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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기술 활용 실태 및 학습 기술 훈련에 대한 요구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성별, 학년, 학문계열에 따른 학습 기술의 활용 실태의 차이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학습기술의 하위요인별로 훈련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학습기술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관리 기술을 제외한 학
습기술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 계열 간 학습기술의 차이에 있
어, 과제해결 기술 영역에서 인문사회계열보다 이공계열의 과제해결 기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학습기술의 하위요인들 중 자기관리와 정보처리, 시험치기 그리고 전체 학습기술 점수는 1학년
에서 3학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해결과 읽기, 수업청강 기술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대학생들의 학습기술 훈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자기관리 기술 중 '시간관리훈련', 수업청강 기술 
중 '강의에 집중하기 훈련', 과제해결 기술 중 '과제해결 방안탐색 훈련', 시험치기 기술 중 '시험치는 요령과 심리적 
대처기술 훈련', 정보처리 기술 중 '효율적인 정보처리 기능의 활용을 위한 내적 심리상태 유지 훈련', 그리고 
읽기 기술 중 '핵심개념 파악하기 훈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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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학들의 학습지원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다. 2002년에 설립된 학교육개발

센터 의회 회원 학을 기 으로 하여, 2006년 2월 재 100개 학에서 학습지원센터를 설립

하여 실질 인 학생 상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회에 속하지 않은 학과 2년제 

학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들 학습지원센터들은 학마다 교수학

습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개발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교육개발센터, 교육 신센터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센터들이 제공하는 학생 상 교육 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는 시간 리, 수업 청강, 노트필기, 시험치기, 보고서 쓰기, 집 력 향상 략, 읽

기 기술, 기억 략, 동학습 기술 등인 에서는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을 비롯한 국, 호주, 캐나다 등 외국 학에서도 학습지원센터 설립

과 학습지원 로그램의 운 이 활성화되어 왔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1960년  이후에 많

은 학들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교양강좌로 ‘ 학학습방법론’을 개설하거

나, 학에 학습보조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학습문제를 상담․지도해 왔다. 변 계 등

(2001)이 수행한 미국, 국, 호주, 캐나다의 50여 학들에 한 무작  조사에서 90% 이상

의 학들이 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김종석(1992)도 많은 학들

이 학생들을 상으로 학습기술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기술 훈련 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학에서의 학습기술 훈련 강화 배경에는 학습기술 습득이 학습자로 하여  자신

의 학습과정을 주체 으로 계획하고 이끌어가도록 할 것이라는 기 가 깔려 있다(변 계․

강태용, 2001). 이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자기주도  

학습과 평생학습 등에서 요구되는 ‘ 인지 과정으로서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이 강조되는 사

회  환경 등의 향이 크다(강태용, 2002). 

학습기술(study skill)'은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련되는 일련의 기술’(Gall et al., 1990)을 의미하는데, 학습방법에 

한 기술  근인 학습습 , 학습태도, 학습방략 등에 한 연구 결과들을 수용하여 폭넓게 

재구성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변 계, 1993). 이에 한 심은 1900년  부터 시작되어, 

1950년  행동주의 심리학이 확 되면서 ‘학습자의 찰가능한 학습태도(learning attitudes)나 

학습습 (study habits)’으로 이해되었고, 1970년  이후에는 ‘학업성취 향상에 효과 인 인

지  학습 략(learning strategies)’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경화․손원경. 2005). 1980년  

이후부터 인지  이 부각되면서 ‘학습에 배경지식과 략을 활용하고 통제하는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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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인지를 계획, 조정,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지 과정(meta-cognitive process)’이 강

조되고 있다. 

학습기술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학습기술 측정을 한 검사도구의 표 화를 비롯하여 

학습기술훈련 로그램의 효과에 한 실증  검증을 시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학습기술과 련된 연구들은 주로 등학생과 ,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학습기술 훈

련을 통한 학업성취도의 향상, 학습기술의 활용과 학업성취도와의 계 등에 한 연구, 그

리고 정규 수업시간에 학습기술을 가르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심을 두고 있다(Apps, 

1990; Fralick, 1990; McNight, 1990; Alfred, 1991; 박경숙․ 주, 1990; 변창진․김성희․문수

백, 1991; 김남옥, 1992; 변 계, 1993; 박한숙, 2000; 김지은, 2001; 변 계․강태용, 2001; 변

계․안종민, 2001; 변 계 외 2001; 변 계․강태용, 2003). 이러한 학습기술의 용과 효과

에 한 꾸 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학습기

술 훈련 로그램의 개발과 용, 그리고 그 효과의 검증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학생들의 학습기술 활용 실태나 훈련 로그램의 개발과 용 등의 문제

는 상 으로 심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까지는 학 입

학만으로도 이미 한 학습기술을 습득하고 구사할 것이라는 기 가 일반 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연구의 심거리가 되지 못하 다. 

