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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재학생의 비교과 교육의 방향성 제고와 체계적인 비교과 교육과정 및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보리

치 요구도 분석과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와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리치 요구도 분석 

상위 10위 내 프로그램에는 ‘자격증’, ‘진로탐색’, ‘해외봉사’, ‘제2외국어’, ‘취업교육’, ‘재능기부’, ‘영어, ’컴퓨터 활용‘, ’국

내봉사‘, ’전공 융·복합학습‘이 포함되었다.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에서의 우선순위는 ‘자격증’, ‘진로탐색’, 취업교육‘, ’해

외봉사, ‘영어’, ‘국내봉사’, ‘제2외국어’, ‘재능기부’, ‘컴퓨터 활용 순이었다. 보리치 요구도 분석과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

을 접목하여 총 9개 프로그램이 도출되었으며 우선순위로는 ‘자격증’, ‘진로탐색’, ‘해외봉사’, ‘제2외국어’, ‘취업교육’, ‘재

능기부’, ‘영어’, ‘컴퓨터 활용’, ‘국내봉사‘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보건계열 재학생은 취업 및 봉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요구도가 높게 도출되어. 향후 요구도 및 우선순위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며, 대학

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보건계열 재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 보건계열 대학생, 비교과, 보리치 요구도 조사,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direction of extracurriculular education for health 

students and to establish and systematic extracurricular education and operation system. The needs and 

priorit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s were investigated through a survey of health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Borich’s need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s a result of priorities of 

extracurriculular programs according to Borich's needs, the top 10 programs included ‘certification’, ‘career 

exploration’, ‘overseas service’, ‘second language’, ‘employment education’, ‘talent donation’, ‘English’, 

‘computer utilization’, and ‘major convergence learning’. As a result of priorities by applying The Locus for 

Focus Model, ‘certification’, ‘career exploration’, ‘employment education’, ‘foreign service’, ‘English’, 

‘domestic service’, ‘second foreign language’, ‘talent donation’, and ‘computer utilization’ was included.  A 

total of nine programs were derived by combining Borich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nd priorities 

were ‘certification’, ‘career exploration’, ‘overseas service’, ‘second foreign language’, ‘employment 

education’, ‘talent donation’, ‘English’, ‘computer utilization’, and ‘domestic service’. As a result of this study, 

health students had a high needs for comparison programs for employment and volunteer programs, so 

universities should reflect this and establish a comparison program operation system for health students.

Key Words : The Locus for Focus Model, Health college students, Extracurricular, Borich’ needs,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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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과 융합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1].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대학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적절

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 교육과 사회가 요구

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에 각 대학에서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을 개편하고,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추구하거나 인성교

육, 글로벌 교육, 정보화 교육 등 교과과정 외 분야를 

개설하여 대학생들의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

동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2] 사회적 요구에 부흥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교과 교육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학습자의 자율

적이고 선택적인 활동으로, 대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

는 일체의 제반활동을 말하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공

하기 어려운 학습경험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면서

도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는 학생의 자기효능감

을 높이고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과 학업성취도를 예측

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3] 리더십, 협

동학습, 자신감, 성취감 등 다양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4]. 

특히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사업), 대학특

성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대학혁

신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비교과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운영이 교육부의 평가지표에 활용됨에 따

라 비교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5],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요구도를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개설로 인해 참여도가 낮거나, 유사 프로그

램의 중복 개설,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 및 성과관

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6]. Lee[7]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핵심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도 및 사회의 요구도를 수렴

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

서 비교과프로그램의 참여도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대

한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계열의 경우 졸업 후 보건의료 현장에서 `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미래의 보건의료

인 및 의료기사로서 올바른 직업적 가치관을 갖고 양질

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

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환경 및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과 외 비교과 프

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대

학생의 인식 및 수요조사, 비교과 프로그램이 대학핵심

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학습자 

요구도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6,8-11]. 그러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요구도 조사 항목이 교양교과와 인

