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IGINAL ARTICLE
https://doi.org/10.15724/jslhd.2022.31.3.075

http://jslhd.org/
JSLHD 2022. Vol. 31, No. 3. 75-82

ISSN 1226-587X / eISSN 2671-7158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언어치료연구

75

Ⅰ. 서  론

대학 진학은 많은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시기로 학생들이 이

전에 겪었던 것 중 가장 큰 사회적ㆍ심리적 적응이 필요하다

(Baek, 2001). 대학의 전공은 진로결정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

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전공학습은 전문적 소양을 갖

추고 직업 잠재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반이다(Kang, 2015). 하

지만 우리나라의 상당 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의 서열이나 합격 위주의 대학에 진학함으로 인하여 

전공에 대한 불만과 대학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 포기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하

여 관심을 갖게 되며, 입학 당시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전공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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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 진로 방향이나 진로 선택 과정이 현실과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 같은 학생 본인의 적성과 대학 전공과의 불일치는 전공만족도

를 낮아지게 하며, 이는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 성적저하, 학교에서

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 유발 등의 결과가 초래되어(Chang 

et al., 1986) 향후 개인의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학습, 학과에서 경험하는 체

험활동, 교수 및 선ㆍ후배 간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만족을 의

미한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하여 생각하는 주관적인 경험

을 의미하며 인지된 복합적 감정들이자 개인이 속한 전공 내에서

의 행동은 개인과 전공과 관계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

된다(Lee, 2013). 

전공만족도가 높고 전공을 선호하며 본인의 적성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보이며 전공 몰입

도가 높고, 학교나 학과생활의 적응을 잘하며, 진로 고민이나 

갈등이 적어 중도 이탈이 낮다. 또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으

므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계획하는 훨씬 능동적이며, 진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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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나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이에 대한 성취도도 높다(Kang, 2018).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지속 및 대학생활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초점

을 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이 학업동

기를 고취시키고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설명하

고 있다(Kim, 2010; Kim & Kang, 2016; Oh et al., 2001). 

언어치료학과 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과 비교할 때 필수적으로 이

수하여야 하는 실습 교과목의 비중이 크고(Lee, 2016), 또한 이미 

진로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고로 인하여 진로에 대한 만족과 

전공 적응에 애로를 겪기도 한다. 전공만족에 대한 문제는 전공 

교육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언어치료

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언어치료 교육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Kim과 Ha(2000)는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하여 학생이 느끼는 

만족의 범위가 넓고 종합적인 개념이므로 단일 요인이 아닌 다차원

요인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공만족도

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Jang, 2012; Song, 2014), 전공만족도와 학습동기(Cho & 

Kim, 2019; Lim, 2014),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Cho et 

al., 2020; Park & Cho, 2019)과 같이 각각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대다수이며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학습동기, 진로

준비행동을 함께 다차원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또한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적응, 학

습동기,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

응, 학습동기,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변인이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학습동기, 진로

준비행동, 전공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학습동기, 진로준

비행동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활적응, 학습동기, 진로준비행동 중 전공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언어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설문지는 소속대학, 이름,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

으며 동기와 진로 등에 대한 질문으로만 구성하였다. 4개 대학

의 학생에게 Google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22년 6월 7일~15일까지 진행하였다. 총 169명의 응답이 수

집되어 분석하였다.

2. 검사 도구

1) 대학생활적응

연구대상자들의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Baek(2001)이 연구에 사용

한 설문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정서적 적

응, 사회적 적응, 일반적 적응, 학업적 적응을 포함하는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5점)’부터 

‘매우 아니다(1점)’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은 것으

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2로 나타났다.

2) 학습동기

Tang(2018)이 대학생의 학습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을 연구하

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습동기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일련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들이 유지되는 과정’ 

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Tang(2018)이 내재

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성한 8문항의 설문을 활용하였

다.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5점)’부터 ‘매우 

아니다(1점)’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동기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82로 나타났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설문은 Na(2015)가 작업치료 전공학생을 대

상으로 조사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직업에 대한 정보

를 탐색하는 행동, 직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구입하

는 행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측정하는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부터 ‘매우 아니다(1점)’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행

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6로 나타났다.

