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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IT 학부생의 다 지능에서의 특성과 학과  공학문에 한 학문  응도를 분석하 다. 연구

상은 H 학 M과의 IT 학부생 1학년 신입생 70명이었고 공학문은 학과의 기 공필수인 “컴퓨터언어I-C언어” 과목

이었다. 연구는 가드 (Gardner)의 다 지능이론에서 논란의 소지가 은 8개 지능 역을 사용하 고, 학문  응도

는 학생의 학과와 공학문에 한 응력의 정도라고 조작 으로 정의하고, 변인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흥미, 몰입, 

학과 공에 한 친숙성과 련성의 정도, 학업성취도 그리고 학과만족도를 선정하 다. 연구결과는 IT 학부생은 다

지능  인지능과 자기이해지능이 강 으로 나타났고 남녀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 다 지능과 학문  

응도 요인 간에 유의미한 상 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학문  응도에서 C 로그래  학문에 해 흥미와 몰입이 

낮았지만 다 지능의 언어지능과 C언어에 한 몰입과의 유의미한 상 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 다. 다 지능과 학업성

취도와의 유의미한 상 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학문에 한 련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C언어에 친숙함을 많이 느

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 을 논의하고, 연구 결과를 토 로 IT학

부생의 학문  응도를 높이기 한 처방  략에 해 제언하 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multiple intelligence and the levels of academic adjustment for 
the department and the major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IT. Seventy freshmen majoring in IT at 
the department of M, H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 basic major subject required for the 
department was Computer Language: I-C Language. Eight intelligence areas less controversial in Gardner’s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were used; academic adjustment was manipulatively defined as the degree of adjustment for the 
department and the major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nd pleasure, flow, familiarity and relevance to the major, 
academic achievement, and major satisfaction were selected as variables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IT showed high levels of interpersonal intelligence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with in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 and academic 
adjustment. In particular, while pleasure and flow in C programming were found to be at low levels in academic 
adjustment, th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linguistic intelligence in multiple intelligence and flow in C language 
was a very interesting finding. While significant correlation was not found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students who were more highly aware of the relevance to the major and who were more 
familiar with C language showed higher academic achievement. Lastly,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about prescriptive strategies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for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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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능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문제해결력이라 할 수 

있다. 통  에서의 지능은 언어, 수리 역을 심

으로 하나의 숫자로 측정되어 왔다. 고속으로 변하는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상황과 문화 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에 각기 처한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능력이 달리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  변화는 

지능연구  지능측정 분야에서 하나의 정해진 답을 찾

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처한 상황에 따른 다양한 문

제해결력에 한 실질 인 지능 즉, 상황의존 인 지능

에 해 심을 갖게 하 다. 최근에 Gardner의 다 지

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1983)[1]은 이러한 

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 지능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능력은 다양하며 다수의 능력이 지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다 지능 이론은 일반  지능(IQ)이 

낮더라도 개인마다 한 가지 이상에서 우수한 능력 즉 다

지능 상의 강 지능에 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다 지능은 발달심리나 

교육학 분야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이 강하며, 다

지능에 한 교육  용 가능성 탐색에 한 연구 주

제에 심 한 높아지고 있다[2]. 국내 연구에서도 학생 

개개인들마다 고유의 강  지능과 약  지능을 악하여 

학생들의 취업상담이나 진로지도에 용하 더니, 정

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도 다수 제시되고 있다[3][4]. 이

러한 면에서 다 지능이론의 교육  용에 한 여러 

연구 사례는 지식 사회의 인재 상에 많은 시사 을 제공

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다 지능(Multiple Intelligences)

에 한 연구는 주로 고등학생의 직업탐색과 학생의 

다 지능에 기 한 진로선택과 련한 연구 등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며, 학생의 학부 공과 련하여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학에서 IT 련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다 지능에 주목하 다. 학에서 IT 공 분

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다 지능이론 에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한, 이들이 선택한 학과 공

