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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대학생의전공만족도 및학업성취수준을봉사활동 특성과 융합적으로 규명하여대학의 사회봉
사활동의 올바른 정착과 함께 전공학문과의 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2월1일까지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패널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분석
에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봉사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봉사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수준이높았고, 특히 봉사활동이 전공과관련성이 있는경우전공만족도가높았다. 또한 봉사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 봉사활동 필요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보건계열이 비 보건계열에 비하여 전공만족도가 높았
다. 따라서 전공관련된체계적인봉사활동을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봉사활동의필요성과 참여도를높이
고 봉사활동이 보다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 융합연구, 대학생, 사회봉사활동,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data required for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a program
that is necessary for linkage with the major as well as proper settlement of community service of the
university by identifying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 in rela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A survey was conducted in 401 university studen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using the online survey panel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who reside
in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from December 1, 2014 to February 1, 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Students who had a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and had higher participation in community
service showed higher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Particularly, when community service
was related to the major, major satisfaction was higher. In addition,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 was and the higher the need of community service was, the higher the major
satisfaction was. Students with health major showed higher major satisfaction than students with
non-health major. Therefor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program will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need
and participation of community service and revitalize community service more continuously.

• Key Words : Convergence Study, University students , Community Service, Major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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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점차 개인주의

가팽배해짐에따라인간소외및인간관계의왜곡등다

양하고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1].

현대사회는 이와 같은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성과공동체의식을갖춘새로운인간상을요구하고

있으나[2],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제도의 교

육만으로는 이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3].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자원봉사활동이강조되고있고, 특히다른자원봉사자들

에 비해 더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한 인력으

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강조되고

있다[2].

대학생의 경우 육체적 건강과 정서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교육적인측면에서도다양한사회경험을통해자신

의잠재능력을키울수있으며사회구성원으로서책임의

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중요성

이 드러나고 있다[4]. 또한 대학이 관장하는 사회봉사활

동은다른봉사활동주관기관에비해사회봉사만족도도

높고 자기개발효과도 높다[4].

사회봉사는자원봉사가갖는본래의의미에다학습의

개념을 통합시킨 것으로 시민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과정을강조한개념으로[5], 대학생들의사회봉

사는 자발성을 강조하는 자원봉사활동과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제도화된 봉사활동 체계이다[6].

실제로 1995년 5. 31 교육개혁 이후 1996년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

향상을위한방안을협의· 개발하고보급함에따라각대

학은 교양과정에 사회봉사를 필수과목으로 선정하기 시

작했다[1,7]. 사회문제를 대학교육에서부터 해소해 보고

자 하는 측면에서 각 대학은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1,8], 이는각

대학의 사회봉사 실천 및 사회봉사 교육을 진작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5].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봉

사자 스스로 자아실현의 기회와 사회지도자로서 역할과

안목을 기르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9].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은 단순히 서비스만을

남에게 제공하는 활동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자신의

변화와성숙을도모하는이타적또는이기적인양면성을

지닌 활동이라 할 수 있다[9].

사회봉사는특히, 자신의전공과관련이있을때학과

에 대한 소속감과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아질 수 있고

[10], 봉사활동의 지속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11].

즉대학에서의사회봉사활동은봉사가사회에미치는

효과뿐만아니라자신의전공분야를고려한봉사활동을

통하여배운지식을실제현장에서활용할수있기때문

에 전공과 연계된 대학생의 봉사활동은 대학생 자신의

교육적인 면의 성과가 크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6,12].

대학 시기는 전공과 관련된 이론을 통해 지식을 습득

하고 전공실습을 통해 장차 학생들이 종사해야 할 직업

세계를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경험함으로써자신의직

업에대해구체적으로고민하고준비하게되는시기이다

[13].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 시 과도한 입

시경쟁으로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전공을 선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14]. 대학

전공(학과)에대한불만족은대부분학업부적응으로나

타나고, 나아가 이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부적응을 초

래한다[15].

따라서대학생이자신의전공에만족할수록학교생활

에잘적응하고, 졸업후의진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

칠수있기때문에대학생의전공만족도는중요하다[14].

