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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DLR], prerequisite mathematics test score 

and achievement level in college mathematics. For this purpose, the adjusted SDL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of 
Guglielmino's model, the score of mathematics diagnostic assesment and first semester college mathematics score among 424 
freshmen students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D university in 2011 were used and analyze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freshmen of engineering department had average level of SDLR, though they showed relative low level of self-direction, 
passion and time control ability. Secondly, considering SDLR with the mathematics diagnostic assesment score (3 groups: high, 
middle, low),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irdly, concerning SDLR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level in 
college mathematics, a group which acquired good achievement showed higher level of SDLR compared with middle or low- 
achievement group.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there were affirmative relationships between 
SDLR, mathematics diagnostic assesment score and achievement in college mathematics. Furthermore, mathematics diagnostic 
assesment score and achievement level in college mathematics were found to be the most closely related.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strategies to elevate SDLR of engineering department students and improve their achievement in college mathematics. 

Keywords: Prerequisite mathematics test score and achievement level in college mathematic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DL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공과대학 진학 기피현상과 함께 창의 ․ 융합형 인재육성

의 필요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 공과대학 지원 시 고등학교 계

열과 상관없는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교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학습자들의 

수학실력을 보충하고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수학 교과는 교과내용의 위계적 체계로 인해 단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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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으로 학업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보다 중장기적인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 학문 분야이다. 한편 공과대학들은 수학을 포함

한 공학기초교양과목과 실험실습을 강화하고 창의 ․ 융합형 인재

를 양성하고자 하며, 학생들이 평생학습사회에서 전문 공학인으

로서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능력을 배양시

키고자 한다. 이처럼 중장기적인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 대학교

육에서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자신의 취업이나 인생 목표와 관련하여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학습전략을 실행하며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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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nents of self-directed learning 

학자 구성요인

Guglielmino(1977)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과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 대한 주도성과 독립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습에 대한 
열정과 열성, 기초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 미래지향성

Oddi(1984) 적극적 동인 대 반응적 동인, 인지적 개방성 대 폐쇄성, 학습열의 대 냉담 혹은 혐오

Garrison(1997) 자기관리, 자기평가, 동기

Stolk et al.(2008) 인지적 영역, 동기적 영역, 행동적 영역, 맥락적 영역 - 각 영역에 목적, 고려 및 계획, 평가 및 통제, 반응 및 성찰 단계 있음

김지자(1996) 독창적 접근, 탐구적 특성, 자발적인 계획, 학습의 책임성 수용, 학습에 대한 사랑, 미래 지향성, 학습자적 신념

홍기칠(2004) 인지적 영역(문제해결력과 창의성), 행동적 영역(자율성과 자기평가), 동기적 영역(개방성, 자아개념, 자이효능감과 내재적 동기)

한지영(2008) 학습에 대한 사랑, 학습에 대한 개방성, 기본학습기능과 독립성,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주도성과 미래지향성, 독창성과 탐구적 특성

임세영, 이웅일(2010) 학습사랑, 학습에 대한 개방성, 독립성과 기본학습기능, 주도성과 탐구적 특성, 창의성,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미래지향성

주도학습능력은 그들의 목표 설정, 특정 학습전략의 사용, 학업

성취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Zimmerman, 2000) 학업성

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권낙원 ․ 민용성, 2004; 박현정, 2005; 

심미자, 2000; 양명희 ․ 황정규, 2002; 이지혜, 2010). 따라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한 적절한 

교수전략과 방법을 모색하여 실행할 수 있다면, 공과대학 학생

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고 전문공학인으로서의 목표지향성

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중위권 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

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수학기초학력평

가 성적과 대학수학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수학교과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및 

공과대학 신입생들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공과대학 신입생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및 자기주도학

습준비도의 구성요인은 학습자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공과대학 신입생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수학기초학력

평가성적, 대학수학학업성취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주도학습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구성요인

1960년대 이후 성인교육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 온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개별 학습자가 자주적 ․ 자율

적으로 학습하는 활동이란 의미에서 자기 계획적 학습(self- 

planned learning), 자기 독립적 학습(independent learning), 

독학(autodidaxy), 자기 교육(self-education), 자기 교수(self- 

instruction), 자습(self-study), 자율학습(autonomous learning), 

자기 조절 학습((self-regulated learning) 등의 용어와 비슷하

게 사용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의 과정이나 방법으로 보는 관점(Knowles, 

