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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규명하며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이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지역의 

치위생(학)과 신입생 213명을 대상으로 임의추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적 사고, 진로체험 경험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설명력은 47.7%이었다.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토대로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 프로

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한 기초자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긍정적 사고, 진로체험 경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치위생(학)과 신입생 

Abstract  In this study, the positive think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identified.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was identified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investigate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to October 21, 2019 on 

213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in Gyeonggi-do,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regions. According to the study,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school 

adjustment was in the order of academic self-efficacy, positive thinking, and career program experience,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were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was 47.7%. Since 

this study has been investigated and conducted on some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results, subsequent studies will require continuous study of various variables for positive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iency to school adjustment. However, based o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hat it can be used as data to supplement the prior study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and by presenting 

factors related to the school adjustment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it is thought that it became 

basic data that confirme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the school adjust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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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생애 주기적으로 대학생들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

기의 시작단계로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고

등학교 때의 입시 위주의 교육과 부모와 학교의 통제에

서 벗어나 자율적 사고와 책임을 요구받게 된다[1].

그러나, 대학 신입생들은 가치관이나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고등학교 시기와 다른 새롭고 변

화된 환경에 봉착하고, 본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2]. 그러므로 신입생

부터 진로 선택과 관련된 학업적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

에 대학생활 적응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3], 대학생활

의 부적응은 학업중단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학생

활 부적응을 예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은 치위생학의 학문적 

특수성과 학과의 교육과정이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와 

치과임상 현장실습 위주로 이루어져 신입생부터 학업

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적성이 

맞지 않아 대학생활 적응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치

위생(학)과 입학 동기에 대한 김 등[4]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취업률 때문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대부분

일 만큼 입학동기가 본인의 적성이나 직업에 대한 성찰 

없이 결정을 한 경우가 많아 대학생활의 부적응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본인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고

가 필요하다. 긍정적 사고는 주관적 행복감과도 관련성

이 있어[5],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낙관적으

로 해석하는 것으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증상에 직면했

을 때 자기조절능력과 대처능력을 증가시켜 스트레스

에 대한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도 한다

[6]. 또한, 김과 김[7]은 긍정적 사고 정서가 높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잘 대처하고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잘

할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학습 과제를 학습자

의 지각된 신념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

게 포기하지 않고 과제를 지속하게 되며, 도전적인 과

제를 선택하게 된다[8].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 

및 학업 성취감과 관련성이 있어,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준다[9].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 하나

인 주관적 충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10], 충

족정도가 낮을 경우 학업에도 영향을 주며, 교우와의 

관계등과 같은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

우가 많아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한다[11]. 이에 대학

들은 신입생들의 부적응으로 인한 탈락을 막기 위하여 

학생코칭센터 운영, 학생 면담 및 학부모면담, 자아성찰 

프로그램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

학에서의 신입생 탈락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12]. 치위생(학)과에서도 신입생의 탈락을 막고 학교생

활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들이 진행

되었으나, 이전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한 사

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13], 인성 및 대인관계[14]와 

관련된 연구는 있었으나,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

하고, 그 관련성을 규명하며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

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치위생

(학)과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지역의 치위생(학)과 신입

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 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

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 시 개인비밀 보장과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내용에 

동의한 대상자만을 조사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단 및 설문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

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version 3.1.9.2 

program을 이용하였고,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은 .95, 예측변수(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

능감, 긍정적 사고, 일반적 특성)를 10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72명이고, 최종 분석은 213명을 하

였다. 

2.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인 특성 7문항, 긍정적 사고 18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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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28문항, 학교생활 적응 20문항

으로 총 7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징은 학년, 

학점, 진로체험 경험, 종교,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능력, 

학과선택 동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긍정적 사고는 김 등[15]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

으며,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송[16]의 도구로서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생활 적응 20문항은 김[17]이 개발한 학교생활 적응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긍정적 사고, 0.863, 학업적 

자기효능감 0.639, 학교생활 적응은 0.749로 도구의 

신뢰도는 모두 0.6이상이었다. 