성으로 한정되어있어 취업, 진로, 봉사, 학습 등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미흡하고 특히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계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비

교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

한 프로그램의 운영 시 학교의 자원이 한정적일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비교과 프

로그램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 J시의 일개 전문대학 보건계열 재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참

여하기를 희망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6월부

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617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적합한 29부를 제외한 총 588부

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직전학기 성

적’의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은 명목척도

로 조사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정보

자료실의 우수 교수학습센터 대학[12] 홈페이지를 통해 비

교과분야를 조사하여 본 연구에 맞게 항목을 설정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기본소양’, ‘학습’, ‘상담’, ‘취/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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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글로벌’, 봉사’ 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

별 세부항목 총 29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을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아니다’

의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교과 분야 측정도구의 신뢰도

를 분석한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수준을 측

정하는 도구의 Cronbach's 알파계수가 0.969, 프로그

램에 대한 필요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의 Cronbach's 

알파계수는 0.946으로 조사되었다.  

2.3 연구방법

연구수행 전 비교과 교육 수요 항목에 관한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계열 전임교

수 5인을 대상으로 ‘문항의 적합성’ 및 ‘표현의 명확성’

의 2가지 기준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

다’의 4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CVI(Content 

Validity Index)값 0.8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전 항목 

0.8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법을 설명한 다음 자기기입식

으로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2.4 분석방법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를 실시했으며 통

계적 유의성 검정은 0.05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빈

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현

재수준과 필요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현재수준과 필요수

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

그램 요구도 및 우선순위 검정은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Borich 요구도는 필요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을 통해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현재수준과 필

요수준의 차이를 통해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방법

이다[13]. 그러나 순위를 어디까지 반영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

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Model[14]을 활용하

였다. The Locus for Focus Model은 필요수준을 가

로축,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차이를 세로축으로 구분

하여 각 평균값을 기준으로 사사분면에 나누어 우선순

위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1사분면은 필요도가 높으면

서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차이가 큰 영역에 해당한다.

Borich’s needs =



 ×

RCL(required competency level) : 

each individual’s importance score

PCL(present competency level) : 

each individual’s performance score

 : average score of importance by 

each competency

N : total number

Fig. 1. The formula for the priority decision of Borich

Fig. 2. The Locus for Focus Model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에서는 여자가 432명(73.5%)으로 남자 156명(26.5%)

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 188(32.0%), 1학년 186

명(31.6%), 3학년 185명(31.5%), 4학년 29명(4.9%) 순

으로 2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과에서는 치위생

과 145명(24.7%), 물리치료과 122명(20.7%), 간호학과 

121명(20.6%), 방사선과 114명(19.4%), 응급구조과 

86명(14.6%) 순으로 치위생과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

다. 직전학기 성적은 3.0∼3.4가 141명(24.0%), 2.5∼

2.9가 86명(14.6%), 3.5∼3.9가 88명(15.0%), 4.0이상

이 49명(8.3%), 2.0∼2.4가 27명(4.6%), 2.0이하가 11

명(1.9%)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전학기 성적은 1학년의 

경우 성적이 산출되지 않아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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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Classification Divisions
Frequency

(N)
Percentage

(%)

Sex
Male 156 26.5

Female 432 73.5

Grade

1st 186 31.6

2nd 188 32.0

3rd 185 31.5

4th 29 4.9

Major

Dept. Dental hygiene 145 24.7

Dept. Physical therapy 122 20.7

Dep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86 14.6

Dept. Radiological technology 114 19.4

Dept. Nursing science 121 20.6

Last semester 
grades

4.0 upper 49 8.3

3.5∼3.9 88 15.0

3.0∼3.4 141 24.0

2.5∼2.9 86 14.6

2.0∼2.4 27 4.6

2.0 lower 11 1.9

no answer(freshman) 186 31.6

Total 224 100

3.2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현재 수준과 필요수준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수준은 Table 2와 같