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Jeoun(2018)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전공 

교과에 대한만족도 설문을 재구성하여 5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대

학생의 만족도 측정에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써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

였으며, Cronbach’s α는 .921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매우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결과 처리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으로 제시하였고 

각 설문의 문항별 평균을 제시하였다. 대학생활적응, 학습동기,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각 설문간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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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SPSS for window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여성이 149명(88.2%)으로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 68명(40.2%), 4학년 57명(33.7%) 순이었다. 학과 선택 동

기는 ‘흥미와 적성에 맞아서’가 46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졸

업 후 희망진로는 ‘발달 및 언어치료센터’가 90명(53.5%)으로 가

장 많았다. 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일반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Table 1).

Category N (%)

Gender
Male  20 (11.8%)

Female 149 (88.2%)

Grade

1  11 ( 6.5%)

2  33 (19.5%)

3  68 (40.2%)

4  57 (33.7%)

Reasons for choosing 
a department

Specialized job  29 (17.2%)

Get a job quickly  41 (24.3%)

According to score  14 ( 8.3%)

According to aptitude  46 (27.2%)

Recommendation of others  39 (23.1%)

Career after 
graduation

Hospital  46 (27.2%)

Welfare center  17 (10.1%)

Speech therapy center  90 (53.3%)

Day care center   6 ( 3.6%)

Go to graduate school  10 ( 5.9%)

Total 169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수준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조사에서 ‘지각 또는 결석을 하지 않고 수

업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4.136) ‘학과에서 제시하는 학업의 비전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며, 학생들은 이를 이해하고 있다’가 그다음으로 높았다

(4.047). 전체 항목의 평균은 3.764로 조사되었다.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Variable M SD

I usually study hard and manage my grades 
well.

3.284 .795

I am faithfully participating in the class without 
being late or absent.

4.136 .918

I can tell if I'm learning properly or not. 3.704 .736

I can finish the assignment well within the set 
time.

3.988 .747

I study hard about my major. 3.639 .820

Most of the things that I feel interested in are 
often deeply related to my studies in college.

3.503 .926

The academic vision that our department intends 
to present is clearly communicated to 
students, and students understand.

4.047 .754

My vision is related to the vision of our 
department.

3.816 .923

Total score 3.764 .58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university life adjustment

3. 대상자의 학습동기 수준

학습동기에 대한 설문에서 ‘나는 대학교에서 전공과 관련한 학

습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가 4.059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나는 다른 것을 잊을 정도로 대학교 전공 공부에 몰입 

한다’와 ‘대학교 전공 인기도를 고려하여 선택했다’는 ‘보통이

다’ 이하의 응답을 보였다. 전체 문항의 평균은 3.299로 조사되

었다.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Variable M SD

I’m so immersed in my college major that I 
forget something else.

2.898  .906

I try to check my ability to learn about college 
major.

3.538  .830

For me, studying major in college is something 
that I can enjoy doing.

3.597  .875

It is important for me to study related to my 
major in college.

4.059  .755

I chose college considering the popularity of 
my major.

2.613 1.099

I went to college and chose my major to get a 
diploma and get a job.

3.613 1.060

I chose a university major to ensure high 
income and social status.

3.018 1.046

I chose a university major for the development 
of my academic field.

3.160 1.010

Total score 3.299  .600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learning 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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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수준

진로준비행동에서 ‘친구들, 부모님, 교수님과 진로에 대해서 이

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4.017). 그다

음으로는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성격 등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와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관

심 진로 분야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탐색해 보았다’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전체 평균은 3.554로 조사되었다.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Variable M SD

I have talked with my friends, parents, and 
professors about my aptitude and future 
career path.

4.017  .848

I have purchased or read books or pamphlets 
related to the career field that I am 
interested in.

3.375 1.013

I have visited a job agency or made a visit plan 
that I am interested in.

3.005 1.146

Over the past few months, I have searched the 
Internet for career fields that I am interested 
in.

3.751  .924

I have found out in detail what the qualifications 
are to enter the career field that I am 
interested in.

3.745  .893

I’ve talked to clinicians related to career fields 
that I'm interested in.

3.278 1.085

I have been tested to find out exactly my 
aptitude, interest, personality, etc.

3.881  .927

I’m checking what I’ve done to achieve my 
career goals, and I’m making a detailed plan 
for what I have to do in the future.

