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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of emergency medical students.

Methods : A total of 209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tudent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after 

receiving the informed consent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Results :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of the subjects were above mean 

average. Higher correlations existed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of the subjects, and th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sub-factors of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the subjects 

had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efficacy. The self-confidence 

among sub-factors in the academic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sub-factors.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e study subj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ttitude of self-directed learning, In particular, self-efficacy and confidence of the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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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sub-factors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b-factors, attitudes and self-directed 

learning.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al programs. 

This will be effective in managing the knowledge, informati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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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진학한 대

학은 한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겪

게 되는 시기로, 학습에 있어서도 초·중·고 시

기와는 다르게 자기주도적이며, 자기통제적인 학

습의 자율성이 요구된다[1,2]. 이러한 요구에 부적

절하게 대응시 전공교과 학습의 부진으로 대학생

활에 흥미를 잃게 되어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거나 

졸업 후 취업가능성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3]. 반면 잘 적응한 학생은 학업성적의 향상과 원

만한 대인관계 유지 및 개인 성장에 밑거름이 되

어 목표로 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4]. 따

라서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해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학

습과정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학습 태도

의 형성이 필요하다.

좋은 학습 태도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힘

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에 대

한 효능감이 높아야 하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

도록 학습목표를 조절·통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한다[5].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떤 일을 하

든지 자신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내어 도전

적으로 공부를 하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끈기가 있다[6]. 또한 학업을 보다 성공적으

로 수행할 뿐 아니라 도전에 실패하거나 공부할 

내용이 어려워도 금방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노

력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일에 대해서도 긍

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공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게 된다[7,8].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필요와 학습요구를 진단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

로[9]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함께 학업의 성취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3].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0]가 제시한 자기

효능감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개인이 스스로 상황

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말한다[5]. 즉,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그렇지 않는 학

습자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일 뿐만 아니라[6], 개인의 목표설정, 시간조절

에 있어 더 나은 학습전략을 가지며 새로운 상황

에서 학습자가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8]. 이상과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미래 

학업과정의 성취도를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예측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선행연구 

논문[5,11,12]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일부 간호학 전공 대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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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였고[13],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현대 사회의 의료 환경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체계의 변화로 전문적인 지식, 임상수행능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학업에 대한 자

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알아보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지도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

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알아보고 학업적 자

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알아본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알아본다.

3)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응급구조학 전

공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상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2개 대학의 응급구

조과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학생 209명이었다. 자

료수집 방법으로는 2011년 9월 05일 각 학년별 3

명씩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에서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모호한 문항 내용은 응급구조

과 교수 2인, 인문사회계열 교수 2인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본 연구자와 지

도교수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하고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자기기입식으로 기록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 수집

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한 204

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5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28문항,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32문항 등 총 65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구체적인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업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

구는 Kim과 Park[14]이 개발하여 표준화한 도구

로 총 28문항, 세 개의 하위요인(자신감, 자기조

절, 과제난이도 선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Likert식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8점

에서 최고 14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역산 처리하였다. Kim과 

park[14]의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74~.84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적인 

Cronbach's α값은 .947이었다. 하부요인은 자신

감 .907, 자기조절 효능감 .904, 과제난이도 선호 

.882이었다.

2) 자기주도  학습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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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of subjects             (N=204)

Academic self-efficacy M SD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learning
M SD

Task difficulty preference
Self-control efficacy

Self-confidence

2.94
2.85
3.34

.69

.72

.85

Attachment to learning
Self-innovation as learner

Openness to challenge
Curiosity about learning

Self-understanding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learning

3.19
3.16
3.19
3.31
3.30
3.32

.70

.65

.59

.77

.76

.77

Total academic self-efficacy 3.03 .65
Total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learning
3.21 .59

는 Guglielmino[15]가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 준

비도 척도(SDL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Lee[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2문항, 

여섯 개의 하위요인(학습애착,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

에 대한 책임수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32점에서 최

고 1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의미

의 일관성을 위해 역산 처리하였다. Lee[5]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값은 .81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950이었다. 

