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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수행된 학부생연구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
고자 수행되었다. 학부생연구프로그램은 과학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부
생연구프로그램 참여가 융합역량,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자료 수집은 학부생연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A대학 5개학과 재학생으로부터 이루어졌으며, 응답자 중 학부생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미참
여자는 117명, 참여한 학생은 101명이었다. 참여 유무 집단에 따른 분석 결과, 학부생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융합역량,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에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부생연구프로그램
에 참여한 경험이 학생의 융합적 태도와 기술을 훈련하는데 효과적이며, 학업성취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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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URP) 
among Korean students. URP is frequently implemented in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majors, and this study tested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URP was effective in convergence competency,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101 participants and 117 
non-participants of URP at an A university.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scores of 
convergence competency,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URP participating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non-participa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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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외 대학들은 학생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해 다
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미대학협
의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AAC&U)는 학습공동체 활동, 1학년 세미나, 서비스러닝, 

인턴십, 캡스톤디자인, 학부생연구프로그램 등을 교수-학습에
서 효과가 우수한 고효과 프로그램(high-impact program)
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러한 고효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
몰입을 촉진하고 학부생의 대학적응과 졸업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1,2]. 이 중에서 학부생연구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이하 URP)은 학부생이 교수자의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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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연구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적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3].

URP에 참여한 학생은 전공 지식과 연구실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관련 전공분야로 대학원 진학률이 
높으며[2,4], 과학에 대한 효능감[5], 학업 성취[6] 등에 긍정적
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URP는 해외 대학
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우수한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에서 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에서 2014년부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시행하고 있다[3].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URP
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7], 학교 또는 학
부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교수자가 개별적으로 
학생을 연구에 일부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체계적
인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8]. 또한, URP 관련 
연구도 대부분 해외에서 수행되었고 국내에서 URP에 대한 효
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URP의 국내 확산에 앞서 URP
가 국내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적 성과를 강화시키는데 기여
하는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URP는 학문적으로 심화된 전공지식과 기술을 요구하
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URP 참여가 학생의 전공에 대
한 만족도 인식과 인지적인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또한, URP가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융합역량 함양 방안으로 잠재성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
다. 융합역량은 전통적 방식의 지식 습득으로 촉진되기 어려
우며, 복잡한 문제상황을 토대로 다양한 사람과 자원을 활용
하며 통찰력, 종합적 사고력, 창의적인 접근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으로 고취될 수 있다[9]. URP는 학습자가 연
구 주제를 탐색하고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인 접근으
로 지식을 창출하는 교육적 계기로[10], 본 연구에서 URP가 
융합역량 강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효과를 규명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URP 참여가 융합역량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URP 참여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URP 참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국내 대학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URP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
써 URP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URP 
URP는 학부생이 특정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계획을 수

립하고 교수자 및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실제 연구를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다[3]. URP는 과학 분야에서 많이 운영
되고 있는데, 이는 URP 참여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로를 결
정하고 대학원 진학률이 높다고 보고되기 때문이다[11]. 이
공계의 고급인력 양성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해외에서도 기초과학 분야를 비롯한 이공계 전
공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고, 이공계 전공 선택 이후에도 중
도탈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나라마다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
며 URP도 그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공계의 경
우, 전공 특성상 학부를 졸업하고 산업 현장으로 진출할 경
우에도 전공 관련성이 높은 업무에서는 R&D 성격을 띠고 
있어 학부에서 연구를 체험하는 것은 관심 분야의 최신 지
식과 기술을 접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를 접하는 기회를 제
공한다. 뿐만 아니라, 학부생이 관심 있는 연구주제를 탐색
하고 교수자의 지도하에 동료 학습자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
는 경험은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 역량, 의사
소통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협력 기술 등 다방면의 
역량을 키울 값진 기회이기도 하다[10,12].