에 한 학문  성향과 다 지능과의 상 을 분석해 보

고자 하 다. 이를 해 2014년도 IT 련 학과의 신입생

을 연구 상으로 하 다. 특히 IT 련 학과의 핵심 학

문 역은 ‘컴퓨터 로그래 ’이라고 할 수 있기에 학과 

공에 한 학문  특성을 악하기 해 2014년도 1학

기의 C언어 로그래 에 해 7주간의 정규 수업을 받

고 간고사를 치룬 후 설문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문제는 첫째, IT 련 학과를 선택한 학생

들에 해 가드 의 다 지능이론을 바탕으로 지능유형

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다 지능과 C 로그래 에 한 학문  응도

에 한 연 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학문  

응도를 학과  공학문 역에 한 응력의 정도라 

조작 으로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흥미, 몰입, 

친숙감, 련성 인지와 학업성취도 그리고 학과 선택에 

한 만족도를 변인으로 추출하여 연구에 투입하 다.

다 지능이론을 토 로 IT 학부생 특성과 역량을 

악해 보고자 한  본 연구의 시도가 IT 학부생의 로그래

 역량을 높이고 궁극 으로 학문  응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에 한 심을 고취시키는 석이 

되기를 기 한다.  한, 고등학교에서 IT 련 학과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진로지도 선생님들에게 유용

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한 후속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중지능 이론 

하버드 학의 Gardner 교수는 1983년 통  지능지

수(Intelligence Quotient: IQ)가 인간의 능력을 단일하게 

하나의 숫자로만 측정한다는 에 해 한계를 지 하고 

인간은 다수의 능력이 지능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다 지능 이론을 제시하 다[1]. 그는 지능을 “특정한 

문화  상황이나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요한 산

물을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

나는 인간의 여러 능력들을 지능의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하 다. Gardner는 다 지능에서 학업 이외에  일상생활

에서의 문제해결 능력까지 지능에 포 으로 정의하

다. 기에는 음악  지능, 신체-운동  지능, 논리-수학

 지능, 언어  지능, 공간  지능, 인 계 지능  자

기이해 지능에 한 7개 역의 지능을 제시하 고[1], 최

근 자연지능과 실존  지능에 해 새로이 추가된 지능

들을 제시하 다[5]. 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실존  

지능을 제외한 8 가지 지능 역을 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5]. 

언어지능은 언어의 어순, 단어, 어형의 변화 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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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민감성 그리고 복잡한 의미를 표 하는 작문능력

과 학문  언어력, 타인과의 화에서의 인  언어력 

등을 포함하는 지능을 말한다. 논리수학지능은 일상생활

에서의 계산과 정량화 능력에서 복잡한 명제를 인식하는 

수학  능력과 일상  문제의 논리  해결력과 과학  

사고 등에 한 지능을 말한다. 공간지능은 시각 인 방

법으로 이미지화하고 수정 는 변형을 통해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공간 으로 생각하고 인식하며 활동하

는 지능과 계된다. 인지능은 타인을 이해하고 

히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인간친화 지능에 해당되며, 

자기이해지능은 자신에 한 욕구, 느낌 등을  정확히 지

각하고 효능감을 인식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조

하는 메타인지 략 등을 사용할  아는 지능을 말한

다. 음악지능은 음조, 리듬, 음색 등에 정서  측면에 

한 민감성과 감상력, 가창력, 악기 다루는 기술 등에 한 

지능을 말하며, 신체운동지능은 자신의 몸을 기술 으로 

사용할  아는 능력과 다른 상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과 계된다. 마지막으로 자연탐구지능은 자연 

세계를 찰하고 인식하는 능력으로 식물  동물에 

해 심을 갖고 상을 이해하고 잘 다루며 이에 한 학

문  연구나 활동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다 지능에 한 의 여덟 가지 지능

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2. 대학생의 학문적 적응도

학진학 시 선택한 학과와 그에 따른 공 학문 역

은 학생의 취업과 진로 더 나아가 평생직업과 직결되

기 때문에 매우 요한 문제이다. 자신의 가치 이나 

성, 흥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선

택한 학생에 경우 그에 련한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

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미래에 한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채 휴학, 과, 편입, 졸업지연, 자퇴 등을 

