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대학생활은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로 사회환경의 변화

를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전공에 대한 학업성취를 

달성해야 하는 과정으로 대학생들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자유를 가지며 동료, 직업, 학업 등 학습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된다[1]. 또한 대학생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 받게 되고[2] 취업을 위한 전공공부

와 미래에 대한 준비 등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학업성취

가 취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업성취에 대해 민감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는 대학생활 적응, 진로개발 및 취업준비 

등의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관련성이 있다[3]. 치위생과 학생들은 

전공의 이론과 실습교과목 이수에 대한 부담,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 국가시험 합격에 대한 중압감을 경험하게 되며, 치위생

과 학생은 보건계열 학과의 특성상 성적이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학 후 대학생활에 적응은 물론 학업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학습 동기가 필요할 것이다.

학습 동기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에서 즐거움

을 느끼고 학습행동을 유지시키며, 학습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4].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학습자들이 모여 

있는 학습 환경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학습과정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학습 동기라는 실질적인 방법이 요구된다[5]. 

학습자의 내적 동기는 학습 목표와 학습 수행의 질을 높일 수 

있다[6]. 특히, 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습

에 대한 몰입도가 높으며[7],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학습유형

을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심리적인 기능을 한다[8]. 학습과정에서 

학습동기를 높이고 학습에 몰입하게 하여 학업성취를 달성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습몰입은 학생이 수업과 학습활동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최적의 심리상태이며, 수업에 집중함으로서 학업성취를 달성하

는 최적의 기능을 의미한다[9]. 또한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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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실천적 행동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되며[10], 학습몰입

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습지향적

인 학생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한다[11].

이와 같이 학업성취는 학습을 통한 학업의 결과로 교수학습과

정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이념과 목표가 구체화되는 결과이면서

[12]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과정과 결과이고[13], 학생으로서 

과업달성의 평가기준이 되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기초가 된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학업성취도는 학업적인 요구의 성공적인 

성취에 대한 것으로 대학생의 자존감을 높이고 졸업 후 전공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4].

치과위생사는 다양한 환자를 접하는 전문직업인으로[5], 치과

위생사로서의 자존감은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과 개인의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치위생과 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선행연

구[5,13]와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6,14,15]가 

있었지만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동기, 학습몰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수학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A대학교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하였

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을 구두로 설명

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의수준 ⍺=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요인의 수 9개로 설정하여 산정하였을 때 최소 166명

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고 통계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2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23명의 참여자 중 불성실

한 응답을 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21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6문항, 학습동기 29문항, 학습몰입 

22문항, 학업성취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1)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연[16]이 수정⋅보완한 학습동기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고 4개 하위요인(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으로 

구성되었다. 역문항에 대한 점수는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구하

였기 때문에 높은 점수일수록 학습동기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

며, 신뢰도 Cronbach’s ⍺ = .921로 나타났다.

2)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연[16]이 수정⋅보완한 학습몰입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고, 5개 하위요인(학업과 인식의 통합, 학업과제 집중, 

명확한 학업목표, 과제와 능력의 조화, 시간감각의 왜곡)으로 

구성되었다. 높은 점수일수록 학습몰입의 수준이 우수함을 의미

하며, 신뢰도 Cronbach’s ⍺ = .880으로 나타났다.

2)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차[17]가 수정⋅보완한 인지학습척도를 사용하

였고 높은 점수일수록 학업성취도의 수준이 우수함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 = .86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

하였다. 대상자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습

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신뢰수준은 일반

적으로 95%를 채택하므로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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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

성취도

학년은 1학년 57명(26.6%), 2학년 70명(32.7%), 3학년 87명

(40.7%)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다가 30명(14.0%), 없다가 184명 

(86.0%)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는 인문계고등학교 168명(78.5%), 

특성화고등학교 42명(19.6%), 검정고시 3명(1.4%), 기타 1명(.5%)

로 나타났다. 입학 동기는 취업이 169명(79.0%), 적성이 8명(3.7%), 

타인의 권유 31명(14.5%), 기타 6명(2.8%)로 나타났다. 전공만

족도는 매우만족 11명(5.1%), 만족 93명(43.5%), 보통 102명

(47.7%), 불만족 8명(3.7%)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평점 4.0이상 

