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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in participation motive, expectation for educational institution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depending on participation level of  students of  advanced course for bachelor of  dental technology. 

Methods: 81 students of  advanced course for bachelor of  dental technology from four university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o analyzed influence of  participation level depending on  participation motive, expectation 
for educational institution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Results: The participation level of  the students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participation 
motive and expectation for educational institutio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articipation motive of  the students and to offer 
satisfaction environment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enhancing the expectation for education for education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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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현장적응능력이 우

수한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변화에 따른 유연

성 부족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도

가 높았다(Kim, 2001). 이러한 이유로 전문대학 졸업자

들은 4년제 대학 편입 등의 방법으로 계속교육을 받아

왔으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교육은 전공이나 직무와

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만족할만한 교육효과를 얻기에

는 부족하기에 전공심화 과정이 개설되었다(Lee et al, 

1998). 

전공심화과정은 실무중심의 학사학위 과정으로, 전문

대학 졸업자에게 전공분야의 계속교육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교와 산업체의 연계

를 강화하고, 심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또한 학교와 일터의 순환교육체제를 구축하

여 산학일체형,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 평생교육의 체

제를 구축하고자 설치되었다(Yang et al, 2008).

전공심화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주로 성인학

습자들이다. 성인학습자들은 주로 정규 학생들보다 높

은 연령층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과 과

정에서의 책임을 유지하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된

다(Seok & Na, 2010). 전공심화과정 학습참여자들은 

일반 학습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데, Yang et 

al.(2008)과 Gwon(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전공심화과

정의 학습자는 전문대학 출신의 학습자가 대부분이며, 

대개 학업과 직장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만족

도에 따라서 학습참여를 지속할 지 결정할 수 있는 특성

을 가지고 있었다.

성인학습자들은 본인이 학습하고 있는 분야를 왜 배워

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동

기부여가 이루어지면 자발적으로 학습 참여를 추구한

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습

자들은 학습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학습의 참여를 추구

한다(Yu, 2011).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자의 연

령이나 성별, 직업 및 수입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외

에 개인적 학습 환경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

한 교육비 부담, 시간 부담, 가족 및 직장 동료와 상사 

등의 지원 정도도 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Darkenwald & Merriam, 1981; Bean & Metzner, 

1985; Harvey, 1995).  

Houle(1961)의 연구에 따르면 참여 동기도 학습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이다. 동기란 

행동을 취하게 하는 준비 태세로서, 학습 참여자들이 목

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이다. 성인 학습자들

의 경우 사회에서의 경험 축적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지

닌 사람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 동기는 

매우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Byun, 2009).

Lee(2003)는 교육기관의 특성이 학습자의 학습참여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

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습 환경이 학습자들의 학습참여

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전공심화 학습자들

은 직장 일을 병행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교육

기관의 접근성이나 수업시간 및 실무중심교육과정 등의 

교육기관에 대한 기대 정도가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Yu, 2011).

교육만족도란 교육의 질과 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주

관적 반응이다. 학생들은 학교교육이 자신의 기대에 미

치지 못 할 경우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불만이 

지속 될 경우 자퇴나 편입 및 휴학 등을 하게 된다(Choi 

& Kang, 2008). 때문에 교육 만족도도 학습참여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전공심화 학습자의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는 치위생과(Yu, 2011)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이루어져 있고, 치기공학과 전공심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참여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

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치기공학과 전공심화 학습자들의 참여동기를 

파악한다.

둘 째, 치기공학과 전공심화 학습자들의 교육기관 기

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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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논문

셋 째, 치기공학과 전공심화 학습자들의 교육만족도

를 파악한다.

넷 째, 치기공학과 전공심화 학습자들의 학습참여를 

파악한다.

다섯 째, 치기공학과 전공심화 학습자들의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와 학습참여의 연관성을 분석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2월 4일부터 2019월 3월 12일까지 

전국에 치기공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4개 

대학교의 재학생 100명을 편의 표본 추출 하였다. 회수

된 설문지 중에서 불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지 19부를 제

외한 81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전공심화 과정을 듣는 치기공학과 재학생의 

학습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교육만족도에 관하여 Yu(2011)의 구조화된 자기기입

식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으로는 학습참여

도가 있고, 독립변인으로는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교육만족도가 있다. 

