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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s of the basic academic skills to the scholastic achievement grades has been researched and we made a test of 

the basic academic skills(Korean language, mathematic, foreign language) to the students of engineering department in I college 
in Seoul and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asic academic skills and the scholastic achievement grades. Results show that 
the scholastic achievement grades has a correlation(r＝.456, p＜0.01) to the average grade of the basic academic skill test. High 
level students of the scholastic achievement grades have a correlation(r＝.292, p＜0.01) to the mathematical department and the 
others have a correlation(r＝.232, p＜0.05 and r＝.279, p＜0.01) to the Korean linguistic depar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 that the scholastic achievement has a relation on Korean language skill. As a result,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mathematical basic academic skill programs are suggested to the high-level students of the scholastic 
achievement grades and the linguistic basic academic skill programs to the others. Also, the required basic linguistic subject is 
needed to the low-level students of the basic academic skills an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test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basic campus-life skills including the basic academic skills and the basic major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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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국제적 공학기

술 인력을 배출하기위해 공학인증 제도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을 중심으로 시행중이다. 인증 제도에 따르면 전문대학 공학 계

열 졸업생은 KTC2009(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2009) 기준에 따

라 기술전문학사 및 공학전문학사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KTC 

2009에서 요구하는 기준에서 졸업생 역량부분을 보면 전공관련

(hard skill) 5개 항목, 비교과 영역(soft skill) 7개 항목으로 구

성되어있다. 전공 영역은 기본지식의 활용과 공학문제의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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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교과영역에서는 타인과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사전달 능력, 팀플레이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학

위 전공심화 과정1)의 교육과정에 직업교육과정의 편성과 직무 

중심의 기초교육인 읽기, 쓰기, 외국어, 수학 등의 과목을 강화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식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인 

읽기, 쓰기, 수리능력 이외에도 의사소통능력, 정보분해력, 팀워

크, 자기주도력,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킹능력 등의 향상 프로그

램을 요구한다. 그밖에 프로젝트 중심학습, 문제중심학습의 강

화를 요구하고 있다.

KTC2009 기준 및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심화과정에서 강조하

1) 고등교육법 제50조의 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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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적인 능력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이 단순한 기능이나 스킬교육에서 벗어나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학습능력, 직업소양교육, 인성교

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전문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대학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기업의 현장과 연

계된 실천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윤찬근, 

2010; 정태화 외, 2009; 최길성, 2010 재인용).

전문대학들이 KTC2009를 만족하고 학사학위 심화과정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입학자

원의 감소로 입학생의 기초학습 능력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

다. 2015년부터는 전체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에 비해서 고교졸

업자수가 줄어들어 2020년 이후에는 2천명 정원기준 약 56개

의 전문대학이 폐교되고 전문대학의 입학생의 학력수준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용균, 2010)된다. 이와 같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기초학습능력의 저하는 전문대학 공학계열 학과의 

공학기술 교육인증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직업교육의 질 

저하와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 질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김재

문, 2007). 둘째, 공학계열 기피현상으로 공학계열 입학생의 기

초학습능력 저하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 전문대학 입학자원의 성

향변화 및 학부모에 대한 의식동향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공

학계열 기피현상에 대한 경고를 예고(장종관 외, 2003)한 바 있

으며, 입학자원 부족현상의 결과로 선행학습이 부족하거나 학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학계열 기피 현상은 4년제 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김은경과 이우영(2010)의 공학교육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3년 이후로는 공학인력의 감소가 현저하게 관찰되

지는 않으나 공학계열의 인재들이 대학원과정에서 전공을 변경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초학

습능력의 저하와 공학계열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

편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재학생을 검증받은 인재로 육성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KTC2009 기준을 요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기초학습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

에 따라 본 연구는 기초학습능력 저하의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를 분석 하고, 기초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학

습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수리, 외국어 등의 과목 중 어떤 과목과 학업성취

도가 가장 관련이 있는가?

