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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학업 저성취자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개발한 징검다리 프로그램이 학업 저성취자들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역량,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합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대전 소재 H대학 재학생 중 2018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징검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90명의 대학생이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학업성취도는 징검다리 프로그램 참여 직전학기 평점과 프로그램 참여 학기 평점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프로

그램 참여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일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내재적 동

기, 자기주도학습,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성찰일지를 분석한 결

과, 정량적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역량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동기와 관련된 효과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지속의지, 삶의 주체성 회복, 정서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었고, 

자기주도학습역량과 관련된 효과로는 목표 및 시간관리 습관, 맞춤형 학습법 적용, 학습기회의 주도적 탐색으로 구분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학업 저성취자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시사점과 학력향상 프로그램 개선사항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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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교육의 개선 방향으로 수요자 중심의 성과기반 교육과 지속적 질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대학

에서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했느냐보다는 그 결과로 학습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점

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학습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학업성취도이므로 각 대학

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1년 대학 자

체평가 평가지표에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생의 중도 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백덕희 

,2017). 예를 들어 학사경고자일 경우 학업의 부담을 낮추도록 다음 학기 이수학점을 제한하거나 

혹은 지도교수와의 상담에 필수로 참여하거나, 또는 학습법과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에 필수로 참여

하게 하는 등의 사후 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학사경고자 대상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습법 특강, 학사경고자

들의 학습부진 원인을 탐색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과 컨설팅, 또는 

동료학습자로부터 도움을 주고받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구진순, 2013; 이종연, 김복미, 

장은주, 2013; 전보라 외, 2015). 대학에서의 학업 저성취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나 관련 

연구로는 학업 저성취 학생 특성 검사 도구 개발 연구(임이랑, 2016)와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연구(박덕희, 2017; 주영아 외, 2013) 등이 있다. 

학사경고자를 포함한 학업 저성취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첫째는 대학에서 학업 저성취의 요인은 개인의 특성과 사회‧학교환경의 특징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개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은희(2018)의 연구에서도 학업 저성취

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성적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개발한 프로그램

이 학습법 특강과 학습컨설팅 중심의 학습법 교육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학업 저성취의 요인에 대한 다양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학업 저성취자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들이 필수 참여를 강요하거

나, 외부의 일방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업 저성취 프로그

램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 어렵고, 프로그램 참여의 중도 탈락이 높으

며, 프로그램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을 느끼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업 저성취 대학생 

스스로가 학력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학업 저성취자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의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학업 저성취자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계획, 실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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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여 학업 저성취자를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인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2018년도 1학기와 2018년도 2학기에 적용‧운영해 봄으로써 학업 저

성취자들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역량,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대개 교육프로그램 효과를 밝히는 연구는 학업 저성취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 또는 개선

할 수 있는 단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그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

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업 저성취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들을 필수 또는 선택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설계자가 종합적인 학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

공하되 학습자가 직접 프로그램 참여를 설계하도록 한 것의 교육적 효과를 동기, 학습전략, 학습결

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경험적인 연구방법론과 함께 징검다리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작성한 성찰일지를 분석함으로써 정성적으

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에서 학업 저성취자들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 기대된다. 

Ⅱ.� 이론적�배경

1.� 대학생의� 학업� 저성취� 개념� 및� 특징

학업 저성취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잠재능력에 비해 학업성취 수준이 저조한 현상을 

의미하며, 불충분한 선수학습이나 낮은 학습동기와 같은 내적인 특성과 비지지적인 가정환경 및 교

육적으로 충분히 도전적이지 못한 학교 학습 환경과 같은 외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학업문제이다(나경숙, 2008). 학업 저성취는 학습부진과 자주 혼용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일반

적으로 학생의 지적능력에 의해 예측할 수 있는 학업성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성취를 보이는 것을 

학습부진(under achievement)이라 하고,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을 학

업 저성취(low achievement)라고 한다(김현진, 2013).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유사한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받아 대학에 입학한 경우이므로 학습부진이라는 개념보다는 학업 저성

취가 보다 적합한 개념이라 하겠다.

학업 저성취란 충분히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 학습습관, 환경요인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상에 설정된 교육목표

의 달성도가 집단 내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낮은 성취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학업성

취(academic achievement)는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학습수행을 통해 성취한 결과로서 학점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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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다(염민호, 박선희, 오종욱, 2012). 따라서 대학에서의 학업 저성취자는 낮은 학점을 받은 자로

서, 이 연구에서는 평균 평점이 3.0이하에 속한 학생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연구를 수행한 대학의 

경우, 평균 3.0이하인 학습자들이 전체 학습자 중 하위 25%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도 대학에서의 학업 저성취자를 평점 3.0이하로 규정한 사례들이 있다(박덕희, 2017; 임이랑, 

2016).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의 특징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특징은 부분적으로 일반 학습자들도 가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의 특징은 개인 내적인 특징과 외적인 특징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업 저성취 학습자들은 학습동기수준이나 자기효능감이 낮고 스트