39명(18.2%), 평점 3.0이상 4.0미만 129명(60.3%), 평점 2.0이상 

3.0미만 40명(18.7%), 평점 2.0미만 6명(2.8%)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동기는 입학동기(F=9.516, p=.000), 

전공만족도(F=34.453, p=.000), 성적(F=3.172, p=.02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습몰입은 입학동기(F=5.268, p=.002), 

전공만족도(F=21.882,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성취도는 전공만족도(F=9.914, p=.000), 성적(F=3.982, p= 

.00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정도

대상자의 학습동기 평균은 5점 만점에 3.58±0.44점, 학습몰입은 

3.20±0.46점, 학업성취도는 3.20±0.4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습동기는 학습몰입(r=.694, p=.000)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Variable n(%)
Motivation for learning Learning flow Learning achievement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Grade 1st  57(26.6%) 3.57±0.48   .226 .798 3.17±0.46   .438 .646 3.09±0.52 2.098 .125

2nd  70(32.7%) 3.56±0.40 3.17±0.43 3.22±0.50

3rd  87(40.7%) 3.61±0.44 3.23±0.48 3.26±0.46

Religion Yes  30(14.0%) 3.45±0.48 -1.67 .095 3.25±0.51   .692 .490 3.24±0.48  .390 .697

No 184(86.0%) 3.60±0.43 3.19±0.45 3.20±0.50

Graduated 

high school

Academic high 

school
168(78.5%) 3.57±0.43   .810 .489 3.19±0.47  1.402 .243 3.20±0.52  .315 .815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42(19.6%) 3.62±0.45 3.20±0.36 3.24±0.36

Qualification 

exam
  3( 1.4%) 3.80±0.79 3.72±0.75 3.00±0.77

Etc.   1( 0.5%) 3.06 3.00 3.00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Employment 169(79.0%) 3.62±0.41  9.516 .000*** 3.24±0.44  5.268 .002** 3.23±0.48 2.457 .064

Aptitude   8( 3.7%) 4.02±0.54 3.41±0.64 3.36±0.49

Advice  31(14.5%) 3.28±0.38 2.97±0.38 3.06±0.50

Etc.   6( 2.8%) 3.31±0.50 2.80±0.56 2.83±0.63

Satisfaction on 

major

Very good  11( 5.1%) 4.26±0.31 34.453 .000*** 3.86±0.55 21.882 .000*** 3.50±0.64 9.914 .000***

Good  93(43.5%) 3.76±0.39 3.34±0.42 3.36±0.48

Middle 102(47.7%) 3.38±0.34 3.02±0.35 3.06±0.42

Bad   8( 3.7%) 3.12±0.35 2.86±0.48 2.81±0.56

Academic 

score

4.0≤  39(18.2%) 3.69±0.48  3.172 .025* 3.32±0.50  2.330 .075 3.26±0.42 3.982 .009**

3.0≤,<4.0 129(60.3%) 3.60±0.41 3.20±0.42 3.25±0.49

2.0≤,<3.0  40(18.7%) 3.45±0.44 3.09±0.47 3.07±0.47

<2.0   6( 2.8%) 3.24±0.56 2.96±0.66 2.66±0.75

Analysed by t-tset and the one-way ANOVA
*p < .05, **p < .01 ***p < .001

<Table 1> Subjective motivation for learning, learning flow and learning achie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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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업성취도(r=.590,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습

몰입은 학업성취도(r=.695,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4.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학업동기, 학습몰입을 독립변수로,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 1.887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

고, VIF는 1.927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은 50.1%이었다<Table 4>.

