

보다 대표성을 띄도록 자료 수집 시 성별과 학년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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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표집 절차  

이러한 일련의 표집 절차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Ⅲ-2]과 같다. 

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도구로 질문지룰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대

학생 핵심역량 수준 측정도구와 개인배경 척도, 개인심리 척도, 학교생활 척도로 구성하

였다. 개인 배경 척도는 성별, 연령, 전공계열, 사회적지지로 구성하였으며, 개인심리 척

도는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생활 척도는 교

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양식은 2점 및 5점 리커트 척도, 선택형 문항 및 개방형 문항을 활용하였다([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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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생 핵심역량 변화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핵심역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미(2011)가 문헌분석과 

역량모델링을 통해 개발한 대학생 핵심역량 조사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박성미

(2011)는 직업능력의 요소로서 핵심역량을 간주하고, 지식(34문항), 기술(24문항), 태

도(25문항)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지식차원의 핵심역량 척도는 

자긍심(α=.82), 리더십(α=.77), 자기주도 학습력(α=.81), 팀 빌딩(α=.77), 의사소통

(α=.81)의 5개요인 3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α)는 .85

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기술차원의 핵심역량 척도는 문제발견능력(α=.81), 정보기

술활용력(α=.83), 변화대처능력(α=.74), 종합적사고력(α=.76)의 4개 요인 27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α)는 .84로 양호한 척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척도의 경우, 추진력과 도전정신(α=.76), 글로벌 감각(α

=.77), 프로정신(α=.70), 경험 개방성(α=.70)의 4요인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α)는 .80으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표 Ⅲ-3> 참고).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52) 본조사(N=483)

지식 0.957 0.953

자긍심 0.861 0.842

리더십 0.887 0.864

자기주도 0.873 0.889

대인관계 0.883 0.878

의사소통 0.896 0.840

기술 0.928 0.940

문제발견능력 0.902 0.890

정보기술활용능력 0.842 0.846

변화대처능력 0.661 0.770

종합적사고력 0.847 0.796

태도 0.952 0.928

추진력 0.877 0.862

글로벌 감각 0.895 0.832

프로정신 0.868 0.763

경험개방성 0.813 0.795

전체 0.980 0.976

<표 III-3> 핵심역량 변화 척도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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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배경 변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대학생이 인식하는 핵심역량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투

입요인으로서 성별, 학년, 전공계열을 선정하여 이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

성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구분한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년은 1학년에서 4학

년까지 각 학년단위로 구분하였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 및 자연이공으로 구분하였다.  

다. 개인심리 변인

학업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05)이 개발하고 Lent et al.(2013)이 사용

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전공의 교육 분위기가 편하다.’를 포함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며 Cronbach’s α값이 Lent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82로,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이 연

구의 예비조사에서는 .894로, 본 조사에서는 .912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는 Ryan(2004)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Self-Regulation 

Questionnaire-Academic; SQR-A)와 Ryan과 Deci(2000)의 개념화를 근거로 하여 

박병기․이종욱․홍승표(2005)가 개발한 자기결정성동기 척도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이 

척도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전양애(2012)가 대학생에 맞도록 수정한 도

구를 사용한다.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척도는 과제, 학습, 노력, 토론 참여를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무동기(α=.55), 외재동기(α=.72), 내사동기(α=.78), 확인

된 동기(α=.61), 통합동기(α=.67), 내재동기(α=.78)의 유형에 따라 4문항씩 총 24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요

인의 특성을 많이 가진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는 .812, 본조사에서는 

.836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봉환(199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신에 대한 이

해 8문항, 직업에 대한 이해 5문항, 능력에 대한 이해 3문항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

으며, 자신에 대한 이해 (α=.854), 직업에 대한 이해(α=.811), 능력에 대한 이해(α

=.701)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2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직업정체감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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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는 .835, 본조사에서는 .824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13)가 사용하고 김영은(2009)이 번안

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문항은 ‘지금 나는 전공 영역 내에 롤 

모델(존경하고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를 포함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

은(2009)과 Lent et al.(2013)이 10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한 것과 같이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김영은(2009)의 연구

에서는 .85,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는 .821로, 본 조사에서는 0.796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52) 본조사(N=483)

학업만족 0.894 0.912

학습동기 0.812 0.836

진로정체감 0.835 0.824

사회적지지 0.821 0.796

<표 III-4> 개인심리 변인 척도의 신뢰도 계수 

라. 학교생활 변인 

이 연구에서 학교생활 변인은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및 근로 활동 및 

팀 과제를 의미한다.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및 근로 활동 변인의 측정

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투자하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값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팀 과제는 전체 과제 중 팀 과제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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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설문조사 기간은 2014년 4월 7일부터 2014년 4월 31일까지로, 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 대학교 중 8개 학교를 방문하여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표본인 대학 내 재학 중인 학생을 협력자로 섭외한 후, 본 연구

의 목적과 설문 조사 실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이후, 각 학교별로 70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 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동봉하여 목적

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 실시 안내문에는 성별 및 전공계

열에 대해 비율표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선정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다. 각 협력

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여 설문조사 응답률의 성실성을 기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를 확인 후, 불성실 응답과 이상치 응답을 제외하고 자료 분석에 사

용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분석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5>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

자 52.0%(251명), 여자 48.0%(232명)이었다. 이는 남학생 791,794명(52.6%), 여학

생 713,651명(47.4%)으로 구성된 모집단의 성별 분포와 유사하다. 전공계열은 인문·

사회계열 56.3%(272명), 자연·이공계열 43.7%(211명)으로 의약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제외하였을 때 인문·사회계열 699,871명(56.0%), 자연·이공계열 548,898명

(44.0%)으로 구성된 모집단의 전공 분포와 유사하다. 학년은 1학년이 130명

(26.97%), 2학년 115명(23.8%), 3학년 114명(23.6%), 4학년 124명(25.7%)으로 비

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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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51 52.0

여자 232 48.0

소계 483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 272 56.3

자연이공 211 43.7

소계 483 100.0

학년

1학년 130 26.9

2학년 115 23.8

3학년 114 23.6

4학년 124 25.7

소계 483 100.0

전체 483 100.0

<표 III-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을 이용하여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할 주요 통계방법은 <표 III-6>과 같다. 첫째, 핵심역량 변화를 비롯

한 각 변인들의 수준을 구명하는 데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배경 변인 중 범주형 변수에 의한 핵심역량 변화의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및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고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집단 확

인을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된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개별 변인들과 핵심역량 변화 간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해석은 성태제(2008)가 제

시한 기준에 따랐다(<표 III-7>). 셋째,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개인 변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설명력을 구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선정된 

독립변인일지라도 다른 독립변인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외시켜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회귀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단계적 투입 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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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통계분석방법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초통계분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연구문제1.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개인 심리 및 학교생활 변인의 수준은 어떠한가?
1-1.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개인 심리 및 학교생활 변인의 수준은 어떠한가?

1-2. 대학생의 개인 배경(성별, 학년,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  

연구문제2.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개인(성별, 학년, 전공계열,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및 학교생활(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

로 활동, 팀 과제) 변인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2-1.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과 전체 핵심역량 변화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2.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과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3.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과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4.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과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3.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개인(성별, 학년, 전공계열, 사회적지지, 학업만

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및 학교생활(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 변인의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3-1.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정도는 어

떠한가?

3-2.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정

도는 어떠한가?

3-3.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정

도는 어떠한가?

3-4.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정

도는 어떠한가?

중다회귀분석 

<표 III-6>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상관계수 범위 상관관계 해석

± 0.00 ~ 0.20 상관이 거의 없다.

± 0.20 ~ 0.40 상관이 낮다.

± 0.40 ~ 0.60 상관이 있다

± 0.60 ~ 0.80 상관이 높다.

± 0.80 ~ 1.00 상관이 매우 높다.

자료: 성태제. (2008).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표 III-7> 상관계수의 해석 기준 





- 45 -

IV. 연구 결과

1.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수준
가. 핵심역량 변화 수준

대학생이 응답한 핵심역량 변화 수준은 <표 Ⅳ-1>과 같다. 이 연구의 핵심역량 변화 

측정 도구는 총 8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중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범위는 

83-415점이다. 

전체 핵심역량 수준은 415점 만점에 평균 297.36, 표준편차 41.72점, 최소값 210

점, 최대값 382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 환산평균값은 3.58점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변화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역량의 차원별로 살펴보면, 지식차원은 34-170점 범위에서 평균 125.28, 5점 

환산평균 3.68로 대학생들은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변화가 있

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의 변화 수준이 3.88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자긍심(3.73점), 의사소통능력(3.69점), 리더십(3.65점), 자기주도학습력(3.51점) 

모두 대학기간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차원은 24-120점 범위에서 평균 84.04, 5점 환산평균 3.50으로 긍정적인 방

향으로 다소 변화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간 평균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정보분석능력(3.64점)의 변화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문제발견능력(3.56점), 

변화대처능력(3.55점), 종합적사고력(3.52점) 모두 대학기간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차원은 25-125점 범위에서 평균 88.31, 5점 환산평균 3.53으로 긍정적인 방

향으로 약간 변화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프로정신 변화 수준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경험개방성(3.64점), 추진력 및 도전정신(3.54점), 글로벌감각(3.25점) 모두 대

학기간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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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문항 수
반응가능
범위총점평균 환산평균

전체 핵심역량 변화 297.41 3.58 41.72 210 382 83 83-415

지식 차원 125.31 3.68 16.06 84 170 34 34-170

자긍심 26.13 3.73 3.87 15 35 7 5-35

리더십 29.16 3.65 4.53 19 40 8 8-40

자기주도학습력 24.60 3.51 4.78 14 35 7 7-35

대인관계능력 23.26 3.88 3.45 11 30 6 6-30

의사소통능력 22.14 3.69 3.34 14 30 6 6-30

기술 차원 84.14 3.50 11.90 56 110 24 24-120

문제발견능력 30.23 3.56 5.10 18 41 9 9-45

정보기술활용력 18.22 3.64 3.13 6 25 5 5-25

변화대처능력 17.76 3.55 2.83 11 25 5 5-25

종합적사고력 17.58 3.52 2.91 10 25 5 5-25

태도 차원 88.24 3.53 12.24 56 114 25 25-125

추진력 28.32 3.54 4.55 16 39 8 8-40

글로벌감각 19.47 3.25 4.06 6 29 6 6-30

프로정신 18.67 3.73 2.80 6 24 5 5-25

경험 개방성 21.86 3.64 3.54 11 29 6 6-30

주1) 환산평균은 5점 척도로 이루어진 핵심역량 평균을 문항 수로 나눈 수치 
주2) 표준편차는 총점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표 Ⅳ-1> 대학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변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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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배경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차이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변화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

시하였다(<표 Ⅳ-2> 참고). 우선 남학생의 전체 핵심역량 변화 점수는 평균 302.42점

으로 여학생 평균 291.4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대학기간을 통한 핵심역량 변화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원별로는 지식차원에서만 성별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평균은 

127.31점, 여학생 평균은 122.90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식 차원의 5개 요인 중 자긍심,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3개 요인에서 유의미한 성별차

이가 나타났다. 자긍심의 경우 남학생 26.64점, 여학생 25.53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높았으며, 리더십은 남학생 29.85점, 여학생 28.35점으로 역시 남학생의 점수가 높았

