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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재학생들이 대학진학 후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에서 성별, 학과 선택시기에 
따른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교계열, 학제, 학년, 학과선택 영향력에서는 학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식만족, 교과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이었다. 특히, 인식만
족은 학과만족도에 가장 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보였다. 본 연구를 기초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 학과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수준과 높은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를 학생으로부터 이끌
어내고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 개선을 시킨다면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 물리치료, 만족도, 설문조사, 경상지역, 사회적 인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atisfaction level that students in physical therapy 
departments have with their major after they enter college; it also aimed to present the factors that affect that 
satisfaction. With regard to satisfaction in rela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was shown between the two genders or among the times of selection of the depar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were found for high school courses, school systems, grades, and 
the influences on the selection of the department.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were: satisfaction with perception, satisfaction with curricula, genera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In particular, satisfaction with perception showed the highes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value for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enhance the 
satisfaction levels of students in physical therapy departments, interest in physical therapy should be drawn 
from the students based on social perception and high level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ors and the students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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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만성 성인질환이 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재

활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

증 감소와 기능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리

치료사의 역할이 증 되고 있다. 시  요구에 따라 물

리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교의 물리치료(학)과의 숫자가 

2000년 3년제 18개교, 4년제 15개교 총 33개교에서 2013

년 재 3년제 38개교, 4년제 47개교로 총 85개교가 물리

치료(학)과를 운 하고 있다[1].

과거보다 많은 학(교)의 숫자가 증가 한 만큼 많은 

물리치료사를 배출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물리치료사 

취업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취업난이 심각해

지면서 취업이 요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학평가에서도 취업에 한 부분이 요한 평가 지표이다. 

따라서 학은 학문 추구뿐만 아니라 직업인과 문인을 

양성하는 직업 학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기

으로서의 역할 한 병행하고 있다[2]. 따라서 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에 맞는 학과 선택보다는 성 주

의 진학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의 성과 맞지 않는 경험

을 하고, 한 흥미 없는 공 선택으로 인해 학업성취도

가 감소하여 취업난이 가 되게 된다[3]

이와 같은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학 내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과 지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공 만족에 

한 내용을 구체 으로 악하고 제시하는 것이 매우 

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4]. 공 만족도란 개인이 계

획한 진로와 직업에 한 단기 을 비교하여 재 자

신의 공을 평가하는 과정의 산물이다[5]. 따라서 학

은 학행정 심체제나 교수 심체제에서 학생 개개인

에 알맞은 체제인 고객 심 학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정비와 개 이 요구되며, 학생들에 한 철 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6]. 

이러한 이유로 최근 다수의 보건계열 학과에서는 활발히 

공 만족도 향상을 하여 꾸 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

다. 김미숙 등[7]은 응 구조과학생의 공만족도를 연구

하 고, 이주  등[8]는 작업치료과 학생들의 학과만족

도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주온주 등[9]은 치 생과 

학생의 공학과 만족도에 하여 연구를 실시하 으며, 

최운재와 유상희[10]는 치기공과 학생들의 학과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13)

Variables (n) (%)

Sex
Male 376 41.2

Female 537 58.8

School 

track

Liberal arts 505 55.3

Natural sciences 264 28.9

Vocational 121 13.3

Arts and Physical 9 1.0

Etc 14 1.5

School

 system

College 676 74

University 237 26

Grade

Freshman 364 39.9

Sophomore 311 34.1

Junior 234 25.6

Senior 4 0.4

Time

Before 

High school
26 2.8

Freshman 43 4.7

Sophomore 116 12.7

Junior 570 62.4

Etc 158 17.3

Influences

Family 389 42.6

Friend 45 4.9

Teacher 118 12.9

Personally 308 33.3

Etc 57 6.2

족도에 한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과에 요구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학생들이 공에 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

육 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격히 학과의 숫자가 늘어난 

물리치료학과에서는 공 만족에 한 연구가 미흡하고,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공에 해 만족할 수 있는 요

인에 한 분석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물리치료학과 만

족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과 재학생들이 학진

학 후 공에 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3년 4월 26일부터 2013년 6월 1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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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 달 동안 실시되었다. 경상도지역 물리치료(학)과에 

재학생으로, 총 25개 학교  14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

여 설문지를 배부하 다. 총 1000부를 발송하여 설문지

에 무응답한 87부를 제외한 913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 다. 회수율은 약 91.3%의 회수율을 나타

냈다.