3.446  .977

Total score 3.554  .701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5.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수준

전공만족도에서 ‘전공도서는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나의 전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 한다’, ‘나는 나의 

전공에 대해 만족 한다’ 순으로 4점 이상 높게 조사되었다. 전

체 평균이 4.049로 조사되었다.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Variable M SD

I am satisfied with my major. 4.118 .829

The subject I study in my major fits me. 3.775 .891

I am interested in the subject of my major. 3.905 .874

A major book is worth learning. 4.254 .740

I proudly tell people what major I belong to. 4.220 .822

Total score 4.049 .728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satisfaction

6. 대학생활적응, 학습동기,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의 상관관계

대학생활적응, 학습동기, 진로준비행도,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Table 6). 모든 변수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01). 전공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대학생활적응

(r=.649), 학습동기(r=.604), 진로준비행동(r=.569) 순으로 높

게 조사되었다. 

1 2 3

University life adjustment

Learning motivation .59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95** .519**

Major satisfaction .649** .604** .569**

Note. 1=university life adjustment; 2=learning motive; 3=career 
preparation behavior.
**p<.01

Table 6. Correlation among variables 

7.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고자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계수가 2.190로 자동 상관

을 무시해도 되는 결과가 나왔다. 공선성 통계에서 공차한계

(tolerance: T) 0.1 이하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10 이상의 항목이 나타나지 않아서 회귀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2은 회귀선의 기여율로써 1에 가

까울수록 유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대학생활적응

이 전공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습동기, 진로준비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Table 7).

B SE β t T VIF

University life 
adjustment

.293 .053 .375 5.486 .598 1.672

Learning motive .199 .053 .248 3.573 .579 1.727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65 .042 .255 3.960 .677 1.477

Table 7. Factors of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Ⅳ. 논의 및 결론

대학 생활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독립적 생활을 시작하며, 문제 상황을 학생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시기이다. 또한 자율적인 선택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문적 전공 학문과 같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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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Park & Park, 2017)로 학생들은 혼돈을 경험하기도 하며 

휴학과 학업중단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학은 대학생이 대학 환경

에 잘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학업적 성취를 하며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진로

준비행동, 학습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3.76점, 학

습동기는 3.29점, 진로준비행동은 3.55점이었고, 전공만족도는 

4.04점이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작업 치

료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Na, 2015)에서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3.01점, 학습동기는 3.38점이었다. 간호 전공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Lim, 2014) 학습동기는 3.14점, 진로준비

행동은 3.38점, 전공만족도는 3.50점이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서의 결과와 비교할 때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학습동기는 다른 보건계열 전공 학생들과 유사하며 전공만족도

는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학습동기, 진

로준비행동은 모두 전공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생활 적응 정도가 전공만족도와 정적 상관관

계가 있다는 연구(Chung & Lee, 2022), 학습동기가 전공만족도

에 미치는 효과가 높다는 연구(Lee & Byun, 2012), 진로준비행

동은 전공만족도와 연관된다는 연구(Park, 2018) 결과와 일치

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적응 정도, 학습동기, 진로준비행

동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학습동기가 높으며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언어치료를 선택한 학생들

이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와 진로에 대한 불안감, 많은 학습량과 임

상 실습량의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과 같은 부적응 

없이 대학생활을 하며 높은 전공만족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

학 입학 이후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

한 학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

생들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학년 때부터 학

습동기를 파악하고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전공학

습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언어치료 직업 세계

를 면밀히 살펴보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진로준비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세 번째,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적응 이였으며, 다음으로 학습동기, 진

로준비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 2019)에서 전공만

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적응이라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면 진로준비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연구(Lee, 2019)와도 일치하

는 결과이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적인 성취와 대인관계 형성과 같이 대학생

활에서 요구되는 과제에 적절한 반응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Na, 2015).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지원이 신입생 시기에 많이 제

공되어야 한다(Kang et al., 2016).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활적응

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에게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

하고 있다(Kim et al., 2015).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향후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의 중도 탈락

률 예방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비대

면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면 수업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수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만연했

던 시기에 대학생활을 시작한 2020년 학번의 대학생들은 학과

에서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

되었으며 학과나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환

경에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Park & Ha, 2021).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 입학하여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전공 지식 습득과 진로에 대한 체험도 중요하지

만, 대학생들은 우선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한 전공만족도를 높

이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언어치료 전공 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 학습동

기, 진로준비 활동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

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의 확대와 다변화를 통한 일반화

가 가능하도록 추후 연구가 요구되며,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더 많

은 변수들이 확인되어 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

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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