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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creasingly demanding mathematical competencies for virtual 
reality (VR),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 like.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basic 
mathematical competency levels of university freshman students in radiology department and to provide basic data 
thereon. For this, the diagnostic assessment of basic learning competencies for the domain of mathematics was 
conducted from June 17, 2019 to June 28, 2019 among 78 freshman students of radiology department at S 
university and D university. As a result, the university students' overall basic mathematical competency levels 
were diagnosed to be excellent. However, their levels in the sectors of the geometry and vector and the 
probability and statistics were diagnosed to be moderate, with the mean scores of 2.61 points and 2.64 points, 
respectively, which were found to be lower than those of the other sections. As for basic mathematical 
competency levels according to genders, the levels of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were diagnosed to be 
excellent, with the mean scores of 17.48 points and 16.29 points, respectively, showing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Given the small number of subjects and regional restriction, there might be some limitations 
in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to all university freshman students and all departments.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various programs such as student level-based special 
lectures for enhancing basic mathematical competencies relating to major in order to improve the basic 
mathematical competencies of freshman students in radiology department, an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tudents' mathematical competencies by offering major math courses in the curriculum and applying 
teaching-learning methods matching students' levels.

Keywords: Mathematical competencies, Basic learning competencies, Radiology department, Domain of mathematics, 
Diagnostic assessment

I.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수학적 
사고와 지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인 문제해
결 능력의 도구로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적 소양이나 지식에 있
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공 수학 및 기초 수리
능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초 수리능력 프로그
램 및 교재 개발, 전공 교육과정 개발을 지속적으
로 하고 있다.[1-4]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입학하는 신입
생들의 기초 수리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방사선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전공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기초 수리능력이 부족하여 수학과 연관된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
해 학점이수 실패 및 학업을 포기하고 중도 탈락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5] 또한, 수학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해 기초 수리능력이 저하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거나 선행학
습이 부족한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다.[6] 
이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학에 대한 기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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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기초 수리능력의 저하는 대학에서 교과
목 운영 시 어려움이 있으며, 더 나아가 졸업 시 취
업에 대한 질적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7,8] 기초 수
리능력 저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수리에 대한 기
초학습능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수리능력은 직장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는데 있어 요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국가직
무능력표준(NCS)에서는 직장생활에서 업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기초적인 통계와 사칙연산
을 이해하고, 도표 및 데이터의 작성 및 도표 및 데
이터를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제
시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으며[9,10], 하위영역으로
는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
표작성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초연산능력은 직
무에 필요한 기초 사칙연산과 계산방법에 대해 이
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초통계능력은 
직무에 필요한 기초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의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도표
분석능력은 직무에 필요한 도표, 그래프, 그림 등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도표
작성능력은 직무에 필요한 도표, 그래프 등의 결과
를 객관적으로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9,10] 이처럼 수리능력은 직장에서 업무 시 필
요한 필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업무 수행 시 사칙
연산을 수행하며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결
정하고,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
는 일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 의사결정 
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주
장하여야 하며, 동료가 기획하고 분석한 자료를 이
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수리능력의 역량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
에서는 방사선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 수리
능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수리능력에 대한 수준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대상
2019년 6월 17일에서 28일까지 S와 D 대학교 방

사선학과 신입생 총 78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수

리영역 진단 평가를 통해 기초 수리능력에 대한 수
준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연구에 활용된 평가지는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에

서 개발한 기초학습능력 수리영역 진단 평가 문항
지[11]를 선택하여 평가하였다. 방사선학과 신입생들
에게 연구 의도와 내용을 설명한 후 제한시간 60분 
안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 평가하였다. 수리능력 진
단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역별로
는 수와 식 5문항, 방정식과 부등식 5문항, 함수 5문
항, 기하와 벡터 5문항, 확률과 통계 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12] 영역별 세부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osition of basic mathematical competency 
items

Section Contents of question items

Numbers and 
expressions

Prime factorization, Integers and rational 
numbers, Rational numbers and repeating 
decimals, Square root and calculation, Complex 
number, Set and proposition

Equations and 
Inequalities

Polynomial equations, Polynomial inequalities, 
Rationalization and irrational equations, 
Transcendental equations and inequalities

Function
Generals of functions, Polynomial function, 
Rational function and irrational function, 
Trigonometric functions, Exponential function, 
Logarithmic function

Geometry and 
vector

Generals of geometric shapes, Two-dimensional 
geometric shapes, Three-dimensional geometric 
shapes, Quadratic curve, Vector

Probability 
and statistics Probability, Statistics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Ver. 

