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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탐

색하고 이를 주제로 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의 집단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확인하여 

의과대학의 학생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생 상담 시 주호소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집단(성별, 학년, 입학유형, 유급·휴학 경험,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요구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상담에 참여한 의과대학생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 확인을 위한 과정이었다. 의

과대학 차원에서 학생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고 교육학 또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서울 소재 일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해당 대학

의 의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 중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1학기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283사례를 4인의 연구자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별 상담 사례를 학생의 언어로 요약하여 기술

하고, 그 내용에서 주호소문제와 관련된 어구나 문장을 바탕으로 93개의 구성의미

와 22개의 주제, 10개의 주제군,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도출된 주호소문제 중에서 10개의 주제군을 학생지원 프로

그램의 각 주제로 선정하고 집단에 따라 중요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는 과정이었다. 1단계와 동일한 서울 소재 일개 대학의 의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 1

학년부터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433명의 응답을 분석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생의 상담 시 나타나는 주호소문제는 ‘학업문제’, ‘진로문제’, ‘심

리・사회적 문제’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학업문제’는 ‘학업동기’, ‘학습방법·

학습전략’의 주제군으로 구성되고, ‘진로문제’는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

의 주제군으로 구성된다. ‘심리・사회적 문제’는 ‘정서 및 성격’, ‘가족관계’, ‘동료·

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제’, ‘가치관’의 주제군으로 구성된다. 

둘째, 집단에 따라 학생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별 중요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

생에 비해 여학생이 ‘학습방법・학습전략’, ‘진로 및 전공 선택’, ‘건강’, ‘가치관’ 주

제군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평가하였고, 3학년 학생에 비해 1학년 학생이  

‘학습방법・학습전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4학년 학생은 1학년에 비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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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의예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의학전

문대학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습방법・학습전략’, ‘동료・이성과의 관계’, ‘진

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 ‘건강’, ‘경제’,  ‘가치관’에 관한 지원이 중요하다

고 평가하고 있었다. 유급 및 휴학 경험 유무나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셋째, 집단에 따라 학생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별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

생에 비해 여학생이 ‘정서 및 성격’, ‘학습방법・학습전략’ 주제군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1학년 학생은 다른 학년에 비해 모든 주제군에 대

한 만족도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의

예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진로 및 전공 선택’을 주제로 한 학생지원 프로그램

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만족도 차이 평가에 있어서도 유급 및 휴학 경험 유

무나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집단에 따른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결과의 차이를 확인 결과 의학과 1학년은 ‘가족관계’ 주제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에 비해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IPA 결과

를 살펴보면 중요도가 높고 현재의 지원 수준이 만족스러우므로 유지되어야 할 주

제군은 ‘정서 및 성격’, ‘학업동기’, ‘진로 및 전공선택’, ‘자기성장동기’이었고, 중요

도는 높지만 현재의 만족도가 낮아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주제군은 ‘가치관’이

었다.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 수준은 높아 과잉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주제군으로 

‘학습방법·학습전략’이 확인되었으며,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제’ 주제군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시 우선순위

를 고려할 때 가장 낮은 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만을 위한 학생지원 조직에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실

제로 참여한 의과대학생이 대학 생활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구성의미(concepts), 

주제(themes), 주제군(theme groups), 범주(categories)로 분류했다. 이는 의과

대학생의 정신건강, 스트레스, 삶의 질 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영역을 세

분화하여 학생들의 고민을 보다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적성불일치 경험이나 독특한 의과대

학 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가치관’ 주제군으로 분류하여 의과대학생 지원 시 

다루어야 할 새로운 영역으로 확인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대학본부와는 별도로 학생지원 체계 마련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는 현 시점에 학

생지원 프로그램의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확인하고 비교하여 집단별로 프로그

램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학생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초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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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주요어: 의과대학, 학생지원, 지원 체계, 주호소문제, 현상학적 연구, 요구분석, 중요

도-만족도 분석 방법

학  번: 2014-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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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대학에서의 교육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 그리고 학문적 지식과 응용방법 

습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대학에서의 교육활동

은 대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과 그 교육활동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권대봉, 

오영재, 손준종, 박행모, 송선희, 이정열, 2001). 

