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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 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of freshmen majoring in health science.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22, 2020 to 24 targeting 181 freshmen majoring in dental hygiene, dental technology,
health adminstra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20.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for college life adaptation was 3.33±.47, self-efficacy was 3.22±.68, communication ability was 3.49±.49, major
satisfaction was 3.45±.59.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justment self-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Factors influenc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were personality,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Conclu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llege life adjustment program that can enhance positive personality, self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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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 그리고 대인관계 등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수동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반면,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대학 환경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1],
대학생활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응이다. 대학생 시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성숙과 적응은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활 과정에서 겪는 새로운 변화와 그에 대한 적응은 대학생
들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2].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시
절과 다른 환경과 역할변화로 인해 적응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생이 되는 자체가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있다[3].
대학생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능동적이고
책임감을 지닌 사회인으로 역할을 기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결정하는 전공의 선택과 장래에 대한 대비, 새로운 대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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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5]. 특히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의 양상
이 달라진다[6].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1].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도전으로 여기고 도전목표를 설정하며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7].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을 때는
체념이 빠르며, 실망하기 쉽고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
게 된다[8].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대학생활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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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18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사
소통이 무엇보다 요구된다[9].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는
대인 스트레스가 적게 나타난다고 한다[10]. 보건계열 학생들은
졸업 후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의료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춘 보건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여러 유형의
환자들을 만나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높은 자기효능감과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에 불만족 할수록 중도탈락 또는 학교 이동계획이
높아지고[11], 스스로가 선택한 학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진
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12].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도는 평균적으로 중간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좋을
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1,14-15] 주로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인은 주로 스트레스이며, 의사소통유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5문항, 대학생활 적응 25문항,
자기효능감 24문항, 의사소통능력 25문항, 전공만족도 1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Baker와 Siryk이 제작한 대학생활적응도검
사(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를
손[16]이 재인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5개의 하위요인을 포함
25개의 문항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학업 적응(5
문항), 사회 적응(5문항), 개인 정서 적응(5문항), 신체 적응(5문
항), 대학 애착(5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척도로 표기하게 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879이고, 하위항목의
신뢰도는 학업적 적응 .688, 사회적 적응 .574, 정서적 적응 .788,
신체적 적응 .511, 대학에 대한 애착 .766 이었다.

형 외에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를 변인으로 수행된

2) 자기효능감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은 차정은(1996)이 개발한 척도를 김[17]이 수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

보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24개의

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은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5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표기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전체 신뢰도

Ⅱ. 연구방법

Cronbach’s α는 .877이고, 하위항목의 신뢰도는 자신감 .843,
자기조절 효능감 .868, 과제난이도 선호 .770 이었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에 소재한 J대학의 치위생과, 치기공과, 보건행
*

정과 1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G power
Ver3.1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양측검정으로 효과크
기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를 적용하여 172명을 산출하
여 2020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전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 후 회수하였
다. 전체 22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중 불충분한 응답이나

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Navran(1967)이 개발한 PCI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의 내용을 최[18]이 성인들에게 알맞
게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 대학생들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언어적 의사소통(20문항), 비언어적 의사소통(5문항)으로
총 2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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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이고, 하위항목의 신뢰도는 언어적 의사소통 .883, 비언어

확인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 의사소통 .748 이었다.

대학생활 적응,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였고, Scheffe

4) 전공만족도

test로 사후 검정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과 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를 박[19]이 대학생들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신입생들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17개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관련변수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전공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교과 만족도) 4문항, 전공학과 학문
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일반 만족도) 2문항, 수업내용

Ⅲ. 연구결과

및 난이도에 대한 만족(수업 만족도) 3문항, 교수-학생 관계에
대한 만족(관계 만족도) 4문항,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인식 만족도) 4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전혀 아니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48이고, 하위항목의 신뢰도는 교과만족 .862, 일반만족 .762,
수업만족 .837, 관계만족 .903, 인식만족 .828 이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 133명(73.5%), 남 48명(26.5%)이었
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51명(28.2%),
300~400만원 미만 61명(33.7%), 400~500만원 미만 28명
(15.5%), 500만원 이상 41명(22.7%)이었다. 성격은 매우 긍정적
29명(16.0%), 긍정적 140명(77.3%), 부정적 12명(6.6%)이었다.
학과 선택동기는 취미와 적성이 맞아서 22명(12.2%), 주변의

3. 자료분석

권유로 64명(35.4%), 입시성적에 맞춰서 22명(12.2%), 취업이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잘 될 거 같아서 73명(40.3%)이었다. 거주형태는 본가 125명

며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69.1%), 기숙사 40명(22.1%), 자취 16명(8.8%)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n

%

133

73.5

Gender

Female
Male

48

26.5

Monthly income (KRW10,000)

200~300

51

28.2

300~400

61

33.7

400~500

28

15.5

≥500

41

22.7

Personality

Very positive
Positive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Total

18

16.0
77.3

Negative

12

6.6

Aptitude and hobbies

22

12.2

Suggestion of surroundings

64

35.4

High school grade

22

12.2

Employment guarantee
Residences

29
140

73

40.3

125

69.1

Dormitory

40

22.1

Self-boarding

16

8.8

181

100.0

Hom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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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자기효능감, 의사소
통능력, 전공만족도 정도

4. 대학생활 적응,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
족도 상관관계

대학생활 적응은 5점 만점에 3.33점 이었다.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적응은 자기효능감(r=.517), 의사소통능력(r=.409),

5점 만점에 3.12점 이었고,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49점

전공만족도(r=.673)와 정적상관이 있었다<Table 4>.

