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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계열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The rel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major selection motivation, Work 
values, and Campus life adjustment of health college students

홍선연*, 허화라**, 김태선***

Sun-yeun Hong*, Hwa-ra Hur**, Tee-sun Kim***

요 약 이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및 대학생확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G도시에 소재한 일개 4년제 대학 보건계열 대학생 49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성취도는 전공선택동기(r=.446, p<.001)와 직업가치관(r=.255, p<.001), 대학생활적응(r=.391,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전공선택동기는 직업가치관(r=.354, p<.001) 및 대학생활적응(r=.220, p<.001)

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직업가치관은 대학생활적응(r=.193,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신의 적

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위해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을 강화하는 진로교육프로그램과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학생지도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대학생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major 
selection motivation, work value, and campus life adjustment of healthcare major college students.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495 healthcare major college students at a four-year university 
located in G city.  As a result of the study, Academic achievement was determined with positive correlation by 
major selection motivation (r=.446, p<.001), work values (r=.255, p<.001), campus life adjustment(r=.391, 
p<.001), Major selection motiv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work value (r=.354, p<.001) and campus life 
adjustment (r=.220, p<.001). The work valu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ampus life 
adjustment(r=.193, p<.001).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areer education program that reinforces college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their work values, and a student guidance program that improves their 
adaptation to college life.

Key words :  Academic achievement, Major selection motivation, Work values, Campus lif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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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적성과

자질을 발견하고 전문성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대학에

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하느냐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1].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학생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전

공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불

만족과 부적응으로 학생들은 입학 후에 휴학과 편입, 재

입학을 통해 자신의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와 갈등, 정신적 경제적 에

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더불어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거나 새로운 전공을 찾는다 해도 직업과 업무

환경에 적응이 어려워 잦은 이직을 하는 등 지속적인 문

제가 발생한다[1][2].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이며 이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과 안정성이 약 65%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3]. 이것은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는 고령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간호학 등 보건계열에 대한 전공선호도

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계열전공의 경우 이론교

육과 더불어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다양한 학습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전공 및 대학생활의 부적

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은 시간적, 경제

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에너지 손실 뿐만 아니라 휴학,

자퇴, 전과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4] 그래서 이러

한 보건계열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여 대학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5].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전공

선택은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형성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또한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관심과 탐색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

으며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보건계열학

과는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학문으로 학문적 이론과 더

불어 사명감과 봉사 등 직업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 또한

매우 중요하다[7].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나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8]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된

다. 그리고 직업가치관은 전공과 대학을 선택할 때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학업을 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그에 따

라 평생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스

스로 진로선택동기가 명확한 경우 학업성취도는 높게

나타나고 더불어 직업가치관이 명확한 경우에도 학업성

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전공

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러므로 학업에 대한 흥미와 노

력이 강화되어 학업성취도가 상승될수 있는 거이다. 직

업가치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업가치관은 개

인이 직업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나 목표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8] 학생들이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일 뿐만 아니라[9], 진로준비

행동 및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10]. 선행연구 대부분은

직업가치관 특히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전공선택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는다고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다[11]. 오늘 날 대학경쟁력의 중요한 지표

이자 학생들의 대학선택 및 전공선택서 중요한 결정요

인인 진로개발과 취업을 돕기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되

어야 할 것이 학생의 직업선택에 있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등의 직업가치관, 그리고 전공선택동기와

같은 변인들이다[7].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와 대학생활 적응력을 향상시켜 대학생

활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

들의 올바른 진로 및 취업을 위한 대학의 교육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전공선택

동기, 직업가치관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계열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보건계열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 직

업가치관과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보건계열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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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과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보건계열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 직

업가치관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

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도시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54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이

고 자료수집방법은 간호보건계열 5개 학과 1학년, 2학

년, 3학년 재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

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

자에게 설문지를 배부 후 수합하였다. 설문지는 자가보

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540부 배부하여 520

부를 회수하였으며 전체응답자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

문지 25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495부를 사용하였

다.

