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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of the stu-

dents in dental-hygiene practice classes on their self-efficacy and on their adaptation to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Methods :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dental-hygiene students in schools located in the Daegu region on

October 24-31, 2011. A total of 212 accomplished questionnaires were gathered as sources of final analytical dat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SPSS 19.0 program.

Results :

1. The students who had good personal relationships(p=.000) and who chose their major and school based on their

aptitude(p=.029) were found to have a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than those who did not have good personal

relationships and who did not choose their major and school based on their aptitude.

2. Self-confidence(p=.004), self-control efficacy(p=.000), mastery approach(p=.000), and performance

approach(p=.003) were found to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major adaptation while task difficulty prefer-

ence(p=.000)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ame.

3. Self-confidence(p=.004), self-control efficacy(p=.000), mastery approach(p=.000), and performance

approach(p=.045) were also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major satisfaction while task difficulty pref-

erence(p=.000)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ame.

4. Mastery approach(p=.000) in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while mastery avoidance(p=.001)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ame. Mastery avoidance showed the

greatest effect on self-confidence(p=.000) while mastery approach showed the greatest effect on self-control

efficacy(p=.000)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p=.000).

5. In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mastery approach(p=.000)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major adap-

tation while mastery avoidanc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ame. Meanwhile, with regard to self-

efficacy, self-control efficacy(p=.037)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p=.008)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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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계열 치위생과 대학의 실습수업에서 학생들이 어

떤 성취목표를 가지고 실습에 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실습수행능력에대한 기대와전공에대한 적응및 만족

도는 달라질 수 있다1). 따라서 학생들의 흥미/동기 및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개인차 변인들 중 성취목표지향

성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동기적 요인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라하였다2, 3). 

성취목표지향성은 개인의 동기적 특성으로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참여하려는 목적 또는 이유로 특히 숙달목

표가 학업성취도와 동기/흥미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하

였다4). 2X2 성취목표 구조의 각 목표는 접근 또는 회피

성향에 따라 타인과의 상대적인 유능성을 획득하려는

수행접근목표, 상대적인 무능력을 회피하려는 수행회피

목표, 과제의 숙달이나 능력의 발전을 달성하려는 숙달

접근목표, 자신의 능력이 감소하거나 숙달이나 학습에

실패할 부정적인 가능성을 회피하려는 숙달회피목표로

구분된다5).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

되는 행동을성공적으로수행할 수있다는 믿음또는 당

면한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기대감이다. 이

또한 동기와인지및 학습에 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과

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기능을 구조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 감으로 정의된다6~8).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

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의관련성이깊다고보고하였다9). 

또한 대학생활의적응은학업, 대인관계, 대학환경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발달과

미래의 사회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생

들이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

는 적응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10). 학생들의 전공

에 대한 선택의 이유로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적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전공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성취목표지향에 따른 치위생과 실습수업에 필요

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제시된 학습목표를

실습시간에 행해진 반복된 수행으로 학생들의 전공적응

및만족에미치는영향을검증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의목적은치위생과실습수업에서성취목

표지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치위생과 학생

들의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이전공적응및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위

생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전공만족

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근거자료로활용하고자본연구를시행하게되었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지역 소재하는 D대학 치위생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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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jor adaptation.

6. In the case of major satisfaction, mastery approach(p=.000) in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t, and in self-efficacy, self-control efficacy(p=.038)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p=.002)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it.

Conclusions : Accordingly, to raise the level of the dental-hygiene students’adaptation to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the students should be given appropriate tasks so that they can raise their mastery goal, and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raise their approach goal rather than their avoidance goal. In addition, the students should

be provided assistance in setting self-expectations and in developing confidence in their capabilities.(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1):167-177)

keyword :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major adaptation,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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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에치위생과실습관련강좌를수강하고있

는 재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질문지법으로

이루어졌으며, 2011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지 가운데 주요 항목의 결

측값으로 인해 연구에 이용할 수 없는 설문지 8부를 제

외시키고, 나머지 212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과 전공적응 및 만족,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3

가지 영역 총 5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에 관

하여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은 수업에 대한 개인의 성취목표를 측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김11)에 의해 타

당 화된 성취목표지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숙달-접

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목표지향성의 4

가지 요인에 각 5문항씩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실히 아니다(1점)’에서‘확실히 그렇다(5점)’의 5단

