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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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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on self-determinat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dental hygiene students in colleges located in Busan.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with
the SPSS 25.0 program using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cademic adaptation (r=.687, p<0.01), social adaptation (r=.582,
p<0.01),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r=.410, p<0.01), and self-determination (r=.291, p<0.01). Among the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cademic adaptation (p<0.001), social adaptation (p<0.01), and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p<0.01) showed positive effects.
Conclusions: Programs at the departmental and college levels are needed to help dental hygiene students adapt successfully to college life
and to improve their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free will to decide their own academic and life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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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차원의 활동들이 필요하다. 적응이란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안정성과 사회적

우리나라의 교육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
며,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교육 풍토 속에 교육의
목표가 대학이 되어, 대학생들은 본인의 적성보다는 성적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 진학 후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학 자퇴자의 50%는 1학년 신입생 시기에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대학 1학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보고
가 있다[1][2]. 대학 시기는 성인 초기로 대학환경에서 단순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화와 인격 형성이 필요한 시기로
미래의 삶과 졸업 후 경험하는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자기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다[3][4]. 그러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대학생활에
적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어려움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
로 해결하여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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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및 규범에 따라 생활하기 편하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뜻하며
[5], 요즘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적응의
문제는 중요하며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의 성공과도 직결이
되고, 미래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기로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자기 생활을 관리하고 설계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한데 심리적인 자율성이 필요하며, 외적인 보상이나 처벌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이 아닌 자율적인 행동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기 결정성이 요구된다. Deci와 Ryan[6]은 자기결정성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내면화되어가는 과정이라 하였으
며,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무동기
와 외적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조절로 구분하였다.
무동기는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에 가치를 두지 않는 의지가 없는 상태이며, 외적조절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8 No. 1 March 2020

자기결정성이 가장 낮은 단계로 보상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방법을

행동하는 상태이다. 부과된 조절은 타인의 인정을 중요시하며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중 본인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나 행동을

의사에 따라 설문참여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없음

통하여 기쁨을 얻기보다 죄책감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행동

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시행되었다. 표본 크기는 G*power version

하는 경우이며, 확인된 조절은 스스로의 행동을 중요시 생각하며

3.1.9.2 program을 이용하였고,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

가치가 있다고 인식할 때 행동하는데 행동에 대한 즐거움과

력은 .95의 조건하에서 최소 표본 크기는 172명이고, 회수된

자기만족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

설문지는 187부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완전한 내면화의 상태는 아니다. 내적 조절은 가장 자율적이

총 178부를 본 연구에 최종 분석하였다.

며, 자기결정성이 높은 단계로 행동 자체에 만족이나 즐거움
때문에 행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정신적 측면과 타인과 사회집단을 연결하는 상호 보완적
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 김[7]은 대학 신입생의 자기결정성은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백과 김[8]은
자기결정성의 심리적 요구가 충족되면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정과 이[9]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힘인 자기결정성이 높은 경우 대학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대학생활 적응 측면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성 요인은 대학생활의 성패
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최신 치과임상 기술뿐만 아니라 치과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들과 접촉하면서 환경이나 행동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자기결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된 요인을 긍정
적 사고[10]과 셀프리더쉽 [11], 사회적지지 및 학업적 자기효능
감[12], 대인관계와 인성[13]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대학
생활적응과 자기결정성에 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스스로 학업 및 생활을 결정하는 자유의지인 자기결
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의
측정은 하선우[14]와 류정희[15]가 개발한 척도로 설문 문항을
근거하여 설문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활 적
응의 하위요인은 학업적응 23문항, 사회적응 17문항, 개인-정서
적응 15문항, 대학환경적응 12문항으로 총 67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의 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기결정성의 측정은 Ryan 등[6]이 개발한 척도로 설문문항
을 근거하여 설문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기결정
성의 하위요인은 외적조절 6문항, 부과된 조절 6문항, 확인된
조절 6문항, 내적조절 6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자기결정성 계산에
근거하여 합산하였다. 자기결정성 계산은 외적조절과 부과된 조
절은 음의 값으로 합산되고, 확인된 조절과 내적조절은 양의 값으
로 합산되었다. 동기유형을 합산한 산출방식은 RAI(Relative
Autonomy Index) = (외적 조절 * -2) + (부과된 조절 * -1) +
(확인된 조절 * 1)+ (내적 조절 * 2)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
였다[16][17]. 자기결정성이 높은 사람은 양의 값으로 나타날
것이고, 자기결정성이 낮은 사람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178부의 수집된 설문지 자료는 SPSS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자기기입식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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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이다. Cronbach’s α는 대학생활 적응 0.928, 대학생활 적응
영역별 하위요인은 학업적응 0.853, 사회적응 0.852, 개인-정서
적응 0.828, 대학환경적응 0.691로 나타났고, 자기결정성은
0.894, 자기결정성 영역별 하위요인은 외적조절 0.800, 부과된
조절 0.888, 확인된 조절 0.888, 내적조절 0.891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실시하였고, 대학생

다. 성적은 중 57.3%, 상 29.8%, 하 12.9% 순으로 나타났다.