<Table 2> Factor analysis
Article

Number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Social 

Perception
General Curriculum Relation

1 .713

2 .625

3 .684

4 .665

5 .568

6 .561

7 .506

8 .707

9 .655

10 .624

11 .575

12 .534

13 .423

14 .348

15 .773

16 .729

17 .558

18 .495

19 .492

20 .320

21 .267

22 .723

23 .630

24 .573

25 .564

26 .544

27 .509

28 .391

Cronbach's 

α
0.861 0.774 0.741 0.806

2.2 수집방법

수집방법으로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 학(교) 물리

치료과에 자료 수집을 의뢰하여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

하 고, 설문지를 배부하기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하고 끝나는 로 회수 하 다. 설

문지 작성 시 무기명으로 실시하 으며, 자료처리를 

해 조사방법은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으로 

하 다.

2.3 조사도구

본 연구는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공 만족도를 조사

하기 하여 이진희[5]의 연구에서 사용 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선행

연구 문헌  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 으며, 

설문지는 총 28문항으로 세부항목으로는 일반  특성 6

문항, 공학과만족에 한 항목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역에 한 내용으로는 사회  만족은 사회

 인식에 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 일반 만족은 

학문에 한 일반 인 심에 따른 만족, 교과 만족은 

공 교과의 내용에 한 만족, 계 만족은 교수-학생간의 

계에 한 만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학과만

족에 한 문항은 매우불만족(1 ), 불만족(2 ), 보통(3

), 만족(4 ), 매우 만족(5 )로 Likert식 5  척도를 이

용하여 응답하도록 하 다. 

2.4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인 특성은 기술통계의 빈도분석을 이용하

고, 성별, 학제에 따른 만족도 평가는 독립 t-검증,  고교

계열, 학년, 학과선택 시기, 학과 선택 향에 따른 만족

도는 One-way ANOVA, 분석별 련성은 상 계 분

석, 만족도에 미치는 인자 분석은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본 연구의 유의 수 은 95% 신뢰수 으로 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 상은 경상도 지역 물리치료(학)과 

재학생 913명이 으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 376명

(41.2%), 여학생 537명(58.8%)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계

열 분포는 문과 505명(55.3%), 이과 264명(28.9%), 문

계 121명(13.3%), ·체능계 9명(1.0%), 기타 14명(1.5%)

으로 나타났다. 학제에 따른 분포로는 3년제 676명(74%), 

4년제 237명(26%)로 나타났다. 학년 분포로는 1학년 364

명(39.9%), 2학년 311명(34.1%), 3학년 234명(25.6%), 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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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명(0.4%)로 나타났다. 학과선택 시기에 한 분포는 

고등학교 이  물리치료과 선택은 26명(2.8%), 고등학교 

1학년 43명(4.7%), 고등학교 2학년 116명(12.7%), 고등학

교 3학년 570명(62.4%), 기타 158명(17.3%)으로 분포되

었다. 물리치료과 선택에 향을 미친 요인은 가족 389명

(42.6%), 친구 45명(4.9%), 담임선생님 118명(12.9%), 본

인결정 304명(33.3%), 기타 57명(6.2%)으로 분포하 다

[Table 1].

3.2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 설문 문항의 신뢰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s α 계

수를 통하여 측정문항의 내  일 성을 평가하 으며, 

타당성 검정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8 문항  요

인 재량이 0.5이상인 값 21 문항을 요인으로 추출하

다. 요인 분석 결과 총 4개 유형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타당성 검증은 탐색  요인분석을 통하여 실

시하 다. 측정도구의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주

성분 분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 하는 방식인 직각회 방법을 통하여 분석

하 다. 요인 재량의 기 은 0.5로 설정하 으며, 최

설명력을 확보하는 기 으로 요인추출 고유값은 1.0을 

기 치로 이용하 다. 요인별 분산비율은 인식만족도 요

인 14.99%, 일반만족도 요인 14.27%, 교과만족도 요인 

12.89%, 계만족도 12.06%로 나타났다. 요인의 특성을 

측정하기 해 28개 문항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

며, 요인 분석은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 고, 요인의 내

용은 [Table 2]와 같다. 측정 항목의 신뢰도 검정 통계량

을 살펴보면, 인식만족도는 7개의 하  요인의 

Cronbach's α는 0.861, 일반만족도는 5개의 하  요인으

로써 0.774, 교과만족도는 3개의 하  요인 Cronbach's α

는 0.741, 교수 계만족도는 6개의 하  요인 

Cronbach's α는 0.806이 다[Table 2]. Cronbach's α 계

수가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3.3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만족도