겪으며 방황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특정 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학과와 그에 따른 공학문이 자신의 흥미와 심 그리

고 자신의 능력과 지능 등에 잘 부합하는지 응력 

에서 근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 학문  응도 개

념을 조작 으로 정의하 다. 학문  응도(Academical 

Adjustment Level: AAL)란 학생들이 선택한 학과와 

그에 따른 학문 역에의 응력에 한 정도를 의미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보면 진로결정

에서 학과에 한 만족감과 강의에 한 태도, 습과 복

습, 과제수행 등에 내  동기가 매개되어 향을 주는 것

으로 악되었고
[7], 학습지속의도는 학업에 한 련성

이 높을 때 만족감과 함께 높은 지속의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8], 정보기술에 한 유용성에 한 인식과 

몰입은 이를 수용하는 태도에 정 인 향을 다고 

밝 진 바 있다[9].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

서는 학문  응도 측정을 한 요인을 선정하 다. 내

 동기의 몰입과 즐거움을 학문탐구 태도 요인으로 하

여 학과 공에 한 학문탐구 과정에서 얼마나 몰입하

는가 그리고 얼마나 즐거웠는가를 측정하고, 공학문

에 한 친숙성과 련성에 한 인지 정도 면에서 공

학문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친숙하게 다가왔는가와 공

학문 분야가 얼마나 요하게 련이 있는가를, 마지막

으로 공학문에서의 학업성취도와 학과만족도를 포함

한 6가지 요인을 선정하 다.

3. 다중지능과 학문적 적응도

학문  응도는 내 인 동기 외에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다 지능 면에

서 학생들의 직업에 한 요성이나 인식, 직업에 

한 지식 등 진로에 한 태도나 능력 등이 다 지능과 상

이 있었고[10], 학생의 진로결정 수 이 다 지능이 

높은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11]는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학

생의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나, 

다 지능과 학업성취도에 한 상 성 한 여러 선행연

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12][13]. 종합해 볼 때, 학생

의 학문  응도는 다 지능 유형 간에 상 이 있을 것

으로 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이 선택한 학과와 그에 따른 

공 학문에서 학생 자신이 느끼는 몰입과 즐거움, 련성

에 한 인지와 학업성취도 그리고 학과 만족도를 통해 

학생 자신이 선택한 학과 그리고 공 학문에 한 학

문  응도를 측정해 보고자 하 다.

Ⅲ.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는 IT 련 학과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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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련 학과에서 공학문으로 가장 핵심 인 역

은 컴퓨터 로그래  언어 역이다. 부분의 IT 련 

학과는 1학년 1학기에 “C 언어”를 기  필수 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IT 련 학과의 학문  

응도를 측정하기 한 학문  역으로 1학년 신입생

의 기  필수  공 과목인 “컴퓨터언어I-C언어”를 상

으로 하 다.

공학문인 C 로그래 에 학문  응도를 알아보

고 학문  응도 요인들이 다 지능과 어떠한 계를 

보이는가 그리도 이들 변인들 간에 어떠한 상 을 보이

는가를 검증하고자 하 다.

설문조사는 7주 동안의 정규 수업이 진행된 후 8주차

에 간고사를 치룬 후 진행되었다.

응답에 한 통계분석을 해 SPSS10.0을 사용하여 

-검정, 상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H 학교 M과의 2014년도 신입생인 1학년

을 상으로 진행하 다. 다 지능과 학문  응도에 

한 설문 응답자는 총 70명이며, 남학생 49명, 여학생 21

명이 설문에 참여하 다. 

설문문항은 다 지능에 해 123문항( 복문항 제외), 

학문  응도 측정은 학업성취도를 제외한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28문항에 해 설문이 이루어졌다.

