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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분석도구 R은 대용량 데이터의 고급 분석과 통계 계산을 위한 스크립트 언어로 빅데이터의 자료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다. 대학의 학습 활동 측면에서의 튜터링 학습법은 학습 능력이 우수한 선배 또는 동료인 튜터와 학습 받고자하는 튜티가 1:1 

또는 1:N의 관계를 이루고 학습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지난 연구에서는 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도가 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보다 얼마나 높은지 정량적 값을 도출했었다. 본 연구에서는 

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튜터링 참여  과목 이외 다른 전공과목의 성적 성취도를 분석도구 R을 이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튜터링 학습법 참여 경험이 튜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전공과목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

다.

키워드: 분석도구 R(Application R), 튜터링(Tutoring), 튜터(Tutor), 튜티(Tutee)

I. Introduction

최근 들어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 분석도구 R은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로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하는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학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력 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튜터링이다. 지난 

연구를 통해 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한 집단의 학생들 평균점수가 

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 보다 3.34점 

높게 나타남을 연구결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튜터링 학습법

에 참여했던 공학정보학부 학생들의 성적 성취도를 튜터링 참여 

과목이외 다른 전공 교과목의 성취도까지 분석도구 R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연구 분석 결과 튜터링 학습법을 실시하지 않은 전공과

목의 성취도 역시 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성취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튜터링 학습법 참여 경험이 튜터링 학습법을 

적용한 전공과목 이외 다른 전공과목의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 Preliminaries

1. RStudio를 활용한 분석

1.1 RStudio와 성취도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분석도구 R을 기본으로 사용자 편의성 기능을 추가한 

RStudio를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성취도 분석 

자료로 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한 공학정보학부 학생들의 전공과목 

성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1. R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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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 Script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분석도구 R을 활용한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library("data.table") 

StudentSungjuk <- fread("sungjuk.csv", data.table=T)

attach(StudentSungjuk)

summary(StudentSungjuk)

NumberOfStudent <- table(gubun)

tapply(jumsu, gubun, mean, na.rm=T)

tapply(jumsu, gubun, quantile, na.rm=T)

tapply(jumsu, gubun, sd, na.rm=T)

boxplot(StudentSungjuk$jumsu ~ StudentSungjuk$gubun)

StudentCommon <- subset(StudentSungjuk, 

subset=(gubun=="student"))

StudentTutte <- subset(StudentSungjuk, 

subset=(gubun=="tutte"))

FreqOfGradeCommon <- table(StudentCommon$grade)

FreqOfGradeTutte <- table(StudentTutte$grade)

barplot(FreqOfGradeCommon)

barplot(FreqOfGradeTutte)

RelativeFreqCommon <- 

round(prop.table(FreqOfGradeCommon)*100, digits = 2)

FreqCommon <- rbind(FreqOfGradeCommon, 

RelativeFreqCommon)

RelativeFreqTutte <- round(prop.table(FreqOfGradeTutte)*100, 

digits = 2)

FreqTutte <- rbind(FreqOfGradeTutte, RelativeFreqTutte)

2. 성취도 분석 

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과목 성취도와 튜터링 학습

법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의 성취도를 비교하기 위한 정량 

값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 

tk : 전공과목별 성취도   t :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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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한 학생 그룹과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 그룹과

의 성취도는 각 84.04와 82.53으로 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한 학생 

그룹의 성취도가 +1.51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튜터링 학습법

에 참여한 효과가 튜터링 학습법을 진행한 교과목 이외에 다른 전공과

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지난 연구에서 

연구 결과로 도출한 튜터링 학습법을 진행한 과목에서의 성취도 

차이인 +3.34점 보다는 성취도차이가 적게 나타나 학습 시간의 절대량

과 학습 과목에 대한 관심도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한 공학정보학부 튜티들의 

전공성적 결과를 분석도구 R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튜터링 학습법

을 진행하지 않은 전공과목의 성적 결과 분석에서 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한 학생 그룹의 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 그룹에 비해 +1.52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튜터링 학습법에 참여한 효과가 튜터링 

학습법을 진행한 교과목 이외에 다른 전공과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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