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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voluntary participations that students engage in outside of classroom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Korean pharmacy students’ degree of involvemen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motivations behind par-
ticipation, and influences from those engagements. The study was performed as a voluntary online survey to pharmacy stu-
dents in four pharmacy schools in Korea and a total of 188 students participated. Sixty-one percent and 34% of stu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involved in at least on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school, and out-of-school, respectively. Areas
with most involvements were arts/music/sports (73%), followed by volunteer activities (31%). Thirty two percent
responded that they have been involved in research internships, followed by 15% and 10% in pharmaceutical company and
community pharmacy internships, respectively. For motivations behind involvement, students indicated that their involve-
ment was for hobby (72%) and networking (38%). In conclusion, while Korean pharmacy students actively engage in extra-
curricular activities, the range of activities was limited in scope, and most students were involved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s hobbies rather than for career exploration. Opportunities for student involvement in various pharmacy pro-
fess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ships in the pharmacy work setting would provide valuable experiences for pharmacy stu-
dents in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as a pharmac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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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외활동은 교내 학업 이외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는 봉사활동을 포함한 친사회적 활동,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학술적 활동 등을 포함한다.1) 교과외활동이

과도한 경우 교과활동에 영향을 미쳐 낮은 학점과 연관될 수도

있지만,2,3) 교과외활동의 참여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학생들

의 사회성, 리더십 향상과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개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5) 교과외활동의 체

험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량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뿐 아

니라 향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능력이다.6) 그러나 국내 약학대학의 교과과

정은 일반적으로 타 전공 보다 졸업에 요구되는 이수학점이 많

고 그에 따른 약학대학생의 학업량이 많아 학생들이 교과외활동

에 비교적 소홀한 경향이 있다. 더해서 우리나라는 약학생들에

게 인턴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학생들이 약국에서 근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서

교과외활동을 체험하는 약학대학생이 드물며 약학 전문단체 내

에서 약학대학생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성숙되지

않은 아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인구밀도와 청년실업의

영향으로 오히려 일반인들에 의한 약국 테크니션(pharmacy

technician)은 교육 및 수료증에 대한 검증된 기관에서의 조절 없

이도 일반 직업화가 되어 있는 반면, 현재 약학대학의 지역약국

실무실습 이수과정을 위한 학생들의 교과외활동으로서의 자발적

인 약국 테크니션 또는 인턴쉽(internship) 등을 통한 약국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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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됨

에 따라 모든 약학대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따라 의료기관, 지역

약국 및 제약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실무실습을 하게 되고, 졸업

전까지 총 1,400시간의 실무실습을 하며 현장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7) 하지만 이러한 현장에서의 실무실습 교육은 대부분의 학

교에서 6학년 1학기, 일부 학교에서 5학년 2학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경험하며 진로 탐

색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약학대학생들에게 저학년 때

부터의 이론공부와 실무의 병행은 시간적 부담은 있지만 살아있

는 임상경험의 습득에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약학대학생들의 교과외활동 실태와

동기를 조사하고 교과외활동이 대학생활 적응, 리더십 향상, 약

사의 직업 이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으로써, 한국 약학대학생들의 교과외활동 현황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약학대학생들의 교과외활동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14년 9월 15일부터 2014년 9월 22일 동안 전국

의 약학대학 중 수도권 2개 학교, 지방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

여 총 4개의 약학대학(경기도 수원시 소재 A 약학대학, 경기도

안산시 소재 B 약학대학,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C 약학대학, 광

주광역시 소재 D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

문지에 의거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하는 학

교들은 각각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시행 이전에 존재하

던 학교와 PEET 시행 이후 신설된 학교를 선별하여 포함하였

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No. 2014-

08-005)을 받아 진행하였다.

설문방법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Qualtric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

라인으로 링크를 배포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설문응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문항 개발 및 구성

설문지는 1) 응답자의 기본정보, 2) 교과외활동의 참여 정도,

3) 교과외활동 참여의 동기, 4) 교과외활동이 대학생활 적응, 리

더십, 약사의 직업이해, 진로 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과외활동의 참여 정도를 묻는 설문항목은 교과외

활동 개수 및 리더십 경험, 교과외활동 분야, 그리고 인턴쉽 및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할애 시간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교

과외활동의 영향에 대한 설문항목에는 교과외활동 범위를 크게

동아리 활동(학생회 포함), 봉사활동, 연구활동, 인턴 및 아르바

이트로 나누고 ‘대학생활 적응’, ‘리더십 향상’, ‘약사의 직업 이

해’, ‘진로결정’에 미친 영향 정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교과외

활동의 영향에 대한 문항은 해당 교과외활동에 참여하였다고 한

학생만 해당문항을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지를 설계하였다.