URP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URP 참여에 따른 다양한 긍
정적인 효과를 밝히고 있다. Russell과 Hancock, 
McCullough에 따르면, URP에 참여한 학생은 연구에 대
한 이해와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STEM 분야의 전공을 선
택하고 STEM 관련 전공으로 진로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고 보고하였다[11]. 이 외 연구에서도 URP 참여는 학생들
의 인지적 학업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6,13,14], 과학에 대한 효능감[5], 연구 수행에 대한 자기
효능감[15]을 증진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URP는 일반적인 
대학 수업에서 체험할 수 없는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
생들에게 도전적 태도를 함양하고[16], 연구를 수행하는 기
술, 학문적 자신감, 작문 기술 등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12,17]. 국내에서 수행된 URP 관련 연구가 제한
적인 가운데,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이공계열 학생으
로부터 의견을 수집한 Lee와 Shin[10]은 URP를 통해 학부
생으로서 접하기 힘든 연구 경험을 할 수 있고,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향상된 점을 대표적인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참여 학생들은 연구와 실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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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적성을 가늠해볼 수 있고, 교수자와 학문적인 소통
을 활발히 할 수 있었던 점에 만족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
한 URP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국내 대학에서 학부
생 주도의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학
문적 경험과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URP에 대한 도입과 확
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2 융합역량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화두가 되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는 초연결과 융합이다. 융합이란 “기존의 서
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학문적 지식과 기술이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새롭고 독특한 가치를 창출하는 현
상”[18, p. 544]이다. 21세기에 직면한 문제는 한 분야의 
지식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의 융합과 창의적 사고로 접근할 
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및 산업 현장에서는 융합역
량을 지닌 융합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융합역량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함
양되지 않는다. 학습자가 실제로 복잡한 문제를 이질적 분
야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해나가
는 경험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즉 이는 학습자 중심의 문
제해결 경험이 융합역량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임을 시사한다. 실제 URP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목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10],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통합하
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3]. 또한, 학습자 
주도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 학생들은 팀원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실제적인 과제를 해결하면서 융합역량이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1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URP와 같이 학습자가 실제적인 현장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심 및 경험 기반 학습이 융합에 필요
한 태도와 소양, 지식을 체화(體化)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2.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학생이 선택한 전공 관련 학업 및 경험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로 정의된다[21]. 대학생활 중 상당 시
간을 전공 관련 학업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공만족도는 대학
생의 삶의 만족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22]. 전공만족
도가 낮은 학생은 전공에 대한 흥미를 찾지 못해 낮은 성취
를 보일뿐 아니라[21], 다른 진로를 탐색하는데 시간을 보
내고 전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학과 친구들과 대인관

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 생활에 부적응을 야기하기도 한
다[23]. 반면, 전공 분야에 흥미와 만족도를 지각하면, 전공
학과에 대한 적응을 돕고 진로발달을 촉진시켜 진로결정자
기효능감[21,24]과 진로준비행동을 강화시킨다[25]. 따라
서 전공만족도는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학업을 결정하는 중
요한 지표로, 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Piper과 Krehbiel[26]은 연구 참여, 인턴십 참여, 팀 프
로젝트 수행 등과 같은 학습자 중심의 심층적인 학습경험이 
전공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강화하여 전공만족도와 학업지
속의향을 향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You[27]에서는 현장실습교육프로
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 관련 실무 체험 기회를 통
해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어떻게 실무에 적용되는지 
그 관련성을 깨닫고, 전공에 대한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며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수
자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은 전공만족도를 높이 지각하는데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밝혀졌는데[28], 특히 과학 분야에서 
교수자와의 친밀한 교류는 전공과 진로를 결정하는데 긍정
적으로 작용하였다[29]. 따라서 교수자 및 동료학습자들과
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토대로 심층적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URP는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문제 검증을 위하여 자료 수집은 수도권 소재 종

합대학 A대학에서 URP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노물
리학과, 나노화학과, 나노바이오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물
공학과를 표집하고, URP 참여 대상인 2-4학년 재학생으로
부터 수집하였다. URP의 효과성을 분석을 위한 사전 및 사
후 설문조사는 2017년 2학기 초와 2018년 2학기말에 2차
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응답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수
집된 자료 중 사전-사후 설문에 발생한 결측치는 listwise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218
명으로 URP에 미참여자는 117명, 참여자는 101명이었다. 
응답자의 정보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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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URP 
non-participating 

group 
(n= 117)

URP 
participating 

group 
(n= 101)

Gender Male 33 32
Female 84 69

Grade
Sophomore 39 25

Junior 31 42
Senior 47 34

Major

Nanophysics 11 33

Nanochemistry 25 24

Nanobiotechnology 18 12

Life sciences 25 14
Food science & 

technology 38 18

3.2 연구도구 
3.2.1 융합역량 
본 연구에서 융합역량은 Song의 융합역량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20].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예로는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등이다.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α)는 사
전 .91, 사후 .92로 높게 나타났다. 