대학생들의 봉사활동과 전공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등[16]의작업치료학전공학생들의연구에

서 사회봉사 활동은 학과 전공에서 학습한 결과를 사회

에직접환원하는활동으로이어져대학생들의사회참여

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사회봉사가

자신의전공과관련이있을때학과에대한소속감과학

업에 대한 열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신 등

[13]의치위생학및간호학전공학생들의연구에서봉사

활동을경험한학생이경험하지않은학생보다전공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17]의 미용전공 학생들의 연구에서 봉사경험

이 많을수록, 실기능력향상 및 자기발전을 위해 봉사에

참여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전공만

족도를높이기위하여봉사활동을적극적으로권장할필

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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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자율적으로독립적인주체의식을가지고전공

과연계해서시행하는대학시기의봉사활동은전공만족

도에기여하므로[18], 전공수업외에도전공과연계한봉

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참

여가필요하다[19]. 특히직업에대한신념이부족하거나

갈등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16].

또한,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대상자는 취업

을위해자신의전공과목을중요하게생각하고전공영역

의공부도가장많이한다. 이로인해학교기관이나교수

들과도좋은관계를유지하고학교생활적응이용이하다

[20].

즉, 학업성취는 단순히 교과목의 성취만을 뜻하는 것

이 아니라 교육적 성과인 교육목표의 포괄적 달성을 의

미하므로학교생활에대한만족이없는상황에서학업성

취수준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21,22].

보건계열대학생들의학업성취도에미치는요인을조

사한 어[14]의 연구를 따르면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안경 광학

전공대학생들의학업성취도와상관관계가가장높은것

은 대학생활 적응이며 이들의 전공만족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23].

따라서대학생의학업성취도에영향을미치는전공만

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생활 중 전공과 관련된 사회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인성발달은 물론 학

업성취도 향상과 더불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교육방법이다[13,16,17,24,]. 대학

생들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대학생으로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발전적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신도 책임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1,10].

최근 대학생의 봉사활동 만족도 및 전공만족도, 대학

생의 자원봉사 지속성에 관한 연구 등, 사회전반전인 분

위기와더불어대학생들의봉사활동에관한연구가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7,11,13,16,17,25,26].

이에 따라대학교육에서대학생들의사회봉사활동지

도및교육방향설정에도움을줄수있는대학생의전공

만족도및학업성취도를봉사활동특성과관련하여융합

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본연구는대학에서의사회봉사활동의올바른

정착과 함께 사회봉사활동과 전공학문과의 연계에 필요

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 경험 특성

을 파악하여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융합

적으로파악하고, 그 특징을규명하는것이다. 이를통하

여사회봉사활동을전공학문과연계하여더욱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일반적특성및봉사활동특성에따

른 학업성취도 및 전공만족도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대학생들의학업성취도및전공만족도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하였으며,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2월 1일까

지 온라인 설문 패널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학생 401명

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2 연구 도구
사용된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문항들을 선별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 6

문항과 박[8]과 신[13] 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참조하여 자원봉사활동 특성 총 15문항 (봉사활동 경험

유무, 봉사활동 시간, 전공 관련 봉사, 봉사활동 참여형

태, 봉사활동 장소, 봉사활동 참여도,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 필요도, 봉사활동 관련 의식)으로 구성하였다.

전공만족도는 하[27]가 개발한 도구를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않다.” 1점, “매우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공만족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α= 0.965로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한 것

으로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성등[28]이 사용한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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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295 73.57
Female 106 26.43

Age
≤20 52 12.97
21~25 312 77.81
>26 37 9.23

Major
Health 259 64.59
Non-Health 142 35.41

Self-recognized Academic
Achievement (Mean=5.38,
SD=0.09)

Low-Low 18 4.49
Low-Middle 11 2.74
Low-High 20 4.99
Middle-Low 69 17.21
Middle-Middle 102 25.44
Middle-High 84 20.95
High-Low 22 5.49
High-Middle 62 15.46
High-High 13 3.24

Economic Level
Low 131 32.67
Middle 202 50.37
High 68 16.96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No 117 29.32
Yes 282 70.68

Relatedness between
Community Service and Major

No 99 34.02
Yes 192 65.98

Community Service
Participation
(Mean=3.09, SD=0.06)

Strongly Disagree 62 15.74
Disagree 45 11.42
Average 126 31.98
Agree 123 31.22
Strongly Agree 38 9.64

Community Service Satisfaction
(Mean=3.42, SD=0.05)

Strongly Disagree 28 7.31
Disagree 23 6.01
Average 145 37.86
Agree 134 34.99
Strongly Agree 53 13.84

Community Service Need
(Mean=3.70, SD=0.05)

Strongly Disagree 7 1.77
Disagree 25 6.33
Average 140 35.44
Agree 132 33.42
Strongly Agree 91 23.04

<Table 1> Community Servic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사용하였고, 직전 학기성적을 기준으로 전체 평점 평균

에대한자기보고식측정으로이루어졌으며A+에서 F까

지 9등급을 A+는 “상상” F는 “하하”로 표기하여 학업성

취수준을 측정하였다.