계 Likert 식 척도이다. 각 항목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

과, 숙달접근(Cronbach α=.77), 숙달회피(Cronbach α

=.84), 수행접근(Cronbach α=.83), 수행회피(Cron-

bach α=.84) 모든 영역에서척도의신뢰성을확인할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실습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고자 김과 차12)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

문항, 과제난이도선호 5문항의총 24문항으로구성되어

있으며, ‘확실히 아니다(1점)’, ‘상당히 아니다(2점)’,

‘약간 아니다(3점)’, ‘약간 그렇다(4점)’, ‘상당히 그렇

다(5점)’, ‘확실히 그렇다(6점)’의 6단계 Likert 식 척

도이다. 자신감 7문항과 과제난이도 선호 가운데 2문항

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신

뢰도분석 결과, 자신감(Cronbach α=.78), 자기조절효

능감(Cronbach α=.81), 과제난이도선호(Cronbach α

=.77) 모든영역에서척도의신뢰성이입증되었다. 

2.3. 통계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패키지

SPSS 19.0(SPSS 19.0KO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적응 및 만족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

술통계를 통하여 연구대상자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차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적응 및 만족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적응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통

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중회귀분

석을실시하였다.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적응

및 만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여학생 가운데 1학년이 39.6%, 2학년이

39.2%, 3학년이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66.0%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1.0%

가 대인관계가‘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66.5%의

대다수 학생들이‘취업률을 고려’하여 해당학과를 선택

하였다고 하였고, 24.1%가 전공에 적응을‘잘하고 있

다’고 응답한 반면에 3.3%는 전공에 적응을‘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 만족의 경우

41.5%가 본인의 전공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에, 3.8%가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3.2. 연구대상자의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성취목표지향성(5점 리커트

척도, 1=강한 부정, 5=강한 긍정), 자기효능감(6점 리커

트척도, 1=강한 부정, 6=강한 긍정)에 대한대상자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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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과전공적응및만족

구분 N %

성별 여 212 100.0

학년 1학년 84 39.6

2학년 83 39.2

3학년 45 21.2

종교 유 72 34.0

무 140 66.0

인관계 좋음 87 41.0

보통 123 58.0

나쁨 2 1.0

입학동기 취업률 고려 141 66.5

부모님∙교사∙선배 권유 37 17.5

적성 고려 24 11.3

기타 10 4.7

전공적응도 잘함 51 24.1

보통 154 72.6

못함 7 3.3

전공만족도 만족 88 41.5

보통 116 54.7

불만족 8 3.8

합계 212 100.0

표 2. 연구대상자의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취목표지향성 숙달접근 1.80 5.00 3.69 .57

숙달회피 1.00 5.00 3.20 .77

수행접근 1.40 5.00 3.55 .68

수행회피 1.00 5.00 3.09 .80

자기효능감 자신감 1.71 5.71 3.63 .76

자기조절효능감 2.25 5.00 3.86 .48

과제난이도선호 1.00 4.80 3.12 .70

전체 2.16 4.87 3.53 .46

성취목표지향성: 5점리커트척도(최소 1점, 최대 5점)

자기효능감: 6점리커트척도(최소 1점, 최대 6점)



균은 <표 2>와 같다.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영역인 숙

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의 경우 접근의

측면이 강하고, 회피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를 살펴보면,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난이도선호면은 상대

적으로낮은편으로나타났다. 

3.3.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지향

성, 자기효능감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

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라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

른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

을 한 결과, 숙달접근, 숙달회피 정도 모두 2학년, 3학

년들에비해 1학년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3.4.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와 입학동기에 따

른 전공적응 및 전공만족

대인관계 및 입학동기와 전공적응 및 만족간의 관계

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대인관계와전공적응 및 만

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입학동기와 전공만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전공적응과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학동기에 있어 적성을 고려

하여 전공을선택한경우 그렇지않은학생에 비해전공

만족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3.5.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전공적응

및 만족 간의 상관관계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전공적응 및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가운데 자신감의 경우 숙달회피

(r=-.30), 수행회피(r=-.19)와 부적상관관계를 보인 반

면에, 전공적응도(r=.20), 전공만족도(r=.20)와 정적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조절효능감의 경우 숙달접근

(r=.56), 수행접근(r=.25), 전공적응도(r=.29), 전공만

족도(r=.28)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과제난이도선호의 경우 숙달접근(r=.41)과 정