Ⅳ. 고찰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수학습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치위

생과 학생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파악하

고자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학습동기는 5점 만점에 3.58점으로 나타났으며, 일

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습 동기는 입학동기, 전공만족도,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입학동기가 적성인 경우의 학습동기

가 4.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적성에 맞게 전공

을 선택 한 경우의 학생은 대학생활에 적응력이 높고[18], 전공학

습에 대한 관심과 학습목표 달성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입학동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의 학습동기가 4.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이 

4.0점 이상에서 학습동기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전공수업 참여와 대학생활에 적극

적이고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19], 학습과 성적향상에 대한 흥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가 높으면 집중도가 높고 학습을 쉽게 수행함으로

써 성적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전공만족도와 성적이 보통수준 

이하인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습동기는 학습전략 선택과 학습방향 설정에 영향을 

주고 학습활동을 강화하여 학습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20]. 따라

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성적을 향상시킴으

로써 학습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교수법과 학습법향

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학습몰입은 5점 만점에 3.20점으로 나타났으며, 학

습동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학습몰입은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대학

Variables Min Max Mean±S.D

Motivation for 

learning
2.28 4.72 3.58±0.44

Learning flow 1.68 5.00 3.20±0.46

Learning 

achievement
1.44 5.00 3.20±0.49

<Table 2> Level of motivation for learning, learning flow and 

learning achievement

Variables B SE β t(p) TOL VIF

Constant .460 .202 2.280*

Learning flow .597 .073 .551  .000 .519 1.927

Motivation for learning .233 .075 .208  .002 .519 1.927

F(p) 107.763***

adj.    .501

Durbin-Watson   1.887

*
p<.05, **

p<.01, ***
p<.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about learning achievement

Variables 1 2 3

1 1

2 .694*** 1

3 .590*** .695*** 1

1: Motivation for learning, 2: Learning flow, 3: Learning achievement
*p < .05, **p < .01 ***p < .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motivation for learning, learning 

flow and learning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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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6]. 입학동기가 적성인 경우의 

학습몰입이 3.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동기와 

마찬가지로 치위생학이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학습목표 달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몰입은 

교수와의 신뢰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므로[21], 교수와의 면담기

회 확대, 교수와의 관계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학습몰

입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관련된 자신의 적성을 발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하는 경우의 

학습몰입이 3.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전공만

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높아 학습에 몰입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교수자의 관심과 격려

를 통해 학습몰입이 촉진되고 교수자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업 분위기에서 학습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22] 대학은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수업환경을 

제공하고 교수자는 시각적이고 활동적인 교수법을 개발할 필요

가 있으며, 학생들의 특성 및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상담과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5점 만점에 3.20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학업성취도는 전공만족도,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과 

만족도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와 유사

하였다[6].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의 학업성취도가 3.36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연구결과[23]와 일치하였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므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업성취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공만족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며[24], 치위생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학습법을 제공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다양한 전공 관련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전공만족도

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적의 경우 4.0점 이상에서 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김[25]의 연구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고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결과와 유

사한 결과이다.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교육적 학습을 통한 성과

[13]이며, 지식, 기술, 태도 및 성적 등의 성취를 의미한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의 특성과 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법을 적용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습동기는 학습몰입(r=.694, p=.000)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학업성취도(r=.590,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r=.695,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동기는 학습

몰입 (r=.258, p<.002)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성취도

(r=.567,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습몰입은 학업

성취도(r=.567,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같이 

나타났다[6]. 이는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습

동기와 학습몰입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은 

50.1%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이 38.9%인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6]. 

선행연구의 다른 변수로는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전략, 

주관적행복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

업만족도등이 있었다[11,13,14,24].

본 연구를 통해 치위생과 입학동기가 적성에 의한 경우와 

전공만족도,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결과와 학습

동기와 학습몰입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수설계 및 

학습전략 등을 개선하여 치위생과 학생들 학습동기, 학습몰입,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습동

기와 학습몰입을 유도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법과 학습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 연구대

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효과의 검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이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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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학습 동기는 3.58점, 학습몰입은 3.20점, 학업성취

도는 3.20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동기는 입학동기(F=9.516, 

p=.000), 전공만족도(F=34.453, p=.000), 성적(F=3.172, 

p=.025)에 따라, 학습몰입은 입학동기(F=5.268, p=.002), 

전공만족도(F=21.882, p=.000)에 따라, 학업성취도는 전

공만족도(F=9.914, p=.000), 성적(F=3.982, p=.009)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습동기(r=.590, p=.000) 및 학습몰입(r=.695, p=.000)은 

학업성취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이었고,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은 

50.1%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전공만족도 및 성적이 높은 경우에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을 높이

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법과 학습전략을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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