한편, 설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증정하

였는데,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희망 학생에 한해 이메일 주소

를 입력하도록 하였지만, 이는 설문 응답과 별개로 수집되었으

며 설문지 상에는 개별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일체 수집되지 않았다.

데이터 관리 및 통계 분석

모든 응답은 Qualtrics 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 상으로 수집

되었고, 이 결과는 Microsoft Excel 201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응답 군 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SigmaPlot 13.0을 사용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본 설문조사에는 4개의 약학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 링크가 전달되었으며, 4개 약학대학 학생 수인 870명 중 230

명이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응답률 29.5%). 이 중 응답이 불충

분한 42명을 제외한 188명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의 기본정보

설문에 참여한 약학대학생은 남학생이 101명(54%), 여학생이

87명(46%)이었고, 학생 연령의 구성을 보면 26~30세(n=97,

Table I − Basic demographics of respondents (n=188)

Variables N (%)

Gender

Male 101 (53.7%)

Female 087 (46.3%)

Age

21~25 070 (37.2%)

26~30 097 (51.6%)

31~35 015 (8.0%)

36 or older 006 (3.2%)

Year in pharmacy school

3rd 037 (19.7%)

4th 049 (26.1%)

5th 054 (28.7%)

6th 048 (25.5%)

Highest degree received prior to entering pharmacy school

High school diploma 143 (76.1%)

Bachelor degree 045 (23.9%)

Status prior to matriculation into pharmacy school

Not employed (student status) 166 (88.3%)

Employed 02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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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와 21~25세(n=70, 37%)가 전체 응답자의 약 90%를 차지

하였다(Table I). 참여 약학대학생의 재학 학년은 3학년에서 6학

년 학생이 20~29% 사이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약학대

학 입학 전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후 학사중퇴)이 143명

(76%), 학사 취득이 45명(24%)이었으며, 약학대학 입학 전 직업

은 학생 166명(88%), 직장인 22명(12%)이었다(Table I).

교과외활동의 참여 정도

교과외활동 개수 및 리더십 경험 −응답자의 61%는 1개 이상

의 교내 교과외활동에, 응답자의 33%는 1개 이상의 교외 교과

외활동에 참여한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리더십 경험으로는 응답

자의 36%가 1개 이상의 교내 교과외활동에서 임원으로 활동하

였고, 16%는 1개 이상의 교외 교과외활동에서 임원으로 활동하

였다고 응답하였다. 교과외활동 참여율과 임원활동 참여율 모두

교내 활동이 교외 활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ig. 1).

교과외활동 분야 − 5가지 항목의 교과외활동 중 예체능 동아리

참여 경험(73%)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참여한 활동은 봉사활동(31%), 전공 관련 학술 동아리(26%), 연

구 활동(22%), 학생회(18%) 순이었다.

인턴과 아르바이트 경험 −인턴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약

국, 병원, 제약회사, 공공기관, 연구실 등의 인턴장소를 살펴보면

연구실(32%)에서의 인턴 경험이 가장 많았고, 제약회사(15%),

지역약국(10%), 공공기관(9%), 병원(8%), 기타(5%) 순 이었다.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과외(53%) 경험이 가장 많았고, 연구실

(5%), 지역약국(5%), 교내근로(4%) 등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기타(15%) 의견 중에는 16명(9%)이

학원 강사, 조교라고 기재하여 기타 의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과외활동의 동기

교과외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에 대한 답변(복수선

택 가능)으로는 ‘취미활동’(7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른

Fig. 1 − Numb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leadership involve-

m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rate between in-school and out-of-school extracurricular

activities (p<0.001) (Mann-Whitney Rank Sum Te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rate

between in-school versus out-out-school leadership roles

(p=0.001) (Mann-Whitney Rank Sum Test).

Fig. 2 − Degree of influenc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s reported by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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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및 교수님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38%) ‘수업 이

외의 지식이나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37%)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반면, ‘용돈을 벌기 위해서’(22%)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7%)는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교과외활동의 영향에 대한 평가

대학생활 적응 −교과외활동 영역 중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응답을 기록한 항목은 학생회를 포

함한 동아리 활동(97%)과 봉사활동(63%)이었다(Fig. 2).

리더십 향상 −리더십 향상에 가장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기

록된 항목은 학생회를 포함한 동아리 활동(82%)과 봉사활동(73%)

이었다(Fig. 2).

약사의 직업 이해 −약사의 직업 이해에 대한 영향을 묻는 항

목에는 봉사활동(77%)과 연구활동(65%)이 약사의 직능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Fig. 2).