다. 기본소양 영역에서 ‘인성’, ‘리더십’, ‘독서&글쓰기’, 

‘창의개발’, ‘의사소통’이, 학습영역에서 ‘기초학습’이, 상

담영역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멘토링’, ‘심리검사/

진단’ 항목이, 취/창업 항목에서 ‘취업교육’, ‘진로탐색’, 

‘자격증’이, 봉사 영역에서 ‘국내봉사’가 평균 3.27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공 융복합 학습’, ‘튜터링/학습코

칭’, ‘다문화’, ‘해외문화’, ‘제2외국어’가 3.0수준의 낮은 

현재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요수준에 대한 

결과는 기본소양 영역에서 ‘인성’과 ‘의사소통’이, 상담영

역에서 ‘개인상담’, ‘심리검사/진단’이 취/창업 영역에서는 

‘취업교육’, ‘진로탐색’, ‘자격증’이, 글로벌 영역에서 ‘영어’

가 봉사 영역에서 ‘국내봉사’, ‘해외봉사’가 평균 3.5 이상

을 나타낸 반면 ‘인문학’이 3.2미만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수준 및 필요

수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하여 현재 인식수준 및 필요수준의 차이는 성별, 학

년, 학과, 성적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

았다(Table 3 참고).

Table 2. Current level and needs level of extracurricular programs

Contents
Current level

M±SD
Needs level

M±SD

Basic 
skill

Personality 3.60±0.95 3.60±0.92

Readership 3.41±0.92 3.47±0.84

Reading&Writing 3.35±0.91 3.26±0.85

Humanities 3.17±0.89 3.16±0.85

Creative development 3.28±0.88 3.35±0.88

Communication 3.47±0.92 3.51±0.91

Computer utilization 3.13±0.97 3.46±0.90

Learning

Basic learning 3.36±0.92 3.44±0.91

Major fusion learning 3.07±0.97 3.35±0.86

Tutoring/Learning coaching 3.02±0.93 3.30±0.85

Learning community 3.17±0.92 3.30±0.85

Special lecture and workshop 3.13±0.94 3.28±0.86

Volunteering

Domestic volunteering 3.38±0.95 3.66±0.87

Overseas volunteering 3.15±0.97 3.58±0.92

Donation of talent 3.10±0.97 3.49±0.90

Counseling

Personal counseling 3.50±0.90 3.57±0.88

Group counseling 3.38±0.87 3.27±0.93

Mentoring 3.42±0.91 3.46±0.89

Coaching 3.23±0.91 3.37±0.89

Psychological test / diagnosis 3.38±0.95 3.51±0.90

Employment/start up

Employment education 3.39±0.92 3.76±0.89

Start-up education 3.24±0.94 3.35±0.95

Start-up project 3.16±0.90 3.28±0.91

Career exploration 3.36±0.90 3.76±2.28

Certificate 3.41±0.93 3.86±0.87

Global

Multiculturalism 3.09±0.95 3.27±0.87

Overseas culture 3.07±0.96 3.34±0.86

English 3.24±0.94 3.61±0.93

Second language 3.03±0.95 3.46±0.94

Total 3.27±0.93 3.4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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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level and the needs leve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Current level Needs level