3.2.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Nauta[21]의 ‘나는 선택한 

전공에 대해 만족한다’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단문항에 의한 측정의 경우, 신뢰도를 
산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직
무만족도, 삶의 만족도와 같은 만족도 측정에 빈번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30.31], 측정내용이 범위가 좁고 직관적인 
응답이 기대될 때 단문항으로 측정이 충분하다[31,32].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단문항으로 전공만족도를 측정하였다.

3.2.3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사전, 사후 학업성취도는 2017년 1학기와 

2018학년도 2학기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 과목에 
대한 전공 학점을 활용하였다. 4.5점 만점으로 측정되었다. 

3.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URP는 A대학의 5개학과에서 융합적 

특성이 높은 바이오산업에 우수 융합인재를 육성하고자 개
발되어 2014년부터 매년 1회, 하반기에 약 6-7개월간 운영

된다. 이 URP는 팀단위로 운영되고,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면서 현장 연구를 체
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URP 참여는 학생이 관심 있는 
연구주제에 신청을 하고, 연구를 지도하는 교수자가 선발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7년 2학기 프로
그램 시작 전과 2018년 2학기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학기말
에 해당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융합역량, 전공만족도, 학업
성취도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URP 경험 유무에 따
라 두 집단으로 나누고, URP 미참여집단의 자료는 URP 참
여 집단과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한 집단으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URP에 참여 경험이 없으면 0, 있으면 1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 사전 점수에 차이가 있는
지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URP 참여 유무 집단에 
따라 사후 융합역량,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에 차이를 보
이는지 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 학과, 
연구변인의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투입하는 공분산분석
(ANCOVA)를 적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URP 참여 유무에 따른 융합역량 비교
URP 참여에 따른 집단 간 융합역량 비교에 앞서, 두 집

단 간에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융합역량 값에 대
하여 Levene 검정 결과, 집단 간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 = .03. p = .87). 
URP에 미참여 집단의 사전 융합역량 평균은 4.97(SD =
.98), 참여한 학생 집단의 사전 융합역량 평균은 5.20(SD=
.97)이었고,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두 집단 간 평균에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70, p > .05). URP 참여 유
무에 따라 사후 융합역량에 차이를 분석하고자 학년, 성별, 
학과, 사전 융합역량 값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 공분산분
석(ANCOVA)을 실시하였다. 

Table 2. ANCOVA results of convergence competency 
df MS F

Grade 1 .13 .14
Gender 1 5.84 6.11*

Major 1 1.22 1.27
Pre-convergence 29.98 31.38***

Group 1 5.60 5.86*

Residuals 212 .96
Total 218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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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P에 미참여한 집단의 사후 융합역량 평균은 4.82(SD
= 1.14)이었고, 참여한 학생 집단의 사후 융합역량 평균은 
5.31(SD = .97)이었다. 공분산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URP 참여 집단에 따라 융합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F = 5.86, p = .016). 

4.2 URP 참여 유무에 따른 전공만족도 비교
URP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 전공만족

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전 전공만족도에 대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두 집단 간에 동질성
을 검토하고자 수행한 Levene 검정 결과, 두 집단은 등분
산 가정을 충족하여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F = .02. p =
.89). 미참여 집단의 사전 전공만족도는 4.76SD= 1.39), 
참여 집단의 사전 전공만족도는 4.69(SD = 1.39)로 나타났
다. 독립표본 t 분석결과, 두 집단의 사전 전공만족도는 차
이가 없었다(t = .36, p > .05). URP에 미참여한 집단의 사
후 전공만족도 평균은 4.70(SD = 1.35)이었고, 참여 집단의 
사후 전공만족도 평균은 5.31(SD= 1.20)로 분석되었다. 학
년, 성별, 학과, 사전 전공만족도 값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
단에 따른 사후 전공만족도에 대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Table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URP 참여 집단에 따라 
전공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7.72, p
< .001). 