18.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기초 수리능력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해 독립 T 검정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0.05 미만인 경우를 기준
으로 판정하였다.

4. 평가 기준
수리능력 총 25문항에 대한 평가 기준은 Table 2

와 같으며, 영역별 5문항에 대한 평가 기준은 Table 
3과 같다. 제시된 평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기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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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능력수준을 판정하였다.[11]

Table 2. Criteria for evaluating a total of 25 items

Rating
Score intervals

Assessment opinion
Min Max

1 20.00 25.00 very excellent

2 15.00 19.99 excellent

3 10.00 14.99 moderate

4 5.00 9.99 inadequate

5 0.00 4.99 very inadequate

Table 3. Criteria for evaluating 5 items by section

Rating
Score intervals

Assessment opinion
Min Max

1 4.00 5.00 very excellent

2 3.00 3.99 excellent

3 2.00 2.99 moderate

4 1.00 1.99 inadequate

5 0.00 0.99 very inadequate

Ⅲ. RESULT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19 ~ 31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0.35±1.36세 였다. 성별은 남성 43명
(55.1%), 여성 35명(44.9%)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
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 Min Max Mean ± SD

Age 19 31 20.35 ± 1.36

Variable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43 55.1

Female 35 44.9

2. 기초 수리능력 수준 분석
연구 대상자의 기초 수리능력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총 25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16.94점으로 기초 수리능력 진단 결과 우수 수준으
로 진단되었다. 

특히, 기초 수리능력 5개 영역 중 수와식의 평균
점수 4.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우수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그 다음으로 방정식과 부등
식이 3.94점, 함수 3.74점으로 우수 수준으로 진단
되었다. 

5개 영역 중 기하와 벡터의 평균점수 2.61점, 확
률과 통계 평균점수 2.64점으로 보통 수준 진단되
었으며, 다른 영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Table 5. Analysis of basic mathematical competency 
levels

Section Mean ± SD

Numbers and expressions 4.01 ± 0.86

Equations and Inequalities 3.94 ± 1.18

Function 3.74 ± 1.16

Geometry and vector 2.61 ± 1.38

Probability and statistics 2.64 ± 1.32

Total score 16.94 ± 4.34

3. 성별에 따른 기초 수리능력 수준 분석
성별에 따른 기초 수리능력 수준의 유의한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 검정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성별에 따라 수와 식 영역의 기초 수리능력 분석 
결과, 남학생 평균점수는 4.02점, 여학생 평균점수
는 4.0점으로 매우우수 수준으로 진단되었으며, 통
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방정식
과 부등식 영역의 분석 결과 남학생 평균점수는 
3.88점으로 우수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여학생 평
균점수는 4.0점으로 매우우수 수준으로 진단되었으
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함수 영역의 분석 결과 남학생 평균점수는 3.93점, 
여학생 평균점수는 3.51점으로 우수 수준으로 진단
되었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기하와 벡터 영역의 분석 결과 남학생 평
균점수는 2.85점, 여학생 평균점수는 2.31점으로 보
통 수준으로 진단되었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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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다(p>0.05). 확률과 통계 영역의 분석 
결과 남학생 평균점수는 2.79점, 여학생 평균점수
는 2.46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진단되었으며, 통계
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총점에서
는 남학생 평균점수 17.48점, 여학생 16.29점으로 
우수 수준으로 진단되었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Table 6. Analysis of basic mathematical competency 
levels according to genders

Section Gender Mean ± SD p-value

Numbers 
and 

expressions

Male 4.02 ± 0.91
0.90

Female 4.00 ± 0.80

Equations 
and 

Inequalities

Male 3.88 ± 1.13
0.67

Female 4.00 ± 1.26

Function
Male 3.93 ± 1.07

0.11
Female 3.51 ± 1.24

Geometry 
and vector

Male 2.85 ± 1.22
0.09

Female 2.31 ± 1.53

Probability 
and 

statistics

Male 2.79 ± 1.37
0.26

Female 2.46 ± 1.26

Total score
Male 17.48 ± 4.35

0.23
Female 16.29 ± 4.30

남학생의 경우, 수와 식 영역이 4.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매우우수 수준으로 진단되었으며, 확
률과 통계 영역이 2.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보
통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수와 식, 방정식과 부등식 영역이 
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매우우수 수준으로 진
단되었으며, 기하와 벡터 영역이 2.3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Ⅳ. DISCUSSION