그러나 최근 학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학교육의 질에 한 심이 

증 되고,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력에 한 심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에 비하여 학입학정원이 커짐에 따라, 학수학능

력을 미처 비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에 입학하는 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요한 배

경  하나일 것이다. 학 신입생 학습력 미비에 따른 학교육의 질 하에 한 우려가 

확 되고 있으며, 학들은 이에 한 응책을 지속 으로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학수

학능력시험의 고득 자들이 몰리는 서울 학에서조차 학 신입생들에 한 기 학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학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서도 앞으로도 이러한 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망을 읽을 수 있다. 

학생을 상으로 한 학습기술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외 연구로는 학생의 학습기

술 활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Cox, 2001; Mecham, 2003), 학습기술 훈련이 학생의 

학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Davis, 1997), 학습기술 훈련을 통한 시험불안의 치료 효과 

검증(Kostecke, 1990)에 한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연구에는 학생의 학습기술 활용 실태

나 학습기술 훈련의 효과를 연구한 변 계․강태용(2001)의 ‘ 학생들의 학습기술 훈련 방안 

탐색’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국내 학들이 학생들의 학습기술 훈

련을 지원하는 학습지원센터의 설립이 최근이라는 을 감안하면 국내 연구의 부재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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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학에 학습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운 되기 시작한 지도 수년이 흘 다. 많은 학들

에서 시간 리, 수업청강, 노트필기, 시험치기, 보고서 쓰기, 집 력 향상 략, 읽기 기술, 기

억 략, 동학습 기술 등의 학습기술 훈련 로그램을 운 하고 있지만, 이에 한 체계

인 실태조사나 로그램 운 의 효과 등을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기술을 측정하여, 부족한 역을 조직 이고 체계 으

로 가르침으로써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Phillips, 1989; Fralick, 

1990; Rhody, 1993)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학생의 학습기술 활용 실태  학습기술 훈련에 

한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하여 먼 , 성별, 학년, 학문계열에 따른 학습기술의 활

용 실태의 차이를 확인하고, 학습기술의 하  역별로 훈련에 한 요구의 정도를 확인하

고자 한다. 한 본 연구를 통하여 학생 상 학습기술 훈련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상의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학문계열별 학습기술 활용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들의 학습기술 훈련에 한 요구는 어떠한가? 

Ⅱ. 학습기술과 대학에서의 학습

일반 으로 학습기술과 련한 연구들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

은 학습기술 측정을 한 하 요소의 탐색과 검사도구의 표 화(Devine, 1987; Weinstein, 

Zimmerman, & Palmer, 1988, Gall et al., 1990; 변 계․강태용, 2003)를 시도한 연구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학습기술 훈련 로그램의 용과 효과를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들(Wong & 

Jones, 1982; Fralick, 1990; Gall et al., 1990; Coakely, 1993; Hoover & Patton, 1995; 

Mangrum, 1996; Seaman, 1996; Udziela, 1996; Strichart et al., 1998; Gettinger & Seibert, 

2002; 박한숙, 2000; 강태용, 2003; 이순우․이종승, 2003)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등

학생이나 , 고등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학습기술 훈련 로그램의 용이 학업

성취나 정서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보고하 다. 

이상의 연구들 부분은 등학생이나 , 고등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습기

술 련 연구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들도 차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략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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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형은 학생 학습기술 활용 실태나 련된 변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먼 , 

Jones(1991)는 정상연령 학생과 만학 학생의 학습기술과 학습태도면에서의 차이를 조사

하 다. 연구 상은 Alabama의 Troy State 학에서 교양 어과목을 수강한 학생 203명 

에서 18-24세에 속하는 학생을 정상연령학생집단으로, 24세 이상인 학생을 만학도 집단으로 

나 어 실험하 다. 연구 결과, 학업 흥미나 동기에 한 수에서는 두 집단 간 명확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기술이나 권 자와의 소원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으며, 과제완성에 걸리는 시간도 두 집단 간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으로 부양가족수가 고 학업을 단한 경험이 있는 만학도의 경우 높

은 학업 흥미와 학업동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imon(1994)은 Southern California 지역 문 와 주립 학 다섯 군데에서 선발된 신입