다. 의사소통능력 또한 남학생 22.74점, 여학생 21.43점으로 남학생의 변화 인식 수준

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남학생이 자긍심, 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대학의 기여가 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차원의 총점에 대한 성별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4가지 하위요인 중 

문제발견능력, 정보기술활용력, 종합적사고력 3개의 요인에서 성별차이가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문제발견능력의 경우, 남학생 30.98점, 여학생 29.35점으로 남학생의 변

화 수준이 높았다. 정보기술활용력은 남학생이 18.75점, 여학생이 17.59점으로 남학생

의 점수가 높았으며, 종합적 사고력 역시 남학생이 18.05점으로 여학생 17.02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대학기간을 통해 문제발견능력, 정보기술활용력, 종합적사고력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정도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도차원의 총점과 하위 요인에 대한 성별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체로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변화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조절학습력의 경우 여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대인관계능력, 변화대처능력, 추진력, 글로벌 감각,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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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핵심역량 변화 
남 251 302.42 39.04

1.998**
여 232 291.45 33.84

지식 차원
남 251 127.31 17.47

1.879**
여 232 122.90 13.97

자긍심
남 251 26.64 4.27

1.974**
여 232 25.53 3.26

리더십
남 251 29.85 4.68

2.232**
여 232 28.35 4.24

자기조절학습력
남 251 24.59 4.77

-0.037
여 232 24.61 4.82

대인관계능력
남 251 23.49 3.58

1.005
여 232 22.98 3.30

의사소통능력
남 251 22.74 3.58

2.661**
여 232 21.43 2.91

기술 차원
남 251 85.81 11.72

1.881
여 232 81.40 11.74

문제발견능력
남 251 30.98 5.20

2.158**
여 232 29.35 4.88

정보기술활용력
남 251 18.75 2.86

2.493**
여 232 17.59 3.32

변화대처능력
남 251 18.03 2.79

1.416
여 232 17.43 2.86

종합적사고력
남 251 18.05 2.73

2.392**
여 232 17.02 3.03

태도 차원
남 251 89.30 13.09

1.179
여 232 87.14 11.12

추진력
남 251 28.69 4.78

1.194
여 232 27.88 4.26

글로벌 감각
남 251 19.87 4.21

1.430
여 232 19.00 3.86

프로정신
남 251 18.76 3.04

0.526
여 232 18.54 2.51

경험 개방성
남 251 21.98 3.51

0.484
여 232 21.72 3.58

**p<0.01, *p<0.05 
주: 음영한 부분은 성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 

<표 Ⅳ-2> 성별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차이 

로정신, 경험개방성의 경우 남녀 차이가 평균 1점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요인에 대해서도 여성의 변화 수준이 남성보다 낮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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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핵심역량 변화 

1학년 130 292.41 36.20

1.255
2학년 115 296.79 33.97

3학년 114 299.42 38.38

4학년 124 307.40 38.87

지식 차원

1학년 130 123.59 15.98

0.712
2학년 115 125.00 13.89

3학년 114 126.23 16.08

4학년 124 128.37 17.95

자긍심

1학년 130 26.19 3.87

0.149
2학년 115 26.08 3.30

3학년 114 25.85 4.23

4학년 124 26.43 3.82

리더십

1학년 130 28.69 4.39

0.696
2학년 115 29.00 4.47

3학년 114 29.46 5.04

4학년 124 30.00 4.13

자기주도학습력

1학년 130 24.14 4.80

1.381
2학년 115 23.67 4.74

3학년 114 25.02 4.21

4학년 124 25.87 5.46

대인관계능력

1학년 130 22.92 3.35

0.667
2학년 115 23.58 2.99

3학년 114 23.75 3.51

4학년 124 23.07 3.99

의사소통능력

1학년 130 21.64 3.40

1.450
2학년 115 22.67 2.73

3학년 114 22.15 3.31

4학년 124 23.00 3.62

<표 Ⅳ-3> 학년별 핵심역량 변화 수준 차이  

2) 학년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차이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변화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

시하였다(<표 Ⅳ-3> 참고). 분석 결과, 모든 차원 및 요인에서 학년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표본에서는 전체 핵심역량 변화, 지식차원 총점과 리더십 요

인, 기술 차원의 총점과 문제해결능력 및 종합적사고력, 태도 차원 총점과 프로정신 및 

경험개방성 요인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전체 핵심

역량 변화 점수의 경우 1학년 292.41점, 2학년 296.79점, 3학년 299.42점, 4학년 이

상 307.40점으로 학년별 3~7점 간격으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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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기술 차원

1학년 130 81.99 11.66

1.555
2학년 115 83.25 12.06

3학년 114 84.83 11.59

4학년 124 87.17 12.56

문제해결능력

1학년 130 29.53 4.61

1.463
2학년 115 30.33 5.04

3학년 114 30.33 5.62

4학년 124 31.80 5.38

정보기술활용력

1학년 130 17.82 3.41

0.860
2학년 115 18.25 3.35

3학년 114 18.71 2.56

4학년 124 18.43 3.00

변화대처능력

1학년 130 17.38 2.71

2.007
2학년 115 17.21 3.11

3학년 114 18.06 2.55

4학년 124 18.67 3.18

종합적사고력

1학년 130 17.26 2.92

0.933
2학년 115 17.46 3.26

3학년 114 17.73 2.67

4학년 124 18.27 2.98

태도 차원

1학년 130 86.83 11.93

1.231
2학년 115 88.35 11.80

3학년 114 88.54 13.07

4학년 124 91.87 11.85

추진력

1학년 130 28.06 4.63

0.354
2학년 115 28.88 3.70

3학년 114 28.13 4.60

4학년 124 28.83 5.00

글로벌 감각

1학년 130 19.13 3.87

1.406
2학년 115 19.08 4.48

3학년 114 19.35 4.32

4학년 124 20.83 3.68

프로정신

1학년 130 18.19 3.12

1.428
2학년 115 18.75 2.64

3학년 114 19.02 2.69

4학년 124 19.23 2.06

경험 개방성

1학년 130 21.45 3.31

1.3382학년 115 21.83 3.64

3학년 114 21.85 3.89

4학년 124 22.97 3.36

**p<0.01, *p<0.05
주: 음영한 부분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가 상승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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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차이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변화가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을 실시하였다(<표 Ⅳ-4> 참고). 우선 인문·사회계열의 전체 핵심역량 변화 점수는 

평균 294.47점이며, 자연·이공계열 평균은 302.12점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아니었다.

지식 차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평균이 123.49점, 자연·이공계열 평균이 128.22

점으로 자연·이공계열의 변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차원의 5개 하위 요

인 중 리더십 및 대인관계능력의 2개 요인의 전공계열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리더십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28.38점, 자연·이공계열이 30.43점으로 자연·이

공계열의 변화 수준이 높았다. 대인관계능력의 경우에도 인문·사회계열 22.84점, 자

연·이공계열이 23.94점으로 자연·이공계열의 변화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자

연·이공계열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의 긍정적 변화를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 차원의 정보기술활용력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17.74점, 자연·이공계열 19.00점으로 자연·이공계열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는 자연·이공계의 경우 대학기간을 통해 정보기술활용력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태도 차원의 전공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각 

요인 점수의 전공 간 차이가 0.5점 내외로 미약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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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공계열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핵심역량 변화 
인문․사회 217 294.47 36.91

-1.345
자연․이공 166 302.12 37.04

지식 차원
인문․사회 217 123.49 15.56

-1.930*
자연․이공 166 128.22 16.55

자긍심
인문․사회 217 25.92 3.89

-0.927
자연․이공 166 26.47 3.83

리더십
인문․사회 217 28.38 4.20

-2.997*
자연․이공 166 30.43 4.80

자기주도학습력
인문․사회 217 24.58 4.81

-.071
자연․이공 166 24.63 4.76

대인관계능력
인문․사회 217 22.84 3.50

-2.094*
자연․이공 166 23.94 3.29

의사소통능력
인문․사회 217 21.77 3.24

-1.925
자연․이공 166 22.75 3.45

기술 차원
인문․사회 217 17.37 2.89

-1.243
자연․이공 166 17.93 2.93

문제발견능력
인문․사회 217 30.09 5.01

-0.466
자연․이공 166 30.46 5.28

정보기술활용력
인문․사회 217 17.74 3.28

-2.663*
자연․이공 166 19.00 2.71

변화대처능력
인문․사회 217 17.72 2.86

-0.196
자연․이공 166 17.81 2.79

종합적사고력
인문․사회 217 17.37 2.89

-1.255
자연․이공 166 17.93 2.93

태도 차원
인문․사회 217 88.06 12.60

-0.341
자연․이공 166 88.71 11.71

추진력
인문․사회 217 28.21 4.67

-0.386
자연․이공 166 28.49 4.37

글로벌 감각
인문․사회 217 19.68 4.19

0.898
자연․이공 166 19.12 3.85

프로정신
인문․사회 217 18.56 2.84

-0.605
자연․이공 166 18.82 2.75

경험 개방성
인문․사회 217 21.61 3.46

-1.238
자연․이공 166 22.28 3.64

**p<0.01, *p<0.05
주: 음영한 부분은 전공계열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  

<표 Ⅳ-4>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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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심리 변인의 수준

대학생의 개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Ⅳ-5>과 같이 4개의 변인에 대한 수준

을 알아보았다. 학업만족의 경우, 최소 8점 및 최대 30점으로 평균은 21.39점이었고, 5

점 환산평균은 3.57점이었다. 이는 대학생의 학업만족 수준이 보통 이상임을 나타낸다. 

학습동기는 최소값 26점 최대값 116점으로 평균 7.46점, 및 5점 환산평균 3.85로 나

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학습동기가 보통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진로정체감의 경우, 최

소값 18점 최대값 36점 으로 평균 25.44점, 2점 환산평균 1.4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보통보다 약간 낮은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는 최

소 10점, 최대 34점으로 평균은 23.59점이었고, 5점 환산평균 점수는 3.37점이었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타나낸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문항 수
반응가능
범위총점평균 환산평균

학업만족 21.39 3.57 4.86 8 30 6 6-30

학습동기 7.46 3.85 -14 26 116 24 24-120

진로정체감 25.44 1.41 5.23 18 36 18 18-36

사회적지지 23.59 3.37 4.59 10 34 7 7-35

주) 환산평균은 평균을 문항 수로 나눈 수치 
주) 표준편차는 총점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표 Ⅳ-5> 대학생이 인식한 개인변인의 수준 

라. 학교생활 변인의 수준

대학생의 학교생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4가지 활동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았다. 일주일 동안 평균 투자한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 4가지 활동영역 모두 5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5시간 이상 

할애한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 교과 외 학습, 근로 활동의 순으

로 나타났다(<표 Ⅳ-6> 참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는 교과 학습과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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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또 다른 학교생활 변인의 

수준인 팀 과제는 전체 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32%로 나타났다. 