하부요인은 학습 애착 .883, 자기 확신 .851, 도전

에 대한 개방성 .774, 학습에 대한 호기심 .793, 

자기이해 .634,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587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sion 19.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차이는 t-test, 

ANOVA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자의 학업  자기효능감과 자

기주도  학습태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Table 1>과 같다. 먼

저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5점 만

점에 3.03점이며, 하위요인에서는 자신감이 3.34

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과제난이도 선호 2.94점, 자기조절 효능감 2.85점 

순이었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평균은 5점 만

점에 3.21점이고, 하위요인에서는 학습에 대한 책

임수용이 3.3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고, 다음으로 학습에 대한 호기심 3.31점, 자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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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subjects'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N=204)

Characteri
stics

Category n(%)

Task difficulty 
preference 

Self-control 
efficacy

Self-
confidence

Total 

M(SD)

Grade

1st
2nd
3rd

70(34.3)
68(33.3)
66(32.4)

2.91(.68)
2.92(.67)
2.98(.74)

2.81(.74)
2.85(.74)
2.88(.70)

3.37(.83)
3.31(.85)
3.35(.88)

3.01(.62)
3.01(.66)
3.06(.69)

F(p) 224(.799) 179(.836) 106(.900) 114(.893)

Gender

Male
Female

129(63.2)
75(36.8)

3.03(.60)
2.77(.81)

2.93(.65)
2.69(.81)

3.53(.76)
3.01(.90)

3.15(.55)
2.82(.75)

t(p) 2.482(.014) 2.183(.031) 4.411(.000) 3.344(.001)

Age
(years)

Under 21
Above 21 

106(52.0)
98(48.0)

2.82(.74)
3.06(.63)

2.75(.78)
2.95(.65)

3.23(.86)
3.47(.82)

2.92(.69)
3.14(.59)

t(p) -2.434(.016) -1.937(.054) -2.023(.044) -2.455(.015)

Type of 
residence

Home
Dormitory, 

boarding house
Self, relatives

106(52.0)
34(16.7)

64(31.4)

2.82(.68) a
3.14(.66) b

3.01(.72) c

2.73(.73) a
3.05(.73) b

2.94(.68) c

3.27(.85)
3.58(.82)

3.33(.86)

2.92(.66) a
3.24(.60) b

3.08(.64) c

F(p)
Scheffe

3.351(.037)
a<c<b

3.445(.034)
a<c<b

1.773(.172) 3.503(.032)
a<c<b

High
school
type

General school
Graduate school

124(60.8)
80(39.2)

3.15(.60)
2.61(.71)

3.08(.55)
2.48(.80)

3.60(.72)
2.94(.88)

3.26(.47)
2.66(.72)

t(p) 5.589(.000) 5.931(.000) 5.633(.000) 6.554(.000)

해 3.30점, 학습에 대한 애착과 도전에 대한 개방

성 3.19점, 학습자로서 자기 확신 3.16점 순으로 6

개의 하부요인 모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

타내었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업

 자기효능감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학

년별로는 1학년 34.3%, 2학년 33.3%, 3학년 

32.4%이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63.2%, 여자는 

36.8%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21세 이상이 52.0%, 

21세 미만이 48.0%였으며, 거주형태에 대해 자신

의 집에서 사는 경우가 52.0%, 자취 및 기타가 

31.4%, 기숙사 및 하숙이 16.7%를 차지하였다. 출

신고교 유형에서는 인문계가 60.8%, 실업계는 

39.2%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살펴보면<Table 2> 학년을 제

외한 성별(t=3.344, p< .001)과 나이(t=-2.455, 

p=.015), 거주형태(F=3.503, p=.032), 출신고교 

유형(t=6.554, p<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감(3.53±0.76), 과제난이도(3.03 

±0.60), 자기조절 효능감(2.93±0.65)에서 평균 

점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나이에서는 ‘21세 이상’인 

경우가 ‘21세 미만’보다 자신감(3.47± 0.82)과 과

제난이도 선호(3.06±0.63)에서 평균점수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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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b l e  3. S e l f - d i r e c t e d  l e a r n i n g  a t t i t u d e  a c c o r d i n g  t o  s u b j e c t s '  d e m o g r a p h i c a l  c h a r a c t e r i s t i c 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y