생을 상으로 읽기와 학습기술과목을 수강한 집단과 수강하지 않은 집단  어느 집단이 4

년 후 더 많은 학 을 이수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5개 학  4개 학의 학생들은 

읽기와 학습기술 과목을 수강했을 때 졸업 시 이수학 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일반 교양과목

과 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읽기  학습기술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보다 졸업 시 이수

학 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국내 연구로는 학습기술 측정을 한 하 요소의 탐색과 검사도구의 표 화 연

구로는 변 계 외(2004)의 “Web을 활용한 학생들의 학습기술 측정 방법에 한 연구”가 

표 이다. 이 연구에서는 , 등학생용 학습기술 검사 도구를 표 화한데 이어, 학생

의 학습기술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표 화하고, 이를 web을 활용하여 측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용하 다.  

두 번째 유형은 학습기술의 활용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 계를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들은 

주로 미국 학의 박사학 논문에서 다루어져 왔다. Cox(2001)는 수학 학습기술 로그램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학습기술 로그램 훈련을 받은 학

생들이 그 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아졌으며, 수학 긴장감 한 확연히 어들었

음을 보고하 다. Mecham(2003)은 7개 학의 학생들을 상으로 학습기술 활용에 한 자기

검리스트와 수행성취도 평가의 효과를 조사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습기술 훈련 로그램 

참여 이후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한 학생들이 로그램에 반 인 만족

을 보이며, 이러한 훈련이 학학습에 있어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 다. 

세 번째, 학습기술 훈련 로그램의 효과를 정의  측면에까지 확 하여 검증하고자 하

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Kostecke(1990)의 연구에서는 4년제 학생들에게 효과 으로 밝

진 학습기술의 활용을 문 학생까지 확 하고 문 학생들을 상으로 처음 학습기술을 

활용했을 때의 효율성을 밝히고자 하 다. 연구 결과, 학습기술은 시험불안 완화와 학습습  



282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향상과 한 련이 있음을 밝혔다. 

King & Jennifer(1993)는 일반 학생들을 해 개발된 기존 학습기술과목이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 략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향 검증하고 나아가 학습장애를 가진 학

생들을 한 학습기술 과목을 따로 개설하는 것이 좋은지, 기존의 학습기술과목에 학습장애 

학생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좋은지를 조사하 다. 연구 상은 남동부 학에 재학 인 학습

장애 학생 42명을 무작 로 추출해 학습장애 학생과 정상학생들을 분반한 학습기술과목과, 

정상학생들과 통합된 기존 학습기술과목 각각을 듣도록 하 다. 연구결과 학습장애 학생들

이 정상학생들과 통합된 학습기술과목을 수강할 때 10개 항목  6개 항목(시간 리, 집

력, 정보처리, 주제 찾기, 학습지원, 자기평가)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들과 정상학생들을 분반했을 때도 5개 척도(불안, 주제 찾기, 학습지원, 

자기평가, 시험치기 략)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ushing(1996)은 수학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학 긴장감, 수학 학업성취도, 수

학 자존감, 인지  간섭의 변인들에 한 학습기술과 같은 인지  훈련과, 긴장 리와 같은 

정의  훈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실시하 다. 실험집단은 수학용어이해 훈련, 수학  상

징어 활용, 두 단으로 나눠 필기하기, 시험치기 략과 같은 훈련과 긴장 리 훈련을 제공하

고, 통제집단은 교과내용 심의 수업을 받도록 하 다. 연구결과, 수학 긴장감, 수학 자존감, 

수학 학업성취도, 인지  간섭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상 이 있음을 보고하 다. 

Davis(1997)는 학업부진을 겪고 있는 학 신입생들을 상으로 학습기술 수업이 자기효

능감과 시간 리 기술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 다. 학습기술 수업을 받은 학생은 자기 

효능감과 시간 리 기술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학습기술 훈련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Jones, Daniel Foster(1988)는 학습기술이 부족한 문 학생들의 시험불안을 완화하기 

해 학습기술 훈련 집단과 인지수정 처치집단 그리고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나 어 실험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이들 집단의 처치도구로 학습기술훈련과 인지수

정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두 처치 모두 동일하게 자기보고식 

시험불안이 완화되고 WAIS(Wechsler 성인지능 하 검사) 수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검토한 학생 상 학습기술 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학습기술 훈련 로

그램을 통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는 물론 정의  측면에까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미 충분히 습득하여 활용하고 있는 학습기술의 하 요인이 무