구분 5시간 미만 5-10 시간 10-15 시간 15-20 시간 20시간 이상

교과 학습 221(45.9) 158(32.8) 57(11.8) 27(5.7) 19(3.9)

교과 외 학습 308(63.8) 93(19.2) 38(7.9) 32(6.6) 13(2.6)

동아리 활동 264(54.6) 120(24.9) 65(13.5) 17(3.5) 17(3.5)

근로 활동 361(74.7) 57(11.8) 38(7.9) 15(3.1) 13(2.6)

<표 Ⅳ-6> 학교생활 변인의 빈도 분석 결과
(단위: 명(%))

   

2.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과 핵심역량 변화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는 <표 Ⅳ-7>과 같다. 전체 핵심

역량의 변화는 사회적지지와 0.564, 학업만족과 0.499의 상관을 보여 중간수준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학습동기 0.396, 진로정체감 0.341으로 다소 낮은 양의 상관

을 나타냈다. 지식 차원의 경우, 사회적지지와 0.524, 학업만족과 0.497의 상관을 모여 

중간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습동기와 0.388, 진로정체감과 0.329로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술 차원의 경우, 사회적지지와는 0.305의 상관을 보여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업만족과는 0.285, 학습동기와는 0.200, 진로

정체감과는 0.279의 상관을 보여 다소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태도 차원의 경우 

사회적지지와 0.557, 학업만족과 0.477의 상관을 보여 중간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학습동기와 0.372, 진로정체감의 경우 0.323으로 다소 낮은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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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핵심역량 변화와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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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 다중공선성의 진단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분석하였

다.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와의 상관이 지나치

게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 회귀선을 그리면 두 선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에서 부분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져 회귀계수를 구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데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공차한계는 허용값을 의미하

며, 한 변인이 다른 변인들과 얼마나 상관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독립변인들의 중다상관

제곱을 1.0에서 감하여 계산되며, VIF는 공차한계의 역수이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값과  

VIF 값이 1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VIF값이 10 이상일 경우 다

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의 진단 결과는 <표 Ⅳ-9>와 같

다. 우선 앞서 살펴본 상관관계에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0.8을 넘지 않았으며, 공차

한계 값이 0.687~0.876으로 1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VIF값은 1.155~1.456로 1

에 근접해 있다. 따라서 독립변인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지수(VIF)

개인배경 변인

성별 0.853 1.172

학년 0.831 1.203

전공계열 0.825 1.212

사회적지지 0.854 1.171

개인심리 변인

학업만족 0.876 1.142

학습동기 0.823 1.215

진로정체감 0.816 1.225

학교생활 변인

교과 학습 0.687 1.456

교과 외 학습 0.723 1.383

동아리 활동 0.845 1.183

근로 활동 0.825 1.212

팀 과제 0.866 1.155

<표 Ⅳ-8>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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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다회귀분석 조건충족여부 진단 

대학생의 전체 핵심역량 변화의 관련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성별, 학년, 팀 과제,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핵심역량 변화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이란 여러 독립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종속변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

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통계적 방법을 말한다(성태제, 2008).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어야 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관계를 가지

며,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잔차의 정규성 가정은 정규확률도표(P-P plot)를 이용하여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점들이 거의 대각선상에 위치하여 대체적으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둘째, 등분산성에 대한 검증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

준화된 예측치(ZPRED)와 표준화된 잔차(ZRESID)를 그래프로 표시해 봄으로써 분산

의 선형선과 동일성을 확인하여 등분산성 검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ZPRED를 X축으로, 

ZRSID를 Y축으로 두어 산점도를 분석해 보았으며,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

으나, 몇 개의 이상점이 보였다. 이상점을 찾기 위하여 케이스별 진단을 하였으며, 케이스

별 진단을 통해 표준화 잔차의 절대값이 3 이상인 이상값을 제거하였다. 총 12개의 사례를 

제거하였다.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셋째, 잔차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은 Durbin-Watson의 통계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통계값이 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

는 것이며, 2에 근접할 때 상호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urbin-Watson의 통계값이 2.106으로 2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독립성에 대

한 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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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앞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을 위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30.090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4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학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 팀 과제의 9개 독립변인 중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동아리 

활동 7개의 변인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영향 계수는 사회적지지(β=0.354), 학습동

기(β=0.216), 동아리 활동(β=0.147), 학업만족(β=0.163), 학년(β=0.154), 성별

(β=-0.137) 순으로 나타나 다른 변인들에 비해 사회적지지와 학습동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배경 변인
성별 0.019 10.015 0.137 2.433**

학년 0.026 4.694 0.154 2.664**

개인심리 변인 

학업만족 0.014 1.311 0.163 2.102**

학습동기 0.073 1.084 0.216 3.491**

진로정체감 0.022 1.021 0.136 2.206**

사회적지지 0.318 1.084 0.354 4.816**

학교생활 변인 동아리 활동 0.016 5.510 0.147 2.514**

(상수) 16.371 11.035

R=0.730, R2=0.488, Radj
2
=0.478, F=30.090

**p<0.01, *p<0.05  
 

<표 Ⅳ-9> 대학생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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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차원별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1)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10>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23.854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학년, 전공계열,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

감,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의 9개 독립변인 중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 전공계열, 학업만족, 학습동기, 사회적지지, 동아리 활동 

6개의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 계수는 사회적지지(β=0.377), 학습동기(β=0.209), 

학업만족(β=0.203), 전공계열(β=-0.168), 동아리 활동(β=0.147), 학년(β

=-0.124)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학습동기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배경 변인
학년 0.014 1.626 0.124 2.016*

전공계열 0.025 -3.820 -0.168 -2.898*

개인심리 변인 

학업만족 0.021 0.681 0.203 2.596*

학습동기 0.077 0.434 0.209 3.258**

진로정체감 0.015 0.428 0.160 2.664*

사회적지지 0.326 1.271 0.377 4.835**

학교생활 변인 동아리 활동 0.019 2.139 0.147 2.390*

(상수) 67.578 10.358**

R=0.637, R2=0.497, Radj
2
=0.445, F=23.854

**p<0.01, *p<0.05  
 

<표 Ⅳ-10>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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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7.41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의 10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습동기, 사회적지지, 근로 활동, 팀 과제의 5

개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계수는 사회적지지(β=0.411), 학습동기(β=0.235), 근로 

활동(β=0.179), 팀 과제(β=0.142), 성별(β=0.126)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학

습동기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배경 변인 성별 0.016 3.237 0.126 2.008*

개인심리 변인 
학습동기 0.049 0.381 0.235 3.660**

사회적지지 0.230 1.085 0.411 6.402**

학교생활 변인
근로 활동 0.027 2.413 0.179 2.855**

팀 과제 0.016 0.083 0.142 2.260**

(상수) 48.753 11.268

R=0.581, R2=0.337, Radj
2
=0.318, F=17.413

**p<0.01, *p<0.05  
 

<표 Ⅳ-11>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3)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36.817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3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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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팀 과제의 6개 독립변인 중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

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의 3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영향계수는 사회적

지지(β=0.455), 학습동기(β=0.242), 진로정체감(β=0.143)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학습동기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심리 변인

학습동기 0.061 0.391 0.242 3.940**

진로정체감 0.018 0.348 0.143 2.278*

사회적지지 0.311 1.197 0.455 7.117**

(상수) 49.468 10.638**

R=0.624, R2=0.390, Radj
2
=0.379, F=36.817

**p<0.01, *p<0.05  
 

<표 Ⅳ-12>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마.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요인별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1)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자긍심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식 차원 하위요인인 자긍심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13>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28.997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

며, 설명량(R2)은 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학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 교과 학습, 팀 과제의 8개 독립변인 중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업만족,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 팀 과제 6개의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계수는 학업만족(β=0.287), 사회적지지(β=0.246), 진로정체감(β

=0.230), 성별(β=0.197), 팀 과제(β=0.169), 교과 학습(β=0.154) 순으로 나타나 

학업만족과 사회적지지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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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배경 변인 성별 0.047 1.413 0.197 2.614**

개인심리 변인 

학업만족 0.347 0.347 0.287 3.899**

진로정체감 0.062 0.062 0.230 3.890*

사회적지지 0.039 0.039 0.246 3.535**

학교생활 변인
교과 학습 0.021 0.541 0.154 2.108**

팀 과제 0.022 0.543 0.169 2.216*

(상수) 39.932 6.845**

R=0.703, R2=0.538, Radj
2
=0.512, F=28.997

**p<0.01, *p<0.05  
 

<표 Ⅳ-13> 자긍심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2)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리더십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식 차원 하위요인인 리더십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2.497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

며, 설명량(R2)은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전공계열, 학업만족, 학업만족, 진로정체감, 사

회적지지, 동아리 활동의 7개 독립변인 중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계열, 학습동기, 사회적지지, 동아리 활동 4개의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

계수는 동아리 활동(β=0.231), 학업만족(β=0.194), 사회적지지(β=0.189), 전공계

열(β=0.118)의 순으로 동아리 활동과 학업만족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배경 변인 전공계열 0.016 -2.183 -0.118 -1.860*

개인심리 변인
학업만족 0.023 0.195 0.194 2.548**

사회적지지 0.111 0.193 0.189 2.225**

학교생활 변인 동아리 활동 0.044 1.086 0.231 2.811*

(상수) 18.316 9.990**

R=0.422, R2=0.194, Radj
2
=0.192, F=12.497

**p<0.01, *p<0.05  
 

<표 Ⅳ-14> 리더십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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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자기주도학습력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식 차원 하위요인인 자기주도학습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

과는 <표 Ⅳ-15>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5.838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의 6개 독립변인 중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만

족, 학습동기,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의 4개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계수는 사회적지

지(β=0.323), 학업만족(β=0.212), 학습동기(β=0.183), 교과 학습(β=0.126)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학업 만족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심리 변인

학습동기 0.026 0.112 0.183 2.661**

학업만족 0.209 0.208 0.212 2.523**

사회적지지 0.031 0.222 0.224 2.825**

학교생활 변인 교과 학습 0.016 0.637 0.126 1.985**

(상수) 6.777 2.327**

R=0.563, R2=0.282, Radj
2
=0.274, F=15.838

**p<0.01, *p<0.05  
 

<표 Ⅳ-15> 자기주도학습력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4)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대인관계능력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식 차원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는 <표 Ⅳ-16>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7.91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2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전공계열, 학업만족, 학습동기, 사회적지지, 동아리 

활동 5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만족, 사회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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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동아리 활동 3개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계수는 사회적지지(β=0.327), 학습동

기(β=0.212), 동아리 활동(β=0.176)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학업만족이 다

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심리 변인
학습동기 0.048 0.096 0.212 3.097**

사회적지지 0.159 0.240 0.327 4.761**

학교생활 변인 동아리 활동 0.031 0.595 0.176 2.632**

(상수) 16.186 13.491**

R=0.487, R2=0.237, Radj
2
=0.312, F=17.910

**p<0.01, *p<0.05  
 

<표 Ⅳ-16> 대인관계능력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5)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의사소통능력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식 차원 하위요인인 의사소통능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는 <표 Ⅳ-17>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7.631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

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학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의 6개 독립변인 중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은 성별, 학년, 

학습동기, 사회적지지의 4개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계수는 사회적지지(β=0.382), 

학습동기(β=0.176), 성별(β=0.147), 학년(β=0.090)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

와 학습동기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배경 변인
성별 0.022 1.125 0.147 2.211**

