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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성취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각 요인간의 상호관계와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J 대학 재학생 1,310명의 학습자 개인요인과 학습전략 요인을 설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하여 학업성취 예측요인의 변별과 패턴을 분석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은 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학습동기, 시간관리, 우울이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의 패턴은 효능감과 시간관리 수준이 높은 경우와 효능감이 중간 수준이더라도 학습
동기가 높은 경우로 나타났다. 효능감과 학습동기가 낮거나 우울이 높은 경우 학업성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효능감과 학습동기 향상, 시간관리 교육 강
화, 부정적 정서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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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odel for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and to reveal the interrelationship and relative influence of each factor. For this, we surveyed 
the personal factors and learning strategy factors of 1,310 learners at J University, and analyzed the 
discriminant factors and patterns of the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the decision tree 
analysis, a data mining method, and examined the relative effects of each factor.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viewing.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was efficacy, and other factors such as motivation, time management, and 
depression were predictive of academic achievement. The patterns of factors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were found to be high in efficacy and time management, and high in motivation for 
learning even if the efficacy was moderate. Low efficacy and learning motivation, and high depression 
have been shown to decrease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e 
efficacy and motivation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strengthening time 
management education, and managing negative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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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사회에서 학업적 성공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건으로 인식되며[1], 학업을 수행하는 학
생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 특히, 대학생의 학업수행과 성취는 대학생활에 몰
입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교육적 성과의 성취로 
이어지며[3], 졸업 이후 획득할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업
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4]. 또
한, 학업성취는 개인의 자존감과 원만한 대인관계 증진
을 유도하고 긍정적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
반적인 대학생의 발달과 대학생활 적응의 지표로 여겨
진다[5]. 

그러나 대학생의 학업수행과 학업성취가 대학생의 
주요 과업으로 부감됨에 따라, 학습자는 더 높은 수준
의 학습요구와 수행의 압박을 경험한다[6]. 이러한 요구
와 압박을 견디며 학업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다. 과도한 경쟁속에서 야기되는 학업스트레스
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개인의 심리
정서 및 대학생활 전반에 부적응을 초해한다[7]. 또한, 
지속된 학업부적응은 학사경고와 학업중단과 같은 학
업실패를 초래하여[8] 개인의 심리적 좌절뿐만 아니라 
대학의 인력손실과 대학경쟁력 하락 등의 구조적인 문
제로 이어진다[9].

이러한 대학생의 학업 부적응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학업수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업성취 결정요인 또는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고등교육에서 중요하게 
수행되었다[10].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
습동기, 학습수행 행동, 학습자원 관리 등의 학습자 개
인 요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의 환경요인이 있으며,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환경적 
조건에 비해 교육적 개입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습자 개인요인이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11].

특히, 학습자 요인 중 학습수행행동 영역의 인지전략
은 학업성취의 핵심요인으로[12][13], 학업성취와 인지
전략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선행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14]. 인지전략은 학습을 통해 습득된 정
보를 효과적으로 저장, 인출하기 위한 학습전략으로 시
연. 정교화 및 조직화 전략과 같은 심층적 인지전략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15]. 이러
한 인지전략의 활용은 학습과정에서 정의적 요인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조절을 통해 높은 
학습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인지적 학습행동을 수행하
는 원동력임을 밝힌 양명희[16]의 연구를 시작으로, 학
습동기와 인지전략의 구조적 관계가 분석하여 학습동
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17], 자존감, 자기효능감, 우
울 등의 심리정서적 요인이 학업수행과 지속을 위한 인
지전략을 촉진하는 요인임이 다수 연구에서 언급되었
다[18][19].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과정에서 인지전략
을 촉진하고 유지시키는 다양한 학습자 요인의 복합적
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학습자 변인간의 상호관계는 학업성취가 개인의 인
지적 특성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지식, 흥미, 전략적 과
정의 인지, 정서적 요인들의 다차원적인 과정임을 의미
하며[20], 절대적인 인지적 학습기술보다 학습자 변인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의미한다[21]. 이
러한 관점에서 학업성취는 요인간의 상호관련성에 주
안점을 두고 이들을 통합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에서 분
석하는 것이 중요하다[17].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학업성취 요인을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에 기반한 통계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앞서 강조한 요인 간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4]. 또한, 개인 및 학업 특성
과 관련된 범주형 자료를 제외하고 가설에서 설정된 특
정 영역에 제한된 연속형 변수만을 투입하여 분석함으
로써 복합적인 학업성취 관련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다
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습자의 개
인적 특성과 학습전략 요인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학
업성취 예측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업성취 수
준에 따른 각 요인들간의 상호적 관계를 다각적으로 탐
색하고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데이터마이닝이란 다수의 변수 간 상호관련성, 패
턴, 경향 등 의미있고 유용한 모형을 발견하는 기법으
로, 학업성취 요인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측모형
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수행과정에서 실질적인 학생의 
학습활동과 성취를 돕는데 유용하다[22].