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공적응도

(r=-.32) 전공만족도(r=-.32)와 부적상관관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숙달접근과 수행접근에서 전공적응도(r=.33, r=.37),

전공만족도(r=.21, r=14)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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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학년에따른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학년 F

1학년 2학년 3학년

성취목표 지향성 숙달접근 3.86(±0.54)b 3.56(±0.56)a 3.62(±0.55)a 6.95**

숙달회피 3.41(±0.79)b 3.04(±0.71)a 3.10(±0.78)a 5.38**

수행접근 3.70(±0.73) 3.46(±0.65) 3.47(±0.59) 3.09*

수행회피 3.10(±0.81) 3.00(±0.84) 3.23(±0.70) 1.11

자기효능감 자신감 3.65(±.070)1) 3.75(±0.73) 3.41(±0.84) 2.94

자기조절효능감 3.85(±0.43) 3.87(±0.52) 3.86(±0.51) 0.05

과제난이도선호 3.13(±0.73) 3.14(±0.69) 3.07(±0.61) 0.16

전체 3.54(±0.43) 3.59(±0.49) 3.45(±0.44) 1.37

1) 평균±표준편차, *p<.05 **p<.01
a, b는 사후분석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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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자의대인관계와입학동기에따른전공적응및전공만족

대인관계 χ2

좋음 보통·나쁨 df

p

전공적응도 잘함 37 14 χ2=27.56

(42.5%) (11.2%) df=1

보통∙못함 50 111 p=.00

(57.5%) (88.8%)

전공만족도 만족 46 42 χ2=7.85

(52.9%) (33.6%) df=1

보통∙불만족 41 83 p=.01

(47.1%) (66.4%)

입학동기 χ2

취업률 부모님 적성 고려 기타 df

고려 교사 p

선배권유

전공적응도 잘함 30 10 10 1 χ2=5.93

(21.3%) (27.0%) (41.7%) (10.0%) df=3

보통∙못함 111 27 14 9 p=.12

(78.7%) (73.0%) (58.3%) (90.0%)

전공만족도 만족 53 13 18 4 χ2=12.61

(37.6%) (35.1%) (75.0%) (40.0%) df=3

보통∙불만족 88 24 6 6 p=.01

(62.4%) (64.9%) (25.0%) (60.0%)

p-값은χ2-검정결과임

표 5.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전공적응및만족간의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 자신감 1

2. 자기조절효능감 .22** 1

3. 과제난이도선호 .27*** .31*** 1

4. 숙달접근 .09 .56*** .41*** 1

5. 수행접근 -.30*** .10 .08 .37*** 1

6. 수행접근 -.11 .25*** .06 .50*** .44*** 1

7. 수행회피 -.19** .10 -.07 .18* .46*** .56*** 1

8. 전공적응도 .20** .29*** -.32*** .33*** -.03 .21** .08 1

9. 전공만족도 .20** .28*** -.32*** .37*** .06 .14* -.01 .55*** 1

*p<.05  **p<.01  ***p<.001

각변수간의관련성을피어슨(pearson)의적률상관계수(r)를통해확인



3.6.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성취목표지향

성 하부요인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영역

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신감 R2=.14, 자기조절효능감 R2=.32, 과

제난이도선호 R2=.19). 이 가운데 숙달접근과 숙달회피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대학생

들의 자신감에는 숙달회피(β=-.35), 숙달접근(β=.23)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들의 자

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에는 숙달접근(자기조

절효능감 β=.61, 과제난이도선호 β=.48)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전체 자기효능

감에는 숙달접근(β=.58), 숙달회피(β=-.24) 순으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숙달접근 정도가 높을

수록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숙달회피 정

도가 낮을수록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있다. 