학년 0.021 1.106 0.090 1.041**

개인심리 변인
학습동기 0.030 0.085 0.176 2.569**

사회적지지 0.182 0.300 0.382 5.576**

(상수) 19.248 10.816**

R=0.484, R2=0.255, Radj
2
=0.214, F=17.631

**p<0.01, *p<0.05  
 

<표 Ⅳ-17> 의사소통능력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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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문제발견능력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기술 차원 하위요인인 문제발견능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는 <표 Ⅳ-18>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4.782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

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의 9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근로 활동, 팀 과제의 5

개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계수는 사회적지지(β=0.336), 학습동기(β=0.200), 근

로 활동(β=0.191), 팀 과제(β=0.147), 진로정체감(β=0.134)의 순으로, 사회적지지

와 학습동기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심리특성

학습동기 0.038 0.142 0.200 3.029**

진로정체감 0.016 0.143 0.134 1.981*

사회적지지 0.190 0.388 0.336 4.879**

학교생활특성
근로 활동 0.033 1.130 0.191 2.972*

팀 과제 0.025 0.038 0.147 2.286*

(상수) 13.938

R=0.549, R2=0.302, Radj
2
=0.281, F=14.782

**p<0.01, *p<0.05  
 

<표 Ⅳ-18> 문제발견능력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7)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정보기술활용력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기술 차원 하위요인인  정보기술활용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6.219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

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전공계열,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

회적지지,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근로 활동의 9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전공계열, 학업만족, 학습동기 4개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계수는 학업만족(β=0.349), 성별(β=0.184), 학습동기(β=0.163), 전공계열(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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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6)의 순으로 나타나 학업만족 및 성별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배경 변인
성별 0.042 1.037 0.184 2.476*

전공계열 0.020 -0.969 -0.146 -2.009*

개인심리 변인
학업만족 0.165 0.238 0.349 4.721**

학습동기 0.036 0.077 0.163 2.252*

(상수) 13.798 10.431**

R=0.551, R2=0.303, Radj
2
=0.285, F=16.219

**p<0.01, *p<0.05  
 

<표 Ⅳ-19> 정보기술활용력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8)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변화대처능력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기술 차원 하위요인인 변화대처능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는 <표 Ⅳ-20>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7.019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

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의 7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학습동기,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 3개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계수는 사

회적지지(β=0.351), 학습동기(β=0.194), 교과 학습(β=0.150)의 순으로, 사회적지지

와 학습동기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심리 변인
학습동기 0.197 0.073 0.194 2.801*

사회적지지 0.157 0.213 0.351 5.109**

학교생활 변인 교과 학습 0.214 0.411 0.150 2.229*

(상수) 11.616 11.260**

R=0.477, R2=0.228, Radj
2
=0.214, F=17.019

**p<0.01, *p<0.05  
 

<표 Ⅳ-20> 변화대처능력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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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종합적사고력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기술 차원 하위요인인 종합적사고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는 <표 Ⅳ-21>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2.812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

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2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학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 8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만족, 학습동기, 사회적지지, 동아리 활동 4개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계수

는 사회적지지(β=0.231), 학업만족(β=0.183), 동아리 활동(β=0.165), 학습동기(β

=0.139)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학업만족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심리 변인

학업만족 0.019 0.118 0.183 2.052*

학습동기 0.036 0.056 0.139 1.913*

사회적지지 0.155 0.150 0.231 2.702*

학교생활 변인 동아리 활동 0.020 0.494 0.165 2.403*

(상수) 10.477 8.908**

R=0.479, R2=0.230, Radj
2
=0.212, F=12.812

**p<0.01, *p<0.05  
 

<표 Ⅳ-21> 종합적사고력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10)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추진력 및 도전정신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태도 차원 하위요인인 추진력 및 도전정신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

석 결과는 <표 Ⅳ-22>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28.350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

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4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근로 

활동의 5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습동기, 진로정

체감, 사회적지지의 3개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계수는 사회적지지(β=0.428), 학습동

기 (β=0.198), 진로정체감(β=0.188)의 순으로, 사회적지지와 학습동기가 다른 변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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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심리 변인

학습동기 0.040 0.110 0.198 2.876*

진로정체감 0.024 0.187 0.188 2.448*

사회적지지 0.353 0.406 0.428 5.355**

(상수) 13.475 8.436**

R=0.657, R2=0.432, Radj
2
=0.417, F=28.350

**p<0.01, *p<0.05  
 

<표 Ⅳ-22> 추진력 및 도전정신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11)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글로벌 감각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태도 차원 하위요인인 글로벌 감각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는 <표 Ⅳ-23>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8.850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

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전공계열,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

지, 팀 과제의 6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 전

공계열, 학업만족, 사회적지지의 4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영향계수는 사회적지

지(β=0.347), 전공계열(β=0.233), 팀 과제(β=0.206), 학업만족(β=0.162)의 순

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전공계열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배경 변인 전공계열 0.054 2.053 0.233 2.953**

개인심리 변인
학업만족 0.025 0.566 0.162 2.292*

사회적지지 0.220 0.312 0.347 3.866**

학교생활 변인 팀 과제 0.029 0.184 0.206 2.320*

(상수) 6.940 4.067**

R=0.523, R2=0.328, Radj
2
=0.259, F=18.850

**p<0.01, *p<0.05  
 

<표 Ⅳ-23> 글로벌 감각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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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프로정신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태도 차원 하위요인인 프로정신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24>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2.768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

이었으며, 설명량(R2)은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학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의 7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학년, 학업만족, 학습동기, 사회적지지, 동아리 활동의 5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변인

들의 영향계수는 학업만족(β=0.226), 사회적지지(β=0.207) 동아리 활동(β

=0.159), 학습동기(β=0.157), 학년(β=0.152)의 순으로, 학업만족과 사회적지지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배경 변인 학년 0.022 0.369 0.152 2.297*

개인심리 변인

학습동기 0.028 0.058 0.157 2.196*

학업만족 0.159 0.133 0.226 2.593*

사회적지지 0.024 0.124 0.207 2.482*

학교생활 변인 동아리 활동 0.038 0.438 0.159 2.377*

(상수) 11.197 9.635**

R=0.521, R2=0.272, Radj
2
=0.251, F=12.768

**p<0.01, *p<0.05  
 

<표 Ⅳ-24> 프로정신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13)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경험개방성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태도 차원 하위요인인 경험개방성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25>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30.378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

이었으며, 설명량(R2)은 2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학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학년, 동아리 활동의 6개 독립변인 중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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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년, 학습동기, 사회적지지의 3개 변인이었다. 변인들의 영향계수는 사회적지지(β

=0.410), 학습동기(β=0.233), 학년(β=0.163)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학습동

기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 R2 변화량 B β t

개인배경 변인 학년 0.025 0.472 0.163 2.336*

개인심리 변인
학습동기 0.036 0.107 0.233 3.232*

사회적지지 0.170 0.306 0.410 5.788**

(상수) 16.089 10.018**

R=0.499, R2=0.231, Radj
2
=0.212, F=30.378

**p<0.01, *p<0.05  
 

<표 Ⅳ-25> 경험개방성 요인의 변화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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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생 핵심역량과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의 수준에 대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 수준은 보통 이상(3.58)이며, 지식(3.68), 태도

(3.53), 기술(3.50) 차원 순으로 높았다. 개인배경 변인 중 성별, 학년, 전공계열에 따

른 핵심역량 변화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학년이 높아질수

록,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이 핵심역량 변화 수준을 대체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개인심리 변인(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 변인(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의 수준은 

학업만족과 학습동기가 이론적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진로정체감은 이론적 평균

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일주일 간 교과 학습은 평균 4시간, 

교과 외 학습은 평균 3시간, 동아리 활동은 약 3시간, 근로 활동은 약 2시간으로 나타

났다. 빈도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한 양상을 파악한 결과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 교과 

외 학습, 근로 활동 순으로 대학생들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과 대학생 핵심역량 변화 간의 상관관계 분

석 결과, 전체 핵심역량의 변화는 사회적지지 맟 학업만족과 중간수준의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었으며, 학습동기 및 진로정체감과 다소 낮은 양의 상관을 나타냈다. 지식 차원의 

경우, 사회적지지 및 학업만족과 중간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습동기 및 진

로정체감과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술 차원의 경우, 사회적지지와 중간정도의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업만족, 학업동기, 및 진로정체감과는 다소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태도 차원의 경우 사회적지지 및 학업만족과 중간 수준의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학습동기 및 진로정체감과 다소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대학생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분석을 전체 핵심역량 변화, 차원별 핵심역량 변화, 요인별 핵심역량 변화

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성별, 학년이 전

체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남자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핵심역량 변화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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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중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가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학습동기가 보다 내재적일수록, 학업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형성수

준이 높을수록 전체 핵심역량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변인 중 동아

리 활동이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동아리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수

록 전체 핵심역량의 변화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학년, 전

공계열, 사회적지지가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년이 높을수록, 자연·이공계열일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 차원의 핵심역

량 변화가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습동기, 학업만

족이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가 보다 내

재적일수록, 학업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학교생활 변인 중 동아리 활동이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의 변

화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성별과 

사희적지지가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보다 

남자가,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변화 정도가 높았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습동

기가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가 보다 

내재적일수록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변인 중 

팀 과제와 근로 활동이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팀 과제 비율이 높고 단체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의 변

화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사회적지

지가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핵심역량 변화가 크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습동기와 진로정체감이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가 보다 내재적일수

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학교생활 변인인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학점, 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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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식 차원의 하위요인인 자긍심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성별과 사회적지지가 자긍심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긍심 요인의 핵심역

량 변화가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업만족과 진로정

체감이 자긍심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에 만족할

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긍심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특성 중 교과 학습 및 팀 과제가 자긍심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교과 학습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팀 학습의 비율

이 높을수록 자긍심 요인의 핵심역량의 변화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식 차원의 하위요인인 자기주도학습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

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학습력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력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습동기 및 학업만족이 자기주도학습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에 대해 보다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을수록, 학업만족 수준이 높을수

록 자기주도학습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변인 중 교과 학습이 자기주도학습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나타났다. 교과 학습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자기주도학습 요인의 핵심

역량의 변화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식 차원의 하위요인인 리더십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

인배경 변인 중 전공계열과 사회적지지가 리더십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이공계열의 경우,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기간동안 리더

십의 변화가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업만족이 리더십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에 보다 만족할수록 리더십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변인 중 동아리 활동이 리더

십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에 보다 많은 시

간을 투자할수록 리더십 요인의 핵심역량의 변화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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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차원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의 변화가 크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습동기가 대인관계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가 내재적

일수록 대인관계능력의 변화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변

인 중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능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

타났다. 동아리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대인관계능력의 변화를 높게 인식

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식 차원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능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성별, 학년, 사회적지지가 의사소통 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년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의 

변화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 특성으로는 학습동기가 의사소통능력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가 내재적일수록 의사소통능력의 변화

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변인은 의사소통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술 차원의 하위요인인 문제발견능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특성 변인인 성별, 학년, 전공계열은 문제발견능력 요인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개인 특성으로는 사회적지지, 학습동기, 진로정체감이 

문제발견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학

습동기가 내재적일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발견능력의 변화를 크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특성 중 근로 활동과 팀 과제가 문제발견능