엇인지, 어떤 하 요인들에 한 추가 인 학습기술 훈련이 필요한지 등에 한 구체 이고 

경험 인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지속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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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성별 남

여
169
429

28.3
71.7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98
109
199
92

33.1
18.2
33.3
15.4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271
327

45.3
54.7

합계 598 100.0

<표 1> 조사 상자의 성별, 학년, 공계열에 따른 분포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상은 부산시 소재 국립 학교 1개교 재학생들로서, 2006년 2학기에 재학 

인 학생 600명을 무선표집하 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2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제 분석에 활용된 조사 상은 598명으로서, 계열별, 학년별, 성별로 그 구체  분

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가. 학생 학습기술 활용 실태

본 연구에서 학생 학습기술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해 활용한 측정도구는 변 계 등

(2004)이 개발한 학생용 학습기술 진단검사이다. 이 검사는 5단계 Likert 척도형의 총 8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 수는 최하 80 에서 최고 400 까지 산출된다. 학습기술검

사는 6개의 하 요인 즉, 자기 리기술, 수업청강기술, 과제해결기술, 정보처리기술, 시험치기

기술, 읽기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학습기술 검사의 문항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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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구성요소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관리

학습시간관리
학습을 위한 심신의 관리
학습자료와 학습공간의 조직과 관리

1~14 14 .77

수업청강
교수와 강의에 긍정적 태도 갖기
교재 예습하기
강의에 집중하기
모르는 내용 질문하기
체계적인 노트정리 기법

15~28 14 .75

과제해결

도서관 활용
과제해결 방안 탐색
보고서 작성
참고문헌 사용법
개요작성
글 쓴 후 수정하기

29~41 13 .75

정보처리
정보의 습득과 저장
정보회상과 활용
효율적인 정보처리 기능의 사용을 위한 내적 심리상태유지

42~54 13 .75

시험 치기
시험에 대한 계획 세우기
부족한 과목에 시간 안배하기
시험 치는 요령과 심리적 대처기술

55~67 13 .75

읽기
읽기전략의 활용
핵심개념 파악하기
개괄하기
이해 점검하기
읽으면서 노트하기

68~80 13 .77

전체 1~80 80 .85

<표 2> 학습기술 검사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자기관리 3 1~3
수업청강 5 4~8
과제해결 6 9~14
정보처리 3 15~17
시험치기 3 18~20

읽기 5 21~25
전체 25 1~25

<표 3> 학습기술 훈련의 요구도 문항구성

나. 학습기술 훈련에 한 요구 

학생의 학습기술 훈련에 한 요구 조사를 하여 활용한 측정도구는 학생의 학습기

술검사의 6개 하  요인들에 한 구성요소를 요구도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학생 학습기술 훈련 요구에 한 문항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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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자기관리기술 남

여
164
424

44.04
42.81

9.75
7.79 1.46

과제해결기술 남
여

167
424

37.66
35.83

10.26
9.17 2.13*

수업청강기술 남
여

165
422

46.22
44.15

10.99
9.31 2.11*

정보처리기술 남
여

166
425

29.63
26.02

8.05
7.15 5.32***

시험치기기술 남
여

164
427

36.02
33.82

9.12
7.97 2.72**

읽기기술 남
여

164
423

37.98
34.45

9.60
8.51 4.35***

전체 학습기술 남
여

154
406

231.81
217.12

49.75
40.13 3.28**

* p< .05  **p< .01  ***p< .001

<표 4> 성별에 따른 학습기술 하 요소에 한 t-검증

3. 자료 분석
먼 , 성별  학문계열에 따른 학생의 학습기술 활용 실태를 분석하기 하여 t-검증을 

실시하 으며, 학생의 학년에 따른 학습기술 활용 실태를 분석하기 하여 F-검증을 실시

하 다. 한 학습기술 훈련의 요구도는 순 형 복응답 형식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문항

별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학습기술 하위요소의 성별 간 차이
학습기술 하 요소 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자기 리 기술은 t =1.46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반면, 과제해결기술(t =2.13, p<.05), 수업청강기술(t =2.11, p<.05), 정보처리기술(t 

=5.32, p<.001), 시험치기기술(t =2.72, p<.01), 읽기기술(t =4.35, p<.001), 체학습기술(t 

=3.28, p<.01)의 남녀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과제해결, 수업청강, 정보처

리, 시험치기, 읽기, 체 학습기술 수는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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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자기관리기술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270
318