이었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5점 이었다<Table 2>.

5.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차이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격(F=11.84, p<.001),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과선택동기(F=3.72, p=.013) 이었다.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보

성격-매우 긍정적(β=.43, p<.001), 학과선택동기-취미/적성

이는 특성은 성격(F=16.30, p<.001) 이었고, 의사소통능력에 차

(β=.20, p=.034) 이었다. 모형1의 설명력은 14.4% 이었다

이를 보이는 특성은 월평균소득(F=4.80, p=.003), 성격(F=11.52,

(F=5.88, p<.001, R2=.144).

p<.001) 이었다. 전공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월평균소

모형2에 추가된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중

득(F=5.22, p=.002), 성격(F=20.87, p<.001), 학과 선택동기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

(F=8.47, p<.001), 거주형태(F=4.68, p=.010) 이었다<Table 3>.

(β=.28, p<.001), 전공만족도(β=.55, p<.001) 이었다. 모형2의
설명력은 52.7%이었다(F=23.96, p<.001, R2=.527)<Table 5>.

<Table 2> College life adjustment, Self 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Variable
College life adjustment

Self 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Total

Min

Max

Mean±SD

Academic adaptation

1.00

4.60

2.95±.60

Social adaptation

1.40

5.00

3.44±.57

Emotional adaptation

1.40

5.00

3.60±.72

Physical adaptation

1.20

4.80

3.21±.57

Attachment to the college

1.00

5.00

3.28±.61

Total

1.24

4.52

3.33±.47

Confidence

1.43

5.00

3.22±.68

Self-regulating effect

1.92

5.00

3.30±.47

Prefer task difficulty level

1.00

4.20

2.56±.59

Total

1.92

4.67

3.12±.42

Verbal communication

1.55

4.95

3.48±.49

Non-verbal communication

2.00

5.00

3.52±.59

Total

1.64

4.96

3.49±.49

Satisfaction of the curriculum

1.00

5.00

3.42±.65

General satisfaction

1.00

5.00

3.37±.69

Satisfaction in class

1.00

5.00

3.40±.70

Relational satisfaction

1.25

5.00

3.43±.71

Recognitional satisfaction

2.00

5.00

3.56±.69

1.71

5.00

3.45±.59

19

20

a

a
b

c

Self-boarding

Dormitory

b

Home house

a

Employment guaranteed

High school grade

c

Suggestion of surroundings

Aptitude and hobbies

3.44±.41

3.23±.43

3.35±.49

3.32±.44

3.17±.34

3.30±.52

3.62±.45

3.06±.38

Negativec

Analysed by t-tset and the one-way ANOVA
* a>b>c : scheffe test

Residences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Personality

3.28±.44

3.68±.51

Positiveb

Very positive

≥500

3.30±.47

1.51

3.72

11.84

.224

a>c

.013

a>b,c

<.001

3.17±.42

3.05±.42

3.13±.41

3.12±.40

3.03±.39

3.08±.44

3.33±.39

2.78±.32

3.08±.38

3.45±.42

3.22±.50

3.10±.42

3.12±.35

3.50±.42

d

200~300
3.06±.40

.197

3.15±.36

3.11±.43

Mean±SD

3.27±.39

1.58

.518

p
(Scheffe)

3.33±.58

3.36±.55

Male

-.52

t/F

b
Monthly income 300~400
(KRW10,000)
400~500c

3.32±.44

Female

Mean±SD

.83

2.45

16.30

1.30

-.65

t/F

.436

.065

a>b>c

<.001

.275

.519

p
(Scheffe)

Self efficacy

a

Gender

Variable

College life adjustment

3.66±.50

3.46±.40

3.47±.51

3.49±.48

3.40±.39

3.45±.54

3.70±.43

3.17±.25

3.44±.47

3.83±.50

3.73±.49

3.47±.42

3.42±.44

3.38±.52

3.41±.53

3.52±.47

Mean±SD

1.13

1.85

11.52

4.80

1.29

t/F

.326

.140

a>b,c

<.001

d>a,b

.003

.198

p
(Scheffe)

Communication ability

<Table 3>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life adjustment,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Self efficacy

3.86±.71

3.35±.64

3.43±.54

3.47±.48

3.13±.49

3.37±.67

3.94±.51

3.06±.46

3.37±.52

4.01±.63

3.60±.61

3.73±.57

3.37±.48

3.27±.65

3.37±.57

3.48±.60

Mean±SD

4.68

8.47

20.87

5.22

1.04

t/F

c>a,b

.010

a>b,c,d

<.001

a>b,c

<.001

c>a,b

.002

.302

p
(Scheffe)