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근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팀 과제 비율이 높을수록 문제발견능력 변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차원의 하위요인인 정보기술활용능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으로는 성별과 전공계열이 정보기술활용능력 요인의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과 자연·이공계열 학생이 대학기간동안 정보기술활용능력의 변화

를 더 높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업만족과 학습동기가 정보

기술활용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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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내재적일수록 정보기술활용능력의 변화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변인인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는 정

보기술활용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차원의 하위요인인 변화대처능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사회적지지가 변화대처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변화대처능력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습동기가 변화대처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가 

내재적일수록 변화대처능력의 변화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

활 변인으로는 교과 학습이 변화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변화대처능력의 변화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술 차원의 하위요인인 종합적사고력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사회적지지가 종합적사고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종합적사고력 변화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습동기, 학업만족이 종합적사고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가 내재적일수록, 학업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종합적사고력 

변화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변인 중 동아리 활동이 종합

적사고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

수록 종합적사고력 요인의 변화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태도 차원의 하위요인인 추진력 및 도전정신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사회적지지가 추진력 및 도전정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추진력 및 도전정신 변화를 높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습동기와 학업만족이 추진력 및 도

전정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가 내재적일수록, 학업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추진력 및 도전정신 변화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학교생활 변인은 추진력 및 도전정신요인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태도 차원의 하위요인인 글로벌 감각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학년, 전공계열, 사회적지지가 글로벌 감각 점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문·사회계열 학생 경우,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글로벌 감각 변화를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심리 변

인은 글로벌 감각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변인 중 

팀 과제가 글로벌 감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팀 과제 비율이 높을수록 글로벌 감각 변화

를 높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차원의 하위요인인 프로정신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

째, 개인배경 변인 중 학년과 사회적지지가 프로정신의 변화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정신 변화를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습동기 및 학업만족이 프로정신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가 내재적일수록, 학업만족 수준이 높을

수록 프로정신 변화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변인으로는 

동아리 활동이 프로정신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동아리 활동에 많은 시

간을 투자할수록 프로정신의 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차원의 하위요인인 경험개방성 요인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첫째, 개인배경 변인 중 학년과 사회적지지가 경험개방성의 변화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경험개방성의 변화를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심리 변인 중 학업만족이 프로정신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업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경험개방성 변화를 높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변인은 경험개방성 변화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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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간의 영

향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첫째,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 및 수준의 구명, 둘째,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개인(성별, 학년, 전공계열,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및 학교생활(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 

변인 간의 상관관계 구명, 셋째,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개인(성별, 학년, 전공

계열,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및 학교생활(교과 학습, 교과 외 학

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 변인의 영향 정도 구명이었다.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2013년을 기준으

로 전국 4년대 대학교 학생 수는 1,505,445명이다.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Krejcie & 

Morgan(1970)에서 제시된 적정 표집 수는 384명이었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

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층화군집비율표집을 활용하였으며, 전국 188개 대학교 중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5개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별로 인문·사회계열 40명, 자연·이공계열 

30명 총 70명을 표집하였다. 총 560명을 조사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조사도구는 대학생 핵심역량 변화, 성별, 학년, 전공계열,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

동기, 진로정체감,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학습, 응답자의 

일반특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대학생 핵심역량 변화 척도는 박성미(2011)

의 조사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지식(34문항), 기술(24문항), 태도(25문항) 차

원으로 총 8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식 차원은 자긍심, 리더십, 자기주도학습력, 대

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기술 차원은 문제발견능력, 정보

기술활용능력, 변화대처능력, 종합적사고력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태도 차원은 추진

력 및 도전정신, 글로벌 감각, 프로정신, 경험개방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개인배

경 척도는 성별, 학년, 전공계열을 묻는 문항이 각 1문항씩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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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심리 척도는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적지지는 7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학업만족은 6문항 5점 리커트 척도, 학습동기

는 24문항 리커트 척도, 진로정체감은 18문항 2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학교생활 

척도는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묻는 4개 

문항과 팀학습 비율 및 학점에 대한 문항으로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사용된 

질문지는 예비조사를 2단계에 걸쳐 시행하였다. 먼저 1차 예비조사(field test)를 실시

하여 대학생의 상황에 적합한지,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지, 대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쓰여져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생 52명을 대상으

로 2차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사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

여 최종 수정된 질문지가 본조사에 사용되었으며 본조사에서 나타난 각 척도의 내적일

치도 계수는 대학생 핵심역량 변화 0.976, 사회적지지 0.821, 학업만족 0.894, 학습동

기 0.812, 진로정체감 0.825이었다. 

자료수집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31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

며, 배포된 560부의 중 495부가 회수되었다(88.3%). 이 중에서 1개 이상의 문항에 대

해 응답하지 않은 것과 이상치 응답을 포함한 12부를 제외하여, 483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유효자료율 68.4%). 자료분석은 SPSS 21.0 for Windows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 수준, 개인심리특성 

변인 및 학교생활특성 변인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고, 변인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의 관계 및 설명력을 구명하기 위하여 상관

관계 분석, 차이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 수준은 5점으로 환산한 평균에서 3.58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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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를 차원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지식차원 3.68점, 태도차원 3.53점, 기술 

차원 3.50점 순으로 높았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개인배경 변인 중 성별, 학년,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변

화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성별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핵심역량 

변화 수준을 대체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② 학년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핵심역량 변화 

수준을 대체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③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차이를 살펴보면,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이 인

문·사회계열 학생들에 비해 핵심역량 변화 수준을 대체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개인(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및 학

교생활 변인(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의 수준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났다. 

①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는 최소 10점 최대 34점으로 평균은 23.59점이었다. 이를 

5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37점으로 이론적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② 대학생들의 학업만족 수준은 최소 8점 최대 30점으로 평균은 21.39점이었다. 이

를 5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57점으로 이론적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③ 대학생들의 학습동기 수준은 평균 3.85점으로 이론적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④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은 최소 18점 최대 36점으로 평균은 25.44점이었다. 이를 

2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1.41점으로 이론적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⑤ 대학생의 일주일 간 교과 학습 시간 평균은 약 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⑥ 대학생의 일주일 간 교과 외 학습 평균은 약 3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⑦ 대학생의 일주일 간 동아리 및 단체활동 시간 평균은 약 3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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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대학생의 일주일 간 근로 활동 시간 평균은 약 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선정된 변인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학생의 전체 핵심역량 변화는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성

별, 학년,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의 8개 독립변인과 유의수준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② 대학생의 지식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는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

감, 성별, 학년, 전공계열,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 학점의 10개 변인과 유의수준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③ 대학생의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는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성

별, 학년, 학점의 7개 독립변인과 유의수준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④ 대학생의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는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의 학년의 5개 독립변인과 유의수준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선정된 변인들의 설명력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생의 전체 핵심역량 변화 관련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학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 팀 

과제의 9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회귀모형의 F값은 

30.090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48.8%였다. 한편, 전체 

9개의 변인이 전체 핵심역량 변화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이중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은 7개로 사회적 지지(β=0.354), 학습동기(β

=0.216), 동아리 활동(β=0.147), 학업만족(β=0.163), 학년(β=0.154), 성별(β

=-0.137) 순으로 나타나 다른 변인들에 비해 사회적지지와 학습동기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② 대학생의 지식 차원 핵심역량 변화 관련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학년, 전공계열,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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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 활동의 9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회귀모형의 

F값은 23.854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49.7%였다. 

한편, 전체 9  개 변인이 지식 차원 핵심역량 변화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지

만 이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은 6개로 사회적 지지(β

=0.377), 학습동기(β=0.209), 학업만족(β=0.203), 전공계열(β=-0.168), 동아리 

활동(β=0.147), 학년(β=-0.124)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학습동기가 다른 변

인들에 비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③ 대학생의 기술 차원 핵심역량 변화 관련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별,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교과 학습, 교과 외 학습, 동아

리 활동, 근로 활동, 팀 과제 10개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7.631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25.5%였다. 한편, 전체 10개의 변인이 기술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와 모두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었지만 이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은 5개로 사회적 

지지(β=0.411), 학습동기(β=0.235), 근로활동(β=0.179), 팀 과제(β=0.142), 성별

(β=0.126)순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학습동기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가장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④ 대학생의 태도 차원 핵심역량 변화 관련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동아리활동, 팀 과제의 6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회귀모형의 F값은 36.817로 유의수

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2)은 39.0%였다. 한편, 전체 6개의 변인이 

태도 차원의 핵심역량 변화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이중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은 3개로 사회적지지(β=0.455), 학습동기(β=0.242), 진

로정체감(β=0.143)순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학습동기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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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은 대학 기간 동안 핵심역량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이 연구의 기본 문제의식이었던 대학의 책무성 검증이라는 문제에 대한 긍

정적 결과이다. 즉, 대학 생활을 통하여 학점으로 대리되는 학업성취 뿐 아니라 향후 직

업세계에서 가질 무형식 자산인 핵심역량도 습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변화가 평균 이상이지만 평균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핵심역량 변화 폭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요소별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 수준을 통해 학

생들이 변화를 잘 느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는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

감, 성별, 학년, 교과 학습, 동아리 활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개인심리 변

인으로 선정한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진로정체감 변인은 이론적 모형에 따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는 요소로서 선정되었다. 이러한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통

해 투입 요소로서의 개인심리 변인이 핵심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

편, 과정 요소로서의  교과 학습 및 동아리 활동은 학교 정규교과 뿐 아니라 비정규적인 

동아리 및 단체활동이 핵심역량과 모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량 개발을 위해서

는 정규 및 비정규 활동을 모두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성

별, 학년,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동아리 활동 변인이었다. 또한 하위요인 별로 

각각 다른 변인들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역량의 각 요

인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원별 및 하위요인별로 각각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및 교육 현장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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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핵심역량 변화의 확인은 대학 교육의 기여를 실증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효과 검증을 위한 방안으로 핵심역량 변

화를 구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학교육의 책무성

을 확인할 수 있는 변인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 대하여, 

핵심역량 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현재 대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핵심역량 변화로 측정한 연구방법 또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검

증해 내었으며, 향후에도 핵심역량 구명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교육의 성과지표로서의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학효과(college effect)의 연구에서 핵심역량 개념의 활용은 타당하다

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국내 현존하는 측정도구는 양적으로 부족하였으며, 국가수

준의 진단 도구는 개인 단위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

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역량들을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추출하여 정밀한 측정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이나 전공계열 등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대학교육이 핵

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출신 전공계열별로 

직무 특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무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추출하는 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구명한 전공계열별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는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핵심역량 수준에 대한 종단조사를 통하여 대학 기간 동안의 핵심역량 변화량을 

직접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입학 후부터 

현재까지의 핵심역량 변화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측정방식은 응

답자의 자아개념 및 긍정성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핵심역량의 측정은 표준화된 시험 및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입학 전과 입학 후를 포함한 여러 시점에 걸친 종단조사를 통

해 변화량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다 다양한 개인 및 학교생활을 고려하여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교육경험

과 개인의 조절요소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구명해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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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심리변인과 학교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였지만, 핵심역량 변화

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의 다양한 관련변인에 대한 탐

색적 연구를 축적하고, 그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변인들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교육현장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사업에 