1975; Long, 1994)과 그것의의 결과물로서 획득되고 개발되는 

개인의 특성 측면으로 보는 관점(Candy, 1991; Taylor, 1995)

이 있다. 전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는 정도를 자기주도학습의 결정 요인으로 본다. 즉 학습의 계

획, 자료 및 자원의 활용, 학습활동의 수행, 학습결과를 평가하

는 일련의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의지와 통제가 영향을 미친

다고 본다. 반면, 후자는 자신의 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는 학습

자의 능력을 자기주도학습의 결정 요인으로 본다. 즉 자기주도

학습은 개인적 특성으로서 학습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문

제를 도전으로 인식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시간관리 능력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해 보면, 자

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학습하며 어떻게 평

가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 수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

도권을 갖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대

한 동기 및 통제와 관련된 행동적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에 대한 관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인지중심 관점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조절하

는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Gagne, 1985; Pintrich 2000; 

Zimmerman, 2000)과 같은 학습자의 내적과정을 중시한다. 둘

째, 동기적 관점은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와 목적과 같은 목적지

향성, 자기효능감, 성취가치 등(Blumenfeld, 1992; Garcia & 

Pintrich, 1994)을 중시한다. 셋째, 행동적 관점은 학습에 대한 

의지와 행동통제, 주의집중과 지속적인 노력, 시간관리 등(박승

호, 1995; Kuhl, 1985)을 중시한다.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토대로 자

기주도학습준비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

(김지자, 1996; 임세영 ․ 이웅일, 2010; 한지영, 2008; 홍기칠, 

2004; Garrison, 1997; Guglielmino, 1977; Oddi, 1984; Stolk 

et al., 2008).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측정 도구는 연속체 상에 

존재하며 개인적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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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능력은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으며, 가장 좋은 방

법은 스스로 자율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나 맥락

에서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는 있으나,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높은 사

람이라고 하여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맥락에서도 동일한 정도

의 학습능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Fisher 

et al., 2001).

2. 자기주도학습과 학업성취도, 수업전략

동일한 교수자가 같은 교수-학습과정을 진행했지만 학습자의 

학습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학습자의 학습 흥미, 자아개

념,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주도학습능력으로 설명하고자 한 연

구들(박현정, 2005; 양명희, 2000, 양명희 ․ 황정규, 2002)이 있

어 왔다. 이들 연구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성적 간에 직접

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예언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능

력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습시간에도 영향력을 미쳐 공

부하는 시간을 늘리게 하고, 학습 흥미를 증가시키며, 이러한 학

습흥미가 다시 학습시간에 투자되면서 높은 수준의 자기주도적

인 학습노력이 가능해지는 순환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하였

다.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는 가상교육환경

에서도 정적인 관계가 있다(신종호 외 , 2005). 한편,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기는 하나 학습몰입, 학습동

기와 같은 요인이 매개된 간접적 영향이라고 한 연구(이은주, 

2001; 이지혜, 2010; Zimmerman & Martinez-Pons, 1988)

들도 있다.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수업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전략을 학생들에게 직접 교수하고자 하는 

직접적 교수전략 접근(Zimmermann, 2000)이다. 여기에는 학

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거나 그들을 위해 설정된 

목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목표설정 전략, 학습자 

자신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하게 하는 자기점검 

전략, 학습자 스스로의 수행목표와 점검 행동을 비교해 보는 자

기평가 전략, 학습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시험준비전략, 노트작

성전략, 시간관리전략 등이 있다. 

둘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수업접근 

전략(Grow, 1991)이다. 첫 번째 수준으로 자기주도성이 낮은 

의존적인 학습자에게는 학습목표나 방법에 대한 제시를 명확히 

하고, 교과 내용을 강조하며 연습과 과제를 제공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업접근 전략이 좋다. 이 때 교수자는 권위

자, 전문가, 동기부여자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수준으로 학

습흥미를 보이기는 하나 자기주도성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교수

자 주도의 토론과 시연을 하며 학생에게 연습을 하도록 시키며 

구조화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수업접근 전략이 좋다. 이 때 교

수자는 동기유발자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에게는 

의사결정 및 참여가 필요한 세미나나 그룹별 프로젝트 혹은 개

방형 과제를 주는 수업전략이 좋다. 이 때 교수자는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 수준으로 높은 자기주도성을 가진 학습자

에게는 인턴, 학기별 프로젝트, 개인연구, 논문작성 등을 하도

록 하는 수업전략이 좋다. 이 때 교수자는 위임자, 멘토 역할을 

한다.