레스에 취약하며 무력감,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은영 외, 

2010; 이수식, 김정란, 2003; Fong & Krause, 2014). 학습태도 면에서도 학업 저성취자는 과제나 

시험 등과 같은 학습활동에 투자하는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결석이나 지각의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한덕웅, 이경성, 2000). 또한 시간계획 

및 관리에 미숙하며 학습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등 자기조절이나 자기

주도학습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다(윤소정, 2013; Balduf, 2009). 다음으로 외적인 특징으로는 학습활

동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해 주는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대학생의� 학업� 저성취� 요인

대학생들에게 학업성취는 학업 외의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주영아 외, 2013). 대학생활의 특성상 학습자들의 학업 저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

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며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박덕희, 

2017). 학업 저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기대수준과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

배경 요인이나 경제적 문제와 장거리 통학시간과 같은 개인배경요인과 함께 대학의 재정 지원 및 

교육여건과 같은 대학배경 변인 등이 있다. 이러한 학습자 외적인 변인들은 단시간의 지원프로그램

으로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내적인 특성 변인과 학습역량 변인에 초점을 두

고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자율성을 토대로 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다.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 실행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소소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능력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학습방법과는 다른 대학에서

의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학업적응에 실패하여 낮

은 학업성취를 초래할 수 있다(임이랑, 2016).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학업 저성취 

요인으로는 목표설정부재, 낮은 학습의지와 학습동기, 전공 및 적성 불일치, 기초학습능력 부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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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관리를 포함한 학습전략 부족, 시간관리 능력 부족 등 다양하며 해당 연구자들이 제시한 요인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대학생들의�학업�저성취�요인

요인
강순화외
(2000)

권혁재
(2012)

주영아외
(2012)

윤소정
(2013)

장애경외
(2013)

천주명외
(2014)

배상확
(2014)

이훈병
(2016)

목표설정부재 ● ● ●

학습의지부족 ● ● ● ●

낮은학습동기 ● ● ● ●

전공불만족 ● ● ● ● ●

기초학력부족 ● ●

학습전략부족 ● ●

성적관리 ● ●

수업방식부적응 ● ●

시간관리부족 ● ● ● ● ●

대인관계문제 ● ● ● ● ●

심리/건강문제 ● ● ●

학과/학생회활동 부적응 ● ● ●

3.�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은 2011년부터 대학 자체평가지표에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면서 주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각 대학의 교수‧학습지원 

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학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

기 위해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사경고자를 포함한 

학업 저성취 대학생 대상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학습법교육, 학습상담, 학습컨설팅, 멘토링, 

학습공동체, 기초학력보충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대학생에게 적합한 학습방법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학습법 교육프로그램이다. 각 대학의 

교수‧학습지원 센터에서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학습법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사경고자 맞춤형으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김종두(2016)의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자 대학생들에게 ‘학습전략과 학습기법’ 교양 교과목 이

수 및 동료 멘토링을 함께 진행한 결과 학사경고자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Seirup와 Rose(2011)는 노스이스턴대학(Northeastern university)의 학사경고자 235명에게 시간 관

리와 평가전략 등을 포함한 학습전략 온라인 강좌로서 학업성공교과목(UNIV01: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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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을 이수하도록 한 결과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재학율도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학업 저성취자들의 정서적 지원과 함께 개별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전략을 안내해 주는 학습

상담 및 학습컨설팅이다. Yang 외 (2013)의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자들 중 5학기 이상 지속적 상담참

여경험은 학업성취도를 급속하게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고, 김유미와 유혜경(2012)의 연구에서도 

심리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 중 상담에 참여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동기강화 또는 자기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학사경고자들

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신성만, 김정훈, 2012; 이종연, 김복미, 장은주, 2013). 

특히 주영아 외(2013)의 연구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업 저성취자의 자기결정성 및 스트레스 

대처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사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집단 또는 개인 학습컨설팅을 실시한 결과는 학습자들의 효능감, 자신감, 학습동기를 포함하

여 학습전략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소정, 2013; 전보라 외, 2015).

셋째, 학업 저성취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동료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학습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구진순(2013)의 연구에서는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자의 학업성취도

와 함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덕희(2017)의 연구에

서는 학업 저성취자 1명과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 또는 선배 1명을 임의로 구성하여 8주 

동안 학습과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내용으로 매주 1시간 30분 동안 모임을 실시하는 ‘학습꿈터’ 프

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학업 저성취자들의 성적이 향상되었고 필수 프로그램인 교수면담과 

상담으로 인해 진로를 설계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넷째, 학업 저성취의 원인 중 하나인 기초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증진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이‧공학계열 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 및 과학 관련 수업에 대하여 클리닉을 운영

함으로써 일대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글쓰기, 영어 등 기초학문분야에 해당되

는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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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1) 학업능력향상(징검다리) 프로그램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학업 저성취자들의 학업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다. 학사경고자를 포함한 학업저성취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

업저성취 요인을 도출하고, 그 원인별 학업성취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제안된 학습지원 프로그램들

을 정리하였다. 대학생들의 학업 저성취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학업 저성취는 각 요인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서도 발생되는 현상으로 한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동안 

대학에서 학업 저성취자들에게 필수 참여를 강요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참여도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업 저성취자들이 스스

로 참여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해 교무처장, 

교수‧학습지원 센터장, 학사경고자 대상 실무 담당 직원, 교육공학전공 교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 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

이 있는 교육공학박사 2인에게 최종 검토를 받아 프로그램 설계와 내용을 확정하였다. 