관심을 높여 핵심역량 진단 및 평가에 대한 실시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활용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노동시장 요구에 근거한 대학생 핵심역량을 대학 재학 

중에 미리 진단하도록 지원한다면 학생들의 정보에 근거한 교육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진

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대학생의 핵심역량 개발 및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어 대학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대학 차원에서도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논의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서비스 개

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역량 개발은 교육 내용 뿐 아니라 교육 방법과 부가적인 지원 

서비스 전체에서 다룰 수 있는 요소이다. 대학의 역량개발에 대한 책무성을 대학의 구성

원들이 공유하고, 각 단과대학 및 학과 수준에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전략

을 도출하여 교육서비스의 전반적인 개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계열에 따라 

핵심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전공 교육 내용상의 차이가 핵심역량 요소

별 발달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통해 집중적

으로 배양할 수 있는 핵심역량 요소를 강조하여 제시하고, 대학 입학 시와 대학 재학 중 

학생들이 이를 참고하여 스스로 역량 발달을 점검하고 개인 맞춤으로 교육경험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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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예비조사용)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특성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전예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내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지각하고 계시는 학교생활과 학습
활동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지는 총 10면이며,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 문항도 빠짐
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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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과�비교해서�현재�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선택한(할) 직업분야에서 앞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 자신의 가치를 믿고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전반적인 학업수행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생활은 매우 즐거워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만일 어떤 과제(일)을 잘 수행했다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칭찬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혼자서 일을 추진하기보다 여러 명이 함께 일을 추진하는 파트너십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공동으로 과제(일)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타인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쉽게 친밀감을 형성해 낼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지지·수용하도록 설득력 있게 말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팀의 목표를 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구성원과 공유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주변 사람들과 관계된 문제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데 능숙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16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해야 할 일을 점검하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I.� 다음은� 여러분의� 역량� 중� 자긍심,� 리더십,� 자기주도학습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

능력의�개발�정도를�측정하기�위한�문항입니다.�각�문항을�잘�읽고�대학�입학�후�대
학�기간을�통해�변화된�정도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여러분이�생각했을�때,�각�항목의�변화�정도에�대학기간이�기여한�정도를�표시해�주세요.�

� �※� 1:� 대학기간을�통해�전혀�변화하지�않았거나�매우�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2:�대학기간을�통해�전혀�변화하지�않았거나�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3:�대학기간을�통해�변화했는지�판단하기가�어려움

� � � � � 4:�대학기간을�통해�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5:�대학기간을�통해�매우�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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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과�비교해서�현재�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과제를 수행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중간에 스스로 점검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평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가급적 기꺼이 도와주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5 어떤 논제에 대해 토의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중시하며 경청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6 과제나 일을 할 때 동료들과 협동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7 집단이 추구하는 일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8 소속한 집단 내에서 이해심, 우호성, 적극성, 감정이입, 예의를 보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9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능숙
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30 타인의 다양한 견해 가운데에서도 나만의 견해를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1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보다 적합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쓰거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3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내 주장을 적절히 펼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4 다른 사람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나의 입장을 파악하고 전략을 구사
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96 -

대학�입학�전과�비교해서�현재�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떤 문제에 대하여 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사이의 관련성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존의 개념, 방법을 새롭게 조명하거나 다양하게 재조합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해진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기존의 아이디어를 짜임새 있고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보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리적·창조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현재 나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정보를 선택,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글, 그래프, 그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문서로 기록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체계화된 형태로 조직, 분석,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을 분류하고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그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미리 대처방법을 
준비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책이나 매체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알아내고자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여러분의� 역량� 중� 문제발견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 변화대처능력,� 종합적

사고력을�측정하기�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대학�입학� 후� 대학� 기간을�
통해�변화된�정도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여러분이�생각했을�때,�각�항목의�변화�정도에�대학기간이�기여한�정도를�표시해�주세요.�

� �※� 1:� 대학기간을�통해�전혀�변화하지�않았거나�매우�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2:�대학기간을�통해�전혀�변화하지�않았거나�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3:�대학기간을�통해�변화했는지�판단하기가�어려움

� � � � � 4:�대학기간을�통해�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5:�대학기간을�통해�매우�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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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
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둘 이상의 관계에 존재하는 원리·법칙을 발견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어떤 진술이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으로 검토하
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관련정보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그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해하
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대학�입학�전과�비교해서�현재�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추진력과 미래를 전망하고 비전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융통성이 생기고 상황 판단이 빨라져 위기에서도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평소 익숙한 일이라도 일 수행 과정을 점검하여 실수 없이 해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계획을 세우는 데 보다 능숙해 졌으며, 다양한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자질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팀 과제(일)를 수행할 때 구성원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여러분의�역량�중�추진력�및�도전정신,� 글로벌�감각,� 프로정신,�경험개방성

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대학� 입학� 후� 대학� 기간을� 통해�
변화된�정도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여러분이�생각했을�때,�각�항목의�변화�정도에�대학기간이�기여한�정도를�표시해�주세요.�

� �※� 1:� 대학기간을�통해�전혀�변화하지�않았거나�매우�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2:�대학기간을�통해�전혀�변화하지�않았거나�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3:�대학기간을�통해�변화했는지�판단하기가�어려움

� � � � � 4:�대학기간을�통해�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5:�대학기간을�통해�매우�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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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과�비교해서�현재�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조직과 체제와 경영의 국제적인 추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글로벌 사회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국가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문화의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국제예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사람들마다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추려 노력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알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하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잘 수습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세계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늘 기대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조그만 사건에서도 감동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풍부한 감수성과 독특한 경험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23 가끔씩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곤란한 상황을 돌파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남자와 여자, 다양한 사회적․교육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능숙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른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나와 전혀 달라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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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 나는 전공 영역 내에 롤 모델(존경하고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람들(예, 고등학교 선생님)로부터 전공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금 나는 나의 전공 분야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교선생님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 나는 친구들로부터 내가 전공 공부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지금 나는 지도교수님의 지원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지금 나는 조언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공의 교육 분위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전공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즐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전공 학업생활에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전공이 주는 지적인 자극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전공 교과에 열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전공수업을 통해 배워온 지식의 양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여러분이�전공공부를�하는�데�주위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는�정도를�측정
하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로�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Ⅴ.� 다음은� 여러분이�전공� 학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잘�읽고�여러분과�가장�가깝다고�생각되는�곳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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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과제를 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과제를 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과제를 잘 해야 교수가 나를 성실한 학생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과제를 잘 해야 학습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과제를 잘 하는 것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과제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수업 중 하는 토론이나 발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토론/발표의 순서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토론/발표에 참여해야 교수가 나를 우수하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토론/발표에 참여해야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토론/발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성적(수료)에 대해서 나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성적(수료)을 잘 받으면 나에게 혜택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
이 잘 받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성적(수료)을 잘 받아야 교수가 나를 우수하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잘 받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성적(수료)은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잘 받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성적(수료)을 잘 받는 것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 받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성적(수료)을 받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잘 받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공부는 나에게 관심거리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19 공부를 하면 나에게 혜택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공부를 잘 해야 나에게 혜택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공부를 잘 해야 교수가 나를 우수한 학생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공부를 해야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공부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에 비추어 당연하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공부 자체가 재미있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Ⅵ.� 다음은� 여러분이� 대학에서�학습을� 하는� 이유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읽고�여러분과�가장�가깝다고�생각되는�곳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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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1 나는 직업선택을 올바르게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① ②

2 나는 현재의 나의 흥미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바뀔지 몰라서 염려가 된다. ① ②

3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 ① ②

4 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① ②

5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없을 
지도 모른다. ① ②

6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직업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 ① ②

7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진로를 탐색해야만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8 나에게 있어 진로에 관한 결심을 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임과 동시에 어려운 문제이다. ① ②

9 나는 진로에 관한 결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혼란을 느낀다. ① ②

10 나는 직업선택에 관한 현재의 나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① ②

11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근로자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지 못한다. ① ②

12 특정한 어느 한 직업이 나에게 강한 매력을 주지는 않는다. ① ②

13 나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① ②

14 나는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의 숫자를 늘리고 싶다. ① ②

15 나는 능력이나 재능에 관한 나의 평가는 해마다 다소간의 변화가 있다. ① ②

16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 있어서 나 자신에 관하여 확신이 없다. ① ②

17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알아낸 지는 채 일년이 되지 않았다. ① ②

18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못한다. ① ②

Ⅶ.�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가장�가깝다고�생각되는�곳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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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다음은�여러분의�일반적�사항에�관한�것입니다.�모든�정보는�연구의�목적으로만�사
용됩니다.�각�문항을�잘�읽고�여러분에게�해당되는�내용을�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전공과 현재학기는?(복수응답가능)

( ) 전공 ( )학기

( ) 전공 ( )학기

3. 전공 계열은 무엇입니까? ( )

1) 인문 2) 사회 3) 교육 4) 공학 5) 자연

6) 의약 7) 예체능 8) 기타

4. 여러분의 집의 한 달 총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1) 99만원 이하 2) 100-149만원 3) 150-199만원

4) 200-249만원 5) 250-299만원 6) 300만원 이상

5. 부모님의 학력은 어떠하십니까?

학력 부 모

1. 초등학교까지 졸업하셨다.

2. 중학교까지 졸업하셨다.

3.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셨다.

4. 대학교까지 졸업하셨다.

5. 대학원까지 졸업하셨다.

6. 현재까지의 학점은 몇점입니까? ( / )

7.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하여주세요.

( )

- 바쁘신 중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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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본조사용)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특성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전예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내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지각하고 계시는 학교생활과 학습
활동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지는 총 10면이며,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 문항도 빠짐
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전예원 드림 
지도교수: 김진모

  

▶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2인을 추첨하여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추첨 관련 연락을 받으실 E-mail: (                @             )

▶ 연구자 연락처: 02-880-4843/ 010-3668-9634/ dayl021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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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과�비교해서�현재�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선택한(할) 직업분야에서 앞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 자신의 가치를 믿고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전반적인 학업수행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생활은 매우 즐거워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만일 어떤 과제(일)을 잘 수행했다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칭찬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혼자서 일을 추진하기보다 여러 명이 함께 일을 추진하는 파트너십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공동으로 과제(일)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타인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쉽게 친밀감을 형성해 낼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지지·수용하도록 설득력 있게 말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팀의 목표를 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구성원과 공유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주변 사람들과 관계된 문제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데 능숙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16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해야 할 일을 점검하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I.� 다음은� 여러분의� 역량� 중� 자긍심,� 리더십,� 자기주도학습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

능력의�개발�정도를�측정하기�위한�문항입니다.�각�문항을�잘�읽고�대학�입학�후�대
학�기간을�통해�변화된�정도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여러분이�생각했을�때,�각�항목의�변화�정도에�대학기간이�기여한�정도를�표시해�주세요.�

� �※� 1:� 대학기간을�통해�전혀�변화하지�않았거나�매우�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2:�대학기간을�통해�전혀�변화하지�않았거나�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3:�대학기간을�통해�변화했는지�판단하기가�어려움