학업성취와 관련된 데이터마이닝 연구로 이혜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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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현[4]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중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다각적으로 
탐색하였고, 권해수[23]는 학업진로, 개인심리, 사회환
경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학사경고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양수경, 차성현, 남진현[24]
은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해 중고등학생의 학업중
단을 변별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데
이터마이닝의 대표적인 기법인 의사결정나무 분석, 로
지스틱 분석 등을 활용해 학업수행 및 성취의 예측변수
를 변별하고 상호관계를 제시함으로써, 학업성취를 이
해하는데 데이터마이닝 분석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부분석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학업성취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각 요인간의 상호관계를 다각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학
업성취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성취 예측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다차원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대학생의 학업성
취 향상 및 학업부적응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J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한 재학

생 학습역량 분석 연구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성
취를 변별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각 요인의 영향력을 분
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J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학년
을 고려한 임의할당 방식으로 8개 단과대학에 고르게 
할당하였으며, 각 학과의 협조를 얻어 연구 참여에 동
의한 대상자에게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배부된 2,000부 중 1,571
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203부를 제외한 
1,31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마이닝의 분류모
형 연구에서 최소 표본크기는 6×목표변수의 집단의 수

(2집단)×투입된 예측변수의 개수(28개)로[25], 최소 
336개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의사결정나부문석을 위한 
표본 크기를 충족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연구참여
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598 45.6
여 712 54.4

학년

1학년 320 24.4
2학년 304 23.2
3학년 315 24.0
4학년 371 28.3

표 1. 연구참여자 개인적 특성                      N=1,310

 2. 측정도구
1.1 목표변수
본 연구의 목표변수인 학업성취도는 설문응답자가 

기술한 직전 최근 학기 학점(4.5)을 사용하였다. 의사결
정나무 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
해 학점 점수를 사분편차를 기준으로 상 하 집단으로 
범주화하였으며[27], 상위 25%(3.67점 이상)에 속한 
그룹을 1, 하위 25%(2.98점 이하)에 속한 그룹을 0으
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1.2. 예측변수
데이터마이닝은 목표변수를 설명하는 예측모형을 만

들기 위해 광범위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분
석방법으로,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을 가능한 
많이 투입하는 것이 유용하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성취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17][18] 
[26]를 참조하여 학습자 개인요인과 학습전략 요인을 
예측변수로 설정하였다. 

학습자 개인요인으로는 개인특성(성별, 학년), 입학배
경(출신고교, 학과지망동기, 입학전영), 학업수행(통학
시간, 공부장소, 공부시간, PC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의 선다형으로 설문한 범주형 자료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학교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
습자 개인요인의 변수설명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학습전략 요인은 박동혁이 개발하여 출간된 2014년 
개정판 학습전략검사 MLST-Ⅱ 대학생용(학지사)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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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27]. 본 검사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근간을 
이루는 습관적·행동적 및 전략적인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성격 특성(효능감, 결과기대, 성실
성), 동기 특성(학습동기, 경쟁동기, 회피동기), 정서 특
성(우울, 불안, 짜증), 행동 특성(시간관리, 수업듣기, 노
트필기, 공부환경, 집중전략, 읽기전략, 기억전략, 시험
전략) 등 4개의 영역 17개 요인으로 이루어져있고, 영
역별 문항수와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각 
요인에 대한 결과는 T점수로 제시되며,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실시
와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상(60 이상), 중(40이상~60
미만), 하(40미만)의 세 집단으로 재범주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영역 변수 설명
개인
특성