2.3 분석방법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특성에따른전공만족도및학업성취도차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t-test 및 일원 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Duncan의 사후비교를 시행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 학

업성취도, 봉사활동 특성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

하였고, 전공만족도와학업성취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을파악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을시행하였으며모든통

계분석에서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봉사활동 및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봉사활동및일반적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가 295명(73.57%) 여

자가 106명(26.43%), 연령분포를 보면 20세 이하가 52명

(12.97%)으로가장많았고 21세이상~25세미만이 3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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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Academic Achievement Major Satisfaction

n M±SD F or t
(post hoc) P M±SD F or t

(post hoc) P

Gender
Female 295 5.49±1.84

2.004* 0.046
3.71±0.68

3.134** 0.002
Male 106 5.07±1.97 3.46±0.77

Age

≤20(a) 52 4.83±1.89 6.851** 0.001 3.66±0.79 0.070 0.932

21～25(b) 312 5.36±1.87 (c>a,b) 3.64±0.71

>26(c) 37 6.30±1.66 3.68±0.69

Major
Health 259 5.33±1.91

-0.675 0.500
3.82±0.65

7.210** 0.000
Non-Health 142 5.46±1.82 3.32±0.71

Economic
Level

Low 131 5.18±1.93

2.924 0.055

3.67±0.63

0.386 0.680Middle 202 5.35±1.80 3.61±0.72

High 68 5.85±1.98 3.68±0.83

p<0.01:**, p<0.05:*

<Table 2>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and major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77.81%), 26세이상 37명(9.23%) 순으로나타났다. 전공

계열을보면보건계열은 259명(64.59%)으로비보건계열

보다 많았고 학업성취도를 보면 중위(중하, 중중, 중상)

255명(63.59%), 상위(상하, 상중, 상상) 97명(24.19%), 하

위(하하, 하중, 하상)가 49명(12.22%) 순이었다. 경제수준

은 중위 202명(50.37%), 하위 131명(32.67%), 상위 68명

(16.96%)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봉사활동특성을보면봉사경험여부에

서 없다가 117명(29.32%), 있다가 282명(70.68%)으로 봉

사활동 유경험자가 많았고, 봉사활동의 전공 관련성을

보면 192명(65.98%)이 전공 관련성이 있었고, 99명

(34.02%)이전공관련성이없었다. 봉사활동참여도를보

면 5점 만점에평균 3.09, 봉사활동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2, 봉사활동 필요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70이었

다.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
도 및 전공만족도 차이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및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Table 2> 와 같다.

학업성취도를 보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보였고(t=2.004, p=0.046) 여성이남성보다학업성

취도가 높았다. 연령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F=6.851, p<0.001) Dancan의 사후분

석결과 25세 이상이 20세 미만과 21세 이상～25세 미만

보다학업성취도가높았다. 반면전공계열과경제수준에

따른학업성취도의 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전공만족도를 보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있었고(t=3.134, p=0.002) 여자가남자보다전공만

족도가 높았다. 전공계열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차이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7.210, p<0.001), 보건계열

이 비 보건계열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성별과 경제

수준에따른전공만족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

았다.

3.3 연구대상자의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학업성
취도 및 전공만족도 차이
연구대상자들의봉사활동특성에따른학업성취도및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Table 3> 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를

보면 봉사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765, p=0.005), 봉사활동경험이있는경우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봉사활동 참

여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F=5.427, p<0.001), 봉사활동 참여도가높을수록학업

성취도가높았다. 봉사활동참여도에따른학업성취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5.427, p<0.001), 봉사

활동참여도가높을수록학업성취도가높았다. 봉사활동

의 전공 관련 성과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 필요성에

따른학업성취도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의봉사활동특성에따른전공만족도를보

면 봉사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t=-4.849, p<0.001) 봉사활동경험이있는경우없는

경우보다전공만족도가높았다. 봉사활동의전공관련성

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t=-5.442, p<0.001) 봉사활동의 전공 관련성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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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Academic Achievement Major Satisfaction

n M±SD
F or t
(post 
hoc)

P M±SD
F or t
(post 
hoc)

P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No 117 4.97±2.03
-2.765** 0.006