참여 동기에 관한 설문 문항은 성인학습자의 참

여 동기를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으로 범주화한 

Houle(1961)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참여 동기의 하위문항으로는 활동지향 

8문항, 학습지향 6문항으로 총 2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점수가 높

을수록 참여 동기 지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참여 동기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활동지향이 

0.86, 학습지향은 0.70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Lee(2003)와 

Kim(2004)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였다. Likert 5점 척도

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기관에 대한 기대

가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는 학교환경 6문항, 행정지

원 3문항으로 총 2개의 하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기관 기대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학교환경이 0.80, 행정지원은 0.86으로 나타났다.

교육만족도는 Park(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설문지는 교수요인 3문항, 교육내용 10문항, 교

육환경 5문항, 효과요인 6문항으로 총 4개의 하위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기관 기대의 신뢰도를 나타내

는 Cronbach’s Alpha 값은 교수요인이 0.83, 교육내용

이 0.95, 교육환경이 0.89, 효과요인은 0.95로 나타났

다.

학습참여도는 Yu(201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참여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는 수업요인 5문항, 수업참

여 2문항, 수업준비 4문항으로 총 3개의 하위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기관 기대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수업요인이 0.83, 수업참여가 

0.75, 수업준비는 0.71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학교, 성별, 연령, 근무지, 경

력, 전공 일치도에 관한 일반적 특성 6문항과 참여 동기 

14문항, 교육기관 기대 9문항, 학습 참여도 11문항, 교

육만족도 24문항으로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처리를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하였고,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참여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와 학습 참

여도는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참여동기, 교

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와 학습 참여도와의 연관성을 보

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실시하였고, 참여동기,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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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및 만족도가 학습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치기공학과 전공심화과정 학습자의 일

반적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el 1)과 같다. 성별

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5

∼27세, 22∼24세, 28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지는 기타가 64.2%로 과반 수 이상이 근무지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치과기공소가 30.9%로 높

게 나타났다. 경력은 2년 미만인 학습자가 82.7%로 매

우 높게 나타났고, 2년 이상은 17.3%로 나타났다. 전문

학사와의 전공일치도는 91.4%가 전공이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o %

Sex
male 36 44.4

female 45 55.6

Age

22~24 30 37

25~27 37 45.7

28≤ 14 17.3

Job

dental office 25 30.9

dental laboratory 2 2.5

dental company 2 2.5

etc 52 64.2

Career
<2 67 82.7

2≤ 14 17.3

Major
accord 74 91.4

discord 7 8.6

2.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와 학습참

여도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와 학습참여도

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참여 동기는 ‘학

습 지향’, ‘활동 지향’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 기재

는 ‘행정지원’, ‘학교 환경’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만족

도는 ‘교수요인’이 가장 높았고, ‘효과 요인’, ‘교육 환경’, 

‘교육 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 참여는 ‘수업 참

여’, ‘수업 요인’, ‘수업 준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Participation Motiv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expectations,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in Learning 

Variables M±SD

Participation 
motivation

Activity-oriented 2.99±0.74 

Learning Oriented 3.58±0.65

Educational 
institution 
expectations

School environment 3.72±0.63

Administrative support 3.86±0.71

Educational 
Satisfaction

Professor factor 3.67±0.68

Training content 3.14±0.63

Educational environment 3.51±0.65

Effect factor 3.53±0.78

Participation in 
learning

Instructional factor 3.38±0.68

Participation in classes 3.72±0.89

Preparation for class 2.91±0.67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와 학습참여도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와 학습참여도는 

연령과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에 따른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와 

학습참여도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령

에 따라서 ‘학습 지향’, ‘행정지원’, ‘교육 환경’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력에 따른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와 

학습참여도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4)과 같다. 경력

에 따라서 ‘활동 지향’, ‘학습 지향’, ‘학교 환경’, ‘행정지

원’, ‘교육 환경’, ‘수업 요인’ 및 ‘수업 지원’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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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ticipation Motiv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expectations,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in Learning according to Age