Majo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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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College Life adjustment,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Self Esteem
1

2

3

1

1

2

.517**

1

3

.409**

.446**

1

4

.673**

.406**

447**

4

1

1: College life adjustment, 2: Self efficacy, 3: Communication ability, 4: Major satisfaction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Model 1
(Constant)

B

SE

2.97

.15

β

Model 2
t

p

B

SE

19.85

<.001

.68

.25

β

t

p

2.72

.007

Personality
Very positive

.56

.16

.43

3.58

<.001

-.05

.13

-.03

-.35

.726

Positive

.22

.13

.19

1.60

.110

-.02

.10

-.02

-.17

.866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 Aptitude and hobbies

.30

.14

.20

2.14

.034

-.02

.11

-.01

-.15

.880

- Suggestion of surrounding

.07

.11

.07

.60

.548

.00

.08

.00

.02

.985

- Employment guarantee

.10

.11

.11

.94

.348

-.04

.08

-.04

-.43

.671

.32

.07

.28

4.55

<.001

Self 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04

.06

.05

.73

.464

Major satisfaction

.44

.05

.55

8.42

<.001

R2

.144

.527

F(p)

5.88(<.001)

23.96(<.001)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Durbin-Watson=1.938, Tolerance=.276~.708, VIF=1.412~3.621

Ⅳ. 고찰 및 결론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3.33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3.12점, 전공만족도는 3.45점, 의사소통능력은 3.49점이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대학과 교육기관들은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부적응
신입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중도 탈락율은 2015년 4.97%, 2016년
5.10%, 2017년 5.1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토탈락의
사유는 자퇴가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타났다[20].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최 등[2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을 잘 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하였다[22].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자기효능감의 하위항목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이 높은 경우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한다고 나타났다. 특히 보건계열 학생들은
졸업 후 전문지식과 임상기술을 가진 보건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대학시절에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과프로그램이
있다면 대학생활 적응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졸업 후 임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 상황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자신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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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격-매우 긍정적, 학과선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새로운 동료, 교수 등과의 관계를 성공

택 동기-취미/적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였다. 양[27]의 연구

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의사

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애착,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이

소통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정서

미치게 된다. 대학생활 적응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결과에 제시하지

는 의사소통을 통해 표출되므로[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

는 않았지만 각 변수의 하위항목별 차이에서 긍정적 성격을

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교내 상담소

가지 학생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의사소통능력이 높고 대학

활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을 보면, 성격에서

긍정적 성격 일수록, 취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할수록,

매우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순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민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이[23]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성격유형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기

잘하였다. 한[28] 등의 연구에 따르면 4주간 대학 신입생들을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아를 가질 수 있도록

대상으로 리더쉽 캠프, 전공몰입교육,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실시한 결과 대학 신입생들의 학업동기가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적응 영향요인은 성격, 학과선택 동기로, 성격은 매우 긍정적이

미국의 뉴욕 대학[29]에서는 신입생이 온라인에서 오리엔테이션

긍정적과 부정적보다 높았고 학과선택 동기는 취미와 적성이

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오리엔테이션

맞아서가 입시성적에 맞아서 보다 높았다. 이 등[24]의 연구에서

관련 사이트를 통해 상담교수, 선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도 학과적응을 잘 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또한 자신

학위에 관한 기본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오리엔테이

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전공 선택은 전공에 대한

션 리더를 통해 학교생활과 등록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심감이 높아진다고 하였

한다. 또한 신입생 세미나(New Student Seminar, SAHS-UE 1)를

다[25]. 이러한 결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전공 선택이

통해 대학생의 역할을 탐색하고 선택한 분양에서 전문 연구를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텍사스 대학[30]의 경우

습득과 진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스스로 적성과

신입생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여 학업성취를 위한

취미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경우 학과공부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필요한 자원을 정보를 제공하거나,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되고, 흥미를 가지고 학업에 열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 단대별 모임, 학업 상담, 캠퍼

성적을 받을 수 있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

스 이용 안내(캠퍼스 투어), 수학평가, 이브닝 소셜 액티비티,

다. 그러므로 대학 입시 기간에 학과 선택 시 본인의 적성과

학생증 발급, 재정 지원 관련 정보, 수강신청 등의 내용을 제공받

취미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할

을 수 있다. 이처럼 미국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을 사전에 경험하면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결속력을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자기효능감,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와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보건계열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 성격

결과는 김 등[26]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양

을 가질 수 있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보건계열

워크숍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과과정 중 자기효능감과

학생들은 졸업 후 전문가로서 맡겨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학교육에 활용하

믿음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학과실습과목이나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끝으로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의 보건계열 신입생들을 편의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추출하여 시행하였기에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일반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높아져 자기효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화를 위해 후속 연구에는 다양한 지역의 보건계열 대학

보건계열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추후 본 연구를 통해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대학생활

확인된 성격, 전공 선택동기,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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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계열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8.
11. Jeon MJ, Noh EK: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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