징검다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살펴보면, 학기 초에 지난학기 평점 3.0이하인 학생들

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에는 이번학기 목표학점과 지원동기 및 포부를 작성하도록 안내

하였다. 신청자 중 평가를 통해 지난학기 평점 2.0미만인 희망그룹 20명, 2.0이상에서 2.5미만 의지

그룹 20명, 2.5에서 3.0미만 도약그룹 20명 총 6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학점별로 그룹을 구분

한 이유는 선정 및 장학금 혜택에 있어 학점이 낮은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선

발된 60명의 학습자들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징검다리 프로그램 이수 방법에 대해 안내

받고 학습자들의 동의 아래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이수 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5개의 필수프로그램과 9개의 선택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별로 이수할 때마다 점수를 획득하여 추후 결과에 반영하였다. 목적지향적인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4주마다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강하고 있는 수업 관련 학습계획, 지난 4주간의 달성여부를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전략과 관련하여 ‘나에게 맞는 대학생활습관 찾기’ 프로그램인 

STEP UP JUMP UP 프로그램은 ① 나를 이끌어 주는 힘: 목표 ② 진정한 나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③ 내적 욕망의 실천: 성공이 아닌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학교생활로 구성하여 학습자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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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학습법 세미나 6회

중 2회는 필수 참여로, 나머지는 선택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학습법에 대한 상담은 교육공

학전공 전문교수와의 상담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진로나 전공학습 혹은 학과적응과 같은 문제에 대

해서는 학과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선택프로그램으로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상담을 포함한 9개의 프로그램 중 선택 이수하도록 하였다. 집단상담은 학

생상담센터와 협력하여 2018학년 2학기의 경우 4시간씩 3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자기이해, 스트

레스 관리, 대인관계 날개달기를 통한 학업동기향상 집단상담으로 운영되었다. 학업동기향상 워크숍

은 2일에 걸쳐 운영되는 집중 워크숍으로, MLST 학업전략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학습전략을 수립하

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전공 

교수와 동료학습자와의 관계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제 간에 여러 활동을 진행하면서 유

대감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전공 및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해결하거나 학문적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 밖에 학습동아리는 5명에서 9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대학공

부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학습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발적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다. 학기말에는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찰일지를 작성

하도록 안내하고 이 중 우수사례자를 선정하여 성과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표� 2>�징검다리�프로그램�내용�구성

요인 필수 선택

목표설정부재
Ÿ 목표달성 체크리스트(1회/4주, 총

4회)

학습의지부족

Ÿ STEP UP JUMP UP
Ÿ 학습법 세미나 (2회/6회)
Ÿ 전문(지도)교수 상담

Ÿ 집단상담
Ÿ 학업동기향상워크숍
Ÿ 학습법세미나
Ÿ 사제동행
Ÿ 학습동아리

낮은학습동기

학습전략부족

성적관리

수업방식부적응

시간관리부족

전공불만족

기초학력부족 Ÿ 기초특강 및 클리닉 참여

대인관계문제
Ÿ 개인상담

심리/건강문제

학과/학생회활동 부적응 Ÿ 전문(지도)교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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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중 이수학점이 16학점 이상이면서 최종 직전학기 평점대비 0.6

이상 향상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장학금 수혜대상이고, 취득한 점수에 따라 

장학금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다. 프로그램 이수의 신중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위 프로그램에 참여

할 때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무단결석을 하는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2회 경고를 받으면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운영 결과 2018학년도 1학기에는 희망그룹 13명, 의지그룹 8명, 

도약그룹 8명 총 29명이 장학금 수혜자였고, 2018학년도 2학기에는 희망그룹 7명, 의지그룹 8명, 

도약그룹 10명 총 25명이 장학금 수혜자였다. 장학금의 출처는 해당학교 발전기금 중 일부를 활용

하였다. 

2) 참여 학생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대전 소재 H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8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 각 60명

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사전설문, 사후설문, 성찰일지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한 학생

은 2018학년도 1학기에 45명(여: 18명, 남: 27명, 1학년: 3명, 2학년: 15명, 3학년: 18명, 4학년: 

6명), 2학기 45명(여: 23명, 남: 22명, 1학년: 21명, 2학년: 11명, 3학년: 11명)으로 총 90명의 자료

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1학기의 경우에는 신입생들은 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2학기의 경우에는 

8학기에 해당되는 4학년은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1학기와 2학기 학년 분포는 상이하였다. 