3.38±0.69
-4.849** 0.000

Yes 282 5.53±1.79 3.74±0.69

Relatedness
between
Community
Service and
Major

No 99 5.45±1.67

-0.591 0.555

3.43±0.67

-5.442** 0.000
Yes 192 5.58±1.81 3.88±0.66

Community
Service

Participation

Strongly Disagree (a) 62 4.92±2.09

5.427**
(e>a,c)

0.000

3.41±0.77

9.198**
(e>a,b)

0.000
Disagree (b) 45 5.27±1.64 3.34±0.57
Average (c) 126 4.96±1.89 3.59±0.67
Agree (d) 123 5.79±1.74 3.77±0.67
Strongly Agree (e) 38 6.05±1.75 4.09±0.75

Community
Service
Satisfaction

Strongly Disagree (a) 28 4.75±2.19

1.619 0.169

3.18±0.72

11.088**
(e,d>a)

0.000
Disagree (b) 23 4.91±1.65 3.46±0.67
Average (c) 145 5.30±1.79 3.48±0.62
Agree (d) 134 5.46±1.93 3.80±0.61
Strongly Agree (e) 53 5.70±1.87 4.00±0.93

Community
Service Need

Strongly Disagree (a) 7 4.43±1.62

2.100 0.080

2.60±0.82

13.371**
(e>a)

0.000
Disagree (b) 25 5.20±1.55 3.44±0.54
Average (c) 140 5.10±1.82 3.44±0.68
Agree (d) 132 5.48±1.87 3.71±0.58
Strongly Agree(e) 91 5.71±2.04 3.96±0.79

p<0.01:**, p<0.05:*

<Table 3>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and major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봉사활

동참여도에따른전공만족도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

하였고(F=9.198.427, p<0.001) 봉사활동참여도가높을수

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봉사활동 만족도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1.088,

p<0.001) 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

았다. 봉사활동 필요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유의하였으며 (F=13.371, p<0.001) 봉사활동필

요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3.4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봉사활동 특성의 
상관관계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봉사활동 특성의 상관관계

는 <Table 4> 와 같다.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봉사활

동참여도, 봉사활동만족도, 봉사활동필요성에대한상

관관계분석결과를보면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봉사활

동참여도, 봉사활동만족도및봉사활동필요성모두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5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 와 같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단변량분석에서유의한변수들을선정하여통제변

수인일반적특성과설명변수인봉사활동특성으로구성

한 모형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Adj. R2)은 0.240,

F값은 12.650으로 유의확률이유의수준 5%보다낮아회

귀식이유의함을알수있다. 독립변수의영향을보면비

보건계열의경우보건계열보다전공만족도가 0.401점낮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790, p<0.001) 봉사활

동의전공관련성이있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보다전

공만족도가 0.203점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t=2.310, p=0.022) 봉사활동 만족도가 1점 증가하면

전공만족도는 0.159점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800, p=0.006). 또한 봉사활동 필요성이 1점 증가하

면전공만족도는 0.126점증가하고통계적으로유의하였

다(t=2.640, t=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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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ajor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Community 
Service 

Participation
Community 

Service 
Satisfaction

Community 
Service Need

Major Satisfaction 1

Academic Achievement 0.156** 1

Community Service
Participation

0.274** 0.186** 1

Community Service
Satisfaction

0.314** 0.127* 0.648** 1

Community Service Need 0.331** 0.137** 0.285** 0.424** 1

p<0.01:**, p<0.05:*

<Table 4> Correlation of related Major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Classification Major Satisfaction
Coef. Std. t p VIF

Gender
(ref: Female)

Male 0.037 0.101 0.360 0.716 1.190

Major
(ref: Health)

Non-Health -0.401 0.106 -3.790** 0.000 1.550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ref: No)

Yes -0.061 0.183 -0.330 0.739 1.180

Relatedness between Community
Service and Major (ref: No)

Yes 0.203 0.088 2.310* 0.022 1.330

Community Service Participation 0.020 0.047 0.430 0.664 1.430

Community Service Satisfaction 0.158 0.056 2.800** 0.006 1.710

Community Service Need 0.126 0.048 2.640** 0.009 1.400

(Constant Term) 2.600 0.245 10.590** 0.000 -

F(p)=12.650**(p<.001) R2=0.240 Adj. R2=0.221

p<0.01:**, p<0.05:*

<Table 5> Factors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Classification Academic Achievement
Coef. Std. t p VIF

Gender
(ref:Famale)

Male -0.573 0.229 -2.500* 0.013 1.240

Age
(ref:≤20)