2.3 자료분석

IBM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α

=0.05을 유의수준으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하였으며,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

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일반적

인 특성에 따른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

생활 적응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

하였으며, 분석 후 다중비교는 Scheffe'로 실시하였다.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변수 

간의 상관성은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학

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

별로는 18세가 30%, 19세가 51.7%, 20세 이상이 

18.3%였으며, 학점은 2.9이하가 46.5%, 3.0-4.0사이

가 42.7%, 4.1이상이 10.8%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체

험 경험유무는 경험자가 63.4%, 비경험자가 36.6%였

으며, 종교 유무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26.8%였으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73.2%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는 만족과 보통이 각각 43.7%, 불만족은 12.6%였고. 

대인관계는 보통이 51.6%, 만족이 46.0%로 나타났으

며, 전공선택 동기는 취업때문이 48.9%, 자신이 선택이 

27.7%, 권유가 13.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s N %

Year

18 64 30.0

19 110 51.7

≥20 39 18.3

School work 

credit

<2.9 99 46.5

3.0-4.0 91 42.7

≥4.1 23 10.8

Career program

experience

Yes 135 63.4

No 78 36.6

Religion
Yes 57 26.8

No 156 73.2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action 27 12.6

Average 93 43.7

Satisfaction 93 43.7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5 2.4

Average 110 51.6

Satisfaction 98 46.0

Application

motivation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19 8.9

Employment 104 48.9

Self

motivation
59 27.7

Inducement 29 13.6

Etc 2 0.9

Total 213 100.0

3.2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

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5점을 기

준으로 긍정적 사고는 3.41점이었고, 학업적 자기효능

감은 3.17점이었으며, 학교생활 적응은 3.21점으로 나

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N=213)

Characteristics Minimum Maximum
Mean

±SD

Cronbach's 

⍺

Positive

thinking
2.11 5.00

3.41

±0.45
0.863

Academic

self-efficacy
2.45 4.25

3.17

±0.29
0.639

School

adjustment
2.05 4.37

3.21

±0.3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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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

능감, 학교생활 적응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긍정적 사고는 학점(p=0.036), 전공

만족도(p=0.001), 대인관계(p=0.001), 전공선택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점은 ‘4.1이상’

일 때,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만족하다’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공 선택은 ‘자신이 선택’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점(p=0.011), 전공만족

도(p=0.001), 대인관계(p=0.001), 전공선택(p=0.014)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점은 ‘4.1이상’일 때, 전

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만족하다’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공선택은 ‘자신이 선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

교생활 적응은 학점(p=0.010), 전공만족도(p=0.028), 

대인관계(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점은 

‘4.1이상’일 때,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만족하다’에

서 높게 나타났다.

3.4 학교생활 적응, 긍적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상관관계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학

교생활 적응은 긍정적 사고(r=0.583), 학업적 자기효능

감(r=0.633)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긍정적 사고(r=0.581)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s of school adjustment, positive 

thinking, academic self-efficacy

Variables
School

adjustment

Positive

thinking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adjustment
1

Positive

thinking
0.583** 1

Academic

self-efficacy
0.633** 0.581**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3. Positive think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s N
Positive

thinking

t or F

(p*)

Academic

self-efficacy

t or F

(p*)

School

adjustment

t or F

(p*)

Year

18 64 3.38±0.52
0.239

(0.788)

3.19±0.34
0.120

(0.887)

3.14±0.27
0.744

(0.476)
19 110 3.43±0.42 3.22±0.37 3.18±0.30

≥20 39 3.40±0.41 3.22±0.40 3.21±0.30

School work 

credit

<2.9 99 3.32±0.46a

3.385

(0.036)

3.14±0.37a

4.631

(0.011)