M±SD p value M±SD p value

Sex*
Male 156 2.99±0.68

-0.852
3.51±0.65

1.452
Female 435 3.05±0.68 3.43±0.60

Grade**

1st 186 3.08±0.71

1.351

3.48±0.62

0.246
2nd 189 2.98±0.59 3.46±0.56

3rd 187 3.02±0.63 3.43±0.68

4th 29 3.17±0.45 3.45±0.51

Major**

Dept. Dental hygiene 147 3.01±0.59

0.916

3.39±0.66

2.593

Dept. Physical therapy 123 3.03±0.76 3.58±0.56

Dep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86 2.97±0.64 3.33±0.59

Dept. Radiological technology 114 3.03±0.66 3.46±0.65

Dept. Nursing science 121 3.12±0.52 3.50±0.58

Last semester 
grades**

4.0 upper 49 3.06±0.54

0.974

3.60±0.60

1.039

3.5∼3.9 88 3.05±0.64 3.40±0.60

3.0∼3.4 141 3.01±0.60 3.43±0.59

2.5∼2.9 86 3.03±0.56 3.41±0.66

2.0∼2.4 27 2.79±0.47 3.41±0.46

2.0 lower 11 2.87±0.72 3.25±0.70

No answer 189 3.09±0.73 3.50±0.61

* by t-test
** One way ANOVA

Table 4. Extracurricular program needs priority analysis

Contents
Difference

Borich Priority Rank
M±SD

Basic 
skill

Personality -0.007±1.09 -0.037 27

Readership 0.068±1.02 0.247 21

Reading&Writing -0.087±1.03 -0.277 28

Humanities -0.010±1.00 -0.027 26

Creative development 0.071±1.04 0.244 22

Communication 0.039±1.08 0.125 25

Computer utilization 0.323±1.15 1.113 8

Learning

Basic learning 0.082±1.13 0.292 20

Major fusion learning 0.274±1.03 0.925 10

Tutoring/Learning coaching 0.272±1.02 0.905 11

Learning community 0.124±1.00 0.419 17

Special lecture and workshop 0.148±1.01 0.489 14

Volunteering

Domestic volunteering 0.068±1.07 0.229 23

Overseas volunteering -0.119±1.05 -0.393 29

Donation of talent 0.048±1.05 0.152 24

Counseling

Personal counseling 0.134±1.05 0.439 15

Group counseling 0.126±1.07 0.422 16

Mentoring 0.371±1.10 1.387 5

Coaching 0.111±1.09 0.363 18

Psychological test / diagnosis 0.111±1.01 0.355 19

Employment/start up

Employment education 0.408±2.33 1.515 2

Start-up education 0.452±1.13 1.739 1

Start-up project 0.179±1.05 0.570 13

Career exploration 0.265±1.04 0.871 12

Certificate 0.371±1.10 1.331 7

Global

Multiculturalism 0.432±1.16 1.489 4

Overseas culture 0.284±1.10 1.022 9

English 0.425±1.13 1.514 3

Second language 0.393±1.09 1.360 6

3.4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Borich요구도에 따른 비교과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자격증’, ‘진로탐색’, ‘해외봉사’, ‘제 2외국

어’, ‘취업교육’, ‘재능기부’, ‘영어’, ‘컴퓨터활용’, ‘국내봉

사’, ‘전공 융·복합학습’, ‘튜터링/학습코칭’, ‘해외문화’, 

‘다문화’, ‘학습특강 및 워크숍’, ‘코칭’, ‘심리검사/진단’, 

‘학습공동체’, ‘창업교육’, ‘창업프로젝트’, ‘기초학습’, ‘리

더쉽’, ‘창의개발’, ‘개인상담’, ‘멘토링’, ‘의사소통’,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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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인성’, ‘독서 및 글쓰기’, ‘집단상담’ 순으로 조사되

어 ‘취/창업’, ‘봉사’, ‘글로벌’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집단상담’, ‘기본소양’에 관한 

우선순위는 낮게 조사되었다(Table 4 참고). 

3.5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적용하여 선정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요구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Fig. 3과 

같다. 1사분면은 필요도가 높으면서 현재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으로 1사분면에 위치하는 항목은 ‘자격증’, 

‘진로탐색’, ‘취업교육’, ‘해외봉사’, ‘영어’, ‘국내봉사’, ‘제 

2외국어’, ‘재능기부’, ‘컴퓨터 활용’으로 조사되었다.

3.6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 

우선순위 비교

Borich 요구도 분석의 우선순위에 따라 29개 항목 

중 상위 15개 항목을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1사분면에 위치하는 항목과 상호 비교하여 최우선 순

위의 항목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총 9개의 프로그램

이며 ‘자격증’, ‘진로탐색’, ‘해외봉사’, ‘제2외국어’, ‘취업

교육’, ‘재능기부’, ‘영어’, ‘컴퓨터활용’, ‘국내봉사’로 조

사되었다. 