Table 3. ANCOVA results of major satisfaction 
df MS F

Grade 1 1.60 1.21
Gender 1 2.45 1.85
Major 1 1.72 1.30

Pre-major satisfaction 1 63.38 47.97***

Group 1 23.41 17.72***

Residuals 212 1.32
Total 218

 

*** p < .001

4.3 URP 참여 유무에 따른 학업성취 비교
URP에 참여한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학업성취에 차이

가 있는지 규명하기에 앞서, 사전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
는지 비교하였다. Levene 검정 결과, 두 집단은 등분산 가
정을 충족하였고(F = 1.55. p = .22). 미참여 집단의 사전 학
업성취도는 3.27(SD=.59), 참여 집단의 사전 학업성취도는 
3.48(SD = .54)이었다. 독립표본 t 분석결과 t = -2.66(p
<.01)로 참여 집단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URP 미참여 집
단의 사후 학업성취도 평균은 3.52(SD=.58)였고, 참여 집

단의 사후 학업성취도 평균은 3.76(SD=.54)으로 나타났다. 
사전 학업성취도를 비롯하여, 성별, 학년, 학과를 통제한 공
분산분석 결과(Table 4 참조), 집단 간 전공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F = 3.98, p = .047), 
URP 참여가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Table 4. ANCOVA results of academic achievement 
df MS F

Grade 1 .40 2.51
Gender 1 1.160 7.21**

Major 1 .03 .17
Pre-GPA 1 28.03 174.26***

Group 1 .64 3.98*

Residuals 212 .16
Total 218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운영된 URP에 참여한 경험이 
융합역량,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
지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URP 참여 경험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성별, 학년, 
학과, 사전 점수값을 통제한 상태에서 URP 참여 집단의 융
합역량,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국내 대학에서 URP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학업성
취를 향상시키고 융합역량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임을 실증
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URP 학습 경험은 융합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다. 이 결과는 
URP가 초학문적 경험을 제공하고[10], 통합적 학습과 사고
력 증진에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7]. 
또한, 실제적 연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URP는 복잡한 문
제해결을 통한 심층적 학습경험이 융합역량을 강화시킨다
고 논의한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19,20]. 본 결과에서 
URP는 학생에게 연구수행과정에서 여러 각도에서 사고하
면서 다양한 지식을 적용하고 연결하는 융합적 문제 해결 
기회를 제공하고 융합인재에 요구되는 개방적인 태도, 고차
원적 사고력, 타인과의 협력을 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
안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융합역량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
는 융합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 창출에 토대가 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산업 발전 측면에서 큰 값어치를 제공한다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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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중요하다[33]. 따라서 URP를 국내 대학에서 추구하
는 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URP 참여 경험은 전공만족도 향상에 효과적이다. 
URP 참여 학생은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체험을 하면서 전공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진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전공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URP 참여 효과 중 전공만족도
에 보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컸다. 전공만족도는 진로결
정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비추어볼 때
[21,24,25], URP는 전공만족도 향상과 학생들의 진로 개발
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대
학생들은 해외 대학생들보다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인데[7], URP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자의 밀착
된 연구지도는 전공분야의 학습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교수-
학생 간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도 가
진다. 따라서 URP는 교수자와의 학문적 상호작용을 심화하
고 비형식적인 멘토링을 지원하여 학생의 전공 분야에 대한 
몰입과 만족도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URP 경험은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한다. 이
는 선행연구[6,13,14]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자기보고식으
로 측정된 학업 성과가 아닌 객관적인 학업 성과 지표라는 
점에서 URP 효과 검증에 타당성을 부여하였다. URP 경험
을 통해 학생들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과 지식을 심층
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문제해결에 적용, 분석, 평가해봄으
로써 반성적 사고와 고차원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다. 이러
한 학습경험은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고 전공
분야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여 전공 학업에 대한 태도와 성
취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된다. 

향후 학교 현장에서 URP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및 학과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URP를 학교의 공식
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학생 선발부터 성과 관리까지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프로그램의 정착과 질
관리가 가능하다. URP 프로그램 특성상 참여 학생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
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를 실행하기 위한 실험장비 사
용, 재료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교수자의 지도가 중
요한 만큼 URP 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URP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발표회를 지원하
고, 학회나 논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URP에 대한 인식과 성과 확산을 이끌 방법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
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URP를 수행
한 한 학교에 소속된 학과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국내 대학에서 URP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충분히 누적되
지 않은 만큼,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 대학에서 URP 효과 연구가 누적된다면 URP에 
대한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URP가 주로 활용되는 과학 분야 관련 학과를 대상
으로 수행되었다. URP가 이공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지
만, 사회과학, 의학 등 다른 분야에서도 종종 활용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전공에서 수행된 URP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
가 진행된다면 URP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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