3.12±0.30a

4.711

(0.010)
3.0-4.0 91 3.47±0.41ab 3.24±0.33ab 3.19±0.28ab

≥4.1 23 3.52±0.49b 3.38±0.43b 3.32±0.29b

Career

program 

experience

Yes 135 3.41±0.46
0.159

(0.874)

3.21±0.35
0.106

(0.916)

3.15±0.26
-1.384

(0.169)
No 78 3.40±0.43 3.21±0.39 3.21±0.33

Religion
Yes 57 3.41±0.49 0.038

(0.969)

3.27±0.40 1.347

(0.179)

3.19±0.30 0.583

(0.561)No 156 3.41±0.43 3.19±0.35 3.17±0.29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action 27 3.02±0.54a

21.173

(0.001)

3.01±0.40a

11.296

(0.001)

3.10±0.27a

3.638

(0.028)
Average 93 3.35±0.37b 3.15±0.37a 3.14±0.32ab

Satisfaction 93 3.58±0.40c 3.33±0.31b 3.23±0.26b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5 2.92±0.50a

18.110

(0.001)

3.03±0.70a

8.297

(0.001)

2.89±0.38a

10.926

(0.001)
Average 110 3.27±0.42ab 3.13±0.36ab 3.11±0.27ab

Satisfaction 98 3.58±0.41b 3.32±0.33b 3.26±0.28b

Application 

motivation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19 3.19±0.46a

7.259

(0.001)

3.19±0.37ab

3.629

(0.014)

3.13±0.32

0.908

(0.438)

Employment 104 3.40±0.40ab 3.20±0.35ab 3.17±0.29

Self 

motivation
59 3.59±0.43b 3.32±0.29b 3.22±0.30

Inducement 31 3.21±0.49a 3.07±0.47a 3.13±0.26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ffé) for three or more groups
a,b,c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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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Table 5와 같다. 학교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

반적 특성,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은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위생

(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

립변수는 긍정적 사고(t=5.341, p=0.001), 학업적 자기

효능감(t=6.594, p=0.001), 진로체험 경험(t=2.388, 

p=0.018)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900으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Tolerance(공차한계)는 1.0이하로 유

의한 모형이었으며(F=14.054, p<0.001), VIF(다중공선

성)는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치위생과 신입생

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0.425), 긍정적 사고(=0.364), 진로지도 체험(

=-0.124)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적 자

기효능감이였으며, 설명력은 47.7%였다.

4. 고찰

대학 신입생으로 지내는 1년은 대학 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신입

생의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

응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여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이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이고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는 만족과 

보통이 각각 43.7%로 김 등[4]의 연구에서 만족이 

82.6%였던 것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학과선택 동기

는 취업 때문이 48.9%로 나타나 김 등[4]의 68.7%, 김

[6]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52.1%보다는 

낮았으나, 보건계열의 높은 취업률로 인해 학과를 선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스스로 적성에 맞다 생

각하여 선택한 경우는 27.7%로 조사대상자들은 적성보

다는 취업이 잘되는 치위생(학)과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school adjustment

Variables B SE  t p* Tolerance VIF

(constant) 1.234 0.168 7.341 0.001

Positive thinking 0.238 0.045 0.364 5.341 0.001 0.545 1.835

Academic self-efficacy 0.343 0.052 0.425 6.594 0.001 0.607 1.648

Age(18/19)† -0.002 0.035 -0.003 -.051 0.960 0.830 1.205

Age(19/≥20)† 0.060 0.041 0.080 1.467 0.144 0.846 1.182

Career program experience(yes/no)† 0.074 0.031 0.124 2.388 0.018 0.936 1.069

School work credit(≥2.9/3.0-4.0)† -0.017 0.032 -0.029 -.517 0.606 0.812 1.232

School work credit(3.0-4.0/≥4.1)† 0.089 0.052 0.097 1.715 0.088 0.794 1.260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action/average)†
0.070 0.050 0.080 1.393 0.165 0.772 1.296

