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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was conducted on 214 college students in the city of Jinju, South 

Gyeongsang Province, from September 1, 2008, to April 30, 200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 WIN 19.0. Statistical data on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obtained, and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tilized to 

find out their learning confidence, learning enthusiasm, learning expectation, satisfaction with 

the courses, achievement motivation and personal identity.

They got a mean of 3.73 out of five in satisfaction with the courses, 3.27 in learning confidence, 

3.31 in enthusiasm and 3.50 in expectation. As for achievement motivation, they got 4.13 in 

work, 2.95 in mastery and 3.37 in competition. They got 3.43 in the level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3.35 in identity.

The students whose academic achievement was higher were ahead of the students whose 

academic achievement was lower in terms of learning confidence (p<.001), enthusiasm 

(p<.001), expectation (p<.001), work-related achievement motivation (p<.05), mastery (p<.01) 

and overall achievement motivation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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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교육환경, 교

수자, 교육내용, 학습자, 교육방법등이 있다. 현 사회가 급속

하게 변화되고 경제적 성장을 통하여 개인의 통신수단이 디

지털화 되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문화에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취동기와 개인의 정체성은 학업성취 수준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Murray[1]는 인간의 욕구 중 하나로서 성취

란 어떤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물체와 인간, 아이디어

를 잘 이해하고 다루거나 조작하는 능력과 장애를 극복하며, 
다른 이들과 경쟁하여 능가할 수 있는 욕구를 의미한다고 정

의하였다. McClelland[2]는 성취동기란 학생활에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욕구로서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발

전과 연관이 있으며, 성취동기는 선천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

인 환경에 의해 학습되고 형성되는 요인으로서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기이며 학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성취동기의 유발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20  성인

들은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인간 발달의 다른 단계에

서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에 따라 미래의 인격형성에 많은 영

향이 있다. Ochse와 Plug[3]는 에릭슨이 제시한 발달의 여덟 

단계를 성공적으로 형성 해 가는 과정을 측정 할 수 있는 성

인용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의 정체감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평가 하였으며, 점수가 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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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직 정체감이 발달단계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개

인의 정체감은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학업성취도와 

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학업성취에 인지적 요인도 학습

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없다면 지나친 불안수준에 학습자

가 학습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4]. 
국내에서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선

행연구는 성취동기 및 스트레스 처양식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5], 학생들의 성취목표, 자기결정성, 영어성취의 구조

적 관계[6], 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전략 및 학업성

취의 관계[7], 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의미가 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8], 내적동기 수준과 부여된 동기유무가 

성취도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9], 에릭슨의 자아발달 수

준과 학생의 진로결정의 관계[10]등에 국한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성취동기와 정체감이 학업성취 수준에 총체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학습에 한 자신감, 학습에 한 열의, 학습에 한 기 감, 
성취동기, 개인의 정체감, 학업성취도를 조사함으로써 학업성

취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학생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진주

지역 J 학 보건계열 학생을 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

를 배부하고 자기 기입 후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기

재누락 등 부실한 설문지 30부를 제외한 총 214부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1) 성취동기

자신의 성취동기 측정은 1983년 Spence와 Helmreich[11]이 

개발된 WOFO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 숙달, 경쟁

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매우 그렇

다’=5점. ‘ 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

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다. 각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일 0.75, 숙달 0.65, 경쟁 

0.70이었고, 전체 Cronbach ɑ 값은 0.70이었다.

2) 자아 정체감 

자아 정체감 측정도구는 1986년 Ochse와 Plug[1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을 ‘매우 그렇다’=4점. ‘자주 그렇다’=3점, ‘거의 그렇지 않

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

한다. 각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0.78이었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습에 한 자신감과 학습에 한 열의, 
학습에 한 기 감, 자신의 성취동기, 그리고 개인의 정체감

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
한 학습에 한 자신감 및 학습에 한 열의, 학습에 한 기

감, 교과목에 한 만족도, 자신의 성취동기, 그리고 개인의 

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상자들의 연령 는 20세가 40.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였으며, 22세 이상 29.4%, 19세 이하 17.3%, 21세 13.1% 순이

었다. 학년에서는 2학년 57.9%, 3학년이 42.1%이었고, 학업성

취도는 3.0점-3.4점 3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점
-4.5점 22.9%, 3.5점-3.9점 22.4%, 2.9점-2.1점 15.9%, 2.0 점이하 

6.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학습에 대한 자신감, 열의, 기대감

학생들의 학습에 한 자신감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27±0.54점, 학습에 한 열의 3.13±0.60점, 학습에 한 기

감 3.50±0.52점 이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에 

한 자신감이 높았으며(F=10.04, p<.001),학습에 한 열의가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높았으며(t=3.13, p<.01), 학업성

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에 한 열의가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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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Frequency(N) %

Age(years)