셋째, 학습자의 능동적인 인지구성을 돕고자 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전략이다. 이는 학습자의 연령, 특성에 관계없이 풍부하고 

도전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수

용하고 장려하기, 학습자의 초인지 전략을 계발시킬 수 있는 인

지적 용어 사용하기, 학습자의 반응을 고려한 수업 진행하기, 교

수자의 생각이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학생의 이해를 확인

하기, 학습자들이 교수자와 동료와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

기, 개방적 질문과 도전적인 환경을 마련하여 학습자가 자율적

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사고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에 대한 이해

를 넓혀 가도록 하는 수업전략 등이 있다(Brooks & Brooks, 

1993). 

이처럼 수업전략 및 교수방법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간에는 관

계가 있기 때문에(권낙원 ․ 민용성, 2004; 노원경, 2009; 차옥렬, 

2010),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수업전략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개별 프로젝트, 개별 튜토리얼, 사례연구 방법 보

다 교사가 이끄는 토론, 교사의 시범, 강의를 더 좋아하는 경향

이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낮은 학생이 자기주도학

습을 요구하는 수업상황에 놓이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자기주

도학습준비도가 높은 학생이 교사 주도성이 높은 수업상황에 노

출되어도 역시 불안감이 높아지므로(Fisher et al., 2001) 학

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고려한 수업전략이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도구

가.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본 연구는 리커트(Likert) 방식에 의한 5단계 58개 문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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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s of factors analysis i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영역 요인명 설문번호 요인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Cronbach ɑ

1 새로운 학습에 대한 개방성

13 .386 .461 

3.209 8.914 .804

14 .417 .446

24 .551 .503

25 .691 .638

26 .790 .728

27 .763 .733

2 학습에 있어서의 주도성

1 .712 .651

2.655 7.374 .751
2 .638 .634

6 .708 .705

7 .455 .617

3 학습에 있어서의 책임수용

17 .455 .573

2.518 6.994 .780
18 .773 .745

19 .747 .704

20 .718 .710

4 학습에 있어서의 독립성

22 .709 .590

2.575 7.125 .695
38 .706 .621

39 .643 .541

42 .462 .504

5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

12 .450 .546

2.444 6.790 .745
34 .770 .706

35 .805 .766

40 .457 .671

6 시간관리

3 .619 .685

1.927 5.354 .6574 .591 .688

5 .762 .627

7 학습에 대한 열정

28 .513 .602

1.936 5.377 .66829 .826 .769

37 .566 .576

8 학습에 대한 탐구심
8 .697 .651

1.617 4.491 .617
10 .746 .704

9 효율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31 .587 .583

1.956 5.433 .63333 .685 .610

41 .644 .596

전체 9개 요인 33문항
Bartlett 구형성검정

x2＝6016.344 ,df＝630, p＜.001
.918

한 자기보고형식의 질문지인 Guglielmino(1977)의 자기주도학

습준비도 검사도구(SDL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를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즉, SDLR은 관련

학자 3인의 검토 후 3차례의 요인분석을 거쳐 총 33개 문항 9

개 요인을 활용하였다. 요인명은 Guglielmino(1977)가 제시한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하되,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측정도구(김지자 외, 1996; 임세영 ․ 이웅일, 2010; 한

지영, 2008; 홍기칠, 2004; Guglielmino, 1977; Oddi, 1984; 

Stolk et al, 2008)에서 확인된 요인을 참고하여 요인별 문항

집단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부여하였다.

나. 수학기초학력평가

‘수학기초학력평가’는 2011학년도 D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

을 대상으로 3월 첫째 주 수학 기초학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

한 진단평가이다. 이 평가의 내용영역은 중3, 고1, 수학I의 인문

계 영역 18문항(60%), 수학Ⅱ, 미분과 적분의 자연계 영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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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40%) 총 30문항(객관식 20문항, 주관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계산능력 10%, 이해능력 30%, 추론능력 30%, 문

제해결능력 30%이고, 시험시간은 90분이었다.