43.22
43.09

8.30
8.48 .18

과제해결기술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270
321

35.01
37.47

9.38
9.40 -3.16*

수업청강기술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270
317

44.07
45.30

10.51
9.16 -1.49

정보처리기술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267
324

26.39
27.56

7.46
7.61 -1.87

시험치기기술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266
325

34.05
34.74

8.74
7.94 -1.00

읽기기술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266
321

35.00
35.79

9.24
8.67 -1.06

전체 학습기술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258
302

217.85
223.99

43.90
42.41 -1.67

* p< .05 

<표 5> 공에 따른 학습기술 하 요소에 한 t-검증

2. 학습기술 하위요소의 전공 간 차이
학습기술의 하 요소별 수가 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검

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과제해결 기술(t =-3.16, p<.05)의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

열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 리 기술(t = .18, p<.05), 수업청강 기술

(t =-1.49, p<.05), 정보처리 기술(t =-1.87, p<.05), 시험치기 기술(t =-1.00, p<.05), 읽기 기술(t 

=-1.06, p<.05), 체 학습 기술(t =-1.67, p<.05)은 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과제해결기술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이공계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년에 따른 학습기술능력의 차이
학습기술 하 요소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F검증을 실시하 으며, 

이러한 차이가 어떤 학년 간 차이인지 알아보기 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1) 학년에 따른 자기 리 기술의 차이

학년에 따른 자기 리 기술의 차이에 한 평균과 표 편차,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

의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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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학년 n M SD F Scheffe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업청강
기술

1 197 48.15 9.73

12.69***

4.70** 5.26*** 5.40***

2 107 43.45 9.99
3 193 42.90 9.05
4 90 42.74 9.77

합계 587 44.73 9.85
**p< .01  ***p< .001

<표 7> 학년에 따른 수업청강 기술의 일원배치 분산분석(N=587)

하위요인 학년 n M SD F Scheffe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자기관리
기술

1 193 45.61 8.71

9.03***

3.25* 4.15*** 3.07*

2 108 42.36 7.81
3 197 41.46 7.86
4 90 42.54 8.42

합계 588 43.15 8.39
*p< .05  ***p< .001

<표 6> 학년에 따른 자기 리 기술의 일원배치 분산분석(N=588)

1학년의 자기 리 기술은 평균이 45.61(SD=8.71)이고, 2학년은 42.36(SD=7.81), 3학년은 

41.46(SD=7.86), 4학년은 42.54(SD=8.42)로, 학생들의 자기 리 기술에는 학년에 따라 유의

한 차이(F=9.03, 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학년과 2학년,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4학년 간에 자기

리기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

년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 리 기술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학년에 따른 수업청강 기술의 차이

학년에 따른 수업청강 기술의 차이에 한 평균과 표 편차,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

의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1학년의 수업청강 기술은 평균이 48.15(SD=9.73)이고, 2학년은 43.45(SD=9.99), 3학년은 

42.90(SD=9.05), 4학년은 42.74(SD=9.77)로, 학생들의 수업청강 기술에는 학년에 따라 유의

한 차이(F=12.69, 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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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학년 n M SD F Scheffe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제해결
기술

1 197 40.05 9.50

16.27***

4.97*** 5.60*** 6.11***

2 109 35.07 8.50
3 195 34.44 9.01
4 90 33.93 9.56

합계 591 36.35 9.52
***p< .001 

<표 8> 학년에 따른 과제해결 기술의 일원배치 분산분석(N=591)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1학년과 2학년,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4학년 간에 수

업청강 기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청강 기술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학년에 따른 과제해결 기술의 차이

학년에 따른 과제해결 기술의 차이에 한 평균과 표 편차,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

의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1학년의 과제해결 기술은 평균이 40.05(SD=9.50)이고, 2학년은 35.07(SD=8.50), 3학년은 

34.44(SD=9.01), 4학년은 33.93(SD=9.56)으로, 학생들의 과제해결 기술에는 학년에 따라 유

의한 차이(F=16.27, 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학년과 2학년,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4학년 간에 과제

해결 기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과제해결 기술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학년에 따른 정보처리 기술의 차이

학년에 따른 정보처리 기술의 차이에 한 평균과 표 편차,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

의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1학년의 정보처리 기술은 평균이 29.40(SD=7.70)이고, 2학년은 25.63(SD=7.22), 3학년은 

25.66(SD=6.81), 4학년은 26.59(SD=8.22)로, 학생들의 정보처리 기술에는 학년에 따라 유의

한 차이(F=10.37, 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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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학년 n M SD F Scheffe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시험치기
기술