1) 다중지능유형 검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 지능 측정도구는 K-MIDAS

검사이다. K-MIDAS검사는 Shearer(1995)가 기존에 지

필식 다 검사인 HAPI를 수정 보완해 개발한 MIDAS검

사(Multiple Intelligence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s)를 김 진(1999)이 발췌 번안한 검사도구이다[14]. 

총 1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MIDAS검사의 특성

상 동일한 문항이 다른 지능 역에 복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다 지능에 한 통계분석 시에 사용된 문

항은 총 141문항이다.

다 지능유형 문항 수 Cronbach’s 알

언어 지능 20 .8822

논리수학 지능 20(3) .8211

공간 지능 16(1) .8403

인 계 지능 19(1) .8123

자기이해 지능 25(16) .8154

음악 지능 15(1) .8939

신체운동 지능 13 .8698

자연탐구 지능 13 .8240

계 141( 복문항)

표 1. 다중지능유형 검사지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Table 1. Scales and Reliability on MI

2) 학문적 적응도

선택한 학과의 공에 한 학문  응 정도는 C 

로그래  학습에서의 즐거움, 친숙함, 몰입 그리고 IT의 

련성 인지 정도를 5  척도로 설문하 다. 학과 만족도

는 선택한 학과에 해 느끼는 만족의 정도에 해서 자

기 평가  5  척도의 표 화 수로 측정하 고, 학업 

성취도는 학기말의 최종 수에 한 학 을 5  척도로 

환산한 값을 사용하 다. 

요인 설문 내용 련 문헌

흥미 정도
C언어 로그래  수업에서

의 즐거움

신희경 

외(2007)[7]

이응규(2010)
[9]

친숙성

인식 정도
C언어 로그래 에 익숙함

몰입 정도
C언어 로그래  수업  

시간왜곡

IT 련성 

인지 정도

IT가 미래사회에 요함에 

한 인식

표 2. 학문적 적응도 문항구성
Table 2. Scales for Academic Adjustment level 

Ⅳ. 다중지능 검사의 결과 분석

1. IT 학부생의 다중지능의 강점과 약점

IT 련학과 학생들은 다 지능(이하 MI)에 한 

체 평균 M은 3.24(=.43)로 조사되었다.  다 지능 역 

 인 계지능(M=3.53, =.5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음악지능(M=3.43, =.41), 자기이해지능(M=3.27, 

=046), 언어지능(M=3.25, =.63), 논리수학지능M=(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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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간지능(M=3.12, =.63), 신체운동지능(M=3.08, 

=.75), 자연탐구지능(M=3.07, =.68)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사항은 음악지능이 상 으로 높은 값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본 연구 상인 실험집단의 학과가 IT 분야

의 멀티미디어 역인 것과 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IT 

분야의 세부 학과 별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

다. IT 련 학부생의 다 지능의 특성을 보기 해 방사

형 차트로 도시하 다(그림 1 참조).

그림 1. 집단 전체에 대한 다중지능 검사 결과
Fig. 1. Please put the title of figure here. 

남학생의 경우는 MI 평균값 M은 3.26(=.39)이었으

며,  인 계지능(M=3.53, =.51), 음악지능(M=3.35, 

=.65), 언어지능(M=3.32, =.67), 자기이해지능(M=3.28, 

=.50)이 남학생 집단의 평균보다 높았고, 논리수학지능

(M=3.20, =.49), 공간지능(M=3.13, =.64)은 낮았으며, 

자연탐구지능(M=3.09, =.73)과 신체운동지능(M=3.04. 

=.76)는 상 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MI 

평균값 M은 3.19(=.50)이고, 음악지능(M=3.62, =.81), 

인 계지능(M=3.51, =.47), 자기이해지능(M=3.24, 

=.37)에서 여학생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신체

운동지능(M=3.16, =.76), 언어지능(M=3.10, =.67), 공

간지능(M=3.10, =.62), 논리수학지능(M=3.07, =.59) , 

자연탐구지능(M=3.02, =.56)은 여학생 집단 내 평균보

다 낮게 나타났다. IT 련 학과 학부생의 MI 특성을 탐

색해 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집단에서 공통

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인 계지능과 자기이해지

능, 음악지능이 강  지능으로 악되었고, 공통 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신체운동지능과 자연탐구지능은 

약  지능으로 악되었다.