다. D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의 대학수학(기초미적분학) 

학업성취도

2011학년도 D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 중 수학기초학력평가

에 응시한 학생의 대학수학 교과(기초미적분학)의 평점성적(GPA)

을 활용하였다. 기초미적분학 시험은 공동 출제하였고 공동 채

점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학생들의 성적은 정

확한 비교를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일치하도록 표준

화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D대학교 공과대학 2011학년도 신입생 613명 중 기초학력평

가에 응시한 학생 424명(61.2%)이 연구대상이다. 이들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의 평균등급은 4～5등급으로 보통 수준

이며, 고등학교 계열별, 수능 수리영역 응시 유형별로 보면 Table 

4와 같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설문조사 기간은 2011년 3월 

10일부터 3월 24일 이었다. 

3. 자료 처리

자료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검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한 

Cronbach ɑ 검사,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

분석, 학생들의 개인차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

검증, 분산분석(ANOVA)에 의한 F검증 등을 실시하였고, SPSS 

Window's 18.0 한글버전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Table 3 The range of scores in mathematics

학점 A A＋ B B＋ C C＋ D D＋ F 합계

학생수(명) 69 72 84 77 32 64  1 10  15 424

비율(%) 16.3 17.0 19.8 18.2  7.5 15.1  0.2  2.4   3.5 100

누적비율(%) 16.3 33.3 53.1 71.2 78.8 93.9 94.1 96.5 100.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 단위: 명(%)

전체

고등학교 계열 수능 수리영역 응시 유형 성별

자연계 인문계 가형

나형

남 여자연계 
출신 나형

인문계 
출신 나형

424

(100%)

355

(84%)

69

(16%)

188

(44.3%)

166

(39.2%)

70

(16.5%)

307

(72.4%)

117

(27.6%)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공과대학 신입생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공과대학 신입생의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준비도를 분석

한 결과, D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보

통 수준이었으며(M＝3.19, SD＝0.62),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구성 요인별로는 개방성(M＝3.47)＞탐구성(M＝3.44)＞독립성

(M＝3.42)순으로 높았고, 시간관리(M＝2.79)＜열정(M＝3.02)

＜주도성(M＝3.05) 순으로 낮았다. 특히,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행동적 측면인 시간관리능력과 동기 측면인 열정이 낮게 나타남

으로써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열정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습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다른 능력보다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집단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구성요인을 

보면 주도성, 책임수용, 탐구성에서 남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즉, 주도성(P＜.001)은 여학생(M＝3.19)이 남

학생(M＝2.99)보다 높았으나 책임수용(p＜.01)과 탐구성(P＜ 
.001)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집단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구성요

인을 보면 자기평가 요인에서 문과계열 출신학생(M＝3.24)과 

이과계열 출신학생(M＝3.0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수능 유형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집단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구성요인을 

보면 책임수용, 탐구성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5).

고등학교 계열과 수능유형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집단을 

세 가지 유형(문과이고 수리 나형, 이과이고 수리 가형, 이과이

고 수리 나형)으로 나누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 집단 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구성요인을 보면 책임수용 요인과 자

기평가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책임수용 요

인에서는 이과 수능 가형＞문과 수능 나형＞이과 수능 나형 순

으로 나타났으나, 자기평가 요인은 문과 수능 나형이 이과 수능 

가형이나 이과 수능 나형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남녀별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구성요인인 책임수용과 자기평가 결과와 

함께 연결하여 본다면, 이과계열 학생이면서 수능 가형을 응시

한 남학생이 책임수용은 높지만 자기평가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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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self-directed readiness by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

　 N 개방성 주도성 책임수용 독립성 자기평가 시간관리 열정 탐구성 자아개념 전체

전체
(424명)

