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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항공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적 적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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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the

Aviation-related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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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departments of aviation-related in the college are increased as the aviation

industry is rapidly expanded.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nd have differentiation, it

is emphasized for each department to manage and teach their students wel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self-efficacy and academic adjustment of aviation-related college

student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academic adjustment.

To achieve the objectives, it conducted a survey of aviation-related college students in C

university from Apr. 27th. 2015 to May. 22th. 2015. A total of 225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an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The result released that general self-efficacy was recognized higher at the department of

aviation operation than aviation maintenance and aviation service and social self-efficacy

was recognized higher at the department of aviation service than aviation maintenance and

aviation operation. Also general self-efficacy had an influence on the motivation, application

and performance and social self-efficacy affected motivation, performance and academic

environment.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would help to manage aviation-related

college students, develop their departments and provide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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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생활은 성인기의 시작임과 동시에 사회진출

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

어가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진로를 준비하

고 결정해야하는 인생 전반의 중요한 시기이다.

즉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생

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대인관계가

확장되고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른 학업적

환경 등의 영향으로 과도기적인 시기를 경험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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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1] 부적응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2] 정

체감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3].

따라서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성인으로

서의 역할을 배워나가기 위한 적응의 시간이 필요

하며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적응을 위해 개인의 특

성과 환경을 잘 조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대학

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지식을 배우는

곳으로서 사회에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대학

생활의 여러 가지 적응 중 학업적 적응은 매우 중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업적 적응이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대한 적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서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행동 및 태

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4]. 따라서 학업적 적응은

학생의 학업수행 및 학업성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져왔다. 학업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개

념인 개인 내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1, 5, 6, 7].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성

격적인 변인, 개인의 통제성향 등은 학업에 적응

하는 정도를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고 밝히고 있다.

그 중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개념인 자기효

능감은 학문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다[8, 9, 10, 11]. 자기효능

감이란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

에 대한 믿음으로서[12] 구체적인 과제나 목표에

대한 믿음과 긴밀하게 관련되어져 있음에 따라

학문적 연관성과도 긴밀히 연결되어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 내적

변인들 중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항공계열 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선행연

구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최근 항공산업분야의 급성장과 함께 항공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내의 항공관련학과들이 증

가함에 따라 대학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항공관련학과들은 항공운항 10곳, 항공정비

9곳, 항공서비스 53곳 그 외에도 항공전자, 항공

정보통신, 항공우주공학, 항공기계설비, 항공부품

재료, 항공교통물류, 항공소프트웨어 등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학과들이 운영되고 있다[13]. 이에

따라 대학들은 학과 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차별화된 방식으로 학과내실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학생을 잘 가르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관련학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개

인 내적변인[14] 및 학업적 적응을 다룬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것도 항공서비스 전공에

만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계

열 학과인 항공운항, 항공정비, 항공서비스 전공

의 대학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확장하여 자기효능

감 및 학업적 적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항공관련학과 학생들의 내적 변인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학생지도 및 관리

에 도움을 주어 학과 내실화 방안에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

념으로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부딪혔을 때 일정한 수준으로 일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을 의미한다[15]. 즉 특정

한 과제를 수행할 시, 또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에게 요구되는 행

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

이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임과 동시

에 판단이다.

Bandura[12]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인

지이론의 한 영역이다. 그는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

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은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유도하며 낮은 수준의 자기

효능감은 회피성향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또

한 Heale & Griffin[16]은 어떠한 활동이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인지할 때 회피성향이

나타나며 반대로 그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

을 믿을 때 목표지향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

였다. 따라서 개인이 인지한 개인에 대한 믿음

즉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과제나 목표에 대한

믿음과 긴밀하게 관련되어있다.