이때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활동은 지원 대상에 따라 교수자

(교육자) 지원과 학습자(학생)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자 대상 지원은 다

시 전교생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본부 차원의 활동과 전공 단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단과대학 차원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 기준을 통해 살펴본 대학 본부 

차원의 학생 지원 서비스는 ‘교수-학습’과 ‘학생 지원(학생 상담 및 취업 지원)’

이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교수-학습’에 대한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에서 2000년 이후 대학 평가지표에 교수개발 영역을 포함하게 됨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이하 CTL)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의 학습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송상호, 권경빈, 2006). ‘학생 지원’ 중에서도 ‘학생 상담’에 관한 부문은 국

립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1962년에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로 각종 심리검사와 개인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대학에 따라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상담소, 학생상담센터, 

카운슬링센터, 정신건강상담소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김계현, 김창대, 권경인, 

황매향, 이상민, 최한나, 서영석, 이윤주, 손은령, 김용태, 김봉환, 김인규, 김동

민, 임은미, 2011; 박아청, 2001; 박애선, 황미구, 2008; 천성문, 2015). 그리

고 ‘학생 지원’ 중에서도 ‘취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통해 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2006년 노동부

의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으로 일부 대학을 지원하여 대학의 진로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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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활동을 확대 시행하였다(진미석, 정혜령, 이수영,  2010). 일부 대학에

서는 진로‧취업지원 기관과 상담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도 한다(최윤

미, 2012). 이와 같이 대학 본부 차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과대학)은 타 단과대학과는 다른 학

제를 갖추고 있고, 과도한 학업부담과 통년제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

려움을 겪는 다는 점, 별도의 캠퍼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학생 지원으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 

이와 같은 의과대학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과대학 차원의 접근이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대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개 대학의 본부 

차원의 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학생들의 접근 용이성과 단과대학별 

상황을 고려한 단과대학별 심리상담실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7). 즉, 단과대학의 학생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의과대학 차원의 학생 지원은 지도교수제도나 학생상담실, 대학과 외부지원체

제, 동료지원체제, 이메일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Dent & Harden, 2005). 그러나 그동안 의과대학 차원의 학생 지원은 주로 지

도교수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도교수제도 시행 이후에도 학생들은 

지도교수와의 접촉이 거의 없거나 면담 경험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형식적인 면

담에 그치고, 교수에 따라 내용의 편차가 크며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타 대학에 비해 의과대학생들은 교수가 졸업 후 자신의 진로 선택에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와의 관계를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교

수들이 학생에게 관심이 부족하고, 무신경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해당 제도와 만남의 목적을 친목 도모와 같은 인간관계 측면이 가장 주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김상현, 전우택, 2008;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7; 안

덕선, 2000; 허예라, 김선, 이금호, 2013). 즉, 의과대학생이 주로 어려움을 호

소하는 학업적 측면이나 심리정서적 측면, 진로 개발의 측면 등이 제대로 다루어

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의과대학 교

수가 아닌 학업・개인적 문제・진로 등 전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상담을 진행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학생지도 체제’와 ‘학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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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안전’에 관한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의과대학생을 위한 전문적 학생 지원 서

비스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지도 분야를 학

습, 생활, 진로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제의 확립

을 촉구하고 있으며, 성적이나 유급 결정자가 아닌 교수로부터 학생들이 자율적

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 상담을 위한 전

담 상담원의 활동을 권장하는 등 의과대학생만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구축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의과대학 차원에서 대학본부 차원의 접근과 같이 학

습, 생활, 진로 분야에 관해 전공한 전담 인력이 전문적으로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의과대학의 학생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41개 의

과대학 중 학생 지원 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20개 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절반이었으나 주된 기능이 개인상담에 집중되어 있거나, 대학 본부에서 일반대학

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지 않은 병용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