Attachment 
Learning

Self-innovation 
Learner

Openness 
challenge

Curiosity 
learning

Self-under‐ 
standing

Acceptance 
responsibility 

learning
Total 

M(SD)

Grade

1st
2nd
3rd

3.07(.66)a
3.14(.70)b
3.36(.72)c

3.06(.63)
3.21(.71)
3.21(.60)

3.09(.55)
3.22(.63)
3.28(.58)

3.32(.80)
3.34(.82)
3.25(.69)

3.30(.78)
3.30(.83)
3.30(.67)

3.38(.78)
3.19(.83)
3.39(.68)

3.18(.56)
3.22(.62)
3.29(.59)

F(p)
Scheffe

3.284(.039)
a<b<c

1.134(.324) 1.754(.176) .231(.794) 000(1.000) 1.405(.248) 1.072(.344)

Gender

Male
Female

3.28(.63)
3.03(.78)

3.28(.55)
2.94(.74)

3.33(.51)
2.96(.65)

3.41(.69)
3.12(.87)

3.38(.71)
3.17(.84)

3.47(.69)
3.05(.83)

3.33(.50)
3.01(.68)

t(p) 2.362(.020) 3.490(.001) 4.214(.000) 2.603(.010) 1.941(.054) 3.881(.000) 3.505(.001)

Age
(years)

Under 21
Above 21 

3.05(.72)
3.34(.65)

3.05(.66)
3.27(.62)

3.06(.61)
3.34(.54)

3.28(.80)
3.33(.74)

3.24(.79)
3.37(.73)

3.22(.79)
3.43(.74)

3.10(.60)
3.33(.56)

t(p) -3.030(.003) -2.467(.014) -3.546(.000) -.425(.671) -1.189(.236) -1.975(.045) -2.780(.006)

Type of 
residence

Home
Dormitory, 

boarding house
Self, relatives

3.09(.67)
3.25(.53)

3.31(.80)

3.06(.61)
3.18(.67)

3.37(.67)

3.11(.60)
3.35(.60)

3.25(.55)

3.22(.71)
3.47(.77)

3.36(.87)

3.19(.74)
3.34(.81)

3.47(.76)

3.26(.82)
3.34(.70)

3.41(.72)

3.12(.58)
3.30(.55)

3.32(.61)

F(p) 2.191(.114) 3.006(.052) 2.665(.072) 1.546(.216) 2.795(.063) .737(.480) 2.677(.071)

High
school
type

General school
graduate school

3.39(.59)
2.88(.74)

3.35(.51)
2.85(.72)

3.38(.44)
2.91(.68)

3.51(.66)
2.99(.82)

3.47(.63)
3.04(.87)

3.54(.62)
2.97(.85)

3.41(.42)
2.91(.68)

t(p) 5.371(.000) 5.428(.000) 5.492(.000) 4.767(.000) 3.760(.000) 5.227(.000) 5.824(.000)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는 ‘기숙사 및 하숙’을 하는 

경우가 ‘자취 및 기타’나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보

다 과제난이도 선호(3.14±0.66)와 자기조절 효능

감(3.05±0.73)이 높았다. 출신고교 유형에서는 

‘인문계’를 졸업한 경우가 ‘실업계나 기타’ 보다 자

기조절 효능감(3.80±0.55), 자신감(3.60±0.72), 

과제난이도 선호(3.15±0.60)가 높게 나타났다.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

주도  학습태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살펴보면 <Table 3> 학년

과 거주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별

(t=3.505, p< .001), 나이(t=-2.780, p=.006), 

출신고교 유형(t=5.824, p< .001)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하위요인에서는 학년의 경우 사후검

정 결과 3학년(3.36±0.72), 2학년(3.14±0.70), 1

학년(3.07±0.66) 순으로 학습에 대한 애착이 높

았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습에 대

한 책임수용(3.47±0.69), 학습에 대한 호기심

(3.41±0.69), 도전에 대한 개방성(3.33±0.51), 

학습에 대한 애착(3.28±0.63), 학습자로서 자기 

확신(3.28±0.55)이 높았다. 나이에서는 ‘21세 이

상’에서 ‘21세 미만’보다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3.43±0.74), 애착(3.34±0.65), 도전에 대한 개