2.� 연구� 설계� 및� 연구� 도구

학업 저성취자들을 위한 학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인 징검다리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은 양적 연구방

법(quantitative methods)과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methods)을 포함한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s)을 활용하였다. 먼저, 양적인 연구방법으로 징검다리 프로그램이 학업 저성취자들의 학습

동기, 자기주도학습역량,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역량 연구도구는 각 개념에 대해 포괄적으로 측정가능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연구도구를 활용하였다. 학습동기 측정도구는 Vallerand 외 (1993)의 연구에서 개발한 학습동기검

사문항에 대해 문익수, 박중길, 문창일(20016)의 연구에서 한국교육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습동기는 지식추구, 성취추구, 자극추구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 내적동기(α

=.90)와 동일시조절, 주입된 조절, 외적조절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 외적 동기(α=.85), 무동기(α

=.86)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4개 문항씩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외적

동기의 구성요인인 동일시조절은 진로와 대학생활을 하는데 학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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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된 조절은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피하거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정도이며, 외적조절은 직접적으로 보상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자기주도학습역량 측정도구는 성은모와 최효선(2016)의 연구에서 성적 우수 대학생들의 자기

주도학습역량 요인을 기반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역량 측정도구는 총 28

개의 문항(α=.90)으로 10개의 전략적 학습기술 문항(α=.82), 7개의 학습가치신념 문항(α=.72), 

7개의 학습몰입 문항(α=.83), 4개의 탐구적 학습전략 문항(α=.73)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성취도

는 징검다리 프로그램 참여 직전학기 평점과 징검다리 프로그램 참여 후 받은 평점자료를 활용하였

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로는 징검다리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일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성찰일지도구는 Hatcher와 Bringle (1997)이 제안한 성찰활동 안내

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했는가? 2) 징검다리 프로그램이 나의 대학생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3) 

향후 대학생활의 계획은 무엇인가? 

3.� 자료� 분석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자료 분석은 SPSS 21.0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의 정규

성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변인들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측정문항에 대한 정규성 분석은 왜도와 첨도로 확인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이하일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Curran et al, 1996). 학습동기와 자기주

도학습역량 연구도구에 대해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왜도가 -.914 ~ .486 (학습동기), -.427 ~ 

553(자기주도학습역량)이었고, 첨도는 -.999 ~ 1.395 (학습동기), -1.226 ~ .307(자기주도학습역

량)으로 나타나 기준값을 충족하여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신뢰도 계수는 0.70이상인 경우 

유용한 도구로 보는데(Brace, Kemp, Snelgar, 2013),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모두 신뢰도 

계수가 .70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징검다리 프로그램이 학업 저성취자의 학습동기, 자기

주도학습역량,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다.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2018년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학생들이 제출한 성찰일지 총 

90개에 대하여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성찰일지 자료를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읽으면서 교육적 효과와 관련되어 나타난 주제들을 의미단위별로 범주화 하였다. 여기서 교육적 효

과란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지식, 기술, 태도 면에서 학생들에게 지각된 변화로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기 코드로 110개가 생성되었으며, 비슷한 의미단위로 묶어 재범주화한 결과 2차에서는 38

개, 3차에서는 7개 코드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면, 생성된 코드들 중에서 ‘학습과제수행에 대한 자신

감’, ‘학습을 위한 실용적 기술 습득’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학습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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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로 범주화하였으며, ‘외재적 목표의 내재화’, ‘삶에 대한 열정과 성실의 태도’, ‘자신의 행복추구

의 중요성 인식’은 ‘삶의 주체성 회복’으로, ‘학습에 대한 고민 공유’, ‘동료들의 지지와 선의의 자극’

은 ‘정서적 지지’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계획적인 시간 관리의 습관’이나 ‘목표설정을 위한 습관 

형성’은 ‘목표 및 시간관리 습관’으로, ‘자신의 학습태도와 방법의 문제점 인식’과 ‘학업습관 변화’는 

‘맞춤형 학습법 적용’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진로에 대한 방향성 수립’, ‘다양한 자기 계발의 습관 형

성’은 ‘학습기회의 주도적 탐색’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들은 다시 개인의 심리‧사회적 성장 관련 효과

와 학습능력 성장 관련 효과로 분류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학습동기 관련 효과’와 ‘학습역량 관련 

효과’로 주제화하여 하위범주들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역량,�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력향상을 위해 개발된 징검다리 프로그램이 실제 학업 저성취자들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학습에 관심을 갖고 몰입하게 만드는 학습동기, 학습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능력인 자기주도학습역량, 학습의 결과로 얻게 되는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징검다리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역량, 학

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2018학년도 1학기 참여 학생 45명과 

2018학년도 2학기 참여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뒤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는 다음 <표 3>과 같다.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학업 저성취자들의 학습동기(t= -3.606, p<.01), 자기주도학습역량(t= 

-3.724, p<.01), 학업성취도(t= -13.007, p<.01)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동기는 학업수행의 목적이 보상, 칭찬, 

장학금과 같은 외재적 동기와 공부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집중하는 내

재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Deci & Ryan, 2000).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학업 저성취자들의 외재적 

동기(t= -2.572, p<.05)보다는 내재적 동기(t= -3.893, p<.01)를 향상시키는데 보다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재적 동기 하위 요인 중에서 학습자들은 학습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지식추구, 

t= -4.007, p<.01) 학업을 통해 목표한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기쁨(성취추구, 

t= -3.905, p<.01)을 느끼는 정도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 외재적 동기와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열심히 학습하는 것은 나의 진로 등과 관련 되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동일시조절