1 196 37.33 8.62

12.84***

4.14** 4.75*** 3.68*

2 105 33.19 7.51
3 198 32.59 7.77
4 92 33.65 8.42

합계 591 34.43 8.36
*p< .05  **p< .01  ***p< .001  

<표 10> 학년에 따른 시험치기 기술의 일원배치 분산분석(N=591)

하위요인 학년 n M SD F Scheffe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정보처리
기술

1 196 29.40 7.70

10.37***

3.77*** 3.75*** 2.81*

2 109 25.63 7.22
3 198 25.66 6.81
4 88 26.59 8.22

합계 591 27.03 7.58
*p< .05  ***p< .001  

<표 9> 학년에 따른 정보처리 기술의 일원배치 분산분석(N=591)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학년과 2학년,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4학년 간에 정보

처리 기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처리 기술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5) 학년에 따른 시험치기 기술의 차이

학년에 따른 시험치기 기술의 차이에 한 평균과 표 편차,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

의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1학년의 시험치기 기술은 평균이 37.33(SD=8.62)이고, 2학년은 33.19(SD=7.51), 3학년은 

32.59(SD=7.77), 4학년은 33.65(SD=8.42)로, 학생들의 시험치기 기술에는 학년에 따라 유의

한 차이(F=12.84, 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학년과 2학년,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4학년 간에 시험

치기 기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시험치기 기술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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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학년 n M SD F Scheffe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읽기기술

1 196 37.85 9.74

7.71***

3.78** 4.13*

2 106 34.96 8.67
3 194 34.07 7.63
4 91 33.71 9.21

합계 587 35.44 8.96
*p< .05  **p< .01  ***p< .001  

<표 11> 학년에 따른 읽기 기술의 일원배치 분산분석(N=587)

6) 학년에 따른 읽기 기술의 차이

학년에 따른 읽기 기술의 차이에 한 평균과 표 편차,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1학년의 읽기 기술은 평균이 37.85(SD=9.74)이고, 2학년은 34.96(SD=8.67), 3학년은 

34.07(SD=7.63), 4학년은 33.71(SD=9.21)로, 학생들의 읽기 기술에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

이(F=7.71, 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4학년 간에 읽기 기술은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년이 증가함에 따

라 읽기 기술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7) 학년에 따른 체 학습 기술의 차이

학년에 따른 체 학습기술의 차이에 한 평균과 표 편차,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

의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1학년의 체 학습기술은 평균이 238.70(SD=45.26)이고, 2학년은 214.85(SD=38.80), 3학년은 

210.81(SD=37.99), 4학년은 212.57(SD=44.68)로, 학생들의 체 학습 기술에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F=16.88, 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학년과 2학년,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4학년 간에 체 학

습기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년

이 증가함에 따라 체 학습기술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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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학년 n M SD F Scheffe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학습기술

1 188 238.70 45.26

16.88***

23.85*** 27.88*** 26.13***

2 101 214.85 38.80
3 188 210.81 37.99
4 83 212.57 44.68

합계 560 221.16 43.45
***p< .001 

<표 12> 학년에 따른 체 학습기술의 일원배치 분산분석(N=560)

8) 학습 기술 하 요인에 한 요구도

학생들이 학습기술의 하 요인별로 어떤 훈련을 더 필요로 하는지 그 요구도를 순 별로 

분석하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학습 기술의 자기 리 기술에 한 요구도는 그 하 요인들 에서 ‘학습시간 리'에 한 

요구도가 46.1%(274명)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 리를 해 시간 리 훈련을 가

장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습을 한 심신의 리’에 한 요구가 35.3%(210

명), 세 번째로 ‘학습자료와 학습공간의 조직과 리’에 한 요구가 18.6%(111명)으로 나타

났다. 

수업청강 기술에 한 요구도는 그 하 요인들 에서 ‘강의에 집 하기'에 한 요구가 

41.3%(245명)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재 습하기’가 26.8%(36.2명), ‘모르는 내용 질문

하기'가 12.0%(71명), ‘교수와 강의에 정  태도 갖기’가 10.1%(60명), ‘체계 인 노트정리기

법'이 9.8%(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학생들이 청강기술 에서 강의에 집 하

는 훈련을 가장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과제해결 기술에 한 요구도는 그 하 요인들 에서 ‘과제해결 방안탐색'에 한 요구가 

28.8%(172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각각 ‘보고서 작성'이 19.9%(119명), ‘도서  활용'이 