고 있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15). 또한 우리나라 40개 대학

의 9,096명이 응답한 의학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학생들

은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박귀화 박주현, 김선, 이정애, 김종훈, 안영준, 한재진, 서덕준, 2015). 이로 비

추어 볼 때 의과대학생을 위한 지원 활동이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과대학생을 위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의 개

발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적 학생 지원을 위해 의과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하나 지금까지의 지원 활동은 지원 영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대학본부 차원

에서 제공하는 일반적 개인 상담 지원 영역에 그쳤다. 또한 그간의 연구는 의과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영역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김경희, 권경

인, 장준환, 신민섭, 2015; 김민정, 2015; 김상현 & 전우택, 2008; 민성길, 신

원철, 김광일, 정지인, 김동기, 2000; 박범석, 2014; 박진영, 2006; 유희정, 황

성훈, 한오수, 홍창기, 1998; 이금호, 고유경, 강경희, 이혜경, 강재구, 허예라, 

2011; 이현지, 장은영, 박용천, 김대호, 2013)하여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에 그치므로 전문적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상적으

로 생각하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는 요구분석이 필수적이다. 현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거 혹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문제해

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철저한 요구분석이 필요한 것이다(김창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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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11; Kaufman,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과

대학 학생지원을 위한 체계 모형을 제시하고, 실제로 의과대학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밝힌 후 주로 호소하는 문제를 

지원 프로그램의 주제로 상정하여 성별이나 학년, 입학유형, 유급 및 휴학 경험

과 같은 집단별 특성에 따라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요구분석

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 또는 개선 시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하는 주제를 도출하여 학생 특성을 고려한 의과대학의 전

문적인 학생 지원 체계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B.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의 상담 프로그램 이용자의 주호소문제를 밝혀 해당 

문제를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로 삼고자 한다. 또한 의과대학

생의 집단별 특성에 따라 의과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

도는 어떠한지 확인하고,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주

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의과대학생 상담 시 주호소문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집단(성별, 학년, 입학유형, 유급・휴학 경험, 학업성취 수준)에 따

라 요구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2-1. 집단(성별, 학년, 입학유형, 유급・휴학 경험, 학업성취 수준)

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별 중요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집단(성별, 학년, 입학유형, 유급・휴학 경험, 학업성취 수준)

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별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3. 집단(성별, 학년, 입학유형, 유급・휴학 경험, 학업성취 수준)

에 따라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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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 정의

가. 주호소문제

호소문제란 상담을 받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이유와 배경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호소문제의 분류와 확인은 문제의 해결방법 제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주요 

문제를 분류해낸 이후에 다른 문제들과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주로 호소하는 문제를 내담자의 말과 용어를 기초로 하여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김계현, 2002). 본 연구에서는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

를 주호소문제로 명명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나. 학생 지원 프로그램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는 학생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

생들이 학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Stewart, Lam & Betson, 1999). 지도교수제도나 전문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학생상담실, 대학과 외부 지원체제, 동료지원체제,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의

과대학생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의 대학 생활 및 심

리‧정서적 적응을 전담하는 사람이 학생들과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반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 요구분석

요구분석이란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분석

활동을 의미한다(권대봉, 1999; 김창대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학생 지원 체

계 모색을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과 방향 제시에 목적을 두고 학생 지원 

서비스의 수혜자인 학생(제1수준)들의 요구분석을 실시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요구분석은 의과대학 학생 지원 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의 주제별 우

선순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다양한 요구분석 기법 중에서도 해

석이 용이하고, 실천적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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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의 대표성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으로 학업 지원

과 진로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일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즉,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

으로 운영하는 일개 의과대학의 의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횡적 단면연구

(cross-sectional study)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생의 요구를 일반화하기에 제약

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의과대학의 학생 지원 체계 모형은 국내외 학생 지원 현황과 상담 모형

을 기초로 하여 제안된 종합 모형이므로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

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개발을 위해 주제 수준의 요구 확인 결과를 실제적 적용

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는 특정 주제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방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실제 해당 주제와 방법으

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접근을 시행하여 확대 시행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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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의과대학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의과대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환