3. 연구도구

1)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의 학업성취도는 Rovai 등(2009)[1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의적 및 심동적 영역에

서의 학업성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

고형식의 인지학습 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 CAP)를 박

진희 등(2010)이 번안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 총 9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범

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적인 문

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67이었다.

2)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 동기 측정도구는 정보연(2010)의 연구에

서 사용한 측정도구[1]를 기초로 한예정(2014)이 수

정보완한 도구[7]를 사용하였다. 하부영역으로 개인

적 동기 4문항, 사회적 동기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이고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전공 선택 시 더 많이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3)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 측정도구는 한예정(2014)이 수정 보완

한 도구[7]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졌으

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이고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4)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989)가 개발한[14], 대학생활적응척도(SACQ:

Student Adjustmentto College Questionnaire)를 기

초로 박소연(2016)이 재구성한 문항[15]을 사용하였

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제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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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자는 20.2%, 여자는

79.8%이고 학년은 1학년 33.9%, 2학년 31.7%, 3학년

34.3%로 분포하였다. 전공학과는 간호학과 22.4%로 가

장 많았고 치위생학과가 18.8%로 가장 낮았다. 입학전

형은 수시교과전형이 65.3%, 수시학생부종합전형이

16.4%이며 정시전형 11.7% 수시정원외전형이 6.7%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495)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100 20.2

여자 395 79.8

학년

1학년 168 33.9

2학년 157 31.7

3학년 170 34.3

전공계열

간호학 111 22.4

물리치료학 95 19.2

치위생학 93 18.8

작업치료학 98 19.8

임상병리학 98 19.8

입학전형

수시(교과) 323 65.3

수시(학생부종합전형) 81 16.4

수시(정원외전형) 33 6.7

정시전형 58 11.7

표2.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및 대학

생활적응

Table 2.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major selection
motivation, work values, and campus life adjustment

(N=49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전공선택

동기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

기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업성취도는 학년(F=4.237,

p=0.015)과 전공(F=4.155, p=0.003), 입학전형(F=4.200,

p=0.006)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선택동기는 전공

(F=3.733, p=0.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 major selection motivation (N=495)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업성취도 495 2 5 3.16 .36

전공선택동기 495 1 5 3.37 .48

직업가치관 495 2 5 3.67 .50

대학생활적응 495 1 5 3.27 .46

변수 항목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

M±SD F(t) p
사후

검증
M±SD F(t) p

사후

검증

성별
남 3.13±.34

-.831 .406
3.34±.39

-.722 .471
여 3.17±.37 3.38±.51

학년
1학년 3.10±.34

4.237 .015* c>a
3.34±.47

1.106 .332 n/a2학년 3.16±.35 3.36±.50
3학년 3.21±.39 3.41±.49

전공계열

간호학 3.21±.43

4.155 .003** e>d

3.43±.49

3.733 .005** e>d
물리치료학 3.10±.36 3.42±.51
치위생학 3.15±.32 3.30±.53
작업치료학 3.08±.32 3.24±.47
임상병리학 3.26±.35 3.46±.41

입학전형

수시(교과) 3.14±.35

4.200 .006** d>b

3.36±.49

.851 .466 n/a
수시(학생부종합전형) 3.12±.36 3.36±.52
수시(정원외전형) 3.23±.44 3.40±.36
정시전형 3.30±.35 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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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과 대학환경

적응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직업가치관은 학년(F=3.585,

p=0.02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환경적응은

학년(F=5.245, p=0.00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대

학생활적응간의 관계

학업성취도와 전공선택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

업성취도는 전공선택동기(r=.446, p<.001)와는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직업가치관(r=.255,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활적응(r=.391, p<.001)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4. Difference in work values, and campus life adjustment

표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N=495)

전공선택동기는 직업가치관(r=.354, p<.001)과 정적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활적응(r=.220, p<.001)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직업가치관은 대학생활

적응(r=.193,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5).