Fig. 3. The Locus for Focus Model analysis result

Table 5. Comparison of Borich’s needs and Licus for Focus Model

Contents
Borich priority

Rank
Locus for Focus model

(Quadrant 1)

Basic skill Computer utilization 8 O

Learning

Major fusion learning 10

Tutoring/Learning coaching 11

Special lecture and workshop 14

Counseling Coaching 15

Employment/start-up

certificate 1 O

Carrer exploration 2 O

Start-up education 5 O

Global

English 7 O

Second language 4 O

Overseas culture 12

Multiculturalism 13

Volunteering

Domestic volunteering 9 O

Overseas volunteering 3 O

Donation of talent 6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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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차이를 이용한 

Borich의 요구도 분석방법과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사용하여 보건계열 재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Borich의 요구도 분석은 현재 수준과 필요 수준의 

차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학습 요구를 발견할 수 있어 

교육의 효율성 지표로 사용할 수 있고 교육에 우선순위

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교육의 변경 사항을 결정할 수 있

는 틀을 제공한다[15].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프로그램

에 대한 중요성을 현재 수준으로 하고 필요도를 필요 

수준으로 하여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균 필요수준이 현재수준에 비해 높게 나

타났고 각 영역별 항목에서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차

이가 나타났다. ‘리더십’, ‘독서&글쓰기’, ‘창의개발’, ‘기

초학습’, ‘집단상담’과 ‘멘토링’이 현재수준에서 요구도

가 높았으나 필요수준에서는 낮게 조사되었고, ‘영어’와 

봉사 영역의 ‘해외봉사’가 현재 수준에서 높게 조사되었

으나 필요수준에서는 낮게 조사되었다. 반면 ‘인성’, ‘의

사소통’, ‘개인상담’, ‘심리검사/진단’, ‘취업교육’, ‘진로

탐색’, ‘자격증’, ‘국내봉사’ 항목은 현재 수준과 필요 수

준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항목별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써 요구도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Lee[16]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

여를 많이 하고 진로성숙도 빠르게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는데, 이는 취업 시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즉 취업 시

기가 가까워질수록 진로결정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im & Lee[17]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대

학생의 선호도는 진로·인적성이, 중요도는 진로 및 취·

창업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고 보고하며 이는 학생

들이 진로와 취·창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확

인한 본 연구에서도 상위 1, 2위가 각각 ‘자격증’과 ‘진

로탐색’으로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취업교육’이 5위로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보건계열 재

학생의 진로·취업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Borich의 요구도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는 가중치를 이용하므로 실제적이고 정확한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15]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13] 

우선순위를 어디까지 반영해야하는 지 판단에 어려움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활용하는데, 이는 필요수준과 두 수준의 차이를 

각각 두 축으로 하여 4개 분면을 만들고 필요수준과 두 

수준이 모두 높은 1사분면, 필요수준이 낮고 두 수준의 

차이는 높은 2사분면, 두 수준의 차이와 필요수준이 모

두 낮은 3사분면 그리고 두 수준의 차이는 낮고 필요수

준은 높은 4사분면에 분류함으로써 시각적 효과와 정

밀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15] 선택에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교육[17], 유아[18], 보건

[19]등 다양한 분야에서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함께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적용

한 결과 필요수준과 두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인 

1사분면에 위치하는 항목으로 ‘자격증’, ‘진로탐색’, ‘취

업교육’, ‘해외봉사’, ‘영어’, ‘국내봉사’, ‘제 2외국어’, ‘재

능기부’, ‘컴퓨터 활용’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Borich의 요구도 분석을 통한 상위 15개 항목에 접목

한 결과 ‘자격증’, ‘진로탐색’, ‘해외봉사’, ‘제2외국어’, 

‘취업교육’, ‘재능기부’, ‘영어’, ‘컴퓨터 활용’, ‘국내봉사’ 

총 9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2016년 의료서비스 산업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보건업 취업률이 높았고, 2016