10.5%(63명), ‘참고문헌 사용법'이 9.2%(55명), ‘  쓴 후 수정하기'가 5.0%(31명)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해결에 한 요구도 에서 해결방안탐색훈련에 한 요구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시험치기 기술에 한 요구도는 ‘시험치는 요령과 심리  처기술'이 39.7%(232명)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험에 한 계획세우기'가 33.3%(195명), ‘부족한 과목에 시간 

안배하기'가 27.0%(1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 기술에 한 요구도는 ‘효율 인 정보처리 기능의 사용을 한 내  심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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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하위요인 별 요구도 1순위(%) 2순위(%) 3순위(%)

자기관리
기술

①학습시간관리
②학습을 위한 심신의 관리
③학습자료와 학습공간의 조직과 관리

274 (46.1)
210 (35.3)
111 (18.6)

211 (35.8)
186 (31.5)
193 (32.7)

108 (18.2)
197 (33.2)
289 (48.6)

합계 595(100.0) 590(100.0) 594(100.0)

수업청강
기술

①교수와 강의에 긍정적 태도 갖기
②교재 예습하기
③강의에 집중하기
④모르는 내용 질문하기
⑤체계적인 노트정리 기법

60 (10.1)
159 (26.8)
245 (41.3)
71 (12.0)
58 (9.8)

87 (14.6)
142 (23.7)
106 (17.7)
105 (17.6)
158 (26.4)

98 (16.6)
95 (16.0)

104 (17.6)
182 (30.7)
113 (19.1)

합계 593(100.0) 598(100.0) 592(100.0)

과제해결
기술

①도서관 활용
②과제해결 방안 탐색
③보고서 작성
④참고문헌 사용법
⑤개요작성
⑥글 쓴 후 수정하기

63 (10.5)
172 (28.8)
119 (19.9)
55 (9.2)

159 (26.6)
30 (5.0)

68 (11.5)
139 (23.5)
138 (23.3)
77 (13.0)

114 (19.2)
56 (9.5)

59 (9.9)
128 (21.4)
126 (21.1)
98 (16.3)
80 (13.4)

107 (17.9)
합계 598(100.0) 592(100.0) 598(100.0)

시험치기
기술

①시험에 대한 계획 세우기
②부족한 과목에 시간 안배하기
③시험치는 요령과 심리적 대처기술

195 (33.3)
158 (27.0)
232 (39.7)

196 (33.2)
255 (43.1)
140 (23.7)

198 (33.4)
177 (30.0)
217 (36.6)

합계 585(100.0) 591(100.0) 592(100.0)

정보처리
기술

①정보의 습득과 저장
②정보회상과 활용
③효율적인 정보처리 기능의 사용을 위한 

내적 심리상태유지

204 (34.7)
166 (28.2)
218 (37.1)

229 (39.1)
258 (44.1)
98 (16.8)

156 (26.4)
166 (28.0)
270 (45.6)

합계 588(100.0) 585(100.0) 592(100.0)

읽기
기술

①읽기전략의 활용
②핵심개념 파악하기
③개괄하기
④이해 점검하기
⑤읽으면서 노트하기

120 (20.4)
223 (37.9)
94 (16.0)
76 (12.9)
75 (12.8)

132 (22.3)
140 (23.6)
122 (20.6)
142 (24.0)
56 (9.5)

130 (21.9)
80 (13.4)

105 (17.7)
168 (28.3)
111 (18.7)

합계 588(100.0) 592(100.0) 594(100.0)

<표 13> 학습기술 하 요인에 한 요구도

유지'에 한 요구가 37.1%(21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의 습득과 장'이 34.7%(204

명), ‘정보회상과 활용’에 한 요구가 28.2%(1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읽기 기술에 한 요구도는 ‘핵심개념 악하기'가 37.9%(223명)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읽기 략의 활용'으로 20.4%(120명)의 요구도가 있었다. 다음으로 ‘개 하기'가 16.0%(94명), 

‘이해 검하기'가 12.9%(76명), ‘읽으면서 노트하기'가 12.8%(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읽기 기술 에서 핵심개념을 악하는 방법에 한 훈련을 가장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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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연구문제에 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기술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학습기

술의 차이는 자기 리 기술을 제외한 학습기술의 모든 하 역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 다.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 계열 

간 학습기술의 차이는 과제해결 기술에서만 이공계열과 인문사회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 인문사회계열보다 이공계열의 과제해결 기술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학년에 따른 학습기술 활용 실태에 있어, 모든 학습기술의 하 요소들은 학년 간에 유

의미한 차이를 보 다. 즉, 자기 리와 정보처리, 시험치기 그리고 체 학습기술 수는 1

학년에서 3학년까지 감소함을 나타내었고, 과제해결과 읽기, 수업청강 기술은 1학년에서 4학

년까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밝 졌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기술 훈련에 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 리 기

술에 있어, '시간 리' 훈련에 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습을 한 심신의 

리' 훈련과 '학습자료와 학습공간의 조직과 리'에 한 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 졌다. 