3.3.1 성별에 따른 만족도

성별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는 인식, 일반, 교과, 

계, 학과 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3.2 고교계열에 따른 만족도

고교계열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는 인식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사후 검정결과 체능

계열 학생들이 문과, 이과, 문계, 기타 학생들 보다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하지만 일반, 교

과, 계, 학과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3.3 학제에 따른 만족도

학제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는 4년제가 3년제 보다 

교과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하지

만 인식, 일반, 계, 학과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3].

3.3.4 학년에 따른 만족도

학년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는 인식, 교과, 계 만족

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인식 만

족도에서는 1학년이 3학년 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

고(p<0.05), 교과, 계, 학과 만족도에서는 1학년, 2학년

이 3학년 보다 유의하계 만족도가 높았다(p<0.05). 하지

만 일반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3.5 학과 선택 시기에 따른 만족도

학과 선택 시기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고교이 , 고1, 

고2, 고3, 기타 모두에서 인식, 일반, 교과, 계, 학과 만

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3.6 학과 선택 영향에 따른 만족도

학과 선택 향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일반, 학과 만족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사후검정 결과 일

반 만족에서는 친구의 향 보다는 담임과 본인이 학과

를 선택하 을 때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학과 만족도에서도 친구 향 보다는 가족, 담임, 본인이 

학과를 선택하 을 때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5). 하지만 인식, 교과, 계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3].

3.3.7 분석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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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tisfaction of general characteries                                                        (n=913) 
Social 