그림 2. 남녀 집단에 대한 다중지능 검사 결과
Fig. 2. Please put the title of figure here. 

다 지능에 해 남녀 간 강 과 약 에 있어서 다소 

다른 값을 보여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성별에 해 

-검정을 실시하 으나 분석 결과, 남녀 학생의 집단에

서의 MI 역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참조). 

다 지능유형
남녀 집단(N=70)

M (SD)
-value 

언어 지능
남(49)

여(21)

3.3153(.6014)

3.1048(.6695)
1.297 .199

논리수학 지능
남(49)

여(21)

3.2014(.4844)

3.0678(.5877)
1.006 .318

공간 지능
남(49)

여(21)

3.1276(.6389)

3.1012(.6176)
 .160 .874

인 계 지능
남(49)

여(21)

3.5338(.5144)

3.5113(.4737)
 .172 .864

자기이해 지능
남(49)

여(21)

3.2784(.4957)

3.2419(.3676)
 .303 .763

음악 지능
남(49)

여(21)

3.3541(.6458)

3.6159(.8128)
-1.435 .156

신체운동 지능
남(49)

여(21)

3.0408(.7573)

3.1575(.7554)
-.591 .556

자연탐구 지능
남(49)

여(21)

3.0926(.7343)

3.0147(.5603)
 .435 .665

평균
남(49)

여(21)

3.2604(.3922)

3.1861(.4986)
 .668 .506

표 3. 다중지능유형에 대한 성별 차이 -검정 결과
Table 3. Result of t-test 

2. 다중지능과 학문적 적응도 분석 결과

2014년도 신입생의 1학기 동안의 C 로그래  학습에 

한 경험을 근거로 C 로그래 의 흥미 정도와 C언어

에 한 친숙성 인식정도, 몰입 정도, IT 련성 인지 정

도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한 5가지 변인과 학과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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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1 f2 f3 f4 f5 f6

언어지능(a) 1 .445* .517** .648** .745** .249* .460** .280* .079 .208 .246* .084 -.091 -.164

논리수학지능(b) 1 .542** .344** .539** .346** .350** .427** .245* .020 .216 .313** .116 -.110

공간지능(c) 1 .285
*
.669

**
.310

**
.602

**
.330

**
-.022 -.090 .061 .252

*
.025 -.045

인 계지능(d) 1 .644
**

.448
**

.417
**

.166 .096 .396
**
.210 .022 -.044 -.002

자기이해지능(e) 1 .368
**

.485
**
.266

*
.200 .180 .374

**
.214 -.070 -.035

음악지능(f) 1 .394** .292* .076 .115 .111 .045 .036 -.035

신체운동지능(g) 1 .274* -.348** .036 -.219 -.060 -.259* -.140

자연탐구지능(h) 1 .047 .042 -.043 .191 -.037 .012

흥미 정도(f1) 1 .210 .597
**
.326

**
.179 .180

친숙성 정도(f2) 1 .226 .154 .150 .251
*

몰입 정도(f3) 1 .523
**
.288

*
.117

련성 인지 정도(f4) 1 .529** .185

학과 만족도(f5) 1 -.016

학업 성취도(f6) 1

*  < .01    **  < .05

표 5. 다중지능 유형과 C 프로그래밍 적응도 및 학과 만족도에 대한 상관계수
Table 5. Simulation Parameters

변인을 다 지능 간의 계 분석에 투입하 다. C 로

그래  학업성취도는 학기말 성 의 A등 에서 F등 에 

해 5에서 1의 값을 부여하 고, 나머지 변인에 한 측

정은 매우 ‘그 다’에서 ‘매우 그 지 않다’에 해 5부터 

1의 수로 측정하 다. 각 변인에 한 기술통계값은 아

래 표 4와 같다. 변인  C 로그래 에 한 흥미 정도

와 학습에서의 몰입 정도 등이 IT의 요성인식 정도와 

학업성취도 보다 조  낮은 수치를 보 다.