Bandura[15]는 자기효능이론에서 효능기대

(efficacy expectancy)와 결과기대(outcome

expectancy)에 대한 개념을 제안하였다. 효능기대

란 어떠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행동을 개인이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이며

결과기대는 특정한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개인의 추측이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결과기대가 있다할 지라도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인 효능기대가 없다면 행동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효능기대에 대한

인지인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유도하는 내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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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동시에 행동을 유발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동기 및 성과를 예견하는 강력한

요인이며[17] 특히 Gore[18]는 대학생의 성과를

예측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언급

하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은 자기효능감의

강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Valentine, DuBois, & Cooper[11]는 자기효능감

이 동기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학문적 성과를 결

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Pajares & Johnson[8]도 높은 학업성취성과를 보

이는 학생들에게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다는

평가가 보고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학문적 수행 및 성과와

깊은 관련을 가지며 학문적 적응을 측정할 때 가

장 효과적인 척도의 하나로 간주되어진다[9]. 특히

자기효능감은 도전적인 과제의 수행 시 개인의 인

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Chermers, Hu & Garcia[10]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개인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상황 속에서 과제를 위협적인 것이 아닌 도전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며 상황적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성취하려는 동기가 지속적으로 나타

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자기효능감과 학문적 연관성에 관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졌다. 이유리·김남중

[19]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적

성적수준이 높고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수준

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숙정[20]은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학습몰입과 학업성

취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활적응에도 유의한 영

향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홍계옥·강혜

원[21]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

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 적응에 미치

는 영향이 상당히 높다고 제시하였다. 유은주·김

순구·심선녀[22]는 미용전공계열의 대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적 적응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최효

진·이은주[23]는 간호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통해 학

업적 적응을 내포하는 개념인 대학생활적응이 높

게 나타남을 밝혀냈다. 또한 장희옥[24]은 무용전

공계열의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학과적

응의 하위요인 중 학습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기효

능감은 어떠한 행동을 수행할 때 성공적으로 이

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임과 동시에 판

단으로서 지식과 학문을 습득하려는 동기를 증가

시켜 학업적 성취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적인 내적 동기원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2.2 학업적 적응

Schlossberg[25]는 적응이란 “한 개인이 전환

(transition)에 완전히 몰두되어진 상태에서 전환

을 개인의 삶에 통합하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으

로 정의하였다. 적응은 심리학적 과정으로서 한

개인이 새로운 상황을 받아드리고 그 상황과 자

신의 삶의 통합이 요구되어지는 전환기를 겪을

때 발생한다. Lazarus & Folkman[26]은 적응을

잘하는 개인은 새로운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였다.

적응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며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과정이다[27, 28]. 특히 대학이라는 환경

의 요구에 대처하는 반응을 대학생활적응이라고

하며 Baker & Siryk[29]은 이를 학업적 적응

(academic adjustment),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 개인-정서적 적응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대학기관에 대

한 지지(institutional attachment)의 4가지 분류를

통해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그 중 학업적 적

응이란 학생이 학업적 요구에 적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업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며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 및 학문적 노력과 충실도

등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하였다. 즉 학업적 적응

은 학습능력 이상을 의미하며 학업에 대한 행동

및 태도와 관련이 있는 확대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Baker & Siryk[29]은 학업적 적응을 다시 동기화

(motivation), 적용(application), 수행(performance),

학업적 환경(academic environment)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동기화란 학업 및 교육에 대한 목적 및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대학공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인지하고 대학공부와 학과공부에 대한 흥

미 및 가치 등을 포함한다. 적용은 동기화가 학업으

로 전환되어 학업에 노력하고 몰입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것이며 수행이란 학업적 노력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학업적 환경이란 대학의

학업적 환경을 구성하는 교과과정, 교수진, 개인의

학업상태 등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율과 책임을 수반하는 대학에서의 학업적 적

응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물들어있는 우리

나라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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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어짐에 따라 학업적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졌다. 김은정[2]은 개인 내적

변인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기가치에

대한 믿음이 학업적 적응을 예측해주는 변인이라

고 제시하였고 박선영[5]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

치개념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학업적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보라·김미애·이기학[6]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인 온정, 사교성, 긍정적 정서는 학업적 적응

을 포함한 대학생활적응의 주요변수임을 제시하

였고 이수진[7]은 사회적 유대감과 자율성이 학업

적 적응을 예측해주는 변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현숙·정경순[30]은 자신감, 자율성