Older than 21 ～ Younger than 25 0.672 0.281 2.390* 0.017 1.600

>26 1.914 0.425 4.500** 0.000 1.760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ref: No)

Yes 0.101 0.253 0.400 0.689 1.570

Community Service Participation 0.233 0.093 2.510* 0.013 1.490

(Constant Term) 4.019 0.346 11.620** 0.000 -

F(p)=7.490**(p<.001) R2=0.088 Adj. R2=0.076

p<0.01:**, p<0.05:*

<Table 6>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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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6> 과 같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단변량분석에서유의한변수들을선정하여통제변

수인일반적특성과설명변수인봉사활동특성으로구성

한 모형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Adj. R2)은 0.088,

F값은 7.490으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5%보다 낮아 회

귀식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Adj. R2)은 0.088, F값은 7.490으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5%보다 낮아 회귀식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의 영향을 보면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학업

성취도가 0.573점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500, p=0.013). 연령에 있어서 21세이상~25세미만

인 경우 20세 이하보다 학업성취도가 0.672점 높았고

(t=2.390, p=0.017), 26세이상인경우 20세이하보다학업

성취도가 1.914점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4.500, p<0.001). 또한 봉사활동 참여도가 1점 증가하

면학업성취도는 0.233점증가하여통계적으로유의하였

다(t=2.510, p=0.013).

4. 논의 및 결론
본연구는대학생들의사회봉사활동경험특성이전공

만족도및학업성취도수준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들

과의관련성을파악하고, 대학생들의사회봉사활동을활

성화하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

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봉사활동특성에따른전공만족도

를 살펴보면,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경험

이 없는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p<0.001).

이는 자원봉사활동경험이많을수록대학생활만족도

가 높다고 보고한 김[26]의 연구와 봉사활동 후 자신의

전공에 대한 편안함과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한 박

등[16]의 연구결과와일치하는결과이다. 또한, 미용전공

대학생의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오[17]

의 연구결과와일치하였다. 따라서봉사활동이전공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봉사활동에서 전공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경우보다전공만족도가높았다(p<0.001). 이는 간호

학 전공대학생들의 85.7%가 전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진전문적이고체계적인봉사활동을원한다고보고한김

[29]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으며,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전공과관련된봉사활동을해당기관과의산학협

력을통해진행할필요가있다고한신[13]의 연구결과와

도관련성을찾을수있다. 따라서해당전공과관련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대학

생들의 전공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봉사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p<0.001), 봉사활

동만족도가높을수록(p<0.001), 봉사활동에대한필요성

이 높을수록(p<0.001)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이는간호학전공대학생들의 91%이상이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응답하여봉사활동에대해잘모르고주저하

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봉사활동 기회를 적

극적으로제공한다면전공만족도향상에기여할수있다

고 보고한 신[13]의 연구결과와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

고,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의 전공 관련 자원봉사 몰입

도가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한 안[2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학교 사회봉사센터 및 대학동아리 등 봉사활

동의주체가되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체계적인

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대학생

들의 전공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봉사활동특성에따른학업성취도

수준을 살펴보면,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p=0.005).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실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적용해보는과정에서학생들은그들이습득한지

식이현실세계와유관함을발견할것이고, 이는해당교

과에 대한 흥미를 향상할 수 있다[24]. 이는 봉사활동에

참여한고등학생들의봉사후학업성취도를평가한결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활동 후 자아 성찰 등의 학습

후학업성취도를측정한결과학생들의학업성취도가높

았다고 보고한 김[2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관련성

을찾을수있다. 또한, 미용전공대학생들의봉사활동실

태 및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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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학습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이[3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구대상자의봉사활동특성에따른학업성취도

수준에서 봉사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

았다(p<0.001). 미용전공대학생들의봉사활동참여동기

에 따른 봉사자 자신이 느끼는 봉사활동 참여태도와의

상관관계를연구한이[30]의 연구결과에따르면, “자신의

실기능력향상과 나의 발전을 위하여 대체로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한다.”는 학생이 봉사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봉사활동 참여태도

에 반영됨을 보고하였다. 이는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얻

게 되는 개인적 성장이 학업효과에 있어서 높은 동기부

여를 갖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의 경우 참여 동기가 가

장 높았으며, 이는 학습과 봉사 모두 중요시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학업의 연장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높은 학업

성취도및학습동기로나타났다고보고한김[2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대학생들의봉사활동참여도를높이기위하여

대학교육의목적으로보다전문화된봉사프로그램을개

발하여대학생들이적극적으로봉사에참여할수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전공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을 살펴보면, 봉사활동의 전공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렇

지않은경우보다전공만족도가높고(p=0.022), 봉사활동

만족도가 증가하면 전공만족도 역시 증가하고(p=0.006),

봉사활동 필요성이 증가할수록 전공만족도가 증가했다

(p=0.009). 또한, 보건계열이 비 보건계열보다 전공만족

도가 높았다(p<0.001).