평균 424 3.47 3.05 3.33 3.42 3.07 2.79 3.02 3.44 3.12 3.19

표준편차 　 0.55 0.65 0.62 0.54 0.56 0.73 0.63 0.70 0.63 0.43

순위 1 7 4 3 6 9 8 2 5

남녀별

남자 307 3.49 2.99 3.37 3.45 3.06 2.80 3.02 3.48 3.14 3.20

여자 117 3.42 3.19 3.21 3.36 3.11 2.76 3.03 3.32 3.07 3.16

t값 　 1.14 －2.85 2.59 1.49 －0.72 0.49 －0.06 2.37 1.02 0.79

p값 　 0.26 0.00 0.01 0.14 0.47 0.62 0.95 0.02 0.31 0.43

계열별

문과 70 3.53 3.17 3.33 3.53 3.24 2.86 3.09 3.39 3.18 3.26

이과 354 3.46 3.02 3.33 3.40 3.04 2.78 3.01 3.45 3.11 3.18

t값 　 1.09 1.87 0.12 1.78 2.84 1.02 0.85 －0.62 0.80 1.39

p값 　 0.28 0.06 0.91 0.08 0.00 0.31 0.39 0.54 0.43 0.16

수능유형별

가형 188 3.52 3.06 3.41 3.43 3.04 2.77 3.04 3.52 3.13 3.21

나형 236 3.43 3.03 3.27 3.42 3.10 2.81 3.01 3.37 3.11 3.17

t값 　 1.60 0.47 2.27 0.37 －1.01 －0.63 0.63 2.26 0.26 1.01

p값 　 0.11 0.64 0.02 0.71 0.31 0.53 0.53 0.02 0.79 0.32

계열＋수능유형별

문과나형 70 3.53 3.17 3.33 3.53 3.24 2.86 3.09 3.39 3.18 3.26

이과가형 188 3.52 3.06 3.41 3.43 3.04 2.77 3.04 3.52 3.13 3.21

이과나형 166 3.39 2.98 3.24 3.37 3.04 2.79 2.97 3.36 3.08 3.14

F값 2.90 2.22 3.12 2.16 3.44 0.46 1.00 2.58 0.56 2.42

p값 0.06 0.11 0.05 0.12 0.03 0.63 0.37 0.07 0.57 0.09

Table 6 The self-directed readiness by mathematics diagnostic assessment

　 N 개방성 주도성 책임수용 독립성 자기평가 시간관리 열정 탐구성 자아개념 전체

전체(424명)

평균 424 3.47 3.05 3.33 3.42 3.07 2.79 3.02 3.44 3.12 3.19

표준편차 　 0.55 0.65 0.62 0.54 0.56 0.73 0.63 0.70 0.63 0.43

순위 1 7 4 3 6 9 8 2 5

수학기초학력평가

하평균 147 3.37 3.02 3.19 3.40 3.06 2.80 2.94 3.24 3.12 3.13

중평균 137 3.50 3.06 3.36 3.42 3.16 2.78 3.05 3.41 3.10 3.21

상평균 140 3.55 3.06 3.44 3.45 3.01 2.79 3.08 3.68 3.13 3.24

F값 　 4.51 0.19 6.46 0.39 2.62 0.01 2.07 15.87 0.08 2.88

p값 　 0.01 0.83 0.00 0.68 0.07 0.99 0.13 0.00 0.93 0.06

* 하: 기초학력평가 점수가 (평균－0.43*표준편차) 미만인 사람, 중: 기초학력평가 점수가 (평균－0.43*표준편차) 이상이고 (평균＋0.43*표준편차) 
이하인 사람, 상: 기초학력평가 점수가 (평균＋0.43*표준편차) 이상인 사람

종합하면, D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자기주도학습준비도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자기주도학

습준비도의 구성요인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요인

들이 있었다.

2. 수학기초학력평가성적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

D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에게 실시되는 수학기초학력평가성

적을 상 ․ 중 ․ 하 세 집단으로 나눈 뒤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

었다(p＞.05).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구성요인에서는, 개방성, 책

임수용, 탐구성 요인에서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01). 즉, 수학기초학력평가 성적 상 집단이 중 집단이나 하 

집단보다 모든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 집단은 시간관리 요

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상, 중 두 집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이 공과대학에 적응하고 자신의 전공분야 학문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보완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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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self-directed readiness by the levels of mathematics achievement 