방성(3.34±0.54), 학습자로서 자기 확신(3.27± 

0.62)이 높았다. 거주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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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N=204)

a b c d e f g h i j k

a 1.000

b .725* 1.000

c .597* .575* 1.000

d .894* .878* .835* 1.000

e .644* .676* .559* .720* 1.000

f .541* .704* .535* .680* .785* 1.000

g .681* .709* .663* .787* .734* .755* 1.000

h .544* .606* .533* .645* .674* .687* .734* 1.000

i .400* .578* .494* .562* .625* .679* .607* .559* 1.000

j .463* .592* .456* .578* .647* .699* .617* .521* .592* 1.000

k .668* .764* .642* .794* .908* .919* .893* .822* .743* .752* 1.000

*p<.001
a: Task difficulty preference, b: Self-control efficacy, c: Self-confidence, d: Total academic Self-efficacy, e: 
Attachment to learning, f: Self-innovation as learner, g: Openness to challenge, h: Curiosity about learning, I: 
Self-understanding, j: Total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learning

Table 5.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Variables B S.E Beta t p R2 Adjusted R2

Constant 1.059 .117  9.060 .000

Self-control efficacy .418 .051 .511 8.169 .000 .584 .582

Self-confidence .184 .037 .265 4.942 .000 .645 .642

Task difficulty 
preference

.118 .054 .139 2.184 .030 .654 .649

있는 변수는 없었고, 출신고교 유형에서는 ‘인문

계’에서 ‘실업계 및 기타’보다 학습에 대한 책임수

용(3.54±0.62), 학습에 대한 호기심(3.51±0.66), 

자기이해(3.47±0.63), 학습에 대한 애착(3.39± 

0.59), 도전에 대한 개방성(3.38±.044), 학습자

로서 자기 확신(3.35±0.51) 등의 모든 하위요인

에서 높았다.

4. 학업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의 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학업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미치는 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

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절차로 

잔차에 대한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 

Watson 값은 1.779이였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는 0.72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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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검정 결과 공차한계는 .201~.303이였고, 

VIF값은 3.296~4.96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

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5>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조절 효능감(t=8.169, p<.001)으로 설명력은 

58.4%였고, 다음으로 자신감(t=4.942, p<.001), 

과제난이도 선호(t=2.184, p=.030) 순으로 전체

적인 설명력은 65.4%였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일부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파악

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결

과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평균은 1~5점 범위에서 3.03점으로 중간 이상

이었다. 이 결과는 평생학습기관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Joo와 Jeon[16]의 연구에서 평균 

3.21점,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5]의 연구에서 

3.40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와 Choi[17]의 연구에서 장애학생 2.95점, 비

장애학생 3.15점으로 나타나 학제와 지역, 대상자

간에 차이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별과 나

이, 거주형태, 고교 졸업 형태로 구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1세 이상이 20세 미만보다, 기숙사 및 하숙이 자

취 및 기타나 자택보다, 인문계를 졸업한 경우가 

실업계 및 기타를 졸업한 경우 보다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이유로, 최근

에 남학생들이 응급구조과에 많이 입학하면서 스

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학업에 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

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

는 판단으로[18], Lee[5]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업성취 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공

에 대한 흥미나 관심에 의해 지원하기 보다는 수

능성적에 맞추거나 보건계열이 취업이 잘된다고 

막연히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외재적 동기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찾아내려는 상담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

기조절 효능감 2.85점, 과제난이도 선호 2.94점, 

자신감 3.34점으로 Lee[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조절 효능감 3.55점, 자신감 

3.43점, 과제난이도 선호 3.24점과 치의학전문대

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Chae[19]의 연구에서도 자

기조절 효능감 37.4점, 과제수준 선호 35.8점, 자

신감 31.61점으로 이를 비교해 볼 때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인 

자신감은 비교적 높지만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수준 선호와 자기 판단과 같

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

한 자기조절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

였다. Park[20]은 자기조절학습이란 학습목표 설

정, 목표실행과정에서의 인지, 동기 및 행동을 점

검하고, 조절하고, 모니터링, 통제하려고 하는 적

극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Kim[21]은 자기조

절학습전략 훈련프로그램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학습이 가져다줄 미래의 결과

를 예측하고 스스로 동기화되어 행동하게 함으로

써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졸업 후 병원 전 상황에서 환자의 신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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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병력조사 등을 통하여 추정진단을 내리고 응