및 동기를 높여주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업

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유혜승·김병석[31]은 인

지적 능력인 마인풀니스(mindfulness)와 개인 심

리 내적 변인인 자기통제력이 학업적 적응을 설

명해주는 변수라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 학업적 적응을 예측하

는 변인은 개인 내적 변인, 성격적 변인 그리고

개인의 통제성향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적응

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변수 가운데 자기 자신

에 대한 신념 및 평가개념인 자기효능감을 변수

로 선정하여 학업적 적응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

2.3 항공계열 전공학과

오늘날 관광수요의 증가와 세계화 추세가 빠르

게 진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장은 점

차 확대되고 있다. 항공산업 분야의 성장과 더불

어 국내에서는 항공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내의

항공관련 학과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

다. 진학사[13]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항공운항학

과는 전국 10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항공

정비학과 9곳, 항공서비스학과 53곳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항공전자, 항공정보통

신, 항공우주공학, 항공기계설비, 항공부품재료,

항공교통물류, 항공소프트웨어 등 항공과 관련된

학과들이 항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항공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항공관련학과를 계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한

국항공대, 한서대, 한국교통대, 극동대, 청주대,

초당대 등이 있으며 한국항공대, 한서대, 초당대

는 비행교육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항공계열

대학은 항공분야의 학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야별로 특화되어있는 학과를 통합하여 관리하

고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무적 이론에 바

탕을 둔 실용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32].

항공계열 학과의 학생 및 교육을 대상으로 진

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항공서비스학과 학생을 대

상으로 서비스교육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4]이 연구된 바 있으며, 항공교육서비스만족[33,

34], 항공서비스학과 교육요구도분석[35, 36] 등이

연구되었다.

이는 연구대상이 항공서비스학과에만 국한되어

진행되었으며 항공계열의 타 학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증가하는 항공계

열 학과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갖추기 위한 학과

내실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학생

관리 및 상담에 필요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계열 학생의 개인

내적변인 및 학업적 적응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

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학생

을 대상으로 개인 내적변인인 자기효능감 및 학

업적 적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학생관리 및

상담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학과 내실화 방안

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항공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

업적 적응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진행되었

다. 항공계열 전공별로 자기효능감 및 학업적 적

응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기효능

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

기효능감[37]이 학업적 적응의 하위요인인 동기화,

적용, 수행, 학업적 환경[29]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

각 알아보고자 한다. Pajares and Johnson[8],

Zimmerman[9], Valentine, DuBois and

Cooper[11]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함

께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동기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적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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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earch Model

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동기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적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측정도구

3.2.1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Bandura[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고 Sherer and Maddux[37]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항공계열 대

학생들이 인지하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한

다. Sherer and Maddux[37]의 자기효능감 척도

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인 일반적 자

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과 관련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문항

은 계획실행에 대한 확신, 자신에 대한 믿음, 어

려운 상황에서의 노력정도, 실패에 대한 극복태

도 등 총 9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측정문항은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

가가는 적극성, 사교성, 노력정도, 사교적 모임에

서의 어울림 정도 등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3.2.2 학업적 적응

본 연구에서는 Baker and Siryk[29]의 연구를

토대로 학업적 적응이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

업적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 및 태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Baker and Siryk[29]이 개발

한 대학생활적응 척도 중 학업적 적응 척도를 선

별하여 사용하였다. 학업적 적응 척도는 동기화,

적용, 수행, 학업적 환경의 4개의 하위척도로 구

성되어있다.

동기화는 대학에 다니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인식정도, 대학공부에 대한 가치, 흥미정도 등 3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적용은 학과공부에 대

한 충실도, 의욕정도, 강의출석의 성실도 등 총 3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행은 대학공부의 난이도

정도,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 시간의 효율적 활용

등 총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학업적 환경은 수강

과목 및 교수님에 대한 만족, 자신의 학업상황에

대한 만족 등 총 4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3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조사

대상자는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서비

스학과가 계열로 운영되고 있는 C대학의 항공계

열 재학생으로 1학년을 제외한 2, 3, 4학년을 선

정하여 진행하였다. 1학년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진행하고 경험한 시간이 비교적 짧아 학

업적 적응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어렵

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4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

입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포하

였으며 그 중 237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

답한 12부를 제외한 225부를 분석대상에 포함하

였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 18.0 통계패키지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

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일원배치분산분

석 등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52명(67.7%),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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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152 67.6