자기주도 학습준비도요인　 학업성취도 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비교***

개방성

하 122 3.35 0.52 

 5.72 0.00** 하＜상중 161 3.47 0.54 

상 141 3.58 0.58 

주도성

하 122 2.92 0.60 

 4.47 0.01** 하＜상중 161 3.04 0.63 

상 141 3.16 0.70 

책임수용

하 122 3.19 0.69 

 5.66 0.00** 하＜상중 161 3.34 0.56 

상 141 3.44 0.61 

독립성

하 122 3.31 0.55 

 3.96 0.02* 하＜중중 161 3.49 0.50 

상 141 3.44 0.55 

자기평가

하 122 3.06 0.53 

 0.09 0.92 -중 161 3.08 0.51 

상 141 3.09 0.65 

시간관리

하 122 2.81 0.78 

 0.05 0.95 -중 161 2.78 0.63 

상 141 2.79 0.80 

열정

하 122 2.91 0.56 

 5.91 0.00** 하＜상중 161 2.99 0.62 

상 141 3.16 0.68 

탐구성

하 122 3.17 0.65 

16.91 0.00** 하＜중
하＜상

중 161 3.46 0.63 

상 141 3.65 0.74 

자아개념

하 122 3.08 0.62 

 0.41 0.67 -중 161 3.14 0.58 

상 141 3.13 0.69 

전체

하 122 3.09 0.43

 6.16 0.00** 하＜상중 161 3.20 0.36

상 141 3.27 0.40

*p＜.05, **p＜.01
***하: 학업성취도 점수가 (평균－0.43*표준편차) 미만인 사람, 중: 학업성취도 점수가 (평균－0.43*표준편차) 이상이고 (평균＋0.43*표준편차) 이

하인 사람, 상: 학업성취도 점수가 (평균＋0.43*표준편차) 이상인 사람(정규분포  ≈ ≈이므로 3등분을 위
해 위와 같이 나누었음)

3. 대학수학 학업성취도와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공과대학 신입생들의 필수 교과인 ‘기초미적분학’ 학업성취도

수준을 상 ․ 중 ․ 하 세 집단으로 나눈 뒤 집단 간 자기주도학습준

비도를 보면 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p＜ 
.001). 학업성취도 상 집단(M＝3.27)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중 집단(M＝3.20), 하 집단(M＝3.09)보다 높았고,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

였다(p＜.001).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구성요인을 보면, 개방성, 주도성, 책

임수용, 독립성, 열정, 탐구성 요인에서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개방성, 주도성, 책임수용, 탐
구성 요인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독립

성 요인은 중 집단과 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탐구성 
요인은 상 집단과 하 집단, 중 집단과 하 집단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1).

4.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수학기초학력평가, 대학수학 

학업성취도 관계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수학기초학력평가, 대학수학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보면 대학수학의 학업성취도와 가장 큰 정적상관관



공과대학 신입생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수학기초학력평가성적 및 대학수학학업성취도 관계 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1), 2013 61

Table 8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self-directed readiness, mathematics diagnostic assessment and achievement 
in college mathematics N＝424

개방성 주도성 책임수용 독립성 자기평가 시간관리 열정 탐구성 자아개념
수학기초
학력평가

학업성취도
자기주도

학습준비도

수학기초학력평가 .16** .05 .18** .06 －.01 －.00 .12** .32** .01 1 .57** .14**

학업성취도 .13** .10 .17** .08 －.03 －.04 .13** .26** .01 .57** 1 .13**

자기주도학습준비도 .70** .74** .69** .66** .71** .70** .71** .60** .69** .14** .13** 1

** p＜.01, *** p＜.001

Fig. 1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self-directed 
readiness, mathematics diagnostic assessment and 
achievement in college mathematics

계가 있는 요인은 기초학력평가(.57)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수학기초학력평가성적(.14), 대학수학 학업성취도(.13)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수학기초학

력평가보다는 상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기초학력평가와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구성요인 간에는 탐

구성(.32)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책임수용(.18), 개방성(.16), 

열정(.12)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대학수

학학업성취도와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간에도 탐구성(.26)과의 상

관이 가장 높았으며 책임수용(.17), 개방성(.13), 열정(.13)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이로써, 자기주도학습준

비도 구성요인 중 탐구성, 책임수용, 개방성, 열정 등은 수학기

초학력평가성적과 대학수학 학업성취도 두 가지 변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규모 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

들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실태 및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수학