성별 남자, 여자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입학
배경

출신고교 인문계, 예체능계,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검정고시

학과
지망동기

적성과 흥미, 성적에 맞춰서, 주위권유,
취업전망, 우수한 교수진, 장학금혜택

입학전형 정시, 수시, 편입학

학업
수행

통학시간 30분미만, 30분~1시간, 1시간~2시간,
2시간이상

공부장소 도서관, 독서실, 집, 빈 강의실,
전공 스터디룸

공부시간
0분,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3시간, 3시간 이상

PC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시간

학교
만족도

교육환경, 학과과정 및 교육내용, 전반적 만족도 등
3문항 평균(4점 Likert 척도)

표 2. 학습자 개인요인

영역 문항수 하위요인 Cronbach's α

성격 특성 25
효능감

결과기대
성실성

.796

.766

.859

동기 특성 29
학습동기
경쟁동기
회피동기

.830

.840

.740

정서 특성 22
우울
불안
짜증

.830

.814

.786

행동 특성 93

시간관리
수업듣기
노트필기
공부환경
집중전략
읽기전략
기억전략
시험전략

.875

.772

.832

.628

.784

.740

.660

.685

표 3. MLST-Ⅱ 학습전략검사 하위요인 및 신뢰도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개인적 요

인과 학습전략 요인을 투입하여 학업성취 예측요인을 
변별하고, 해당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데이
터마이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순차적으로 실
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학업성취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과 
학습전략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의사결정나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마이
닝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결정규칙에 따라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classification)와 예측(prediction)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판별분석과 회귀분석을 조합한 마
이닝 기법이다[28]. 또한,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과 
같은 특별한 통계적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나무 
형태로 결과가 제공되기 때문에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9].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 중에서 X2 적합성 
검정에 근거한 방법으로 목표변수를 분리하는 CHAID 
알고리즘을 활용하였고, 독립요인들 간의 분리(splitting)
와 병합(merging)기준은 .05 수준이었다. 예측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사용된 정지규칙으로 최대나무 깊이
(Maximum tree depth)는 5수준으로 하였으며, 부모
마디(parent node)의 사례수는 100, 자식마디(child 
node)의 사례수는 50으로 지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나타
난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목표
변수가 범주형 또는 순서형일 때 확률에 대한 로짓변환
을 하여 분석을 하며 목표변수와 입력변수사이에 선형
관계가 있음을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진
(forward: LR)방식의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인의 영향력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학업성취도 예측요인: 의사결정나무 분석
학업성취도를 변별하는 예측요인에 대한 의사결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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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나무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뿌리마디는 예측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목표변수
의 빈도로, 학업성취도 상위집단은 53.0%(355명), 하
위집단은 47.0%(315명)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업성취를 변별하는 예측요인은 효능감, 
학습동기, 시간관리, 우울 등 총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
으며, 뿌리마디 하단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효능감 상 집단은 학업성취도 상위집단 비율이 이전
의 53.0%에서 89.4%로 크게 증가하였고, 효능감 중 집
단과 하 집단은 각각 48.4%, 3.3%로 감소하였다. 효능