Variables Age M±SD F

Activity-oriented

22~24 2.83±0.59

1.2225~27 3.05±0.81

28~ 3.17±0.74

Learning Oriented

22~24 3.29±0.53

5.35*25~27 3.74±0.64

28~ 3.58±0.65

School environment

22~24 3.59±0.57

1.5325~27 3.74±0.64

28~ 3.77±0.70

Administrative 
support

22~24 3.84±0.68

3.07*25~27 4.03±0.70

28~ 3.93±0.68

Professor factor

22~24 3.54±0.51

0.8525~27 3.73±0.84

28~ 3.79±0.53

Training content

22~24 3.05±0.47

0.4725~27 3.17±0.77

28~ 3.24±0.59

Educational-
environment

22~24 3.33±0.45

3.18*25~27 3.70±0.72

28~ 3.39±0.70

Effect factor

22~24 3.38±0.59

0.9625~27 3.64±0.94

28~ 3.58±0.66

Instructional factor

22~24 3.22±0.51

1.4225~27 3.46±0.77

28~ 3.51±0.69

Participation in 
classes

22~24 2.72±0.50

2.0625~27 3.04±0.81

28~ 2.91±0.67

Preparation for class

22~24 3.68±0.71

0.0425~27 3.74±0.05

28~ 3.71±0.80

* p<.05 

Table 4. Participation Motiv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expectations,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in Learning according to Career

Variables Sex M±SD F

Activity-oriented
<2 2.91±0.67

4.78*
2≤ 3.38±0.96

Learning Oriented
<2 3.44±0.60

22.0*
2≤ 4.23±0.56

School environment
<2 3.62±0.61

10.41*
2≤ 4.19±0.52

Administrative support
<2 3.78±0.70

4.49*
2≤ 4.21±0.65

Professor factor
<2 3.64±0.65

0.34
2≤ 3.81±0.81

Training content
<2 3.12±0.59

0.07
2≤ 3.23±0.84

Educational environment
<2 3.47±0.64

1.24
2≤ 3.69±0.70

Effect factor
<2 3.52±0.74

0.7
2≤ 3.58±0.99

Instructional factor
<2 3.29±0.63

7.97*
2≤ 3.83±0.75

Participation in classes
<2 2.87±0.70

1.75
2≤ 3.13±0.44

Preparation for class
<2 3.60±0.84

6.56*
2≤ 4.25±0.94

* p<.05 

4.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와 학습참

여도의 상관관계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와 학습참여도 간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형

성하고 있고,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값은 다중공선성의 기

준인 .8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5.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가 학습참 

여도에 미치는 영향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가 학습참여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참여도 중에서 ‘참여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49.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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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51.5%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가 ‘참여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Table 6), 교수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참여요인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가 ‘수업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Table 7), 활동을 위해 참여

한 학습자들과, 학교 환경에 대한 기대가 높고, 교육 내

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업 준비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에 학교의 지원에 대한 기

대가 높을수록, 수업 준비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 2 3 4 5 6 7 8 9 10 11

Activity-oriented 1

Learning Oriented 0.62** 1

School environment 0.25* 0.41** 1

Administrative support 0.14 0.34** 0.59** 1

Professor factor 0.18 0.12 0.17 0.29** 1

Training content 0.28* 0.15 0.34** 0.07 0.70** 1

Educational 
environment

0.23* 0.23* 0.37** 0.34** 0.78** 0.69** 1

Effect factor 0.22* 0.45* 0.19 0.2 0.85** 0.76** 0.79** 1

Instructional factor 0.37** 0.33** 0.22* 0.24* 0.61** 0.47** 0.57** 0.61** 1

Participation in 
classes

0.42** 0.34** 0.43** -0.05 0.11 0.48** 0.27* 0.24* 0.34** 1

Preparation for class -0.06 0.06 0.05 0.03 0.23* 0.83* 0.28* 0.21 0.45** 0.12 1

Table 6. The participation in classes affect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expectations, 
Educational Satisfaction

Variables B β t P

Particip
ation

in classes

Activity-
oriented

.16 .18 1.61 .11

Learning
Oriented

.14 .13 1.15 .25

School
environment

.17 .06 .50 .62

Administrative
support

-.15 -.06 -.45 .65

Professor
factor

.36 .36 1.99 .05

Training
 content

-.20 -.18 -1.14 .26

Educational 
environment

.29 .08 .53 .60

Effect 
factor

.28 .33 1.74 .09

R² = 49.5

Table 7. The preparation for classes affect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expectations, 
Educational Satisfaction

Variables B β t P

Preparation 
for classes

Activity-
oriented

.20 .22 2.04 .05

Learning 
Oriented

.10 .10 .83 .41

School 
environment

.42 .40 3.13 .01

Administrative 
support

-.31 -.33 -2.66 .01

Professor factor -.33 .33 -1.88 .06

Training content .43 -.41 2.60 .01

Educational 
environment

.08 08 .53 .60

Effect factor .06 .08 0.41 .70

R²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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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전문대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