19≤ 37 17.3

20 86 40.2

21 28 13.1

≥22 63 29.4

Grade
2 124 57.9

3 90 42.1

Academic 

achievement

4.0~4.5 49 22.9

3.5~3.9 48 22.4

3.0~3.4 69 32.2

2.9~2.1 34 15.9

2.0 ≤ 14 6.5

Total 214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confidence enthusiasm expectation

Mean±SD F(P) Mean±SD F(P) Mean±SD F(P)

Age(years)

19≤ 3.09±0.56

1.86

(0.137)

3.00±0.58

1.20

(0.312)

3.41±0.43

1.64

(0.181)

20 3.28±0.48 3.20±0.55 3.58±0.49

21 3.35±0.63 3.20±0.72 3.56±0.56

≥22 3.32±0.54 3.08±0.63 3.42±0.58

Grade
2 3.28±0.54 0.26

(0.798)

3.24±0.58 3.13**

(0.002)

3.54±0.51 1.42

(0.156)3 3.26±0.54 2.98±0.61 3.44±0.52

Academic 

achievement

≥3.5 3.43 0.51
10.04***

(0.000)

3.30±0.60
9.60***

(0.000)

3.67±0.50
12.34***

(0.000)
3.0~3.4 3.20±0.55 3.07±0.59 3.43±0.51

2.9 ≤ 3.04±0.47 2.87±0.53 3.26±0.45

Total 3.27± 0.54 3.13±0.60 3.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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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Learning Confidence, Enthusiasm, Expec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F=9.60, p<.001), 또한 학습에 한 기 감이 높았다(F=12.34, 
p<.001)<Table 2>.

3. 자신의 성취동기 수준

학생들의 일 영역은 전체 평균 5점 만점에 4.13±0.45점, 학
생들의 숙달 영역 2.95±0.48점, 경쟁 영역 3.37±0.64점, 전체 성

취동기 영역 3.43±0.37점이었다. 
일 영역은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일에 한 성취동

기가 높았다(t=2.07, p<.05).
숙달 영역은 연령별로는 21세인 학생이 숙달에 한 성취

동기가 가장 높았고, 19세 이하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숙달

에 한 성취동기가 낮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84, p<.05).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숙달에 

한 성취동기가 높았다(F=7.66, p<.01)<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의 정체감

학생들의 개인의 정체감은 전체 평균 5점 만점에 3.35±0.32
점이었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개인의 

정체감이 높았다(t=3.14, p<.01).

5.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에 대한 자신감 및 열의, 기

대감, 자신의 성취동기 수준, 개인의 정체감과의 관계

교과목에 한 만족도는 학습에 한 자신감(r=.316, 
p<.001)과 학습에 한 열의(r=.468, p<.001), 학습에 한 기

감(r=.269, p<.001), 일(r=.409, p<.001), 숙달(r=.156, p<.05), 성취

동기(r=.255, p<.001), 그리고 개인의 정체감(r=.229, p<.01)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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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Work Mastery competition achievement motivation

Mean±SD F(P) Mean±SD F(P) Mean±SD F(P) Mean±SD F(P)

Age(years)

19≤ 4.10±0.50

1.76

(0.156)

2.77 0.41

2.84*

(0.039)

3.32 0.65

0.96

(0.411)

3.34 0.28

2.33

(0.076)

20 4.15±0.42 2.94 0.46 3.42 0.62 3.45 0.34

21 4.27±0.35 3.10 0.55 3.47 0.63 3.57 0.35

≥22 4.05±0.49 2.99 0.51 3.27 0.66 3.40 0.29

Grade
2 4.18±0.46 2.07*

(0.040)

2.93 0.48 -0.48

(0.632)

3.39 0.60 0.58

(0.566)

3.45 0.33 0.79

(0.432)3 4.05±0.42 2.97 0.49 3.34 0.69 3.41 0.29

Academic 

achievement

≥3.5 4.12±0.46
2.40

(0.094)

3.08 0.48
7.66**

(0.001)

3.38 0.65
0.03

(0.969)

3.49 0.35
3.31*

(0.039)
3.0~3.4 4.21±0.43 2.89 0.48 3.36 0.66 3.43 0.31

2.9 ≤ 4.02±0.43 2.77 0.42 3.36 0.59 3.32 0.26

Total 4.13±0.45 2.95±0.48 3.37±0.64 3.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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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he level of Achievement Motiv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Mean SD t(F) p

Age(years)

19≤ 37 3.36 0.28

0.29 0.835
20 86 3.37 0.34

21 28 3.35 0.35

≥22 63 3.32 0.29

Grade
2 124 3.41 0.33

3.14** 0.002
3 90 3.27 0.29

Academic 

achievement

≥3.5 97 3.39 0.35

2.58 0.0783.0~3.4 69 3.35 0.31

2.9 ≤ 48 3.26 0.26

Total 214 3.35 0.32

** p<.01

<Table 4> Personal Ident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onfidence Enthusiasm Expectation

Self-rated level of achievement motivation 
Personal 

identityWork Mastery Competition
Achievement 

motivation

satisfaction with the 

courses

0.316***

(0.000)

0.468***

(0.000)

0.269***

(0.000)

0.409***

(0.000)

0.156*

(0.023)

0.024

(0.724)

0.255***

(0.000)

0.2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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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with the courses, Learning Confidence, Enthusiasm, Expectation, Self-rated level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Personal Identity.