감이 상 집단일때 시간관리 전략이 상 집단이면 이전의 
89.4%에서 95.5%로 증가하였고, 시간관리 전략이 중, 
하 집단이면 82.5%로 소폭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효능감이 중 집단일 때 학습동기가 상 집단
이면 학업성취도 상위집단 비율은 이전의 48.4%에서 
86.5%로 크게 증가하였고, 학습동기가 중 집단이면 
56.6%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학습동기가 낮은 집단
의 학업성취도 상위집단 비율은 이전의 48.4%에서 
8.8%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한 학업성취도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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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효능감이 중 집단이고 학습동기가 중 집단
일때 우울이 상 집단이면 학업성취도 상위 집단 비율이 
이전의 56.6%에서 31.7%로 크게 감소하였고, 중, 하 
집단은 74.1%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한 학업성취도 예측모형의 이익
도표는 [표 4]와 같다. 이익도표는 표본의 부분집합에 
대해 목표변수의 예측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공하
여,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목표변수의 특징이 두드
러지는 부분집합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표로서, 각 마디들은 이익지수에 의하여 높은 순으로 
정렬된다[30].

노드별 이익지수를 살펴보면, Index 값이 가장 큰 마
디는 7번 마디(180.2%)로 효능감이 상 집단이면서 시
간관리 전략이 상인 집단은 학업성취도 상위집단에 속
할 확률이 약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효능감이 중 집단이면서 학습동기가 상 집단인 4번 
마디(163.3%)는 학업성취도 상 집단 비율이 전체 비율
보다 약 1.6배 높게 나타났고, 효능감이 상 집단이면서 
시간관리가 중, 하 집단인 8번 마디(155.7%)는 약 1.6
배, 효능감이 중 집단이면서 학습동기가 중 집단이고 
우울이 중, 하 집단인 9번 마디(139.9%)는 약 1.4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효능감이 중 집단이면서 학
습동기가 중 집단이고 우울이 상 집단인 10번 마디
(59.8%)는 학업성취도 상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약 0.6
배, 효능감이 중 집단이면서 학습동기가 하 집단인 6번 
마디(16.6%)는 0.17배 ,효능감이 하 집단인 3번 마디
(6.2%)는 0.06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사결정나무 분석 예측모형의 평가

학업성취도 예측모형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모형의 위험도표는 [표 5]와 같다. 위험도표는 의
사결정나무 분석 결과의 오분류표를 통해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살펴볼 수 있다. 평가결과 본 모형의 예측 정
확도는 하위 집단 81.3%, 상위 집단 89.3%로 나타났으
며, 전체 분류 정확도는 85.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잘못 분류되거나 예측될 위험을 말하는 위험추정치는 
.15, 표준오차는 .01로 나타나 과적합 및 일반화 오류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 분석 예측집단 예측
비율하위집단 상위집단 전체

하위집단 256 59 315 81.3%

상위집단 38 317 355 89.3%

전체 294 376 670 85.5%

위험추정치 .15, 표본오차 .01

표 5. 학업성취도 예측요인 위험도표

3. 학업성취도 예측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학업성취 요인

으로 나타난 효능감, 학습동기, 시간관리, 우울 등 총 4
개 예측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전진
(forward: LR)방식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X2=484.16(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목표변수를 예측 할 수 있는 설명력은 약 
69%(Nagelkerke R2=.69)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를 살펴보기 위한 Hosmer-Lemeshow 통계량은 

노드
노드별 이익지수 누적 이익지수

Node Gain Resp
(%)

Index
(%)

Node Gain Resp
(%)

Index
(%)N % N % N % N %

7 111 16.6 106 29.9 95.5 180.2 111 16.6 106 29.9 95.5 180.2
4 52 7.8 45 12.7 86.5 163.3 163 24.3 151 42.5 92.6 174.8
8 97 14.5 80 22.5 82.5 155.7 260 38.8 231 65.1 88.8 167.7
9 116 17.3 86 24.2 74.1 139.9 376 56.1 317 89.3 84.3 159.1
10 82 12.2 26 7.3 31.7 59.8 458 68.4 343 96.6 74.9 141.3
6 91 13.6 8 2.3 8.8 16.6 549 81.9 351 98.9 63.9 120.7
3 121 18.1 4 1.1 3.3 6.2 670 100.0 355 100.0 53.0 100.0
Node : N은 해당마디 번호에서의 자료 수
Node : %는 그 백분율, Gain은 Response(응답) 수/Node 수의 비율
Index(%)는 해당마디에서의 Gain(%)/전체자료에서의 평균분류의 비율