박 등이 발표한 바로는 작업치료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과관련된분야의자원봉사가참여율과효율성면에

서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후 자신의 진로의식

및행동의변화에서 89.7%의학생이자신의전공에대해

확신이생기게되었고, 92.5%의학생이작업치료사가되

는 데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보고하였다[16]. 이는 전공관련된봉사활동을통하여

학과및진로에대한가능성을학생들스스로찾을기회

를제공하여전공에대한이해및확신을높이는데효과

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용전공대학생의봉사활동만족도와전공만족

도에 대한 오[14]의 연구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용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이 “매우 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집단이 “불필요 및 매우 불필요”로 응답한

집단보다봉사활동경험및지속의지가더높았고, 대학

생활만족도 역시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31]. 안[32]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학과만족도는 전

공학과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 및 진로준비

행동이높아합리적인진로의사결정을한다고보고하였

다. 즉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방안으로, 학교에

서 배운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전공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여 학생 스스로 전공에

대한 확신을 하게 한다면 이는 전공학업에 대한 열의로

발전하여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결국 전공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건계열이비보건계열보다전공만족도가높았

다(p<0.001). 이는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선택 및

전공적응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하여 보건계열과 사회과

학계열을 비교하여 분석한 김[33]의 연구에서 보건계열

대학생들이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보다 전공 및 학과만족

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보건

계열대학생들대부분이진로를선택하여학교에입학하

기때문에비보건계열대학생들보다전공적응을잘하기

때문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보건계열대학생들의지속적

인 봉사활동은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향상해 국가

고시공부에도움을줄수있을뿐만아니라직업에대한

선행경험으로취업률증가에도큰도움을줄수있을것

으로 판단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학업성취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을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고(

p=0.013),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고

(p<0.001), 봉사활동 참여도가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증가했다(p=0.013).

이는 의과대학생의학업성적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

김[34]의 연구결과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학업성취도 수

준을 보였고,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 황[31]의 연구결과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성

취도수준이높아진다고보고하여본연구결과와일치한다.

또한,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의 전공 관련 자원봉사

에 대한 박 등[16]의 연구결과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자

원봉사는 참여율과 효율성 면에서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전공관련자원봉사가전공에대한이해도및확신을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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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있고나아가취업률증가에도도움이될수있다고

보고하였고, 사회복지학전공대학생의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을조사한결과자원봉사활동에대한

몰입도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여[25],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대학생들자신의전공분야

를 고려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

제 현장에서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전공과 직업에 대

한 신념을 갖게 된다면 적극적인 학과생활은 물론 높은

학업성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국

가및지방자치단체와의유기적협조를바탕으로체계적

으로운영가능한전담기구및전문인력을마련하기위

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적극적인봉사활동참여를돕고학업성취수준

이 향상된다면 학생 스스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미래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은 가족과 주변의 지지가

높을수록, 봉사활동에 대한 업무의 인식과 적절성이 높

을수록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므로[8], 사회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전공과연계된사회봉사활동기회를지속해서제공

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내봉사관련조직및센터를설립하고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사회전반전인분위기와더불어대학생들의봉사

활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봉사활동의효과를비교하여사회봉사가전공에대한이

해및확신을높이는데효과적이라는것을보고한논문

은 미흡한 실정이다.[1,7,11,13,16,17,25,26].

이에 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대학교육에서대학생들

의사회봉사활동지도와교육방향설정에필요한프로그

램을마련하고, 대학생들의봉사활동을지속해서활성화

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

하고자 한다.

5. 제언
이상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이 부산·경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

는대학생들을대상으로하여일반화하는데어려움이있

으므로 추후 지역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

언한다.

둘째, 대학의 계열별로 사회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전

공만족도및학업성취도를비교하여각계열및전공특

성을고려한효과적인봉사활동프로그램을개발및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이와같은보완연구가계속된다면대학생들의전공분

야를살릴수있는다양한봉사활동프로그램개발은물

론제도적지원이마련되어전문성을가진고급인력자원

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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