� � � � � 4:�대학기간을�통해�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5:�대학기간을�통해�매우�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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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과�비교해서�현재�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과제를 수행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중간에 스스로 점검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평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가급적 기꺼이 도와주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5 어떤 논제에 대해 토의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중시하며 경청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6 과제나 일을 할 때 동료들과 협동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7 집단이 추구하는 일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8 소속한 집단 내에서 이해심, 우호성, 적극성, 감정이입, 예의를 보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9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능숙
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30 타인의 다양한 견해 가운데에서도 나만의 견해를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1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보다 적합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쓰거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3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내 주장을 적절히 펼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4 다른 사람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나의 입장을 파악하고 전략을 구사
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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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과�비교해서�현재�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떤 문제에 대하여 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사이의 관련성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존의 개념, 방법을 새롭게 조명하거나 다양하게 재조합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해진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기존의 아이디어를 짜임새 있고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보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리적·창조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현재 나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정보를 선택,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글, 그래프, 그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문서로 기록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체계화된 형태로 조직, 분석,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을 분류하고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그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미리 대처방법을 
준비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책이나 매체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알아내고자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여러분의� 역량� 중� 문제발견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 변화대처능력,� 종합적

사고력을�측정하기�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대학�입학� 후� 대학� 기간을�
통해�변화된�정도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여러분이�생각했을�때,�각�항목의�변화�정도에�대학기간이�기여한�정도를�표시해�주세요.�

� �※� 1:� 대학기간을�통해�전혀�변화하지�않았거나�매우�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2:�대학기간을�통해�전혀�변화하지�않았거나�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3:�대학기간을�통해�변화했는지�판단하기가�어려움

� � � � � 4:�대학기간을�통해�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5:�대학기간을�통해�매우�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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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과�비교해서�현재�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
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둘 이상의 관계에 존재하는 원리·법칙을 발견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어떤 진술이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으로 검토하
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관련정보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그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해하
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대학�입학�전과�비교해서�현재�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추진력과 미래를 전망하고 비전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융통성이 생기고 상황 판단이 빨라져 위기에서도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평소 익숙한 일이라도 일 수행 과정을 점검하여 실수 없이 해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계획을 세우는 데 보다 능숙해 졌으며, 다양한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자질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팀 과제(일)를 수행할 때 구성원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여러분의�역량�중�추진력�및�도전정신,� 글로벌�감각,� 프로정신,�경험개방성

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대학� 입학� 후� 대학� 기간을� 통해�
변화된�정도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여러분이�생각했을�때,�각�항목의�변화�정도에�대학기간이�기여한�정도를�표시해�주세요.�

� �※� 1:� 대학기간을�통해�전혀�변화하지�않았거나�매우�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2:�대학기간을�통해�전혀�변화하지�않았거나�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3:�대학기간을�통해�변화했는지�판단하기가�어려움

� � � � � 4:�대학기간을�통해�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 � � � � 5:�대학기간을�통해�매우�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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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과�비교해서�현재�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조직과 체제와 경영의 국제적인 추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글로벌 사회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국가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문화의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국제예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사람들마다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추려 노력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알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하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잘 수습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세계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늘 기대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조그만 사건에서도 감동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풍부한 감수성과 독특한 경험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23 가끔씩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곤란한 상황을 돌파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남자와 여자, 다양한 사회적․교육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능숙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른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나와 전혀 달라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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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 나는 전공 영역 내에 롤 모델(존경하고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람들(예, 고등학교 선생님)로부터 전공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금 나는 나의 전공 분야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교선생님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 나는 친구들로부터 내가 전공 공부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지금 나는 지도교수님의 지원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지금 나는 조언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공의 교육 분위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전공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즐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전공 학업생활에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전공이 주는 지적인 자극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전공 교과에 열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전공수업을 통해 배워온 지식의 양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여러분이�전공공부를�하는�데�주위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는�정도를�측정
하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로�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Ⅴ.� 다음은� 여러분이�전공� 학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잘�읽고�여러분과�가장�가깝다고�생각되는�곳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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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과제를 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과제를 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과제를 잘 해야 교수가 나를 성실한 학생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과제를 잘 해야 학습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과제를 잘 하는 것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과제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수업 중 하는 토론이나 발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토론/발표의 순서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토론/발표에 참여해야 교수가 나를 우수하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토론/발표에 참여해야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토론/발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성적(수료)에 대해서 나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성적(수료)을 잘 받으면 나에게 혜택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
이 잘 받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성적(수료)을 잘 받아야 교수가 나를 우수하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잘 받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성적(수료)은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잘 받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성적(수료)을 잘 받는 것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 받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성적(수료)을 받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잘 받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공부는 나에게 관심거리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19 공부를 하면 나에게 혜택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공부를 잘 해야 나에게 혜택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공부를 잘 해야 교수가 나를 우수한 학생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공부를 해야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공부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에 비추어 당연하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공부 자체가 재미있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Ⅵ.� 다음은� 여러분이� 대학에서�학습을� 하는� 이유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읽고�여러분과�가장�가깝다고�생각되는�곳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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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1 나는 직업선택을 올바르게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① ②

2 나는 현재의 나의 흥미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바뀔지 몰라서 염려가 된다. ① ②

3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 ① ②

4 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① ②

5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없을 
지도 모른다. ① ②

6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직업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 ① ②

7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진로를 탐색해야만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8 나에게 있어 진로에 관한 결심을 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임과 동시에 어려운 문제이다. ① ②

9 나는 진로에 관한 결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혼란을 느낀다. ① ②

10 나는 직업선택에 관한 현재의 나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① ②

11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근로자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지 못한다. ① ②

12 특정한 어느 한 직업이 나에게 강한 매력을 주지는 않는다. ① ②

13 나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① ②

14 나는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의 숫자를 늘리고 싶다. ① ②

15 나는 능력이나 재능에 관한 나의 평가는 해마다 다소간의 변화가 있다. ① ②

16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 있어서 나 자신에 관하여 확신이 없다. ① ②

17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알아낸 지는 채 일년이 되지 않았다. ① ②

18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못한다. ① ②

Ⅶ.�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가장�가깝다고�생각되는�곳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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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다음은�여러분의�일반적�사항에�관한�것입니다.�모든�정보는�연구의�목적으로만�사
용됩니다.�각�문항을�잘�읽고�여러분에게�해당되는�내용을�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전공과 현재학기는?(복수응답가능)

( ) 전공 ( )학기

3. 전공 계열은 무엇입니까? ( )

1) 인문 2) 사회 3) 교육 4) 공학 5) 자연

6) 의약 7) 예체능 8) 기타( )

4. 귀하의 과제 중 팀 과제의 비율은? ( )개, ( )%

5. 다음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각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
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수업 이외) 교과 학습에 투자하는 평균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 5시간 미만 2) 5-10시간 3) 10-15시간

4) 15-20시간 5) 20시간 이상

6-2. (수업 이외) 교과 외 학습에 투자하는 평균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 5시간 미만 2) 5-10시간 3) 10-15시간

4) 15-20시간 5) 20시간 이상

6-3. 동아리 및 단체 활동에 투자하는 평균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 5시간 미만 2) 5-10시간 3) 10-15시간

4) 15-20시간 5) 20시간 이상

6-4. 아르바이트 등 근로 활동에 투자하는 평균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 5시간 미만 2) 5-10시간 3) 10-15시간

4) 15-20시간 5) 20시간 이상

- 바쁘신 중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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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1차 수정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2

원문 나는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차 수정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내가 선택한(할) 직업분야에서 앞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3

원문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1차 수정 나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최종문항 나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4

원문 나 자신의 가치를 믿고,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려 한다.

1차 수정 나 자신의 가치를 믿고,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5

원문 나는 학업수행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1차 수정 나의 전반적인 학업수행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나의 전반적인 학업수행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6

원문 요즈음 나의생활은 매우 즐겁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1차 수정 나의 생활은 매우 즐거워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최종문항 나의 생활은 매우 즐거워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7

원문 만일 어떤 과제(일)을 잘 수행했다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칭찬해준다.

1차 수정 과제(일) 수행 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칭찬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과제 수행 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칭찬하게 되었다.

8

원문 혼자서 무엇을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는 파트너십이 있다.

1차 수정 혼자서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명과 함께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혼자서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명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9

원문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1차 수정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공동으로 과제(일)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10

원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리더가 되어 조직을 이끌기도 한다.

1차 수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게 되었
다.

11

원문 타인을 잘 이해하고 타인과 쉽게 친밀감을 형성한다.

1차 수정 타인을 잘 이해하고 타인과 쉽게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부록 3] 조사도구 수정 및 보완 사항
<핵심역량 도구 문항 수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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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항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과 쉽게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12

원문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지지, 수용하도록 설득력 있게 말한다.

1차 수정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지지,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말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지지·수용하도록 설득력 있게 말하게 되었다.

13

원문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여 구성원과 공유하고 팀의 목표와 연계할 수 있다.

1차 수정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여 구성원과 공유하고 팀의 목표와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팀의 목표를 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구성원과 공유하게 되었다.

14

원문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차 수정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최종문항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15

원문 평소 주변 사람들과 관계된 문제들을 잘 조정하고 관리한다.

1차 수정 주변 사람들과 관계된 문제들을 잘 조정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주변 사람들과 관계된 문제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데 능숙해졌다.

16

원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1차 수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17

원문 해야 할 일을 점검하며 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해나간다.

1차 수정 해야 할 일을 점검하며 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해야 할 일을 점검하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18

원문 목표 수행을 위한 과정을 점검하고 목표 성취를 통해 동기화한다.

1차 수정 목표 수행을 위한 과정을 점검하고 세부적인 목표 성취를 통해 스스로 동기부여하
게 되었다.

최종문항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

19

원문 실천 가능한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1차 수정 보다 실천 가능한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공부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20

원문 과제를 수행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중간에 스스로 점검한다.

1차 수정 과제를 수행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중간에 스스로 점검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과제를 수행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중간에 스스로 점검하게 되었다.

21

원문 나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한다.

1차 수정 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22

원문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의 관련성을 찾아본다.

1차 수정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의 관련성을 스스로 찾아보게 되었다.

최종문항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의 관련성을 스스로 찾아보게 되었다.

23

원문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1차 수정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최종문항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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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원문 평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가급적 기꺼이 도와주려 한다.

1차 수정 평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와주게 되었다.

최종문항 평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더 자주 도와주게 되었다

25

원문 어떤 논제에 대해 토의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중시하며 경청한다.

1차 수정 어떤 논제에 대해 토의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중시하며 경청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어떤 논제에 대해 토의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중시하며 경청하게 되었다.

26

원문 과제나 일을 할 때 동료들과 함께 협동하여 일을 수행할 수 있다.

1차 수정 과제나 일을 할 때 동료들과 보다 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과제나 일을 할 때 동료들과 협동할 수 있게 되었다.

27

원문 다른 사람들과 협동적으로 일하고, 노력을 기울여 집단이 추구하는 일에 동참하려 한다.

1차 수정 집단이 추구하는 일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집단이 추구하는 일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8

원문 친숙한 집단 혹은 새로운 집단에서 이해심, 우호성, 적응성, 감정이입, 예의를 보인다.

1차 수정 소속한 집단 내에서 이해심, 우호성, 적극성, 감정이입, 예의를 보이게 되었다.

최종문항 소속한 집단 내에서 이해심, 우호성, 적극성, 감정이입, 예의를 보이게 되었다.