여 73 32.4

합계 225 100.0

연령

20세 이하 18 8.0

21세 90 40.0

22세 51 22.7

23세 49 21.8
24세 이상 17 7.6
합계 225 100.0

학년

2학년 105 47.7

3학년 65 28.9

4학년 55 24.4

합계 225 100.0

전공

항공운항 72 32.0

항공정비 83 36.9

항공서비스 70 31.1

합계 225 100.0

합계 225 100.0

Table 1. Demographics of respondents

요인 측정문항
성분

1 2

요인1

(일반적

자기

효능감)

복잡해 보이는 과제에 대한 도전 .810

포기하지 않는 태도 .776

어려움에 대해 회피하지 않음 .770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 .754

시작한 일에 대한 지속성 .713

계획수행에 대한 확신 .711

자신에 대한 믿음 .673

목표성취 경험 .659

계획의 즉각적 실행 .615

요인2

(사회적

자기

효능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어려움 정도
.807

사교성에 대한 확신 .757

친구를 사귀어보려는 노력 .748

처음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적극성 .725

사교적인 모임에서의 처신 .725

호감가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노력 .601

고유값 5.126 3.698

설명된 분산(%) 34.173 24.656

누적분산비율(%) 34.173 58.829

Cronbach's Alpha .902 .855

Table 2.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n self-efficacy

요인 측정문항
성분

1 2 3 4

요인1

(동기화)

대학에 다니는 이유와 목적 .864

학업적 목표의 명확성 .857

대학공부에 대한 흥미 .522

요인2

(적용)

학과공부에 대한 열심 .772

학업상태를잘해나가고있는상태 .770

Table 3.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n academic adjustment

이 73명(32.4%)으로 항공운항학과와 항공정비학

과의 특성상 남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구성비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

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1세(40.0%)의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 105명

(47.7), 3학년 65명(28.9%), 4학년 55명(24.4%)의

구성을 보였다. 전공별로는 항공운항 72명

(32.0%), 항공정비 83명(36.9%), 항공서비스 70명

(31.3%)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의 검증

4.2.1 자기효능감의 타당성 및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

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여

요인적재치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리고 고유값 1.0이상, 요인적재치 0.4이상을 기준

으로 변수를 선별하였다.

Table 2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요인분석결과이

며 설명된 총분산은 58.829%로 나타났다. 총 2개

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1은 일반적 자기효

능감, 요인2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명명하였

다. 각각의 Cronbach's ɑ 값은 .902와 .855로 나

타나 높은 신뢰도수준을 보이고 있다.

4.2.2 학업적 적응의 타당성 및 신뢰도분석

학업적 적응의 측정도구 타당성을 판별하기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성분분석

및 직교회전방식을 적용하였다. 고유값 1.0이상,

요인적재치 0.4이상을 기준으로 변수를 선별하였

으며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 4개의 요인

이 추출되었으며 설명된 총분산은 66.474%로 나

타났다. 요인1은 동기화, 요인2는 적용, 요인3은

수행, 요인4는 학업적 환경으로 명명하였으며 각

각의 Cronbach’s ɑ 값은 .779, .735, .750, .858로

신뢰도 수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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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부하려는 의욕 .748

요인3

(수행)

학업을해낼수있는능력에대한확신 .815

노력에 따른 학업성적 .715

학업의 난이도 .642

시험기간 중 시간활용성 .617

공부할 시 주의집중 정도 .575

요인4

(학업적

환경)

강의의 질에 대한 만족 .915

수강과목에 대한 만족 .884

강의하시는교수님에대한만족 .784

수강가능한강의수와종류에대한만족 .713

고유값 3.0812.448 2.322 2.120

설명된 분산(%) 14.13
6

15.47
9

16.32
0

20.53
9

누적분산비율(%) 14.13
6

29.61
5

45.93
5

66.47
4

Cronbach's Alpha .779 .735 .750 .858

종속변수
독립변수

적용

B
표준
오차

베타 t p

(상수) 2.961 .281 　 7.639 .000

일반적
자기효능감

.436 .080 .396 5.435*** .000

사회적

자기효능감
-.127 .074 -.125 -1.716 .088

R²=.122, Adj. R²=.115 F-value=15.487 p=.000
***p<.001

Table 6.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application

자기효능감 학업적 적응

일반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

자기

효능감

동기화 적용 수행
학업적

만족

일반적

자기효능감
1

사회적

자기효능감
.506*** 1

동기화 .425*** .505*** 1

적용 .333*** .075 .426*** 1

수행 .562*** .393*** .394*** .403*** 1

학업적 만족 .028 .162* .336*** .217*** .117 1

***p<.01, *p<.05

Table 4. The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4.3 항공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적 적응의 관계