둘째, 수준별 기초학습능력 및 전공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전문대학 관점에서 기초학습능력의 개념

이종성과 정향진(2003, 재인용)은 전문대학 교육과 관련하여 

기초학습능력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고, 좁은 의미의 

기초학습능력은 ‘전문대학 학생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전문 교

과를 학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며, 넓은 의미의 기초학습

능력은 ‘전문대학 학생이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세계에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하기위해 요구되는 기초능

력’이라고 정의했다(조은상 외, 2000). 나승일 외(2002, 재인용)

는 듣기능력, 읽기능력, 쓰기능력, 말하기능력, 산술능력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나승일 외(2008, 재인용)는 전문대학 학

생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하위 영역별 교육방안 중에서 의사

소통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을 기초학습능력의 범위 및 영역

으로 한정했다. 김주성(2010, 재인용)의 연구에 따르면 ‘기초학

습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습득해야하는 능력으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능력 및 수리능력’이라 했다. 최길성 외(2011)는 전

문대학 교육이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진로와 취업을 목표로 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학습능력은 ‘취업과 진로를 위한 기본적

인 능력으로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지식, 스

킬 및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2. 기초학습능력 관련 선행연구

이종성 외(2003)는 기초학습능력의 교육분야 증진방안으로는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학습공동체 운

영, 동아리 등의 과외활동 활성화 등으로 제안하였고, 지원분야 

증진방안으로는 대학별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수

학습방법 연구자료 공유, 연수교육 강화 등의 내용과 국가차원

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

적인 지원에 대한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장종관 외(2003)는 학생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분석(상대적

으로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역과 낮은 지방간의 동일 학과 대상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눈높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대학 

전공 영역 수학이 가능하도록 기초 수학, 과학 과목 이수 및 반

복학습을 통한 성취도 향상, 공업계 교육의 질적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흥미와 학습을 겸비한 교재 및 실험실습 장비 개발을 

통한 실무중심의 교육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최길성 외(2011)는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듣기와 말하기

에 대한 능력향상을 교육할 수 있는 협동학습과 프로젝트 중심

학습, 수준별 맞춤형 과제선정, 학습출발점에 따른 학습목표 설

정, 실무형 문제중심학습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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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심리상담, 노트필기법, 시간관리

법, 예복습방법 등의 학생지도, 전공동아리 및 스터디 그룹, 멘

토링제도 운영을 통한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기초학습능력 증진에 대한 논의 외에 기초학습능력 진단을 위

한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이광용 외, 2008, 재인용)도 진행되

었다. 기초학습능력 범위를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범위로 하여 관련 교과목에서 다루는 학습내용과 학

습목표, 성취수준 등을 분석하고 교육일선 전문가들에 의해서 

기초학습능력에 맞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전문대학생의 기초

학습능력 수준 진단 결과 언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8.8

점이었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영역은 중

3 수준에서 평균을 넘었고, 쓰기와 문학 영역은 중 1수준에서 

평균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능력의 경우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63.5점으로 언어영역보다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기초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그 분야가 너무 방대하여 개

별 학교 및 교과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기초학

습능력 평가 진단 도구에 있어서 평가 문제의 타당도나 신뢰도

가 미흡한 면이 있다. 

III. 연구의 방법

기초학습 능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지역의 I 전문대학 

전자계열 및 기계계열 2011학년도 신입생 478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8일 까지 언어, 수리, 외국어 등 3과

목의 기초학력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문제는 신뢰성과 타당성

을 고려해 2010년 11월 23일 실시한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전

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선택했다. 언어 및 외국어 영역은 객관

식 50문항(100점), 수리영역은 객관식 21문항(70점)과 주관식 

9문항(30점)이며, 객관식 문제는 5지 선다형 문제이다. 학업성

취도는 기초학습 능력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의 2011학년도 1

학기말 학점으로 정의 하였다. 학업성취도 구분에 따른 기초학

습 능력의 비교를 위해, 학업성취도 상위권학생은 4.5만점에 3.5

이상의 학점을, 중위권은 2.5이상 3.5미만, 하위권은 2.5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으로 정의했다. 기초학습능력 평가 참여 학

생 중 언어, 수리, 외국어 점수가 하나라도 0점인 학생, 휴학 및 

학점포기로 인해 1학기 학점이 0점인 학생들을 제외한 386명

의 학생들을 분석에 사용했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 통계

자료와 학업성취도, 언어, 수리, 외국어 및 과목 평균값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다. 