수학은 학문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교통, 에너
지, 안전 등 산업에 있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
다. 더 나아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에 있어서 더욱더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13]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수학을 이수 하
지 않아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과 새로운 직업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대학들은 기초 수리능력을 더 강화
할 필요가 있다.[14]

전문대학교의 경우 기초 수리능력이 부족한 신
입생들이 많이 입학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한국전
문대학교교육협의회 차원에서 개발된 전문대학 기
초학습능력 수리영역 진단도구를 활용 및 적용하
여 수준을 진단하고 있으며, 학생수준에 따라 향상 
또한 심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4년부
터는 NCS 기반의 직업기초능력 수리영역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수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
다.[11,12]

4년제 대학의 신입생 경우 공학계열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학계열 학생들이 대
학원 진학 시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심해지는 공학계열 기
피현상 및 기초 수리능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교
과목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
고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 수리능력의 중요성
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입생들의 기초 수리능력 
수준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입생들의 기초 수리능력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기하와 벡터 평균점
수 2.61점, 확률과 통계 평균점수 2.6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진단되어 다른 영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성별에 따른 기초수리능력 수준은 
남학생 평균점수 17.48점, 여학생 16.29점으로 우수 
수준으로 진단되었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05). 남학생의 경우, 수와 식 영역이 
4.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매우우수 수준으로 
진단되었으며, 확률과 통계 영역이 2.79점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수와 식, 방정식과 부등식 영역이 
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매우우수 수준으로 진
단되었으며, 기하와 벡터 영역이 2.31점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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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김 등[11]의 연구에서 기초 수리능력 수준은 전체 
평균 점수 15.32점으로 보고 하였으며, 영역별 수준
은 방정식과 부등식 영역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하와 벡터 영역과 확률과 통계 영역
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기하와 벡터 영역과 확률과 통계 
영역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하와 
벡터 영역인 기본 도형, 평면도형과 입체도형과 벡
터와 확률과 통계 영역인 경우의 수, 확률, 도수분
포와 그래프, 상대도수, 대푯값, 산포도 등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확률과 통계 영역은 자연 과학계열, 
사회 과학계열 등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에 통
계적 개념 및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초 수리능력이 부족한 신입생
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들이 기초 
수리능력과 연관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기초 수리능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학업 성취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2,15,16]

방사선학과에 개설된 방사선물리학, 전기전자개
론, 방사선계측학 등의 교과목들은 기초 수리능력
과 연관된 교과목이기에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
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환경적 원인, 학생 특성에서의 원인, 교사
에 의한 원인 등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한 수리능력 
학습 부진에 있는 신입생들에게 수리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방법 적용 및 기초 수리능력 특강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
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적은 연구대상 인원과 지역적인 제한
점이 있지만, 향후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 수리능
력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된다면 기초자료로 활
용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CONCLUSION

방사선학과 입학한 신입생들의 기초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수리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학
생 수준별로 전공과 관련된 기초 수리능력에 대한 
향상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 전공 수학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
생 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방법 적용하여 수리능력
에 대한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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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 신입생의 기초 수리능력 수준에 대한 연구

장현철1, 조평곤2,*

1수성대학교 방사선과
2대구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에 있어서 더욱더 수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 6월 17일에서 28일까지 S와 D 대학교 방사선학과 신입생 총 78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수리영역 진단 평가를 통해 기초 수리능력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
과, 대학생들의 기초 수리능력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기하와 벡터 평균점수 2.
61점, 확률과 통계 평균점수 2.64점으로 보통 수준 진단되어 다른 영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기
초수리능력 수준은 남학생 평균점수 17.48점, 여학생 16.29점으로 우수 수준으로 진단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본 연구는 적은 연구대상 인원과 지역적인 제한점이 있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교 신입생 및 모들 학과에 대해 일반화하는데 있어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
대로, 방사선학과 입학한 신입생들의 기초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수준별로 전공과 관련된 기초 수리
능력에 대한 향상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에 전공 수학 교과목을 개
설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방법 적용하여 수리능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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