Perception
General Curriculum Relation Satisfaction

Sex

Male 13.83±0.51 3.60±0.55 3.26±0.60 3.56±0.49 3.39±0.69

Female 3.83±0.61 3.61±0.61 3.27±0.69 3.62±0.56 3.37±0.83

t 0.02 -0.29 -0.34 -1.79 0.34

High

school 

track

Liberal arts 3.83±0.57a 3.63±0.59 3.26±0.66 3.60±0.54 3.38±0.76

Natural sciences 3.78±0.55b 3.59±0.58 3.27±0.65 3.56±0.49 3.37±0.76

Vocational 3.85±0.60c 3.55±0.59 3.26±0.69 3.65±0.55 3.36±0.84

Arts and Physical 4.52±0.34d 3.93±0.58 3.58±0.71 4.02±0.47 4.00±0.53

Etc 3.92±0.50e 3.52±0.60 3.20±0.55 3.51±0.74 3.19±0.72

F 3.57* 1.29 0.50 2.27 1.52

scheffe a,b,c,e<d a,b,c,d,e a,b,c,d,e a,b,c,d,e a,b,c,d,e

School

 system

College 3.81±0.57 3.60±0.61 3.23±0.66 3.59±0.54 3.35±0.78

University 3.87±0.56 3.64±0.52 3.37±0.64 3.59±0.51 3.45±0.74

t -1.29 -0.99 -2.77* 0.05 -1.67

Grade

Freshman 3.86±0.53a 3.57±0.45 3.54±0.45 3.58±0.48 3.61±0.43

Sophomore 3.77±0.53b 3.58±0.49 3.53±0.50 3.60±0.49 3.60±0.46

Junior 3.68±0.60c 3.48±0.53 3.35±0.56 3.45±0.56 3.46±0.52

Senior 3.75±0.57d 3.54±0.41 3.61±0.57 3.43±0.48 3.54±0.48

F 5.92* 2.42 9.27* 5.92* 6.29*

scheffe c < a a, b, c, d  c < a, b  c < a, b  c < a, b

Time

Before High school 3.73±0.51a 3.51±0.70 3.04±0.65 3.51±0.58 3.08±0.77

Freshman 3.84±0.60b 3.67±0.58 3.29±0.63 3.68±0.54 3.34±0.75

Sophomore 3.79±0.60c 3.60±0.62 3.24±0.70 3.58±0.55 3.32±0.77

Junior 3.83±0.56d 3.62±0.57 3.26±0.65 3.60±0.53 3.39±0.78

Etc 3.84±0.59e 3.60±0.59 3.34±0.64 3.58±0.52 3.42±0.74

F 0.31 0.31 1.31 0.49 1.29

scheffe a,b,c,d,e a,b,c,d,e a,b,c,d,e a,b,c,d,e a,b,c,d,e

Influence

Family 3.84±0.55a 3.61±0.57 3.26±0.66 3.58±0.52 3.36±0.76

Friend 3.70±0.62b 3.35±0.51 3.09±0.60 3.50±0.47 2.94±0.82

Teacher 3.81±0.63c 3.68±0.64 3.30±0.65 3.59±0.55 3.46±0.76

Personally 3.84±0.57d 3.64±0.59 3.30±0.68 3.63±0.55 3.43±0.78

Etc 3.79±0.49e 3.51±0.57 3.18±0.60 3.62±0.48 3.29±0.76

F 0.63 2.96* 1.24 0.71 4.20*

scheffe a,b,c,d,e b<c,d a,b,c,d,e a,b,c,d,e b<a,c,d

*p<0.05

간 련성 여부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는 

인식, 일반, 교과, 계 만족도 요인에 통계 으로 유

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 계수 값이 유의수  p<0.01에서 양(+)의 계를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3.3.8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결과

학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향을 미치는 변수

들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들 독립변수들이 물리치료학과 만족도를 60.20%로 설

명하고 있다. 체 으로도 F 값이 327.15로 통계 인 유

의성이 있었다.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

수로는 인식만족 변수(β=0.382), 일반만족 변수(β=0.228), 

교과만족 변수(β=0.362), 계만족 변수(β=-0.089) 으

며 이  인식만족도가 학과만족도에 가장 높은 표 화된 

회귀계수값을 보여 가장 많은 향을 미쳤다[Table 5].

4. 고찰 

인구증가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해 공 자 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심 교육으로 변화되면서 교육공 자

인 학들 간의 신입생 유치에 있어서 요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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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과를 재

학하는 재학생을 상으로  일반  특성에 따른 인식, 일

반, 교과, 계만족도  상 계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과만족도를 알아보고, 학과 만족도에 가장 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물리치료(학)과의 경쟁력을 높여 

물리치료사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데 기 자료를 마련

하고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

과만족도 조사 결과 인식, 일반, 교과, 계, 학과 만족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기환 등

[11]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성별에 따른 학과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와 일치하 다. 하지만 이주  

등[8] 연구에서는 작업치료학과 만족도 연구에서는 여학

생이 남학생 보다 학과 만족도가 높다고 하 다. 반면 김

미숙 등[7] 연구에서는 응 구조과 학생의 공만족도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학과 만족도가 높은

<Table 4>  Correlation between factors
Social 

Percep

tion

Gener

al 

Curric

ulum 

Relati

on 

Satisf

action

Perception
1 .626** .622** .627** .694**

General .626** 1 .522** .600** .603**

Curriculum .622** .522** 1 .543** .670**

Relation .627** .600** .543** 1 .484**

Satisfaction .694** .603** .670** .484** 1

*p<0.05, **p<0.01

 

<Table 5>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B SE β t

(variable) -.623 .128 -4.885**

Perception .519 .044 .382 11.869**

General .301 .039 .228 7.703**

Curriculum .425 .034 .362 12.664**

Relation -.129 .043 -.089 -2.977**

R2 .602

F 327.15

*p<0.05, **p<0.01, SE: standard error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과 만족도에서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성별이 유의한 향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다. 단, 학과 특성상 남성이 선호하는 학과나 여성이 선호

하는 학과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물리치료학과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높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고교 계열에 따

른 만족도에서는 고교시  ·체능 계열 학생들이 타 계

열 학생들 보다 물리치료학과에 한 사회 인식이 개인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체육을 공한 학

생들은 물리치료를 통하여 스포츠 손상을 받은 환자를 

치료 할 수 있다는 기 감과 목표의식이 뚜렷하여 다른 

공 고교출신 재학생보다 만족도가 증가 된 것으로 생

각된다.