표 4. 학업성취도 예측요인 이익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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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2.77, p=.95로 유의수준 .05보다 높게 나타나 적
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해석은 승산비(Odds Ratio)가 
활용되며, 승산비가 1보다 크면 해당 변수의 값이 증가
할수록 학업성취도 상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
는 뜻이며, 1보다 작으면 학업성취도 상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 학업성취를 가장 
잘 변별한 효능감의 경우 효능감 하 집단보다 상 집단
과 중 집단이 학업성취 상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각각 
149.29배, 24.00배로 매우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학습동기는 하 집단에 비해 상 집단이 
48.68배, 중 집단은 16.99배 높게 나타났고, 시간관리
는 하 집단에 비해 상 집단이 9.09배, 중 집단이 2.96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학업성취와 
음(-)의 관계로, 우울 하 집단에 비해 상 집단이 학업성
취 상위집단에 속활 확률이 0.20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6].

변수 B S.E Wald p Odds 
Ratio

효능감 하 　 　 73.54 .00 　

중 3.18 .57 31.01 .00 24.00 

상 5.01 .62 65.05 .00 149.29 

학습동기 하 　 　 85.37 .00 　

중 2.83 .35 64.23 .00 16.99 

상 3.89 .45 76.13 .00 48.68 

시간관리 하 　 　 33.77 .00 　

중 1.09 .35 9.40 .00 2.96 

상 2.21 .39 31.66 .00 9.09 

우울 하 　 　 28.30 .00 　

중 -.41 .38 1.15 .28 .67 

상 -1.63 .39 17.91 .00 .20 

상수항 -6.05 .76 62.70 .00 .00 

X2=484.16, p=.00, Nagelkerke R2=.69

표 6.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학업성취도 예측요인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성취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각 요인간의 상호관계와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J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
시한 재학생 학습역량 분석 연구의 조사 자료 1,310부
를 활용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 분석
을 통하여 학업성취 예측요인의 변별과 패턴을 분석하
고,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이항 로
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업성취를 예측
하는 요인은 효능감, 학습동기, 시간관리, 우울로 나타
났으며, 각 요인의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효능
감으로 나타났다. 뿌리마디 하단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
는 효능감은 상 집단일 때 학업우수집단 비율이 89.4%
로 이전 53.0%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효능감 중 집
단과 하 집단은 각각 48.4%, 3.3%로 크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효능감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의 뚜렷한 
변별은 예측요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과로, 
학업성취에 학습자의 긍정적 자기인식을 강조한 선행
연구를[16][18][31]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높은 
효능감은 예측모형에 나타나지 않은 기억전략, 시험전
략 등의 인지적 학습전략을 강화시키는 정의적 특성으
로[32], 학업수행과정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게 
하고, 노력하고 지속하게 하여 높은 학업성취를 유도하
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33]. 이러한 효능감은 대
학생의 학업수행과 성취를 예측하기 위해 가장 먼저 평
가되어야 할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 자신의 학업
적 수행능력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키우는 적절한 상담
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업성취를 가장 높게 예측하는 요인의 조합은 
효능감과 시간관리 전략으로 나타났다. 효능감이 높고 
시간관리 전략이 높으면 학업우수집단 비율은 이전 
89.4%에서 95%로 증가하였고, 이는 뿌리마디보다 학
업우수집단에 속활 확률이 약 1.8배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효능감과 시간관리 전략이 우
수 학습자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두 요인이 상
호보완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시간관리와 효능감의 상
호관련성은 효과적인 시간관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
정하고 효율적인 학업수행을 도모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김외숙[3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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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생은 고등학교에 비해 시간사용의 자율성이 확
대됨에 따라[35] 효율적인 시간계획과 관리는 더욱 중
요한 학습기술로 여겨지며, 우수학습자의 시간관리법 
공유, 개별 학습컨설팅 등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제
공이 요청된다[36].   