기초학력평가시험, 그리고 대학수학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수도권 소재 공과대학 신입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준비도는 보통 수준이었고(M＝3.19),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구성요인 중 개방성, 탐구성, 독립성은 비교적 높은 반면, 시간

관리, 열정, 주도성은 낮게 나타났다. 학습자의 성별, 고등학교 

계열별, 수능 유형별, 고등학교 계열 및 수능유형별의 4가지 특

성별로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상 ․ 중 ․ 하 세 집단으

로 나눈 수학기초학력평가성적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자기주도

학습준비도 구성요인인 개방성, 책임수용, 탐구성에서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셋째, 상 ․ 중 ․ 하 세 집단

으로 나눈 대학수학 학업성취도수준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관

계를 분석한 결과,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구성요인에서는 개방성, 주도성, 책임수

용, 독립성, 열정, 탐구성 요인에서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p＜.01). 넷째,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수학기초학력

평가성적, 대학수학 학업성취도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학습과 학업성취도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다른 연구들(박현정, 2005; 심미자, 2000; 

양명희, 2000; 이지혜, 2010)과 같았다.

특히, 대학수학 학업성취도와 수학기초학력평가성적간의 상

관(r＝.57)이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대학수학 학업성취도의 상

관(r＝.13)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선수학습의 중요성을 암시하

는 동시에 자기주도학습이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을 사용한

다는 인지적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구성요인 중 탐구성, 책임수용, 개방성, 열정 등이 수학기초학력

평가성적 및 대학수학 학업성취도와 정적 상관관계(p＜.01)를 

보임으로써, 대학수업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지식을 얻고자 노

력하는 개방된 태도와 열정이 학업성취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D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의 자기주도

학습준비도를 높이고 이를 대학수학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 교수전략 접근을 활용하여 공과대학 신입생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를 높일 수 있다.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으로 

구성되는 가칭 cell을 편성하여 각 신입생을 배정하고 신입생 

때부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4년간의 추진전

략을 맵으로 만들게 하며, 중간 점검을 지도교수 및 선후배와 

함께 공유하는 전략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지도교수와 학생은 

정례적인 미팅과 함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도구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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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인 점검 및 피드백을 하여 학습자 스스로 

대학 4년간의 타임테이블을 점검하고, 자신의 장래 취업과 진

로계획을 구체화하는 자기점검, 자기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구성요인 중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난 시간관리, 열정, 주도성, 자기평가 등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의 교수학습센터나 공학혁신센터가 시간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시간관리 방법, 학습하는 방법인 노트작성 방법, 주도성

을 길러주기 위한 보고서 작성방법, 프리젠테이션 방법, 협동

학습 방법, 시험준비 방법 등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길러줄 수 있

는 프로그램 등을 묶어서 하나의 교과로 만들고, 이를 신입생 

대상의 교양프로그램으로 개설하거나 입학 전 교과목으로 개설

하여 선이수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평가가 낮

은 이과계열 출신의 남학생을 위한 ‘자기평가 향상프로젝트’(가

칭)나 공대 여학생의 전공 적응력을 높이고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탐방 프로그램’(가칭)를 계획하여 성별 맞

춤식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과대학 필수교과인 대학수학 교과목(‘기초미적분학’) 

수업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문제풀이와 개념 전달 위주의 교

수 주도형 수업방법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매체를 활용하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탐구과정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증명

과정을 즐기고 이해하며 흥미를 가지는 활발한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수학

에 대한 흥미와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 체험, 탐구, 실험 

방법이 가미된 교수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자는 자신의 자기주도성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심미자, 2000) 신

입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교수전략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높

은 학생집단에는 학생중심의 발견학습전략, 귀납적 개념도출 전

략을 사용할 수 있고 탐구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할 수

도 있다. 반면,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낮은 학생집단에게는 교

수주도의 설명식 수업, 선배나 동료를 활용한 보충학습지도, 개

인별 일대일 맞춤 과외지도 등의 수업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수학기초학력과 대학수학의 학업성취도간 정적관계

가 가장 크기 때문에 대학수학(‘기초미적분학’)은 학생의 수학

기초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적절

한 교수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현재 많은 공과대학에서 신입생

의 수학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대학수학을 수준별로 반편성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고 우수 학생들은 심

화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수준별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전략을 모형화

하는 작업과 수준별 평가모형의 도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대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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