29

원문 타인의 말하는 내용을 듣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1차 수정 타인의 말하는 내용을 듣고 타인의 생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능숙해졌다.

30

원문 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때 나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다.

1차 수정 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때 나의 견해를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타인의 다양한 견해 가운데에서도 나만의 견해를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31

원문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다.

1차 수정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보다 적합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2

원문 내가 생각하는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할 수 있다.

1차 수정 내가 생각하는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쓰거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33

원문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적절히 주장할 수 있다.

1차 수정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적절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내가 생각하는 바를 주장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34

원문 협상을 위한 자신의 입장을 파악하고, 필요한 전략을 구사한다.

1차 수정 타인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자신의 입장을 파악하고 
필요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다른 사람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나의 입장을 파악하고 전략을 구사할 수 있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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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

1차 수정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게 되었다.

2

원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차 수정 어떤 문제에 대하여 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어떤 문제에 대하여 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3

원문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에서도 관련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1차 수정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사이의 관련성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사이의 관련성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4

원문 다양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개념, 방법을 새롭게 조명하거나 재조합하는 경향이 있다.

1차 수정 기존의 개념, 방법을 새롭게 조명하거나 다양하게 재조합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최종문항 기존의 개념, 방법을 새롭게 조명하거나 다양하게 재조합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5

원문 정해진 사고에서 벗어나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

1차 수정 정해진 사고에서 벗어나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정해진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6

원문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더 짜임새 있고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1차 수정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더 짜임새 있고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되
었다.

최종문항 기존의 아이디어를 짜임새 있고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게 되었다.

7

원문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리적, 창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차 수정 보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리적, 창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보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리적·창조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8

원문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추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 모색한다.

1차 수정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추구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현재 나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9

원문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차 수정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Ⅱ.� 다음은� 여러분의� 역량� 중� 문제발견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 변화대처능력,�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대학� 입학� 전과� 비교했을�
때,�대학교육에�의해�변화된�정도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여러분이�생각했을�때,�각�항목의�변화�정도에�대학생활이�기여한�정도를�표시해�주세요.�

� �※� 1:� 대학생활을�통해�부정적으로�변화� � � � � � � 2:�대학생활을�통해�약간�부정적으로�변화� � � � 3:�변화가�없음

� � � � � 4:�대학생활을�통해�약간�긍정적으로�변화� � 5:� 대학생활을�통해�긍정적으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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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문 정보를 선택,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글, 그래프, 그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1차 수정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정보를 적절히 선택, 분석하고 글, 그래프, 그림 등으로 효
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정보를 선택,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글, 그래프, 그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11

원문 문서로 기록 혹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체계화된 형태로 조직, 분석, 관리할 수 있다.

1차 수정 문서로 기록 혹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체계화된 형태로 조직, 분석,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문서로 기록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체계화된 형태로 조직, 분석,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12

원문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을 분류하고 조직할 수 있다.

1차 수정 과제를 수행할 때, 사용가능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과제 수행에 활용가능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13

원문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그 활용의 적절성을 판
단할 수 있다.

1차 수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그 활용의 적절성을 판
단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과제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그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14

원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차 수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5

원문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대처방법을 준비한다.

1차 수정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미리 대처방법을 준비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미리 대처방법을 준비하게 
되었다.

16

원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세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1차 수정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17

원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다.

1차 수정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게 되
었다.

최종문항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게 되었다.

18

원문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책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한다.

1차 수정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책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사전에 준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19

원문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알아낸다.

1차 수정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알아내게 되었다.

최종문항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때에는 정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아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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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문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다.

1차 수정 어떤 결정을 할 때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게 되었다.

21

원문 둘 이상의 관계에 존재하는 원리, 법칙을 발견하고 이것을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

1차 수정 둘 이상의 관계에 존재하는 원리, 법칙을 발견하고 이것을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둘 이상의 관계에 존재하는 원리·법칙을 발견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22

원문 어떤 진술이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1차 수정 어떤 진술이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어떤 진술이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직접 다각적으로 검토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23

원문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한다.

1차 수정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관련정보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관련정보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게 되었다.

24

원문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그것과 관련된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해한다.

1차 수정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그것과 관련된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그것과 관련된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

구분 수정 단계 수정 내용

1

원문 나는 목표 지향적이고 추진력이 있으며 미래를 전망하고 비전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

1차 수정 나는 보다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고, 미래를 전망하고 비전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
지게 되었다.

최종문항 나는 추진력과 미래를 전망하고 비전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2

원문 좀 어려운 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낸다.

1차 수정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Ⅲ.� 다음은�여러분의�역량�중�추진력�및�도전정신,� 국제적�감각,� 프로정신,�경험개방성

을�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대학�입학� 전과� 비교했을� 때,� 대
학교육에�의해�변화된�정도에�✔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여러분이�생각했을�때,�각�항목의�변화�정도에�대학생활이�기여한�정도를�표시해�주세요.�

� �※� 1:� 대학생활을�통해�부정적으로�변화� � � � � � � 2:�대학생활을�통해�약간�부정적으로�변화� � � � 3:�변화가�없음

� � � � � 4:�대학생활을�통해�약간�긍정적으로�변화� � 5:� 대학생활을�통해�긍정적으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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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문 평소 융통성이 있고 상황판단이 빨라 위기에 강하다.

1차 수정 융통성과 상황 판단능력을 가지게 되어 위기에 보다 강해졌다.

최종문항 융통성이 생기고 상황 판단이 빨라져 위기에 보다 강해졌다.

4

원문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인내를 발휘할 수 있다.

1차 수정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인내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인내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5

원문 평소 익숙한 일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나의 일 수행 능력을 점검한다.

1차 수정 평소 익숙한 일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나의 일 수행 과정을 점검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평소 익숙한 일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나의 일 수행 과정을 점검하게 되었다.

6

원문 계획을 세우는 데 능숙하며, 다양한 일을 동시에 진행시키기를 좋아한다.

1차 수정 계획을 세우는 데 보다 능숙해 졌으며, 다양한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계획을 세우는 데 보다 능숙해 졌으며, 다양한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7

원문 향후 필요한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한다.

1차 수정 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자질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게 되었다.

8

원문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각 구성원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맡긴다.

1차 수정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각 구성원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팀 과제(일)를 수행할 때 구성원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

9

원문 국제적인 추세, 조직과 체제와 경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1차 수정 국제적인 추세, 조직과 체제와 경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국제적인 추세, 조직과 체제와 경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10

원문 시대적, 사회적 변화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할 만한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1차 수정 시대적, 사회적 변화흐름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할 만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최종문항 시대적, 사회적 변화흐름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할 만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11

원문 각종 매체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1차 수정 각종 매체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각종 매체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12

원문 글로벌 사회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1차 수정 글로벌 사회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외국어 능력이 보다 강화되었다.

최종문항 글로벌 사회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13

원문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국가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1차 수정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국가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국가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14

원문 다른 문화의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국제예절을 지키려 한다.

1차 수정 다른 문화의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국제예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다른 문화의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국제예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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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문 사람마다 그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사람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1차 수정 사람마다 그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사람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
게 되었다.

최종문항 사람들의 특성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16

원문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추려 한다.

1차 수정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추려 노력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추려 노력하게 되었다.

17

원문 나는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만큼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알려고 노력한다.

1차 수정 나는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만큼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알려고 노력
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나는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알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18

원문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하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잘 수습하는 편이다.

1차 수정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하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잘 수습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하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잘 수습하게 되었다.

19

원문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세계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려 한다.

1차 수정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었고, 세계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하
게 되었다.

최종문항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세계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었다.

20

원문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1차 수정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기대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늘 기대하게 되었다.

21

원문 감정이 풍부해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감동한다.

1차 수정 조그만 일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조그만 일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22

원문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풍부한 감수성과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차 수정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 경험을 가지거나,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들
과 다른 톡특한 해석을 하게 되었다.

최종문항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 감수성과 경험이 생겼다.

23

원문 가끔씩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곤란한 상황을 돌파하려 한다.

1차 수정 가끔씩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곤란한 상황을 돌파하려 한다.

최종문항 가끔씩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곤란한 상황을 돌파하게 되었다.

24

원문 남자와 여자,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

1차 수정 남자와 여자, 다양한 사회적․교육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남자와 여자, 다양한 사회적․교육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능숙해졌다.

25

원문 다른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나와 전혀 달라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한다.

1차 수정 다른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나와 전혀 달라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문항 다른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나와 전혀 달라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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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effect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dividual variables and college life on the changes of core 

competency level.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to identity the level of the 

progress of core competency and the individual variables and college lif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nd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on the progress of 

core competency.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1,505,445 students attending four-year 

colleges based on the 2013 record(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The research carried out s a stratified, cluster and proportional 

sampling considering the ratio of the location of the school and major of the 

students who were attending university. Through this process, 560 students 

from 8 different universities were sampled. 



- 122 -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variables of this 

study. It consists of the progress of core competency scale, personal trait 

scale, college experiences scale, and the demographic items. In this study, 

existing scales were used and modified to measure the variabl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from April 1th to 31th 2014. A total of 495 

out of 56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48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he overall level of the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error were conducted. Also,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proposed research mode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Windows SPSS 21.0 for 

windows program.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progress of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were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ore competency with gender, grade, academic satisfaction, 

academic motivation, social support, subject learning, club activities, and team 

task. Third, gender(β=-0.137), grade(β=0.154), academic satisfaction(β

=0.163), academic motivation(β=0.216), social support(β=0.354), club 

activities(β=0.147) had effect on the progress level of knowledge dimension 

of core competency.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progress of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were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Second, gender, grade, social 

support, academic satisfaction, academic motivation, subject learning, and club 

activities had effects on the progress level of total core competency. Third, 

grade, major, social support, academic satisfaction, academic motivation, and 

club activities had effects on the progress level of knowledge dimen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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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ompetency. Fourth, gender, social support, academic motivation, team 

tasks, and works had effects on the progress level of skill dimension of core 

competency. Fifth, social support, academic motivation, and career identity had 

effect on the progress level of attitude dimension of core competency. 

Suggestions on follow-up studies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ce can be 

given on educational contribution as it is demonstrated by assuring the actual 

transition on core competencies. Consequently, continuous study on 

investigating core competencies transition should be made as a measurement to 

assure the effectiveness of college education. Secondly, an appropriate and 

precise tool to measure the core competencies should be developed 

repetitiously as a performance indicator of college education. Third, further 

segmentation would be needed on the research objects based on genders, 

majors, etc. Fourth, studies on measuring the core competencies change 

directly by longitudinal research of core competencies level remain as a 

necessary subject. Educational experiences and personal controlling elements 

should be investigated in a more detailed level by considering various 

individuals and school life.  

Suggestions on the higher education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diagnosis 

and evaluation should be executed more often to enhance availability by to 

raise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terest on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ies. Secondly, each college should restructure their educational 

service to develop student’s competence by putting thorough consideration on 

discussing ability based education course that has had an animated progress 

recently. Core competency elements that promote more focused developments 

by education process classified especially in major should be suggested with 

emphasis. Measurements to have students select their own educational 

experience in a personalized way by having both entering and enrolling college 

students consider above, and examine competency development personally is 

worthy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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