IV. 결과 및 해석

1. 기초학습 능력 평가결과

Table 1은 I 대학 공학계열 신입생들의 영역별 점수평균 및 
표준편차이다. Table 1에서 모집단의 영역별 점수결과는 I 대
학의 공업계 학생들의 수학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신입생의 가장 
부족한 부분인 수학과목에 대한 기초학습능력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
를 통해서 그와는 다른 방법의 기초학습능력 제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연구 
참여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2.9인 점을 감안하여 3.0을 기준으
로 상위권은 3.5 이상, 하위권은 2.5 미만으로 적용하였다.

Table 1 The results of the basic academic skills and the 
scholastic achievement grades (N＝386)

영역 평균(점) 표준편차(점)

언어 49.1 17.4

수리 26.1 12.8

외국어(영어) 44.2 17.5

평균 39.8 12.0

학점(4.5만점)  2.9  0.933

2. 학업성취도와 기초학습 능력과의 상관관계

가. 전체 학생의 경우

Table 2는 연구 대상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기초학습능
력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학업 성취도는 세과목 평균값(r＝ 
.456, p＜0.01)과 가장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목별로
는 언어(r＝.381, p＜0.01), 외국어(r＝.351, p＜0.01), 수리
(r＝.295, p＜0.01) 과목의 순서이었다. 일반적으로 공학계열 
학생의 경우 수리과목의 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이 전공의 학업성
취도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수리 영역보다는 언어영역이 상관이 높았다. 

Table 2 The correlation results between the basic academic 
skills and the scholastic achievement grades of 
the total students

언어 수리 외국어 평균

언어 1

수리 .261** 1

외국어 .443** .319** 1

평균 .788** .633** .814** 1

학점 .381** .295** .351** .456**

**p＜0.01, N＝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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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업성취도 상위권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해당 학기 평점으로 4.5 만점 기

준으로 3.5 이상인 학생이다. Table 3은 상위권 학생의 학업성

취도와 기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학업성

취도가 높은 학생은 수리과목과 학업성취도의 Pearson 상관관

계 계수가 r＝.292(p＜0.01)로 나타나 공학계열의 상위권 학

생에 대해서는 수리영역의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

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언어 및 외국어 과목과 학업성취도와

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최상위권인 4.0 

이상인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Pearson 상관관계 

계수는 r＝0.373(p＜0.05)로 수리영역과의 관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계열에 비해 수리영역이 전공교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학계열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Table 3 The correlation results of the high-level students

언어 수리 외국어 평균

언어 1

수리 .031 1

외국어 .200* .075 1

평균 .668** .536** .689** 1

학점 .165 .292** －.019 .207*

**p＜0.01, *p＜0.05, N＝118

다. 학업성취도 중위권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중위권인 학생은 해당 학기 평점2.5 이상 3.5 

미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4는 중위권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기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중위

권 학생에 대해서는 언어영역의 점수와 학업성취도가 r＝.279 

(p＜0.01)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 대상의 상

관관계와 같은 결과로 기초학습능력 제고 프로그램 교과목으로 

언어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4 The correlation results of the middle-level students

언어 수리 외국어 평균

언어 1

수리 .333** 1

외국어 .480** .292** 1

평균 .836** .605** .819** 1

학점 .279** －.042 .147 .200*

**p＜0.01, *p＜0.05, N＝160

라. 학업성취도 하위권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해당 학기 평점 2.5 미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5는 하위권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기

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학업성취도가 낮

은 학생에 대한 Pearson 상관관계 계수는 중위권 학생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는 언어 과목과 약한 상관관계를 갖

고 있었다. 

Table 5 The correlation results of the low-level students

언어 수리 외국어 평균

언어 1

수리 .185 1

외국어 .397** .430** 1

평균 .737** .649** .844** 1

학점 .232* .041 .124 .187

**p＜0.01, *p＜0.05, N＝108

3.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Table 2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과목별로 언어(r＝.381, 

p＜0.01), 외국어(r＝.351, p＜0.01), 수리(r＝.295, p＜0.01)

와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과목 중 어떤 과목이 

학업성취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고자 Table 

6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다중회귀분석 전에 다중공

선성을 점검한 결과 공차 한계는 0.756에서 0.878로 모두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139∼1.323로 조사되었다. 