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중회

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약 24.9(R2=.249)의 설명력을 지니며, 학업성취도에는 학년

(p<.01)과 학습에 한 열의(p<.001), 학습에 한 기 감(p<.05), 
그리고 교과목에 한 만족도(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는 학습에 한 열의(β=.307)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학년(β=.203), 학습에 한 기

감(β=.174), 교과목에 한 만족도(β=.158)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Table 6>.

Ⅳ. 고찰 

보건계열 학생들의 성취동기와 정체감이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개인특성별 학습에 한 기 감, 열
의, 자신감, 성취동기, 개인의 정체감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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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Academic Achievement

b  t p

Age(years) 0.008 0.012 0.179 0.858

Grade 0.488 0.203 2.743** 0.007

Confidence 0.227 0.103 1.275 0.204

Enthusiasm 0.603 0.307 3.556*** 0.000

Expectation 0.398 0.174 2.145* 0.033

Satisfaction with the courses 0.283 0.158 2.011* 0.046

Work -0.180 -0.068 -0.924 0.356

Mastery 0.130 0.053 0.719 0.473

Competition -0.183 -0.098 -1.501 0.135

Personal identity 0.298 0.080 1.157 0.249

constant -0.938 -0.701 0.484

R2 0.249

F

(p)

6.73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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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Influential factors for Academic Achievement

상 보건계열 학생은 20세가 40.2%, 2학년 57.9%, 학업성

취도는 3.0점-3.4점 32.3%이었다. 학생들의 학습에 한 자신

감 영역은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27점, 학습에 한 열의 

3.13점, 학습에 한 기 감 3.50점이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에 한 자신감과 학습에 한 열의, 학습에 

한 기 감이 높았으며, 2학년 학생이 학습에 한 열의와 

학습에 한 기 감이 높았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비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

고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전[15]의 연구결과에서도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수업의 참여와 높은 집중력, 반복학습, 교과이해 전략, 시험준

비 전략, 규칙적인 학습습관, 노력조절, 노트필기 전략 등을 

수행하는 능력에 한 열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일에 한 성취동기 영역은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13

점으로, 학생들은 일에 한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21세인 학생, 2학년 학생이 일에 한 성취동기가 높았으

며, 학년에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도별로는 중수준인 학생

이 일에 한 성취동기가 가장 높았고, 하수준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일에 한 성취동기가 낮았다.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일에 한 성취동기가 높았으며, 이는 손[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학생들의 교과목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학습에 한 자신감과 학습에 한 열의, 학습에 한 기

감, 일, 숙달, 성취동기, 그리고 개인의 정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숙달에 한 성취동기 영역은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95점이었으며, 21세인 학생이 숙달에 한 성취동기가 가장 

높았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숙달에 한 성취동기

가 높았다. 학생들의 전체 성취동기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이 3.43점이었으며, 21세 학생, 2학년 학생이 성취동기가 높았

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았는데 유사

한 결과를 조등[16]와 최[17]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습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학업성취는 

높은 것으로 강조하였다. 개인의 정체감은 2학년 학생이 3학
년 학생보다 개인의 정체감이 높았다. 학생들의 교과목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에 한 자신감과 학습에 한 열

의, 학습에 한 기 감, 일, 숙달, 성취동기, 그리고 개인의 

정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7][8].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이 높을

수록, 학습에 한 열의와 학습에 한 기 감, 그리고 교과목

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등[14]이 치위생과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도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과성적이 높은 것

으로 보고 하였으며, 이[13]의 연구결과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

공에 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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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상이 진주지역의 보건계열 학생

에 국한되어 전체를 변 할 수 없다는 점과 사용한 측정도구

의 특성상 주관적 응답에 의한 바이어스가 일부 개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에 관련된 요인들을 개인특성과 학습에 한 

자신감, 열의, 기 감, 성취동기, 정체감으로 평가하였다는 점

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보건계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

할 때 그들의 성취동기과 개인의 정체감 향상에 한 지속적

인 관심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보건계열 학생들의 학습에 한 열의, 학습에 한 기 감, 
학습에 한 자신감, 자신의 성취수준, 개인의 정체감은 서로 

접한 관련을 보였으며, 상자의 학년, 학업성취도 등이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의 

자신감, 열의, 기 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과 효율적

인 학습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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