경적 특성을 확인하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부정적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과대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생 대상 

지원 체계의 토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 현황과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외국의 학생 대상 상담 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

만의 학생 지원 체계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 의과대학생에 대한 이해

1. 의과대학생의 발달적-환경적 특성

인간은 전인적인 개체로서 발달상에서 특정 과제의 성취와 특정한 측면의 발

달이 강조되는 삶의 기간인 발달단계를 거치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단계마다 반드시 배우고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을 수

행함으로써 적응적인 삶을 영위해 나간다(임은미, 강지현, 권해수, 김광수, 김정

희, 김희수, 박승민, 여태철, 윤경희, 이영순, 임진영, 최지영, 최지은, 황매향, 

2013). 의과대학생 시기는 인지적으로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논리적 사고를 전개

해 나갈 수 있으며, 중다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장휘

숙, 2013; Piaget, 1972). 심리사회적으로 청년기와 성인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

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직업적, 교육적, 성역할에 대한 시험

을 하고 이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타인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시기이다(신명희, 강소연, 김은경, 김정민, 노원경, 박성은, 서은

희, 원영실, 황은영, 2010; Erikson, 1956). 또한 진로 발달의 종합적 이론을 

제안한 Donald Super의 ‘전생애 생애공간이론(life-span life-space 

theory)’에 따르면 의과대학생 시기는 ‘탐색기’와 ‘확립기’에 걸친 시기로

서 전공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점차 현실적인 요인을 

중요시 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여 직업을 갖게 되는 시기에 해당한

다(김계현 외, 2011; 김지영, 2015; Super, 1990). 이와 같이 의과대학생의 발

달적 특성은 일반대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의과대학생이 직면하게 되는 환경은 일반대학생과 많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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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업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성취를 요구 받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부담을 경험한다. 본격적인 전공 교육이 이루어지는 의학

과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초-임상 통

합과정, 의료인문학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41개 전체 의과대학의 2012년 

의학과 연간 교육주수는 평균 38주이고, 졸업 시 이수하게 되는 전공 학점은 평

균 178.5학점이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15). 일반대학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 이수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

공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

제에서 학사학위 수여조건으로 전공과목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 이수를 

제시하고 있어 의과대학생의 전공과목에 대한 학업 부담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약 3배 정도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절대적인 학습량에 대한 부담과 잦은 

시험으로 성취를 평가하는 시스템 안에서 의과대학생들은 자율성과 학업적 효능

감,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등을 잃게 되고 학습 상황을 유급 회피를 위한 

학습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수동적 태도를 갖게 된다. 특히 과제 수행 시 내용과 

분량을 동료들과 협의하여 한정짓는 모습은 학습량이 과도한 상황에서 스스로 

경쟁적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으로 타 대학 학생들에게는 확인할 수 없는 모습

이었다(천경희, 박원균, 이상숙, 박영순, 강이철, 2010).

둘째,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아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어

려운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반대학에서의 성적 부여는 학기 단위로 이루

어지는 데 반해, 의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 기간에 이루어지는 성적 부여는 통년

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학이 37개 의과대학 중 9개 대학으로 24.3%이고, 학기

제 평가와 통년제 평가를 병행하는 대학이 40.5%로 전체의 64.8%가 통년제 평

가를 부분‧전면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2015). 즉, 의과대학생이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찰

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학업을 지속하다가 학년 말이 되어서야 정확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과대학생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의 

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할 뿐 아니라 상대평가와 유급제도로 인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다(이수현, 전우택, 양은

배, 2012; 한상수, 이승엽, 최원식, 김성진, 박샛별, 이순영, 2009). 

셋째, 경쟁적인 의과대학의 문화이다. 타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

들이 몰리는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은 등수로 서열화시키는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

게 된다(김상현 & 전우택, 2008). 성적이 높을수록 졸업 후 인기 있는 전공을 

선택할 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경쟁적인 문화를 부추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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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김형준, 박서진, 김정은, 박은철, 이후연, 2003). 