진로 결정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교과외활동에 대한 설문

에서는 연구활동(8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인

턴쉽과 아르바이트(70%), 봉사활동(70%) 순이었다(Fig. 2).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약학대학 학생들의 교과외활동 실태와 참여

동기를 파악하고 교과외활동이 대학생활 적응, 리더십 향상, 약

사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국내 약학대학 4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교과외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활동은 예체능 동아리(73%)로 나타났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활동 참여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

다. 또한 약학대학 학생들은 진로준비 보다는 취미활동(72%)과

관계망 형성(38%)을 목적으로 교과외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약학대학생들의 교과외활동이 약학 관련 활

동보다는 예체능 동아리에 편중되어 있고, 진로 탐색 보다는 여

가와 사회성 향상이 주 목적인 현실이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고 다

른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은 보건의료계열 학

생들의 학습성과 성취도, 대학생활적응,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8-10) 국내 약학생들의 이러한 전공 외

분야의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며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 놓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인턴쉽의 경우 연구실에서 인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였으나 그 외 제약회사, 약국, 공공기관 및 병원에서의 인턴

쉽 경험을 한 학생은 각각 15%, 10%, 9%, 8%로 학교외 환경에

서의 인턴 경험이 없는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르

바이트 역시 과외(53%) 및 학원 강사·조교 등에 편중되어 있고

약학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극소수였는데, 이는

약학대학 학생이 실무 분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턴쉽 및 아르

바이트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여러 교과외활동 중 봉사활동과 연구활동은 약사의 직업 이해

및 진로결정에 다소 또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답변이 대부분

이었지만, 학생회를 포함한 동아리 활동은 약사의 직업 이해나

진로결정에 영향이 없었다고 답한 학생이 각각 58%과 45%로,

약학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은 약학 관련 활동 보

다는 취미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활동이 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활 적응(97%), 리더십

향상(82%) 측면에서는 다소 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점들이 있었다.

이에 비교하여 미국 약학생들은 상당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미국 약학대학생의 경우

73.7%가 하나 이상의 약학 관련 학술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66.3%가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험이 있었고, 78.4%는 약학 관련

근무 경험(이 중 64.8%는 지역약국 근무)이 있다고 보고하였다.5)

미국 약학생의 교내 동아리 활동은 다양하지만, 그 중 대다수의

활동을 이루는 것이 약학 전문단체 활동으로, 미국약사회

(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APhA), 미국 병원약사회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ASHP), 약

료경영학회(Academy of Managed Care Pharmacy, AMCP), 미

국 자문 약사회(American Society of Consultant Pharmacists,

ASCP), 국립 지역약국 약사회(National Community Pharmacists

Association, NCPA), 학생 국립 약학협회(Student National

Pharmaceutical Association, SNPhA) 등의 다양한 약학 전문단

체 산하 학생 지부(chapter)가 약학대학에 설립되어 학생들의 교

내외적인 프로젝트, 지역사회 봉사, 약학 경연대회, 학술대회 참

여 등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11) 그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지역에서 약학대학생들은 지역 약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국

회의원을 만나 약사의 역할에 대해 알리는 옹호(advocacy) 활동

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12,13) 또한 이러한 교과외활동은 미국

약학대학생들이 졸업 후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에서 선발

될 때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미국 Johns Hopkins 병원 레지

던시 프로그램 지원자 중 서류 합격을 통해 레지던시 인터뷰가

주어진 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더니, 약학 전문 단체 활동, 프레젠

테이션, 실무실습 경험, 논문 게재, 약국 근무 경력, 학점, 기술/

자격증 등 7가지가 서류에 합격한 지원자와 유의하게 연관된 특

성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14) 이렇듯 미국 약학대학생들의 교

내외 교과외활동의 참여율은 국내 약학대학생들보다 월등히 높

고, 교내 동아리 활동 중 다양한 약학 전문단체의 참여 기회가

다양하며, 이러한 활동은 추후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볼 수 있다. 약학대학생의 교과외 활동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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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고, 미국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카타르에서

약학대학생들이 주도하여 계획한 유방암 인식 캠페인 참여를 통

해 학생들이 공중 보건에 대해 더 많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했고,

공중 보건 캠페인의 참여가 그들을 전문적으로 만족시켜줄 것이

라고 응답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5)

한국에서도 전국약학대학생학협회인 ‘전약협’에서 다양한 약학

관련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16) 여러 제약회사, 대학 연구실 등에

서의 단기 인턴 등의 기회가 있지만,17) 많은 학생들이 학교 차원

에서부터 참여하며 약사의 직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약학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를 포함한 여러 약학 전