(t= -4.134, p<.01)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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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역량은 하위 네 개의 요인 중 전략적 학습기술(t= -4.892, p<.01)과 학습몰입(t= 

-3.518, p<.01)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 학습가치신념(t= -1.250, p>.05)과 탐

구적 학습전략(t= -1.611, p>.05)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학습기

술은 복습과 예습, 노트필기, 과제 수행 등과 같은 인지주의적 학습활동과 수업시간에 앞자리 확보, 

시간계획과 관리 등과 같은 행동조절 특성을 포함한 개념이고, 학습몰입은 학습에 대한 끈질긴 집중

과 노력과 같은 학습과정의 단계별 점검 및 수행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성은모, 최효선, 

2016).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점검 및 학습법 학습에 따라 학습기술을 습득하고 보다 목적

지향적인 노력의 과정에서 학습몰입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학습에 대한 의미, 가치, 태도, 

동기와 같은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학습에 대한 가치‧신념이나 모르는 내용을 끝까지 파헤쳐 확인

하고 이해하는 탐구적 학습전략 능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결과로 학습자들이 받은 학점을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검다리 프로그램의 성취도에 대한 효과는 학업 저성

취자들의 과정적 변인인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해석

된다. 

<표� 3>� 징검다리� 프로그램이�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 종속변인 N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학습동기 90 3.39 (.50) 3.59 (.38) -3.606 .001**

 내재적 동기 90 3.26 (.56) 3.51 (.42) -3.893 .000**

    - 지식추구 90 3.34 (.65) 3.65 (.58) -4.007 .000**

    - 성취추구 90 3.20 (.65) 3.48 (.62) -3.905 .000**

    - 자극추구 90 3.25 (.72) 3.40 (.50) -1.870 .066

 외재적 동기 90 3.52 (.56) 3.67 (.47) -2.578 .012*

    - 동일시조절 90 3.54 (.63) 3.81 (.52) -4.134 .000**

    - 주입된조절 90 3.30 (.69) 3.46 (.60) -1.707 .093

    - 외적조절 90 3.70 (.72) 3.75 (.73) -.667 .507

자기주도학습 90 3.12 (.47) 3.31 (.43) -3.724 .000**

  전략적학습기술   90 2.52 (.60) 2.83 (.52) -4.892 .000**

  학습가치신념 90 3.66 (.59) 3.74 (.52) -1.250 .216

  학습몰입 90 2.91 (.68) 3.12 (.58) -3.518 .001**

  탐구적학습전략 90 3.40 (.60) 3.53 (.64) -1.611 .112

학업성취도 90 2.07 (.59) 3.07 (.54) -13.007 .000**



학업�저성취�대학생들을�위한�학력향상�프로그램의�교육적�효과� � 683

2.� 학습동기� 관련� 효과

학력향상을 위해 개발된 징검다리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교육적 효과를 질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성찰일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정량적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학습역량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먼저, 학습동기와 관련된 효과는 ‘학업적 자기효

능감’, ‘학습지속의지’, ‘삶의 주체성 회복’, ‘정서적지지’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2018-1
학기

학습동기 45 3.39 (.57) 3.60 (.42) -2.545 .016*

 내재적 동기 45 3.29 (.56) 3.53 (.46) -2.489 .018*

    - 지식추구 45 3.35 (.71) 3.59 (.56) -2.080 .045*

    - 성취추구 45 3.24 (.69) 3.58 (.70) -3.018 .005*

    - 자극추구 45 3.29 (.69) 3.43 (.53) -1.292 .205

 외재적 동기 45 3.49 (.63) 3.67 (.48) -2.232 .032*

    - 동일시조절 45 3.49 (.72) 3.74 (.53) -2.634 .012*

    - 주입된조절 45 3.28 (.74) 3.51 (.64) -1.768 .086

    - 외적조절 45 3.69 (.72) 3.76 (.63) -.966 .340

자기주도학습 45 3.13 (.48) 3.33 (.46) -2.949 .006**

  전략적학습기술   45 2.46 (.64) 2.78 (.55) -3.584 .001**

  학습가치신념 45 3.78 (.57) 3.87 (.52) -.995 .327

  학습몰입 45 2.90 (.73) 3.08 (.63) -2.278 .029**

  탐구적학습전략 45 3.40 (.66) 3.59 (.65) -1.668 .104

학업성취도 45 1.91 (.64) 2.97 (.63) -9.026 .000**

2018-2
학기

학습동기 45 3.39 (.41) 3.57 (.32) -2.846 .009**

 내재적동기 45 3.21 (.56) 3.48 (.37) -3.490 .002**

    - 지식추구 45 3.32 (.58) 3.73 (.61) -4.662 .000**

    - 성취추구 45 3.13 (.59) 3.34 (.48) -2.717 .012*

    - 자극추구 45 3.19 (.77) 3.36 (.45) -1.345 .191

 외재적동기 45 3.57 (.45) 3.67 (.46) -1.279 .213

    - 동일시조절 45 3.61 (.48) 3.91 (.50) -3.565 .002**

    - 주입된조절 45 3.32 (.63) 3.38 (.54) -.456 .653

    - 외적조절 45 3.73 (.72) 3.72 (.85) .104 .918

자기주도학습 45 3.11 (.46) 3.27 (.40) -2.232 .035*

  전략적학습기술   45 2.62 (.55) 2.90 (.48) -3.392 .002**

  학습가치신념 45 3.48 (.59) 3.55 (.47) -.746 .463

  학습몰입 45 2.93 (.62) 3.17 (.50) -2.789 .010**

  탐구적학습전략 45 3.40 (.50) 3.45 (.63) -.426 .674

학업성취도 45 2.28 (.41) 3.22 (.35) -10.883 .000**

* p< .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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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