표5.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

Table 5. Correlation among academic achievement, major

selection motivation, work values, and campus life adjustment

**p<.001

Ⅳ. 논 의

보건계열학과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학업성취도를 확인하는 것은 대학생활의 적응을 높이

고 나아가 전공 및 대학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학과 대학생들의 대학생

활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시

도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결과에서 직업가치

관 점수는 3.6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계열학

과의 경우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학문의 특수성과 전문

성을 고려할 때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학부과정에 이르

기까지 사명감과 전공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라서 학업성취도와 직업가치관, 그

리고 대학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

의 나이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허성은

(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6]. 이는 전공에 대한

변수 항목
직업가치관 대학생활적응

M±SD F(t) p
사후

검증
M±SD F(t) p

사후

검증

성별
남 3.64±.52

-.686 .493
3.34±.50

1.595 .111
여 3.68±.51 3.68±.46

학년
1학년 3.59±.56

3.585 .028* c>a
3.18±.48

5.245 .006** b>a2학년 3.68±.48 3.31±.43
3학년 3.74±.47 3.34±.48

전공

간호학 3.68±.51

1.018 .397 n/a

3.25±.51

1.021 .396 n/a
물리치료학 3.74±.55 3.35±.50
치위생학 3.60±.55 3.29±.45
작업치료학 3.67±.51 3.26±.52
임상병리학 3.65±.41 3.22±.32

입학전

형

수시(교과) 3.65±.51

1.198 .310 n/a

3.27±.46

.134 .940 n/a
수시(학생부종합전형) 3.68±.52 3.30±.46
수시(정원외전형) 3.63±.37 3.30±.48
정시전형 3.78±.57 3.27±.52

학업성취도
전공선택

동기
직업가치관

대학생활

적응

학업성취도 1

전공선택동기 .446** 1

직업가치관 .255** .354** 1

대학생활적응 .391** .220** .1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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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지식이 높아질수록 대학생 스스로가 지각하는

학업성취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업가치관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고학년의 경우 직업가치관과 차이를 보인 장

경혜 2008의 연구와 유사하지만[17]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오지혜(2016)의 연

구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와는 상이하다[18].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인식이 고학년으로 갈수

록 높아져 대학에서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보건계열학과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문과

직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학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이 차이가 있었다. 이

는 간호대학생과 보건계열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정도

를 연구한 이미라, 전현숙(2015)의 연구와 유사하다[19]

대학생활적응의 경우 신입생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대학환경 및 학습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계열에 따라 전공선택동기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의 관

련요인을 연구한 정보연(2010)의 결과와 유사하다[1].

이는 보건계열학과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지혜(2016)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인데[18] 전공을 선택하는 동기에는 성별과 학년,

전공계열별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학생들의 선호도, 인식, 적성 등 포

괄적인 다양한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

요하다.

대학입학전형과 학업성취도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업성취도 점수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평균 3.12

점으로 가장 낮았고 정시전형의 경우 3.30으로 가장 높

았다. 정시전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교성적을 반영하

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성적 외 다양한 활동들을 중

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입학 시 학업 성적이 높은 학

생이 성취도에서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

여진다. 향후 대입선발전형에 관계없이 학업성취도 수

준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

학의 노력이 요구된다.

학업성취도는 전공선택동기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

내었고 직업가치관과도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연구인 박우정 최

바올(2020)의 연구와는 상이하지만[20] 자신의 전공선

택동기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경우 학업에 대한 노력과

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업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가진

학생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학업에 대한 열정

이 크게 작용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학

업성취도와 대학생확적응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 이 또한 대학교육의 목적이 학업성취도 향상이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으면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적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다.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은 정적상관관계로 나타

났다.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을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전공선택동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가치관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전공

을 선택하는 것은 그 직업가치관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공선택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원생의

직업가치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

전공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김안

나, 2015)이 있다는 결과와 동일하다[21]. 전공을 선택

하는 동기가 명확하고 그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될 때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직업가치관은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이는 윤지영(2014)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관련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2]. 보건계열학과의 경우 직업가

치관이 뚜렷하고 향후 진로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대학생활에서 적응을 저해하는 진로에 대한 고

민과 취업 등의 스트레스 요소가 타 전공에 비해 낮아

서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높고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

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대학생활적응이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전공선택동기 및 직업가치관을 강화하는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학업성취도와

대학생활적응을을 높일 수 있는 학생상담 및 지도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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