Satisfaction in major

(average/satisfaction)†
-0.041 0.034 -0.071 -1.202 0.231 0.727 1.376

Interpersonal relationship

(average/satisfaction)†
0.048 0.033 0.084 1.467 0.144 0.766 1.306

Religion(yes/no)† -0.019 0.034 -0.030 -.571 0.569 0.934 1.071

Application motivation(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employment)†
-0.011 0.055 -0.019 -.202 0.840 0.278 3.598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self motivation)†
-0.043 0.060 -0.068 -.720 0.472 0.284 3.524

Application motivation

(self motivation/inducement)† 0.046 0.064 0.056 .723 0.471 0.425 2.353

R=0.513, Adjusted R2=0.477, F=14.504(p<0.001), Durbin-Watson: 1.900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Dummy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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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

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5점을 기준으로 긍정적 사고

는 평균 3.41점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긍정적 사

고 정도는 중간이상 수준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6]의 3.59점, 전[18]의 3.55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학교적응 및 과도한 학

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요인이 되리라 생각

되며, 긍정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과제의 난이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으로 분류되는 

3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17점이었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남과 

최[19]의 연구 2.95점보다는 높았으나, 정[20]의 연구 

3.53점보다는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비보건계열 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21]의 연구에서의 3.80점보다 

낮았으며, 김 등[22]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3.21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려운 과제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경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학업수행 능력이 높은 편은 아니므로, 학습자에

게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수업인 

액션러닝이나 플립러닝과 같은 교수전략을 수립할 필

요성이 있다. 학교생활 적응은 3.21점으로 나타나 치위

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천 등[14]의 3.33점

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간호 대학생을 대상을 한 

김[23]의 2.91점보다는 높았으나, 비보건계열 대상의 

이[21]의 연구 3.94점보다는 낮았다. 본 연구의 학교생

활 적응도는 높은 편이 아니므로 대학 신입생의 학교생

활 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학습전략 

방안으로 이전 연구들[24-26]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학 

신입생들이 친구와 선배 및 교수등과의 관계 맺음에 효

과적인 접근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위생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는 학점과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학점이 ‘4.1이상’일 때,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만족하다’에서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

교생활 적응과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

관계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학교생활 적응

을 잘하는 학생이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천 등[14]은 학교생활 적응과 인

성 및 대인관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하였으며, 김

[23]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

감 및 전공만족도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김[6]은 긍정적 사고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

응을 잘하고,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일 때와 주관적 행복

감이 낮을 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되는 요인이 다양함을 알 수 있으

며, 이러한 요인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긍

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

면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

향을 준 독립변수는 긍정적 사고(t=5.341, p=0.001), 

학업적 자기효능감(t=6.594, p=0.001), 진로체험 경험

(t=2.388, p=0.018)이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김[27]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 요인을 셀프리더십과 

감성지능이라고 했고, 송[16]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

공만족도라 했으며, 김[28]은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긍정적 사고가 학교생활 적응에 주요변인으로 검증하

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

학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코칭 및 학습법 

특강 등을 통한 학생 본인의 학습스타일을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며, 학업수행 능력을 높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학과 및 대학 차원에서의 지원과 전략이 필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일부 치위생(학)과 신

입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결과

를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를 토대로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 프로

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한 기초자료가 되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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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와 학

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며,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 분석을 통하여 치위생(학)과 신입

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는 3.41점이었

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17점이었으며, 학교생

활 적응은 3.21점이었다.

2. 학교생활 적응은 학점, 전공만족도,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0), 학점은 ‘4.1이

상’일 때,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만족하다’에

서 높게 나타났다.

3.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긍정적 

사고(r=0.583), 학업적 자기효능감(r=0.633)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는 긍정적 사고(r=0.581)는 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적 사고, 진로지

도 체험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설명력은 47.7%이었다

이에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적 사고가 치위생(학)

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을 알수 있었고, 학과 및 대학 차원의 신입생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사고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규수업과 비교과수업에 적

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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