는 것으로서 자신의 학업적 수행능력에 대해 갖는 기대나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임이랑, 

오인수, 2016에서 재인용). 징검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

이션 등과 같이 대학교에서 효과적인 학습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기술

을 습득하고, 자신의 학습습관에 대한 성찰과 개선, 그리고 일대일 혹은 집단 상담을 통해 대학에서

의 학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내적인 동기로 작용하였다.

“맨 뒷자리에 앉아 도망가기 바빴던 제가 친구들과 다 함께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의 이야기 하나하나

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수업을 들으니 시험공부를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징검

다리 강의에서 들었던 필기법도 활용하니 ‘해 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란 것을 해나가니 성적이 향상되고 그 기쁨을 느끼는 게 저만의 행복이 되어갔

습니다. 단지 성적이 올라가는 기쁨이 아닌 ‘나도 할 수 있구나! 혹은 내 자신도 의지라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55번 학생)

“징검다리 프로그램의 첫 ppt 강의 때 배운 여러 방법들을, 예전엔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별과

제를 하며 참여가 부진했었는데, 강의를 들은 후엔 자신감을 가지고 만들어갔다. 조별과제에 참여하다보

니 해냈다는 뿌듯함과 조금만 더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점차 내가 수업에 참여

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수업에 빠지기 일쑤였지만 이젠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

다.” (41번 학생)

2) 학습지속의지

징검다리 프로그램 학습자들은 반복된 학업저성취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과 공부에 대한 무

관심, 학업수행에 대한 어려움 등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늘 쉽게 공부를 포기하는 원동력이 되곤 

했다. 하지만 필수와 선택과정으로 이루어진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수강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부여되는 점수를 확인하며 매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성취여

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작은 성취감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용기를 갖게 했고, 이는 끈기 있게 학업을 지속하며 학과 공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하는 내적 동기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끈기’와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가 목표한 학점을 달

성하기 위해 직전학기와는 다르게 공부를 했고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중간에 공부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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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고 수업도 가기 싫을 때가 있었지만 목표학점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도 잘 참여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 욕망을 견뎌내는 끈기를 배웠습니다. 평소엔 하지 않았을 상담도 해보

고 (중략) 매달 작성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도 실행한 프로그램들을 적어가면서 ‘내가 이번 달에 이런 

것들을 했구나.’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85번 학생) 

“징검다리 프로그램 신청으로 인해 반강제로 공부를 계속 하면서 저는 말로만 외치던 ‘끈기’를 실제

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할 바에 시도하지 말자’는 마음가짐을 버리는 대신 ‘죽이 되던 밥

이 되던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제가 아직까지 끈기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59번 학생)

3) 삶의 주체성 회복

대학에서의 학습은 자기주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박병량(1984)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들의 경우 대학진학동기가 학생 자신의 교육적 포부보다 부모의 교육기대요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징검다리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들 역시 남들

이 대학을 가기에 왔고,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며, 항상 주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

는 데 익숙한 수동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공(지도)교수와의 개인적 상담과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명강사들의 강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동일한 상황에서 도전해나간 선배

들의 사례를 듣는 프로그램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체성을 깨닫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박00 교수님의 강연이었다.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강의들 중에 유일하게 나의 마음에 와 닿았던 시간이었다. 흐름에 나를 맞춰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나’로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한 순간에 내 삶이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

떤 도전이 내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줄까’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나에게 주어진 한 번 뿐인 이 시

간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매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할 것들을 찾고 있다.” 

(45번 학생)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학교는 자유로운 만큼 내가 스스로 기회를 찾아야 하는 곳이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 상담을 통해 내 전공에 대한 확신이 생겼

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게 되었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학업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고, 다짐한 후 부터는 지각이나 결석하는 일은 전혀 없고, 과제나 수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 (42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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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서적 지지

징검다리 프로그램 학습자들은 전문(지도)교수와의 상담은 필수로, 집단 상담과 학습동아리는 선

택과정으로 참여하였다. 상담 및 동아리 활동은 비슷한 상황의 동료 학생들을 만나 학습의 어려움과 

불안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진로에 관심을 갖고 같이 고민해주는 교수님을 만나며 힘과 위

로, 격려와 같은 정서적 지지를 얻게 하였다. 