학문  응도 요인 평균 표 편차 집단(N)

흥미 정도 3.39 1.04 70

친숙성 인식 정도 4.04  .98 70

몰입 정도 3.36 1.04 70

IT 요성인식 정도 3.61  .87 70

학업성취도 3.62 1.07 69

학과 만족도 3.73  .96 70

표 4. 학문적 적응도에 대한 기술통계값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for AAL

학문  응도에 한 변인들 간의 계와 MI 내의 

지능들 간의 계를 악해 보고자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먼 , MI 내의 지능 간 

계를 보면 인 계지능과 자연탐구지능 간의 계를 

제외한 모든 계에서 MI 역 간에 유의미한 상 계

를 보 다. 다음으로 학문  응도와 련한 변인과 MI 

내의 지능간의 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 로그래 에 한 흥미 정도는 논리수학지능과 상

을 보 다(=.245*). 로그래 의 특성상 논리 이고 

수학 인 사고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에서 C 로그래

 흥미도와 MI의 논리수학지능과의 상 을 잘 지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 로그래 에 한 친숙성 정

도는 MI의 인 계지능에서(=.396**), C 로그래  

수업에의 몰입 정도는 MI의 언어지능(=.246*)과 자기이

해지능(=.374**)에서 상 을 나타내었다. 공학문 련

성 인지 정도에 련해서는 MI 지능의 논리수학지능(

=.313**)과 공간지능(=.252*)에서 상 을 보 다. 

학문  응도 변인들 간의 상 에서는 C 로그램의 

흥미 정도와 수업에서의 몰입 정도가 상 을 보 고(

=.597**), 공학문의 련성 인지가 높을수록 C 로그래

에 한 흥미 정도(=.326**)  몰입 정도(=.523**)가 

크게 나타나 이들 변인 간에 정 인 계가 있음을 악

하 다.

학과 선택에 한 만족도는 C 로그래  수업에서의 

몰입 정도가 높을수록(=.288*) 그리고 련성을 높게 인

식할수록(=.529**)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정에 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공학문의 련성 인지 

정도는 수업에서의 몰입 정도와 정 인 상 을 보 다(

=.523**). 즉 IT 학부생들은 IT에 한 요성을 높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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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것이 학과 선택의 만족도와 공에 한 학문  

응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학업성취도와 상 을 보인 것은 C 로그램에서 친숙

성을 느끼는 것(=.251*)과 상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고 흥미 정도나 몰입 정도와는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 MI 와의 상 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C 로

그래 에 한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

해 보기로 하고, 학업성취도에 한 성 을 종속변인으

로 학문  응도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학업성취도에 상 을 보이지 않았던 MI

에 한 지능들은 변인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휘귀분석 결과, 체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 한 회귀

분석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학생 집단

에 한 회귀분석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 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 성  ( = .265)

  Tolerance VIF

흥미 정도  .304 .083 .579 1.728

친숙성 인식 정도  .288 .040 .922 1.084

몰입 정도 -.294 .119 .499 2.002

요성인식 정도  .325 .049 .666 1.502

학과 만족도 -.034 .812 .856 1.169

표 6. 학업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남학생 집단)
Table 6.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Academic Achievement(group: men) 

남학생 집단에서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

한 결과 흥미 정도, 친숙성 정도, 몰입 정도, 련성인지 

정도, 학과만족도가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26.5%( =.265)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 으

로 유의하 다(=3.095, =.018 < .05). 학업성취도에 의

미 있는 향을 미치는 변수를 악한 결과 친숙성인식 

정도와 련성인지 정도가 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

고 나머지 변인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 

.05). 학업성취도에 한 상  향력은 련성인지 정

도, 친숙성인식 정도 순으로, 남학생 집단은 IT에 한 

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C언어에 해 친숙하

게 느낄수록 학업성취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독립변인 간 다 공선성 문제에 해 VIF의 