활 적응, 자기결정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56.7%, 보통이다 39.3%, 만족하지 않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다 3.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결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학생활 적응 영역별의 하위요
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자기결정성 정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자기결정성 정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는 3.30점으로
나타났고, 대학생활 적응 영역별 하위요인은 대학환경적응 3.45
점, 사회적응 3.36점, 학업적응 3.27점, 개인-정서적응 3.09점

Ⅲ. 연구결과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 점수는 외적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조절을 RAI 산출방식으로 합산하여 3.18점으

1. 일반적 특성

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96.1%, 남성은 3.9%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44.9%, 3학년 21.3%, 1학년 18.5%, 4학년 15.2% 순으로 나타났

3.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과 자기결정성간의 상관
관계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과 자기결정성간의 상관관계에 대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업적응은 대학환경적응(r=.68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Categories
Female

Sex

Grade

Results

Major satisfaction

N

%

p<0.01), 사회적응(r=.683, p<0.01), 개인-정서적응(r=.547, p<0.01),

171

96.1

자기결정성(r=.441,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Male

7

3.9

1

33

18.5

사회적응은 대학환경적응(r=.582, p<0.01), 자기결정성(r=.466,

2

80

44.9

3

38

21.3

4

27

15.2

Top

53

29.8

Medium

102

57.3

Lower

23

12.9

Dissatisfaction

7

3.9

Average

70

39.3

Satisfaction

101

56.7

<Table 4>와 같다. 자기결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학생활

178

100.0

적응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Total

p<0.01), 개인-정서적응(r=.318,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
지고 있었다. 개인-정서적응은 대학환경적응(r=.410, p<0.01)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환경적응은 자기결정성
(r=.291, p<0.01)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4.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2>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determination degree of students
Classificati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Self-determination

variables

N=178
M±SD

Academic adaptation

3.27±0.53

Social adaption

3.36±0.54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3.09±0.65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3.45±0.54

Average

3.30±0.46

RAI

3.18±2.43

Self-determination RAI(Relative Autonomy Index) = (External control * -2) + (Imposed control * -1) + (Identified control * 1)+ (Internal control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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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determination
1

2

3

4

5

1

-

2

.683**

-

3

.547**

.318**

4

**

.687

**

.582

.410**

-

5

.441**

.466**

.071

.291**

-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
p<0.05, p<0.01
1: Academic adaptation 2: Social adaption 3: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4: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5: Self-determination

<Table 4> The influential factors of self-determination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B

S.E

constant

3.840

1.175

EXP(β)

p

Academic adaptation

1.945

0.513

0.422

<0.001***

Social adaption

1.347

0.413

0.297

0.001**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0.821

0.291

0.220

0.005**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0.379

0.410

0.085

0.357

0.001

***

p<0.001, **p<0.01
F=17.028, p<.001, Adj R2=0.269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실시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응(p<0.001), 사회적응(p<0.01), 개인-정서적응(p<0.01)순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자 시도되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항목은 대학환경적응,
사회적응,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는 5점 만점에 3.30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의 영역별 적응 정도는 대학환경적응

Ⅳ. 고찰 및 결론

3.45점, 사회적응 3.36점, 학업적응 3.27점, 개인-정서적응 3.09
점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박[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의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19년 통계청 자료[18]에 의하면
74.9%로 상당수의 청소년이 사회생활 이전의 단계인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대학 수업을 통해 소양과
지식을 쌓고, 대학 내에서의 다양한 대인관계 및 활동 등을 경험
하면서 사회적 성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대학은 학생들의 성인기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
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스스로 학업 및 생활을 결정하는 자유의지인 자기결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

20

전체점수는 3.19점으로 나타나 본연구보다 낮은 대학생활적응
도를 보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대학환경 적응 3.41점, 학업적응
3.11점, 사회적응 3.26점, 개인-정서 적응 3.11점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20]의 연구에서는 대학
생활적응 전체점수는 3.0점이었으며, 대학환경적응 3.2점, 사회
적응 3.1점, 학업적응 2.8점, 개인-정서적응 2.8점으로 본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 등[21]의 연구에서는 3.39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연구대상자들은 대학내의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학생활에 적응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외적조절, 부과된조절, 확인된조절, 내적조절로 구성된 자기

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과 학습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기

결정성은 3.18점으로 나타나, 박[19]의 연구 3.00점보다 다소

위한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였다. 유[26]는 대학생활적응을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22]의 연구 4.68점보다는 낮아

위한 대학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인

연구대상자들의 스스로 행동하고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정도를

멘토링, 공동체 활동, 세미나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자기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기 결정성과 관련된 심리 욕구인 자율성,

결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대학 차원의 노력과

유능성, 관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수업중 자기주도 학습방법

지원이 대학생들에게 구성원과의 유대감을 증진시켜 심리적인

중 하나인 온⋅오프라인 연계학습인 블랜디드 러닝(Blended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Learning)이나 문제중심의 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이 대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

학교육에 다양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성공적인

수업방법을 통하여 면대면 토론 및 모듬 활동과 같은 상호 보완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스스로 학업 및 생활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학습을 진행하며, 대인관계의 질을 높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성을 높일 수 있는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뒷받침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과 자기결정성간의 상관관계를 살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펴보면, 학업적응은 대학환경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자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

기결정성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응은 대학환경적

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과 관련 변수들

응, 자기결정성, 개인-정서적응 순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정서적응은 대학환경적응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환경적응은 자기결정성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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