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동안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연평균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 또

한 고용노동부의 2021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업 및 보건의료직이 구인·채

용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였다[21]. 본 연구에서 ‘자격

증’, ‘진로탐색’, ‘취업교육’은 우선순위 9위 내에 포함된 

반면 ‘창업프로젝트’, ‘창업교육’의 항목은 낮은 요구도

를 보여 취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창업에 대한 

요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계열 재학생

은 졸업 후 진로 특성이 창업보다 취업이 쉬운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21]. 따라서 보건계열 

재학생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진로

탐색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한편  Kim & Kim[22]은 의료봉사의 필요성 조사에

서 ‘전공에 대한 실습’이 ‘봉사를 통한 만족감’이나 ‘취약

계층의 건강증진’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생의 봉사활동

은 봉사적 측면보다 교육적 성과가 더 크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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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이 반영되어 ‘해외봉

사’, ‘재능기부’, ‘국내봉사’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즉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인식에 기인하며 봉

사를 통해 직무수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교육적 

의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유추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봉

사 프로그램의 개발 시 교육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

다는 교육적 성과와 더불어 신체적·정신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직의 기본적 소양인 성찰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Park[23]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영어, 제2외국어, 

자격증 등의 사교육을 받고 있고, Ro & Park[24]은 외

국어, 컴퓨터 학습,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교육비

를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25]는 전 학

년에서 자격증 취득, 외국어,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4학년의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한 요구도만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2외국어’, ‘영어’, ‘컴퓨터 활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 비춰볼 때 취업과 연계되

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즉 취업을 위한 전공 관련 

자격증, 진로 뿐 아니라, 취업 경쟁 우위 선점 또는 응

시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한 활동이라고 유추한다. 따라

서 학생의 고품질 취업 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원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평균이 각

각 3.27과 3.50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여 비교과프

로그램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요구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

생의 인지도[6]와 참여율이 낮고 사교육의 참여가 발생

한다는 선행연구[23]를 통해 재학생의 요구도를 반영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

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학생들의 인식구조를 전환

하여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수준과 필

요 수준을 확인한 결과 성별, 학년, 전공, 성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과의 특수성은 있으나 

보건계열이라는 학문적 공통분모에 기인한다고 판단되

며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프로그램보다는 보편적

인 프로그램 내에 학과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나, 보건계열 재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요구도를 Borich와 Locus for Focus 

Model을 적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요구도를 확인하고 

그 우선순위를 제공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

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

가 있으며 향후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성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재학생의 비교과 교육의 방향성 

제고와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해 보

건계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하였다.

첫째, Borich요구도에 따른 비교과 프로그램 우선순

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위 내 프로그램에는 ‘자격증’, 

‘진로탐색’, ‘해외봉사’, ‘제2외국어’, ‘취업교육’, ‘재능기

부’, ‘영어’, ‘컴퓨터 활용’, ‘국내봉사’, ‘전공 융·복합학습’

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보건계열 재학생의 취업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진로탐색 및 취업관련 프로

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The Locus for Focus Model 적용하여 우선

순위를 분석한 결과 ‘자격증’, ‘진로탐색’, 취업교육’, ‘해

외봉사’, ‘영어’, ‘국내봉사’, ‘제2외국어’, ‘재능기부’, ‘컴퓨

터 활용’이었다. 따라서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봉사를 통해 직무수행을 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 우선순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Borich 와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접목하여 ‘자격증’, ‘진로탐색’, ‘해외봉사’, ‘제2외국어’, 

‘취업교육’, ‘재능기부’, ‘영어’, ‘컴퓨터 활용’, ‘국내봉사’ 

순의 우선수위 9개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계열 재학생은 취업 경쟁에서의 우위 선점 또는 응

시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한 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

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보건계열 재학생은 취업 및 

봉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요구도

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요구도 및 우선순위를 반

영한 운영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대학에서

는 이를 반영하여 보건계열 재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

로그램 운영 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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