넷째, 경직된 교육풍토이다. 의과대학생은 교수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천경희 외, 2010), 교수

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권위주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박귀화 외, 

2015). 또한 선후배와의 결속력은 높으나 이 또한 위계적인 관계이며, 강제성을 

띤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과대학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엿볼 수 있다(천경희 

외, 2010).

다섯째, 의과대학생들은 본교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도의 캠퍼스나 대학병

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주로 학습과 수련을 하는 장소가 별도로 

위치함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로부터 소외

될 가능성이 있다(Dent & Harden, 2005).

이와 같이 의과대학생들은 일반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과 

관련한 문제를 온전히 가지면서도 의과대학만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대학

생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일반대학생에 비해 낮은 삶의 질을 경험

하고 있었다(민성길 외, 2000; 김상현 & 전우택, 2008; 박범석, 2014).

2. 의과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의과대학생의 발달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의과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다

양한 고민을 하게 되며, 의과대학생을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의과대학생이 대학생

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국내외에서 의과대학생의 정신건강, 스트레스, 삶의 질을 주제로 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1) 의과대학생의 정신 건강

김경희 외(2015)는 실제 의과대학 상담실에 방문하여 일정 기간 상담을 지

속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의과대학생의 상담

의 주호소문제는 우울 관련 문제, 공부 및 의학과 생활 관련 문제, 가족 관련 문

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우울 관련 문제는 우울이나 무기력한 

상태,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 등으로 나뉘었으며, 공부 및 의학과 생활 관련 문제

는 학업 관련 문제, 의학과 생활의 어려움, 비교에서 오는 갈등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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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문제는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으로 비롯되는 문제이었다.

이금호 외(2011)는 의과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 일반 스트레스, 학업스트

레스 등 정신건강상태를 학년별로 파악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우울 수준은 의학과 1학년 학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은 통

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학과 1, 2학년이 비교적 낮았다. 일반 스트레

스는 의학과 1, 2학년이 의예과 1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탐색적 요인 분

석을 통해 대인관계, 학습 및 성적, 진로, 학교 및 학과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된 학업스트레스는 의예과 1학년에 비해 의학과 2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

으나 의학과 2,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학습 및 성적 스트레

스는 의학과 2학년이 가장 높고 의학과 4학년이 가장 낮았다. 진로에 대한 스트

레스와 학교 및 학과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의예과 1, 2학년에 비해 의학과 

1~4학년 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하여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을 비교한 결과, 우울과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소

극적 대처와 정서적 표출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낮

은 집단보다 문제중심의 해결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최기호, 한의령(2014)은 학생상담기록표를 토대로 의과대학 학생의 

소진의 주요 원인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다. 지나친 부담으로 인해 정서적 탈진 

상태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소진의 주요 원인으로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망 결

여와 정체성 미확립, 취약한 정신건강상태, 의과대학 진학의 내적 동기 결여 및 

적성 문제, 학업 외의 개인적인 위기를 들었다.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2007)에서는 국내 의과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41개 대학의 1~4학년 학생 14,095명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

위험의 빈도, 교육스트레스, 정신건강인식도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37개 의과대학의 7,135명의 학생이 응답(50.7% 응답률)한 결과에 따르면 

평생 동안 우울증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19.6%였으

며, 지난 1년 동안 우울증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학생은 전체의 12.4%로 나타

나 일반학생에 비해 더 많은 우울증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 1학년, 특례

입학자, 자취 또는 하숙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평생 동안 주요우울장애를 

겪을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전체 의과대학생 중 평생 동안 자

살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22.8%이고, 자살계획을 경험한 경우

는 4.2%,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학생은 2.2%로 나타났다. 자살 계획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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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경험할 위험이 높은 집단은 여학생, 특례입학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집단이었다. 교육스트레스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았으며, 저학년이 고학년

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

다는 응답이 전체의 61.1%이고, 자신에게 정신건강문제로 상담이나 정신과 진

료를 받기를 원하는 학생은 36.3%였다. 요약하면 국내 의과대학생의 우울증 빈

도와 자살 계획 또는 시도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문제에 취약한 집

단을 대상으로 예방, 조기발견,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2)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