4.3.1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검증

Table 4는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적응의 하위요인인 동기화,

적용, 수행은 유의확률 .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냈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동기화(p<.01),

수행(p<.01), 학업환경(p<.05)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적응에 미

치는 영향

항공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적응

의 하위요인인 동기화, 적용, 수행, 학업적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기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5는 자기효능감이 동

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분석

결과 설명력(R²)은 .294로 나타났으며 F값은

46.186(p=0.000)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수치를 보

였다. 일반적 효능감 및 사회적 효능감은 모두

유의확률 .001 이하로 동기화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동기화

B
표준
오차

베타 t p

(상수) 1.409 .263 　 5.357 .000

일반적
자기효능감

.262 .075 .228 3.486*** .001

사회적

자기효능감
.413 .069 .390 5.960*** .000

R²=.294, Adj. R²=.287, F-value=46.186 p=.000
***p<.001

Table 5.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motivation

Table 6은 자기효능감이 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설명력(R²)은 .122로 나

타났으며 F값은 15.487(p=0.000)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효능감은 유의확률 .001 이하로 적용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적용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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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수행

B
표준
오차

베타 t p

(상수) .856 .229 　 3.739 .000

일반적
자기효능감

.502 .065 .488 7.667*** .000

사회적

자기효능감
.138 .060 .146 2.296

*
.023

R²=.331, Adj. R²=.325 F-value=55.039 p=.000

***p<.001, *p<.05

Table 7.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performance

구분 요인 평균(M) 표준편차(SD)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3.66 .690

사회적

자기효능감
3.51 .749

전체 3.58 .719

Table 9. Means, standard deviations of

self-efficacy

구분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M SD M SD

전공

항공운항 3.78 .724 3.35 .880

항공정비 3.63 .719 3.54 .634

항공서비스 3.56 .604 3.63 .712

F-value(p) 1..849(.160) 2.615(.075)

Table 10. Difference of self-efficacy among

aviation-related majors

Table 7은 자기효능감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설명력(R²)은 .331

로 나타났으며 F값은 55.039(p=0.000)으로 유의미

한 통계적 수치를 보였다. 일반적 효능감(p<.001)

및 사회적 효능감(p<.05)은 적용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은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설명력(R²)은

.030으로 나타났으며 F값은 3.458(p=0.00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효능감은 유의확률 .01 이하로

학업적 환경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적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학업적 환경

B
표준
오차

베타 t p

(상수) 2.612 .348 　 7.507 .000

일반적
자기효능감

-.094 .099 -.072 -.944 .346

사회적

자기효능감
.238 .092 .199 2.595** .010

R²=.030, Adj. R²=.021 F-value=3.458 p=.033

**p<.01

Table 8.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academic environment

위와 같은 분석결과, 항공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적응 중 동기화, 적용, 수행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

났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적응 중 동기

화, 수행, 학업적 환경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

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4 항공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적 적응의 차이

4.4.1 자기효능감

항공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고 전

공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

으며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

다. Table 9는 전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

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M=3.66, 사회적 자기효

능감은 M=3.51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자기효능

감의 평균은 3.58로 나타났다.

Table 10은 항공계열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의 평균값은 항공운항(M=3.78), 항공정비

(M=3.65), 항공서비스(M=3.56) 순으로 나타났고

전공별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사회적 자기효능감

의 평균값은 항공서비스(M=3.65), 항공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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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54), 항공운항(M=3.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게 나타났다(p>.05).

4.4.2 학업적 적응

항공계열 대학생의 학업적 적응을 알아보고 전

공별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

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Duncan test를 실시하였

다. Table 11은 전반적인 학업적 적응 결과이다.