VIF가 5이상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며, 

10 이상이면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는 이군희(2007)의 판단에 따라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

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한 결과 F＝33.75, p＜.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업성취도의 21%(adj. R2＝.203)가 독립변인들에 의해 설명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표준베타 값은 .258이고, 외국어 

.185, 수리 .161로 언어 과목이 다른 두 과목에 비해 학업성취

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Influence of variables on scholastic achievement 

종속
변인

독립
변인

회귀모형 회귀계수

R2

(adjR2)
F B

표준
오차

표준
베타

t

학점

언어
.210

(.203)
33.75

.014 .003 .258 5.040*

수리 .012 .004 .161 3.311*

외국어 .010 .003 .185 3.526*

*p＜0.001, N＝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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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KTC2009 기준 및 전문대학 학사학위 심화 과정에서 요구하

는 기초학습능력 강화 방안을 위한 연구로서 서울지역 I 전문대

학 전자 및 기계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실시한 기초

학습능력 평가 결과와 학기말의 학업성취도의 결과를 분석했다.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언어, 수리, 외국어 세과목의 평균점

수(r＝.456, p＜0.01)와 가장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업성취도에 따른 분석에서는 학업성취도 상위권 학생은 수리영

역(r＝.292, p＜0.01)과 중위권 및 하위권 학생은 언어 영역과 

각각 r＝.279(p＜0.01), r＝.232(p＜0.05)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는 수리과목

의 학습능력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언어 영역과 정(＋)의 상관이 있는 것

로 나타났다. 언어, 수리, 외국어 중에서 어떤 과목이 학업성취

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 과목이 다른 두 과목에 비해 학업성취도에 기

여하는 바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학업성취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기초학습능력제고 프로그램은 기초학습능력 수

준에 따라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함을 제안한다.

첫째, 기초학습능력 상위권 학생들은 수리 과목의 학습을 실

시해야 한다. 학업성취도가 높을 수 록 수리 과목과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을 볼 때 기초학습 능력 평가 점수 상위권 학생들은 

학과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읽고, 쓰고, 말하고, 이

해하는 등의 언어 영역 능력은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전공과 관련된 수리 분야에 대한 학습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기초학습능력 중‧하위권 학생들은 언어 과목의 학습을 

실시해야 한다. 공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수학 지식보다 언어 

영역의 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더욱 관련이 있다. 전공과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보다 우선적으로 교수자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위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언어영역에 대한 학습이 중

요하다.

위의 제안에 대한 수준별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신입생의 전공교과에 대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

들의 수준파악을 위한 기초학습능력 테스트가 진행되어 신입생

의 수준별 분류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분류된 학습능력 수준에 따른 전공기초 교양과목을 개

설하여 이수과목을 이원화 하여야 한다. 기초학습능력 상위권 

학생에 대해서는 공학교육 전반에 필수적인 전공수학 내용을 기

반으로 하는 수학 관련 기초교양과목을 기초학습능력 중 ․ 하위

권 학생을 대상으로는 언어영역의 기초교양과목을 개설해야한

다. 언어영역에 대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능력에 대한 전반

적인 내용을 다루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교육하는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기초학습능력이 부족

한 학생들이 입학 전에 이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전공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초

학습능력의 검정 결과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기초학습능

력 상위권의 학생은 깊이 있는 전공과목에 필요한 수준을 준비

하기 위한 전공 관련 수학 과목이 필요하다. 기초학습능력 중‧하
위권 학생들은 전공과목에 대한 준비보다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의 상호 의사전달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즉 기초학습능력 상

위권 학생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전공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공 관련 수학 교과목을 개발해야하며, 중‧하위권의 학생

들에 대해서는 언어 과목의 학습을 포함하여 선배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전공 학습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

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지역의 I 전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

초학습능력 검정을 실시하고 신입생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

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수준별 기초학습능력 제고 프로

그램을 실시해야 함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

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준별 기초학습능력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업성

취도와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

한된 연구기간으로 수준별 기초학습 능력 프로그램의 시행과 그 

결과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

다. 앞으로 후속연구로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둘째, 4년제 대학 및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I 전문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여 연구 결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에 적용하기

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또는 학생의 능력 수준

에 따른 후속 연구와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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