수업청강 기술에 있어, '강의에 집 하기' 훈련에 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

재 습하기'와 '모르는 내용 질문하기', '교수와 강의에 정  태도 갖기', '체계 인 노트정

리 기법'에 한 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 졌다. 과제해결 기술에 있어, '과제해결 방안탐

색' 훈련에 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요작성', '보고서 작성', '도서  활용', '

참고문헌 사용법', '  쓴 후 수정하기' 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 졌다. '시험치기' 기술에 

있어, '시험치는 요령'과 '심리  처기술' 훈련에 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

험에 한 계획세우기'와 '부족한 과목에 시간 안배하기' 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 졌다. 

정보처리 기술에 있어, '효율 인 정보처리 기능의 사용을 한 내  심리상태 유지' 훈련에 

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의 습득과 장과 정보회상과 활용' 훈련을 요구

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읽기 기술에 있어, '핵심개념 악하기' 훈련에 한 요구가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읽기 략의 활용', '개 하기', '이해 검하기', '읽으면서 노트하기' 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기술에 한 활용 실태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반 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기술의 활용이 향상할 것이라는 

일반 인 기 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과제해결 기술과 정보처리 기술의 활용에서 성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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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공계열을 불문하고 체 으로 평균 이하의 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비교할만한 선행연구가 없는데다가 본 연구의 연구 상이 1개 학의 학생들에 한정되었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체 학에까지 확  해석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

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학생의 인구학  분포를 고려하여 보다 범 한 표집을 활용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학생의 학습기술 활용에 있어 성별 간 혹은 학년 간 학습기술 인식의 차이가 어

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밝히고, 이에 한 한 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그리고 학년에 비하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실제로 학습기술의 활용 정도가 더 낮아지는 것인지, 혹은 자신의 학습기술 활용 정도에 

한 인식의 체감 수 이 낮아지거나 혹은 학습기술의 활용에 한 인식이 부정 이 되기 때

문인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을 상으로 한 학습기술 훈련 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성별, 학년에 

따른 학습기술 활용 실태를 고려한 차별성 있는 근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처리 기술의 활

용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를 나타냈던 에 착안하면, 여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정보처리 기술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 다 할 것이다. 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반

으로 학습기술 활용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에서, 고학년을 상으로 하는 지

속 인 학습기술 훈련 혹은 학습기술의 활용에 한 정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각 학들의 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로그램의 근거와 효과 검증을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하여 학생들의 학습기술 훈련에 한 요구에 기 하여 

각 학의 학습기술 지원 로그램 편성  운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기술 지원 로그램 개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지원 

로그램들이 구체 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한 실증  연구가 뒷받침될 

때, 학습지원센터의 설립과 운 에 한 실질 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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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dition of Using the Study Skills 

and the Need of Study Skills Training

1)Lee, Eun Hwa*․Kang, Han N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dition of using the study skills and the 

need of study skills training of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study, the condition differences of using the study skills in gender, grades and 

majors and the level of the need for the study skills training on subparts of the study skills 

were investigated. 

A sample of 598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re considered. Subjects were classified by 

gender, grades and major. Learning and Study Strategies Inventory for University students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along with a researcher's developing Study Skills Training Needs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Version 12.0). 

T-test and ANOVA analysis procedures were employed.

Results indicated that in the condition of using the study skill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ges except a self-management skill. These differences were bigger for the 

male students than for the female student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ngineering majors and humanity/social science majors. The students' problem-solving skill 

scores in humanity/social science majors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engineering major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as found in the other majors.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rades for all the subparts of the study skills. We found that 

Self-management, information-processing and test-taking skills were reduced from freshman 

to junior, but problem-solving, reading and lesson-listening skills were improv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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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man to senior.

In the level of the need for the study skills training, the results show that (1) 

time-management training among self-management skills, concentration training among 

lesson-listening skills, problem-finding training among problem-solving skills, test-taking and 

anxiety relaxation training among test-taking skills, psychological retention training for the 

effective information-processing use among information-processing skills, and main idea 

finding training among reading skills were more needed than any other skills training by 

these Korean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study skill, Self-management skill, lesson-listening skill, problem-solving skill, 

information-processing skill, test-taking skill, reading sk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