급처치를 제공하여야 할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자기조절학습 전략 

향상 프로그램이 성별과 학생의 수준에 맞게 다양

하게 연구되어짐과 동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평균은 1~5점 범위에서 

3.21점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이 결과는 서울, 경

기 소재 4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

용한 Lee[5]의 연구에서 평균 3.44점, Joo와 

Jeon[16]의 연구에서 3.42점, G광역시 3년제 전

문대학 학생 대상인 Park[22]의 연구에서 평균 

3.46점,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23]의 

연구에서 평균 3.51점 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자

기주도적 학습태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1세 

이상이 20세 미만보다, 인문계를 졸업한 경우가 

실업계 및 기타보다 높았다. No[24]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교서열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

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높

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

다. 20세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대학 1학년으로 

고등학교까지의 수동적인 교육에 의존한 교육방법

에 익숙한 상태이고, 21세 이상이면서 남학생의 

경우는 학습의 자율성 경험이 있는 상급생이고 군

대를 다녀온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학

습에 대한 애착 3.19점, 학습자로서 자기 확신 3.16

점, 도전에 대한 개방성 3.19점, 학습에 대한 호기

심 3.31점, 자기이해 3.30점, 학습에 대한 책임수

용 3.32점으로 중간 이상이기는 하나 Park[22]과 

Lee[5]의 연구에서 보다는 낮은 점수로 지역과 전

공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체계적인 변

인으로 보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

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학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성

취한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전 과정을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하며[25]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갖추어져 

있으면 대학생활에서 학업효과가 높아질 뿐만 아니

라 취업가능성과 대인관계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개별화된 증상과 징후를 가진 

대상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인 응급구조학을 전공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해결 상황에

서 정확하게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

별화된 교육방법이나 통합된 임상 재현형 실습의 

반복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뮬레이션

(Simulation)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r=.794)를 보였고 하위요인들 

간에도 모두 양의 상관관계(r=.400~.919)를 보였

다. 이 결과는 Lee[15]의 4년제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r=.520), Joo와 Jeon[16]의 성

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r=.557)에서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

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r=.764), Zim‐
merman과 Martinez-Pons[26]연구의 사회인지

적 관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가장 중요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이었다는 연구결과

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Guglielmino[15]의 자

기주도적 학습태도는 학습에 대한 애착과 자기확

신, 호기심, 개방성, 자기이해, 책임수용 등의 요

인이 포함되는데, 이처럼 관련된 변인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

이 포함되어 있어 관계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응급구조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

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시행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

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차후 대상자의 범위를 확

대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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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자기조절 효능감으로 설명력은 58.4%

였고, 다음으로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전체적인 설명력은 65.4%였다. 이 결과는 성인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Joo와 Jeon[16]의 연구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이 50%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닌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Bandura[6]와 

Zimmerman과 Martinez-pons[26]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진

학과 진로선택과 관련이 있고, 학업성취와 동기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

습자일수록 뛰어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가진다

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상의 내

용을 종합해 볼 때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학

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임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 향상을 위한 하위요인, 즉 자기조절 효능감이

나 자신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들이 개발되고 적용되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일부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급구조과 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학업적 자기효능

감,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검사를 질문지에 의해 

실시하여 유효응답자 2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

기주도적 학습태도는 중간 이상이었다. 둘째,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남학생이면서 21세 이상, 기숙사 및 하숙을 하거

나 인문계를 졸업한 경우에서 높았다. 셋째,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남학생이면서 21세 이상, 인문계를 졸업한 경우에

서 높았다. 넷째,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높은 상관이 있었고 학업

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의 하위요인 간에도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

었다. 다섯째,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

기주도적 학습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

감과 자신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의 응급구조학 전공 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즉 자기주도적 학습 태

도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

그램들을 제작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즐거움과 흥

미·관심을 가지고 학업을 시작하여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학습동기를 어떻게 학

교 교육현장에서 함양시켜 줄 수 있는가를 응급구

조학을 교육하는 자들은 더욱 많이 고민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관계연구와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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