“징검다리 프로그램의 일부였던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에서 ‘미루기 습관 극복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곳에서 선생님, 다른 학생들과 평소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공유하며 미뤘던 일들이 있으면 서로 조언해 

주고, 지난주에 말했던 목표를 이뤘다고 하면 서로 칭찬도 하며 서로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한번은 한 

친구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 하는 것이 공감능력 향상에 도

움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83번 학생)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좋았던 것은 ‘개인상담’이었다. 나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 놓을 수 있어

서 마음속이 후련했고 많이 걱정하고 불안했던 진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검사 및 상담을 하니 조금 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19번 학생)

3.� 자기주도학습역량� 관련� 효과

학력향상을 위해 개발된 징검다리 프로그램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역량 관련 효과는 ‘목표 및 

시간관리 습관’, ‘맞춤형 학습법 적용’, ‘학습기회의 주도적 탐색’의 세 부분으로 나타났다.

1) 목표 및 시간관리 습관

학점관리를 염두에 두면서도 학업 저성취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목표의 부재’가 있었다. 이러

한 점에서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와 시간 관리 전략에 대한 학습법 세미나는 징검다리 프로그램 학습

자들에게 계획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학점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 그리고 목표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시간 사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목표 및 시간 관리의 반복된 실천

은 습관이 되고, 이는 학습을 넘어서 삶 전체에 대한 목표로까지 확대되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계획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체크리스트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

해 평소의 계획들도 하나하나씩 적어가며 저만의 계획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하면서 

활동을 해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의미 있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74번 학생)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의 마감일이 언제까지이고, 언제까지 무엇을 끝내야 하는 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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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달력에 마감일과 오늘 

해야 할 일, 일주일 단위로 해야 할 일 등을 적어 계획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습관은 징검다

리 프로그램뿐만 아닌 대학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학과는 특성상 시험이 많고, 과제가 많

다. 그래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모든 일을 닥쳐서 해야 한다. 징검다리 프로그램의 계획을 

매일매일 적으면서 과행사와 시험기간 그리고 일주일당 해야 할 일들을 같이 정리하고 나니 미뤄지는 

과제도 없었고, 시험공부도 미리미리 할 수 있었다.”　(52번 학생)

2) 맞춤형 학습법 적용 

학습법 세미나 및 관련 워크숍은 징검다리 프로그램 학습자들에게 각각의 학습스타일 유형과 그

에 적합한 학습전략을 소개해주었는데,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학습습관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공부의 

신들이 전해주는 필기법, 영어공부법, 과제제출법 등은 실제 각자 수강하는 수업에서 적용해보며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하였다. 

“강의시간에 저의 필기방법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서 적

는 방법이었는데, 강연에서 들리는 대로 무조건 적는 노트필기 전략을 배우고 나서 그 이후로 강의시간

에 들리는 대로 일단 적어보는 필기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고 있고, 나중에 필기해놓은 것을 보니 교수

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나 장면들이 더 자세히 생각나면서 복습할 때 훨씬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71번 학생)

“‘학습법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어공부법이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강

의에서는 보다 쉬운 공부법을 설명해주셨고, 그 공부 방법을 매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하루에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영어일기를 쓰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동기 향상 워크숍’에 참

여하면서 이전학기에 제가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한 이유를 납득했습니다. 저는 매우 탐구적이고 이상향

을 쫒는 학습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1학기 과목의 경우 배우는 과목들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

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매 학기 이런 성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을 넣고 전공에서도 또한 

그런 쪽으로 파고들어간다면 저의 학업을 통한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또한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76

번 학생)

3) 학습기회의 주도적 탐색

학업 저성취자들은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었다. 학교가 

성적 장학금 제공을 목표로 학업 저성취자들에게도 다양한 학습기회들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와 ‘희망’이 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하는 일에 애정과 관심을 기

울이며 소속감을 느끼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학업 저성취자들은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발판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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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고, 게시판과 현수막 등 학교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들을 유심히 살펴보

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학습능력향상과 다양한 학습경험에 도움이 될 학습기회들을 주도적으로 

탐색하며 학과 공부를 넘어서 대학생활 자체를 즐기기 시작하였다. 

“학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징검다리의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기웃거리다 보니 

어느새 H대학교의 일부가 된 듯 했습니다. 학교에서 저와 같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

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도 돌아보고 

학교 표지판, 현수막, 포스터도 한 번씩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82번 학생)

“그동안 학교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었던 저는 이 이후로 다른 세미나가 있는지 찾아보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수와는 상관없는 ‘내 미래와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 법칙’. ‘학

생포트폴리오 우수사례 및 작성법’, ‘CAP+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

램’ 등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며, 동기부여도 되었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지 미래계획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징검다

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학교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략)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징검다리’란 단어가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제 미래에 한걸

음씩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였습니다.” (29번 학생)

Ⅴ.� 논의�및� 결론�

이 연구는 대학에서의 학업 저성취 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학업 저성취자

들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인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2018학년도 두 학

기에 걸쳐 운영해 본 결과, 학업 저성취자들이 스스로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학습전략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라는 강화를 활용한 외재적 동기

에 의해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였지만,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은 내재적 동기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재적 동기에 의한 학습동기유발은 외부의 긍정적 강화요인이 제거되면 학습

동기도 함께 소거되는 영향을 미친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많은 관계자들의 우려가 외재