셋째, 효능감이 중간 수준인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변
별하는 요인은 학습동기로 나타났다.  효능감이 중간 
수준인 학습자의 학업우수집단 비율은 약 48%로 뿌리
마디와 비슷한 수준이였으나, 학습동기가 높으면 
86.5%로 크게 향상되었고, 학습동기가 낮으면 8.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자기 인식이 
보통 수준인 학습자에게 학습동기는 학업성취를 향상
시키는 성취요인이자 동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학습동기는 학업적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학업수행에 적절한 인지전략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학업성취를 유도하지만[17], 무동기 또는 타
인에 의한 외부동기를 지닌 학습자는 학업수행에서 지
속적인 수치심과 죄의식,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여[37] 
학업 저성취를 야기한다. 효능감과 더불어 학습동기는 
학습자의 주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학습자의 자발적 대
학 및 전공 선택, 진로목표 설정 등의 자기결정 과정을 
충분히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15].

넷째, 효능감과 학습동기가 보통 수준인 학습자의 경
우 우울은 학업성취를 변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효
능감과 학습동기가 보통 수준인 학습자의 경우 우울 수
준이 높으면 학업우수집단의 비율이 이전 56.6%에서 
31.7%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우울 수준이 중간 수준 
이하이면 74.1%로 증가하였고 뿌리마디보다 학업성취
를 약 1.4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
은 수준의 우울이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38][39] 결과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보통 수준의 
안정된 정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학업수행과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학습
자의 학습지원에 앞서 심리정서적 탐색과 개입의 중요
성이 강조되며, 부정적인 감정을 대처하는 긍정적 대처
기술 훈련이 요청된다[40]. 이를 통해 부정적 학습경험
으로 인한 좌절감, 무기력감 등을 이겨내고 건설적으로 
태도로 반응하는 태도, 즉 학업적 실패내성(Academic 
Failure Tolerance)을 키움으로써 실패상황을 발판 삼

아 더 나은 학업수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41].
연구결1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본 연구는 데이터마이닝의 대표적인 기법인 의사결

정나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대학생의 학
업성취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
력의 크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회귀분
석에 기반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개인 및 학업수행과 
관련된 범주형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학업성취 요인
을 투입하여 대학생의 학업성취 요인을 변별하고 이해
할 수 있었다. 또한, 출신고교, 통학시간, 학교만족도 등 
가정이나 학교요인과 같이 적극적 개입이 힘든 환경적 
요인보다 효능감, 학습동기, 우울과 같은 전문상담 서비
스를 통해 변화 가능한 학습자 요인들이 도출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상의 요인들은 비교적 적은 문항으
로 측정 가능한 요인으로, 학기 초 단체검사를 통해 학
습자의 학업성취를 이해하고 맞춤형 개입전략을 수립
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상담센터 
혹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각 대학 학습자의 특성을 고
려한 검사도구를 마련하고, 단체검사와 맞춤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더불어 예측모형을 활
용해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다 수월한 학습자 
관리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42].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각 요인간의 상호관계와 패턴을 제시하였으나, 요인 간
의 시간적 선행 또는 학업수행의 과정 및 경로를 파악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지적 요인들이 예측요인
으로 나타나지 않아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간의 상
호관련성을 언급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
구에서 밝혀진 주요 요인들의 구체적인 학업성취 과정
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기억전략, 시험전략 등
의 인지적 학습전략의 신뢰도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43]. 실제 기억과 회상에 대한 수행능력을 측정하기에 
자기보고식 수검은 객관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
로 추후 지능검사와 같은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활용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신뢰로운 학업성취 예측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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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지방 소재 J 대학 재학생의 분석결과

로 예측모형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
에서는 대표성 있는 예측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국
규모 설문자료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
다. 또한 각 대학의 학습환경과 학습자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예측변수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측모형
을 제시하였다. 다수 연구에서 학년별 학업성취 요인의 
차이와 신입생의 학습지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므
로[44][45] 후속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을 비롯해서 학
년별 예측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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