3.7. 전공적응에 영향을 주는 성취목표지향

성, 자기효능감 하부요인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전공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성

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전공적응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취목표지향성

R2=.11, 자기효능감 R2=.14). 이들의 하위요소 가운데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 숙달접근, 숙달회피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성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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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기효능감에영향을주는성취목표지향성하부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F R2 수정된 R2

자신감 (상수) 3.91 11.13*** 8.13*** .14 .12

숙달접근 .30 .23 2.92**

숙달회피 -.34 -.35 -4.44***

수행접근 -.04 -.04 -.43

수행회피 -.05 -.06 -.67

자기조절 (상수) 2.18 10.90*** 24.36*** .32 .31

효능감 숙달접근 .52 .61 8.72***

숙달회피 -.09 -.15 -2.11

수행접근 -.02 -.03 -.39

수행회피 .05 .08 1.04

과제난이도선호 (상수) 1.67 5.33*** 12.08*** .19 .17

숙달접근 .59 .48 6.30***

숙달회피 .00 .00 .01

수행접근 -.14 -.14 -1.53

수행회피 -.07 -.08 -1.03

자기효능감 (상수) 2.58 13.19*** 19.35*** .27 .23

숙달접근 .47 .58 8.06***

숙달회피 -.14 -.24 -3.36**

수행접근 -.07 -.10 -1.20

수행회피 -.03 -.05 -.60

*p<.05  **p<.01  ***p<.001



표지향성을 살펴보면, 전공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의 경

우그렇지못한학생에비해숙달접근정도가강하고, 숙

달회피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β=.30, β=-.20).

다음으로자기효능감을살펴보면, 전공에적응을잘하는

학생의경우그렇지못한학생에비해자기조절효능감이

높고, 과제난이도선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

=.15, β=.19) 즉, 숙달접근, 숙달회피,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순으로 대학생들의 전공 적응에 영향을

주는것으로나타났다.

3.8.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는 성취목표지향

성, 자기효능감 하부요인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제

시된 바와 같이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은 대학생

들의 전공만족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목표지향성 R2=.12, 자기효능감 R2=.15). 이들의

하위요소 가운데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 숙

달접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성취목표지향성을살펴보면, 자신의전공에만족을하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숙달접근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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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공적응에영향을주는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하부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F R2 수정된 R2

전공적응 (상수) -.45 -2.18* 6.04*** .11 .09

숙달접근 .23 .30 3.79***

숙달회피 -.11 -.20 -2.56*

수행접근 .05 .08 .87

수행회피 .01 .01 .12

전공적응 (상수) -.84 -3.39** 7.89*** .14 .12

자신감 .06 .10 1.48

자기조절효능감 .13 .15 2.10*

과제난이도선호 .12 .19 2.67**

표 8. 전공만족에영향을주는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하부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F R2 수정된 R2

전공만족 (상수) -.36 -1.52 7.03*** .12 .10

숙달접근 .32 .37 4.61***

숙달회피 -.03 -.05 -.60

수행접근 -.03 -.04 -.44

수행회피 -.07 -.11 -1.29

전공만족 (상수) .70 2.23** 11.95*** .15 .14

자신감 .07 .10 1.44

자기조절효능감 .22 .19 2.75**

과제난이도선호 .19 .24 3.40**

*p<.05  **p<.01  ***p<.001

*p<.05  **p<.01  ***p<.001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β=.37).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자신의 전공에 만족을 하는 학생의 경우 그렇

지 못한 학생에 비해 자기조절효능감이 높고, 과제난이

도선호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β=.19, β=.24). 즉,

숙달접근,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효능감순으로대학

생들의전공만족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년, 대인관계, 입

학동기 등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전공적

응 및 만족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

취목표지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치위생과

학생들의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이전공적응및만

족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분석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

근에 있어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접근은 1학년들이 다른 학년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숙달회피와 수행접근에 있어

서도 숙달접근과 마찬가지로 1학년들이 다른 학년에 비

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

라 숙달목표가 감소된다는 소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한편, 각학년에서전반적으로숙달접근정도가가장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보건계열학과인작업치료학

과 학생을 대상의 황과 노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치위생과신입생대상에서수행회피가나머지성취

목표지향성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온임14)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 즉,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

성은 회피목표에 비해 접근목표가 더 높게 나타나 긍정

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학년, 대인관계, 입학동기 등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상대적으로 3학년들의 경우 2학년들에 비하여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감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3학년들이 저학년

들에비해경쟁이더욱치열해지게되고, 경쟁을통해순

위가 결정 지워지기도 하고, 외부 임상실습을 통한 스트

레스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국가고시및임상취업에대한불안감이반영되어

일시적으로자신감이위축되고, 자기효능감이낮아질수

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전공적응및만족의경우대인관계와입학동기에따라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15), 임 등16)의 치위생과 학생들의 입학동기에 따

른 전공만족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즉,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들의 경우 전공에 대한 적응과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학동기에 있어 적성을 고려

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전공에 대한 불만이 없

으며, 상대적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또는 입학동

기 등은 그들의 학업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예상된다.