학제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4년제 재학생이 3년제 재

학생 보다 교과만족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재학생이 3년제 재학생 보다 교과 만족이 높은 이유는 3

년제에서는 졸업 학  120학 을 3년이라는 시간동안 이

수하며 학업에 한 심층 연구를 할 수 있는 비 이 감소

할 것이라 생각 되며, 실습 시간 한 을 것이라 생각

된다. 하지만 4년제 재학생은 4년 동안 140학 을 이수하

며 깊이 있는 수업을 하게 되고, 특히 학원과 연계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주  등[8]에서는 작업치료과 학생들

에 한 연구에서는 3년제가 4년제 보다 학과 만족도가 

높게나와 본 연구와 다른 견해를 보 다. 선행 연구에서 

3년제가 4년제 학과보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학생들이 

수업에 한 욕구는 높으나 강의수 이 그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하 는데, 본 연

구를 실시한 물리치료학과는 작업치료학과와 다르게 

부분 4년제 학교로 학제가 변해가는 과정이며, 오히려 

4년제 학의 교육환경, 교육시설, 복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특히 실습시간이 부분 800시간 이상

으로 임상실습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에 따른 학과 만족도에서는 인식만족, 교과만족, 

계만족, 학과만족도에서 학년 보다 고학년에서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반 인 학과 만족도

가 학년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면허 시험에 

한 고학년들의 불안감이 증가 된 것으로 생각 된다.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의 심도가 깊어지고, 취업과 연

계되어 복합 인 스트 스를 받은 것이 만족도가 낮은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진희[5]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 갈 때마다 체 학업만족도가 낮아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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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학과를 선택한 시기에 따른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과를 고등학교 시  과 

이후에 선택하는 것에 따른 만족도에는 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리치료학과 선택 시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

에 따른 만족도에는 일반만족과 학과만족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일반만족과 학과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본인, 담임, 부모님이 권유한 학과에 

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과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이 학과 결정에 향을 미치며, 

만족도에도 향력이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운

재와 유상희[10] 연구에 의하면 치기공과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 조사에서 학과를 결정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와 

부모님의 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학과 재학생 학과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식만족, 교과만족, 일

반만족, 계만족 순서로 나타났다. Shin과 Johnson [12]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다른 집단 는 타인들과 비

교한 자신의 치가 삶의 질을 단하는 과정이 되며, 삶

의 만족을 인지하는 기 이 된다고 하 다. 따라서 재학

생의 학과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물리치료학과에 

한 사회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진동 등[2] 연구에 의하면 방사선과 학생들의 학과선

택 결정요인과 련이 있는 요인은 사회 인식이라는 부

분이 요하게 생각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한, 교과만족도 높을수록 학과 만족

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 문  교육

이 수반되어야 하며, 공 교수들의 공교육에 한 투

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문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온주 등[9] 

연구에서 치 생과 학생의 공학과 만족도에 한 연구 

결과 공교과목, 학과 교수들과의 계가 공에 한 

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었다. 마지막으로 일반만족과 계만족을 향상시

키기 해 학생들에게는 물리치료학과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와 자부심을 길러 주어야 하며, 교수와 학생

간의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될 때 학과에 한 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상이 경상도 지역을 심으로 조사하 기 때문에 국

의 물리치료과 학생들로 일반화시키기는 설득력이 부족

하며, 4년제 4학년 학생이 실습으로 인해 상자 수가 부

족하 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학과에 한 결과만족 

요인을 세부 으로 구분하여 미비한 연구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경상도 지역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상으

로 일반 인 특성에 따른 학과 만족도  인식만족도, 일

반만족도, 교과만족도, 계만족도가 미치는 향에 하

여 조사하 다. 그 결과 고교 계열별 비교에서 인식만족

도에 향을 미쳤고, 학제 간 만족도에서는 교과만족도

에서 4년제 학제를 가진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학

년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고학년일 때 보다 학년일 때 

인식, 교과, 계, 체 인 학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다. 학과선택에 따른 향에서는 본인, 담임, 가족의 추천

으로 진학 하 을 때, 일반 인 만족과 학과만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과 만족도에 가장 많은 향을 미

치는 요인은 사회 인 인식이 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교과만족, 일반만족, 계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 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 학과만족도

를 높이기 해서는 사회 인 인식과 수  높은 교육환

경을 바탕으로 물리치료에 한 흥미를 학생으로부터 이

끌어내고 교수와 학생간의 계 개선을 시킨다면 물리치

료학과에 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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