로,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이 교육목표이다. 최근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가치창출의 원천이 정보와 지식으로 변

화하면서, 전문대학은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인재 양성

에서 창의성과 독창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역

할과 비중이 증가하였다(Na et al, 2001). 특히 평생학

습 패러다임의 도래와 더불어 전문대학은 전공의 계열

성을 유지하면서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직장생활과 학

업이 병행 가능한 전공심화 과정을 개설하였다(Jeong, 

2008).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치과기공 산업에도 디지털 기

술 및 3D printing 기술 등이 접목되면서 전공심화 과

정을 개설한 치기공학과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치기

공학과 전공심화 학습자들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

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치기공학과 전공

심화 학습자들의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가 

학습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서 알아보았다.

치기공학과 전공심화과정 학습자들의 참여 동기는 주

로 학습을 지향하는데 있었다. 설문 문항 중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는 전문학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서

라는 응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점은행제를 선택

한 동기가 학위 취득이 가장 높은 것이라는 Beak(2005)

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를 통해 치기공학과 전공심화 

학습자들의 일차적 목표는 학위취득지만, 부수적으로는 

고등교육 영역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슬을 습

득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내재적 동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기관 기대에 관해서는 학교의 최신식 교육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등록금 

및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

육만족도에 있어서는 교수가 학습자의 질문이나 의견표

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히 답했을 경우, 교수가 열정

적인 강의를 하고, 전문성이 우수할 경우 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학 및 호텔조리학과 

전공심화 학습자 및 피부미용과 헤어전공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Kim 2011; Yu, 2011; 

Kim, 2018). 이를 통해 치기공학과 전공심화 학습자들

은 수업의 질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업의 질은 교수, 학습자, 교재 및 교육 시설 

환경에 좌우된다. 특히 교수는 수업활동에서 주체적인 

역할은 맡은 동시에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교수 능력이라고 하였다(Won, 2002).

연령은 20대 중반 학습자들이 후반이나 초반 학습자

들보다 교육기관의 교육시설이나 행정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2년 이상의 경력

이 있는 학습자들이 2년 미만 경력의 학습자들보다 참

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학습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학 전공자들을 대상으

로 하는 Yu(2011)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는 전공 및 직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학습자들이 2년 미만 경

력의 학습자보다 학사 학위 취득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

한 심화교육에 더 의욕적이고 주체적인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앞으로 전공심화 교육이 경력자들을 대상으

로 한 실무 중심형 교육에 비중을 둔다면 학습자의 학습

참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 만족도 중에서는 교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학습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학습

자의 평생학습 만족도가 높으면 학습참여 성과영역 또

한 높아진다는 Choi(2010)의 연구와 교수자 및 교수학

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업참여도가 높아진

다는 사이버강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도 일치

한다(Lee, 2006). Kaye(1990)에 의하면, 교수는 학습

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문제해결에 

함께 참여하여, 학습 과정을 적절히 조정해주는 코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미 있는 교육이

란, 교수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이

루어진다고 하였다(Shin, 2002). 따라서 학습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교수 및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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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교수를 확보하고, 교수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적

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학습 참여도 중, 수업 준비도는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Yu, 2011). 특히 

실무중심의 교육과정과 학교 접근성에 대한 기대가 높

을수록 수업 준비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교육기관의 환경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학습 참

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내용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업 준비도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치기공학과 전공심화 학습자

들이 실무 중심형 교육과 그 교육 내용의 질을 매우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국에 치기공학과 전공심화 

과정을 듣는 학습자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표본을 편의

표본 추출했다는 데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기공학

과 전공심화정의 향후 발전방향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본 연구결과 전공심화과정 학습자의 참여 동기, 교

육기관 기대 및 만족도가 학습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치기

공학과 전공심화 과정 학생들의 학습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참여 동기를 파악하여 이에 적

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수자 임용 및 교수 교육 프로그램 및 관

련 지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전국에 치기공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4

개 대학교의 재학생 81명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 교육기

관 기대 및 만족도가 학습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습자들과 2년 미만 

경력의 학습자들 간에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및 학

습 참여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둘 째, 교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 참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셋 째, 참여 동기 및 교육기관 기대와 만족도가 높을

수록 수업 준비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므로 치기공학과 전공심화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

를 높이고자 한다면 수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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