김민정(2015)은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생 및 의전원생

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스트레

스 하위요인은 학업, 임상실습, 대인관계, 진로, 정신건강문제, 등록금 스트레스

로 총 6개의 요인이었다. 계열간 스트레스 척도의 차이를 보았을 때 성별에 따

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의과대학생에 비해 등록금 스트

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학년간 스트레스 척도의 차이를 보았을 때 1, 2

학년에서 진로와 학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윤태호, 윤소정, 윤식, 이선희, 정인숙, 박병규, 이상엽, 장철훈, 김해규, 임병

용, 정해진(2007)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의학과 학생과 의학전문대

학원 학생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에서 대학생활에서의 고민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두 집단 모두 학업을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의

학과 신입생은 학업 외에 대인관계, 진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순으로 고민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 건강, 

진로 순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는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이 

의학과 신입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의과대학생의 삶의 질

민성길 외(2000)는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에

서 의과대학생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신체

적 건강 영역과 사회적 관계 영역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

적 관계 영역의 삶의 질은 일반대학생보다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환경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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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게 평가하였다. 

박진영(2006)은 한국 의대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였다. 

삶의 질은 신체, 심리, 사회, 환경 영역의 4영역으로 구분되며, 남학생이 여학생

에 비해 삶의 질 전체 점수와 사회관계영역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신체적 영역에서 1, 3학년 학생들의 삶의 질은 2학년에 비해 유의

하게 낮았다. 1주일에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삶의 질 총점, 신체, 사회관계, 환경 영역에서 유의하게 

삶의 질이 높았다. 자신의 내적동기에 의해 의대에 진학한 학생이 사회적 전망에 

의해 의대를 진학한 학생보다 심리적 영역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술을 마

시지 않는 학생이 사회관계영역에서 유의하게 삶의 질이 높았다. 입학형태, 수면

시간, 친한 친구 수 등은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박범석(2014)은 의과대학생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삶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

였고 삶의 질의 차이는 1학년에서 차이가 가장 컸으며, 4학년에서는 차이가 없

었다. 의과대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의 질이 좋다고 인식하는 반면, 일반대

학생은 학년에 상관없이 의과대학생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의과대학

생은 성별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대학생은 여학생이 삶의 질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생활수준과 수면시간에 따른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삶

의 질 평가에는 차이가 없었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수면시간이 7~9시간일 때 

삶의 질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였다.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은 스트레스에서 차

이가 없었으며 일반대학생이 스트레스 대처를 잘 하는 편이었다. 성별에 있어서

는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여학생이 스트레스 대처가 높았다. 의과대학생

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를 잘한다고 답변하였다. 의과대학생

과 일반대학생은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의과대학생의 경우 생

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과대학생이 일반

대학생에 비해 교수 지지를 높게 인식하였다.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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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개념적 모형: 대처 저장고(Coping Reserve Tank)(Dunn 외, 2008)

대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가 영향을 미치고, 일반대학생의 경우 

자아 존중감과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

Dunn, Iglewicz & Moutier (2008)는 학생들의 주관적 안념감에 관한 개념

적 모형(Conceptual Model of Medical Student Well-Beings)으로 ‘대처 저

장고(Coping Reserve Tank)’의 개념을 제안하였다(그림 Ⅱ-1). 모형에 따르

면 학생 개개인은 성격이나 기질, 대처 유형과 같이 타고난 내적 구조(internal 

structure)인 대처 저장고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학생들은 외부의 긍정적-

부정적 투입 요소와 내적 구조의 결합을 통해 대처 저장고가 채워지거나 비워지

는 경험을 하게 된다. 외부의 투입 요소는 대처저장고를 채우는 긍정적 투입 요

소와 대처 저장고를 비우는 부정적 투입 요소로 구분된다. 긍정적 투입 요소에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집단, 치료전문가, 행정 차원의 지원 등이 포함된 심리사회

적 지원과 교내외에서 이뤄지는 사회 활동, 임상실습이나 연구멘토링, 지도교수

제 등을 아우르는 멘토링, 지적 자극이 포함된다. 특히 심리사회적 지원에 있어 

학생들의 현실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정적 

투입 요소에는 스트레스와 내적 갈등,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포함된다. 