성취목표지향성과자기효능감, 전공적응및만족간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

도선호와 숙달접근, 숙달접근과 전공적응 및 만족이 높

은정적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172명

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1)의 결과와 소2)

의 의대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안과 김17)의 의

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성취목표지향과 학문적 효능감

사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일치하였다. 뿐만

아니라자기효능감의하위변인들모두와전공적응및만

족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과자기조절효능감은전공적응및만

족과 정적 상관관계를, 과제난이도선호는 전공적응 및

만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변인들 가운데서는 숙달접근과 수행접근이 전공적

응및만족과정적상관관계를나타냈다. 한편,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성취목표지향성의 영향력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등

은 본 연구에 있어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27% 설명으로, 17% 설명하였다는 김1)의 연구결과와 비

슷하다. 치위생과학생들의자기효능감에미치는성취목

표지향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신감에는 숙달회피가

미치는영향력이가장높았고, 자기조절효능감과과제난

이도선호에는숙달접근이미치는영향력이가장높았다.

즉, 숙달접근 정도가 높을수록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이높아지고, 숙달회피정도가낮을수록치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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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자기효능감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실패

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획득하려는 의

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

이도선호 정도가 높아져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수있다.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적응에 대

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성취목표지향성의경

우전공적응을 11%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의경우전공

적응을 14% 설명하였으며, 강18)의 연구에서 이공계 대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전공적응의 16.4%로 설명되어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 전공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의 경

우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숙달회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 정도가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성취목표지향성과자기효능

감에따른전공만족에대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

과,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전공만족을 12% 설명하였

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15% 설명하였다. 전공에 만족하

는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숙달접

근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자기조절효능감과과제난

이도선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숙달목표는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

공적응 및 만족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달성 및 획득에 대한 욕구에 자신에 대한 기대감,

자기능력에 대한 확신감 등이 더해져 수업에 대한 흥미

를 유발하게 되고, 학업성취도를 높여 전공에 대한 적응

및만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예상된다.

즉,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은 나아가

학생들의 전공적응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들에게 적절한 과제를 제공하여 숙달목표를 높일 수 있

도록 하여야 하고, 회피목표보다는 접근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자기 스

스로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줄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

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을 보완한 추후 연구의 진행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전공 적응과 만족에 대한 세

부 항목을 설정하여 각 하위변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

감이 전공적응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로분

석을실시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

효능감에따른전공적응및만족을알아보고자대구지역

소재한 D대학을 선정하여 치위생과 1, 2, 3학년 212명

을대상으로조사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1.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숙달접근(p=.001), 숙달회

피(p=.005), 수행접근(p=.048)에있어타학년에비

하여 1학년의 성취목표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전공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

3. 대인관계(p=.000)가 좋고, 입학동기(p=.029)에 있

어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그

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것으로나타났다.

4. 자신감(p=.004), 자기조절효능감(p=.000), 숙달접

근(p=.000), 수행접근(p=.003)은 전공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과제난이도선호(p=.000)

는 전공적응과부적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

났다.

5. 전공만족 또한 자신감(p=.004), 자기조절효능감

(p=.000), 숙달접근(p=.000), 수행접근(p=.045)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과제난이도선호

(p=.000)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6. 성취목표지향성 가운데 숙달접근(p=.000)은 자기

효능감에 정적영향, 숙달회피(p=.001)는 자기효능

감에부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자

신감(p=.000)에는 숙달회피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

장 높았고, 자기조절효능감(p=.000)과 과제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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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p=.000)에는 숙달접근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

장높았다.

7. 성취목표지향성에 있어 숙달접근(p=.000)은 전공

적응에 정적영향, 숙달회피(p=.011)는 전공적응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효

능감에 있어 자기조절효능감(p=.037)과 과제난이

도선호(p=.008)는 전공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8. 전공만족의경우, 성취목표지향성가운데숙달접근

(p=.000)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기효능감 가운데 자기조절효능감(p=.038)과

과제난이도선호(p=.002)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나타났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통해치위생과학생들의전공에대

한 적응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수행에 있어

선택의폭을넓게하여, 실패에대한부담감을줄여주고,

긍정적이고구체적인피드백을통해성공에대한기대감

과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실습수업에 활용이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것을제안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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