적 동기강화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연구의 결과는 징검다리 프로그

램이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개 학업 저성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업에 대한 긍정적 동기부여이므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동기를 강화

하는 것이다(신성만, 김정훈, 2012; Smith & Winterbottom, 1970). 이런 관점에서 학업 저성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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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업성취도 증진은 그들의 학습동기를 강화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평점 2.5 

이하의 학습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학습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대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

야 하는지와 같은 학습의 의미에 관하여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보고한 윤소정(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으나 주

도적으로 자기 진로를 모색하는 삶의 주체성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 시기

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진로 탐색을 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 오직 대학수학능력시험만을 목표로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탐구 없이 지내온 

경우가 많아 분명한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의 불분명함은 

취업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유계숙, 신동우, 2013). 이러한 점에서 연구결과는 학력 향상 프로그

램이 내용적인 면에서 전공(지도)교수와의 진로 상담 및 명강사들을 통한 비전수립의 도전으로 통합

적인 접근이 되었을 때 학업 저성취자들에게 학습 동기뿐만 아니라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게 된 데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연옥 외(20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단기적인 학습목표 수립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장기

적 안목에서 바라보고 삶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에

게 매우 필요한 일임을 시사한다. 

셋째,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에는 정서적 지지뿐만 아

니라 대학 소속감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검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

자들은 대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적응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업성취에 관한 반복된 실패로 인하여 

대학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형성하지 못한 이들이었다. 그러나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

을 충실히 수행하여 자신이 목표로 하는 자아실현을 위해 학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의지

(박경호, 2019)와 대학공부가 단순 취업을 넘어 자기 계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학교에 소속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내 다양한 상호작용이 대학생활 적응과 

소속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박희진과 황정원(2015)의 연구와 대학 소속감이 대학 적응을 

매개하여 학업중단계획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박경호(201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학 학업저성취 학생들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 저성취자 대상의 상담을 진행하는 지도교수 대상 교육이나 상담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징검다리 참여 학생 프로그램이 작성한 성찰일지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담의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과 관련된 상담은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는 상담과 함께 

지도교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보다 효과적인 상담진행을 위해서는 학업 저성취자 대상의 상담과 

관련된 상담태도와 전략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단계별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제공하면 상담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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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업 저성취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면밀히 파악하여 동질성을 고려한 강사 섭외와 역할모델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검다리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이 진로정체감 및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된 데에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좋은 강사와 역할모델사례가 있었

다. 학습자들이 말하는 좋은 강사와 역할모델은 개인적인 성격, 전공, 가정환경, 성별, 학업상황 등에

서 유사하다고 지각되는, 소위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이들(Erkut & Mokros, 1984)이었다. 그러

므로 적절한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각 대학별로 진로 탐색과 비전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모델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습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 학습자들

의 학습동기를 지속하는 문제는 섭외한 강사의 단기적 역량에만 의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후 역할

모델이 될 만한 교내 교수 혹은 선배들과의 만남의 장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업 저성취자들을 위한 수준별 학습지원이 더 정교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징검다리 프

로그램은 학습자들을 희망그룹, 의지그룹, 도약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선발과 장학금 수혜를 

위한 평가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성찰일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대학생활 적응, 학습과제 수행

을 위한 기초 기술, 목표수립 및 시간관리 등 각 그룹별 혹은 학년별로 시급한 요구 정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선택교육과정 안에서 각 그룹별 참여할 

수 있는 수준별 학습코스를 안내하는 데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기존의 단계별 장학금 수

혜자들이 선택한 학습코스들을 수집하여 추천 코스로 제공하는 등 각자의 시급한 필요에 좀 더 적합

하게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교화하는 개선과정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학업 저성취자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개발된 징검다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2학기 동안 

90명을 대상으로 검증한 연구로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변인인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 징검다리 프로그램

에 참여한 학기의 성적으로만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그 이후 연속되는 학기들의 

학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 중 장학금 수혜자와 그렇지 

않은 학생간의 차이분석을 통해 추후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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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Effectiveness�of�Academic�Improvement�Program�for�

Undergraduate� Low� Achievers
1)

Jin,� Sung-Hee*

Im,� Kowoon**

Kim,� Tae-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a ‘Stepping Stones Program’ developed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of low achievers on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Mixed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s. Participants were 90 college students from H University in Daejeon who participated 

in the Stepping Stone Program in 2018-1 and 2018-2 semester. The results of the pre and post 

questionnaire survey were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academic achievement was analyzed by the 

difference of the average grade before and after the Stepping Stone Program. The reflective journals 

written by the participant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tepping Stones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learners' intrinsic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More specifically, the effects related to learning motivation 

could be classified into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persistence, recovery of subjectivity of 

life, and emotional support. The effects related to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ere divided into 

goal and time management habits, application of customized learning methods, and exploration 

of learning opportunities. The analysis of the reflective journals showed that it is effective in 

enhancing the learning motivation 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imilar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uggested the implications and the 

improvement of Stepping Stones Program.

Key words: Academic Improvement Program, Low Achievers, Academic Probation, Learning 

Suppor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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