값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인 간에 과도한 상 으로 인한 

추정오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 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두 가지 문제를 탐색해 보기 해 진행되었

다. 첫째는  IT 련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다 지능

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이다. 이에 해 체 집단

에서 그리고 남녀집단에서 모두 인 계지능과 자기이

해지능, 음악지능이 강  지능으로 악되었고, 신체운동

지능과 자연탐구지능은 상 으로 낮았으며, 이에 한 

남녀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IT 련 학과 학생들의 학문  응도

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학문  응도를 공

학문에 한 흥미, 몰입, 친숙성과 련성에 한 인지, 

학과만족도를 측정하고 취득 성 을 학업성취도 변인으

로 하여 분석을 하 다. 분석 결과에서 여겨 볼 필요가 

있는 은 다음과 같다. 먼 , 학문  응도에서 공학

문에 한 흥미와 몰입 부분이 낮은 수를 보 다는 

이다. IT 련 학과에서 1학생 학생들이 처음 하는 

공학문인 컴퓨터 로그램 언어는 그들에게 재미있고 매

력 인 학문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 

학문  응도와 다 지능 간에 일부 상 계에서 흥미

로운 결과를 보 다는 이다. C 로그래  수업에서의 

몰입정도가 MI의 언어지능과 자기이해지능이 상 을 보

는데, IT 분야의 “컴퓨터 언어” 역과 일반 인 언어

지능과의 상 성은 매우 흥미롭다. IT에 한 요성 인

식 정도가 논리수학지능과 공간지능에서 상 을 보여 학

부생들의 공학 인 성향을 엿볼 수 있었다. 학과만족도

는 수업에서의 몰입을 자주 경험하고 공학문의 련성

을 높게 인식할수록 높았고, 몰입과 련성인지는 다시 

정 인 상 을 보여 1학년 신입생의 학과에 한 가치

을 찰해 볼 수 있었다. 학문  응도에서 C 로그래

 과목에서의 학업성취도는 가장 객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해 MI의 상 성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C 로그램을 익숙하게 느낄수록 IT의 요성을 크게 인

식할수록 높은 성 을 보 다는 은 주목할 만 하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특정 학과를 선택한 학생을 상으로 다 지능과 

학문  응도를 탐색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이 있다.

첫째, 다 지능과 특정 학과의 공학문과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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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한 연구가 많지 않았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둘째, 다 지능이론에 한 비  의견이 여 이 공존

하고 있으며 다 지능에 한 검사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능은 IQ로 산출되는 통

인 지능이 학교 외에서 성공에 한 측이 낮다는 주장
[1]에 동의하는 연구자들로부터 실 상황에서 합한 지

능에 한 안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연구 경향을 지지하는 에서 IT 

련 학과를 선택하여 학생들의 다 지능  특성과 학문  

특성을 탐구하 다. 이는 궁극 으로 IT 학부생들의 지

능 , 학문  특성을 이해하고 학문  응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 그들이 양질의 학생활

을 해 나갈 수 있는 처방  략을 찾고자 하는데 있

다.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문  응도를 높이기 해 공학문 특히 본 

연구에서의 C 로그래  수업에서의 즐거움과 몰입을 

향상시키기 한 교수-학습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IT의 련성에 한 인지가 학업성취도와 학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다는 에서 이 변인이 

IT 학부 학생들의 학문  응도를 높이는데 효과 인 

동기유발 요소로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를 

해 성공한 IT인에 한 강연, 첨단 기술에 한 워크샵 

등의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 지능이론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측은 학

습자 개개인의 강 과 약 을 악하여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개별화된 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체에서의 특성을 주로 연구되었

으나 학생 개개인에 한 맞춤형 상담을 하는데 활용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IT 련 학과에 해서만 연구

되었으며 1학년 신입생만을 상으로 하고 있다. 상  학

년으로 올라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다른 학과에서

는 다 지능과 학문  응도에서 어떠한 성향이 나타나

는지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진일

보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데 석이 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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