분석결과 항공계열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업적 적

응은 동기화(M=3.85), 적용(M=3.29), 수행

(M=3.18), 학업적 만족(3.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적응의 평균은 3.35로 나타났다.

구분 요인 평균(M) 표준편차(SD)

학업적

적응

동기화 3.85 .793

적용 3.29 .759

수행 3.18 .710

학업적 만족 3.10 .895

전체 3.35 .780

Table 11. Means, standard deviations of

academic adjustment

구분

학업적 적응

동기화 적용 수행 학업적 환경

M SD M SD M SD M SD

전공

항공

운항(a)
3.85 .913 3.45 .787 3.28 .768 2.57 .658

항공

정비(b)
3.84 .727 3.23 .757 3.22 .686 3.51 .737

항공

서비스(c)
3.74 .740 3.20 .718 3.02 .657 3.15 .714

F-value
(p)

.414

(.661)

2.316

(.101)

2.570

(.079)

26.582

(.000)***

***p<.001 Dunnett T3 : b>c>a

Table 12. Difference of academic

adjustment among aviation-related majors

Table 12는 전공에 따른 학업적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하위요인별로 동기화, 적용, 수

행의 평균값에서 항공운항 전공 학생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항공정비, 항공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학업적 환

경에서는 항공정비, 항공서비스, 항공운항의 순으

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항공

정비 전공 학생들이 항공운항 및 항공서비스 전

공 학생들보다 학업적 환경이 높게 나타났으며

항공서비스 전공 학생들이 항공운항 전공 학생들

보다 학업적 환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항공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적 적응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항공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적 적응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해 항공관련학과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및 학업

적 적응에 관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

능감은 학업적 적응의 하위요인 중 동기화, 적용,

수행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학

업적 환경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목표한

계획에 대한 확신 및 즉각적인 실행,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 및 태도를

지닌 학생들은 대학공부 및 학과공부에 흥미를

느껴 열심히 학업을 수행하고 학업적 목표 및 대

학에 다니는 이유가 명확하며 학업을 충분히 해

낼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계열 대학생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학과 차원

에서 학생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업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적응의 하위

요인 중 학업적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수강과목, 강의하시는 교수

님, 자신의 학업상황 등 학업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만족과는 상관관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

다. 학업적 환경은 최근 항공계열 대학생들이 학

교 및 학과를 선택할 시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

로 대학 및 학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한 필수요소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향후 학업적

환경의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영향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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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은 학업적 적응의 하위요인인 동기화, 수행,

학업적 환경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

났으며 적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교우관계에 있어서 적극

적이며 사교적인 학생들은 대학공부에 대한 흥미

가 있고 학업을 잘 수행해나가며 전반적인 강의

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학생지도 및 관리 시 학생들의 대인관계를 파

악하여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학업적 적

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적응 중

적용과는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이

보라·김미애·이기학[6], 이수진[7]의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분석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

이 C대학의 항공계열 대학생으로서 C대학 재학

생의 학업적 상황과 특수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되어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학교의 항공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화

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겠다.

셋째, 항공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

적 적응에 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항공운항, 항공정비, 항공서비스 순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항공

서비스, 항공정비, 항공운항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전공별로 학생을 선발할 때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운항학과는 학업

성적이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고 항공서

비스학과의 경우 향후 진로의 특성상 대인관계가

원만한 학생을 위주로 선발하는 특성이 있기 때

문이다. 향후 전공별로 학업및 대인관계기술을

균형있게 지닌 학생선발을 고려해야함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적 적응은 동기화, 적용, 수행에서 항공운

항, 항공정비, 항공서비스의 순으로 높게 인식되

었으나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그러나 학문적 환경에서는 항공정비, 항공

서비스, 항공운항의 순으로 높게 인식되었으며

인식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이는 학과별로 운영되는 교과목, 교수진, 실

습실 등의 환경적 요소가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수행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환경

적인 요소들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항

공계열 대학생을 적용하는 검토적 성격의 연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한 대학의 재

학생들로 제한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적응

에 미치는 결과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기 때문

에 이와 같은 결과를 밝히는 후속연구들이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

공계열 대학생이 실제 항공업계에서 종사할 경우

자기효능감이 직장생활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하여 연구를 확장해 보는 것도 의

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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