문 단체에서는 전국 약학대학생들이 학회 단체에 지속적으로 참

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

어 학회 주체의 학술대회 개최 시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 프로그

램, 멘토-멘티 점심 프로그램 등의 구성, 또한 약학대학생이 학

교 차원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약학 관련 경연대회(예: 복약지

도 경연대회, 약국 사업 계획 경연대회),18,19) 봉사활동 등의 프

로젝트 적극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학회에 참여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약학대학생의 학회 참여를 통해 학생들

은 약학 계와 약사의 직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다

양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는 회원 수 증가와 활발

한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확보를 통해, 양쪽 모두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약학대학생들에게 인턴 면허 발급을 통한 다양

한 인턴쉽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사회적인 분위

기 조성이 된다면 약학대학생들이 학생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

해 약사 직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영국 약학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국 실무 일 경험이 학생들의 전문 직업 의식(professionalism)

에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보고하였다.20) 앞으로 약사의 취업 시

장이 더욱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약학 전문 단체 활

동을 비롯한 여러 교과외활동과 다양한 인턴쉽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성,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한다

면 약학대학생들에게도 추후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약사로서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2,5)

본 연구는 국내 약학대학 학생들의 교과외활동 참여 실태를

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

다. 교과외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는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

고 참여 분야도 예체능 동아리 등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

들은 진로계획보다는 여가를 위해 교과외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

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교과과정 외의 약사에 대한 직업 체

험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외

활동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이 약학 전문 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

참여에 대한 활성화 노력과, 약사 인턴 면허증 등의 발급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약국, 병원 등의 환경에서 인턴쉽 또는 아르바이

트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된다면, 약학대학생들

이 더욱 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약사의 직능에 대한 이

해 향상과 창의적 직무역량 개발, 나아가서 시회에 공헌하는 발

전된 약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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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학생의 교과외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 본 설문지는 온라인 상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섹션 1

1. 귀하는 현재 약학대학 재학중인 학생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휴학생, 졸업생, 또는 비약학대학생) (연구참여 불가)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21~25세 ② 26~30세 ③ 31~35세 ④ 36~40세 ⑤ 41세 이상

4. 귀하의 현재 학년은 무엇입니까?

① 3학년 ② 4학년 ③ 5학년 ④ 6학년

5. 귀하의 약학대학 입학 전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학사 중퇴 ② 학사 취득 ③ 석사 취득 ④ 박사 취득

6. 귀하의 약학대학 입학 전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직장인

섹션 2

※ 아래의 설문 문항에 약학대학 입학 후 활동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 ‘비교과활동’이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연구활동 등 수업 이외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7-1. 다음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학기 중 활동시간을 표시해주세요.

7-2. 다음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활동기간을 표시해주세요.

활동 안함 주 1시간 이하
주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주 3시간 초과

5시간 이하
주 5시간 초과

전공 관련 학술 동아리

예체능 동아리

학생회

봉사활동

수업 외 연구 활동

활동 안함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전공 관련 학술 동아리

예체능 동아리

학생회

봉사활동

수업 외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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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과과정 중의 실무실습을 제외하고, 다음 각 분야에서의 인턴 경험 유무 및 시기에 대해 표시해주세요.

8-1. 위의 ‘기타’ 항목에 인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어떤 활동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9. 다음 각 분야에서 학기 중 아르바이트 경험 시간에 대해 표시해주세요.

9-1. 위의 ‘기타’ 항목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어떤 활동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위에 나열된 비교과 활동의 항목을 참고하여 약학대학 내외 비교과 활동에서 구성원이나 임원으로 참여한 활동 개수에 표시해주세요.

11.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까지 선택 가능)

① 취미활동

② 다른 학생들 및 교수님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③ 수업 이외의 지식이나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④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

⑤ 용돈을 벌기위해서

12.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까지 선택 가능)

① 취미활동

경험 없음 학기중 경험 방학중 경험

약국

병원

제약회사

공공기관

연구실

기타

경험 없음 주 1시간 이하
주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주 3시간 초과

5시간 이하
주 5시간 초과

과외

교내 근로

연구실

약국

기타

경험 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

약학대학 내

비교과 활동

구성원

임원

약학대학 외

비교과 활동

구성원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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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학생들 및 교수님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③ 수업 이외의 지식이나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④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

⑤ 용돈을 벌기위해서

13. 다음 각 비교과 활동이 각각의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해주세요.

동아리 (학생회 포함)

봉사활동

수업 외 연구활동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

영향 없음 다소 영향 많은 영향

대학생활 적응

리더십 향상

약사의 직업 이해

진로결정

영향 없음 다소 영향 많은 영향

대학생활 적응

리더십 향상

약사의 직업 이해

진로결정

영향 없음 다소 영향 많은 영향

대학생활 적응

리더십 향상

약사의 직업 이해

진로결정

영향 없음 다소 영향 많은 영향

대학생활 적응

리더십 향상

약사의 직업 이해

진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