교육과정이나 심리사회적 요인 등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학업적 어려움이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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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울감의 증상으로 야기된 양가감정 경험과 진로 고민 등은 내적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과도한 강의와 실습으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 부족은 심리-정서

적 피로를 경험하게 한다. 이와 같이 긍정적・부정적 투입요소와 내적 구조의 결

합은 보다 탄력적으로 문제나 한계를 극복하고 헤쳐 나가는 회복 탄력성

(resilience)을 지니며,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긍정적 결과를 보이거나 

소진(burnout)이나 냉소적 태도를 지니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 학생 지원 체계

1. 우리나라 학생 지원 체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또는 학회 차원에서 학생 지원 영역과 상담자의 역할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체제가 부재하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

시하는 대학 평가 기준을 확인하였다. 대학평가 기준을 통해 살펴본 대학 본부 

차원의 학생 지원 서비스는 ‘교수-학습’과 ‘학생 지원(학생 상담 및 취업 

지원)’이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교수-학습’에 대한 지원은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2000년 이후 대학 평가지표에 교수개발 영역을 포함하게 됨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 교수-학습센터(CTL)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의 

학습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송상호 & 권경빈, 2006). ‘학

생 지원’ 중에서도 ‘학생 상담’에 관한 부문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1962년에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가 설립된 이래로 각종 심리검사와 개인상

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대학에 

따라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상담소, 학생상담센터, 카운슬링센터, 정신건강상

담소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김계현 외, 2011; 박아청, 2001; 박애선, 황미구, 

2008; 천성문, 2015). 그리고 ‘학생 지원’ 중에서도 ‘취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통해 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2006년 노동부의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으로 일부 

대학을 지원하여 대학의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활동을 확대 시행하였다(진미석 

외 2010). 일부 대학에서는 진로‧취업지원 기관과 상담 기관의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최윤미, 2012). 즉 대학 본부 차원에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심리와 학업 상담을 통한 학업적 적응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실시하고, 취업 지원을 통해 진로 지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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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생의 지원 영역 및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2016 의학교육기관 평가 기준을 확

인하였다. 의학교육기관 평가 기준에 따르면 학생의 지원과 관련된 평가 영역은 

‘학생’ 영역으로서 평가 부문은 ‘입학정책과 학생선발’, ‘학생지도 체제’, 

‘학생복지와 안전’,‘졸업 후 진로’, 네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네 부문 중에

서도 학생의 학습, 생활, 진로 지도와 지원을 위한 부문은‘학생지도 체제’와 

‘학생복지와 안전’부문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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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내용

학생
지도 
체제

학생 지도 체제의 적절성과 전문적 운영 학습 지도 내용의 적절성
[기본 기준] 
Ÿ 학생지도위원회 구성과 운영
Ÿ 학생지도 분야별(학습, 생활, 진로) 전문적이고 

통합적 관리 여부 
[우수기준] 
Ÿ 전체 학생, 학년별, 그룹별, 개인별 지도를 위한 체제 구축

[기본기준] 
Ÿ 자율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Ÿ 정기적인 학업성취 확인
Ÿ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준]
Ÿ 학습부진 학생 지도 실적
Ÿ 학년별 유급 학생 비율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문제점 분석
Ÿ 유급학생 구제 방안 마련 

학칙에 따른 학습평가, 유급, 졸업 사정 등 시행 생활지도 내용의 적절성
[기본기준]
Ÿ 학습평가, 유급, 졸업 사정, 징계 조치 등에 관한 학칙 

마련과 시행
[우수기준]
Ÿ 학점 확정 전 학습 성과 기록을 검토하고, 성적, 유급, 

졸업유예, 퇴학 등의 결정에 대한 소명의 기회 보장

[기본기준]
Ÿ 교수-학생 간 정기적 만남 실적

진로지도 내용의 적절성 교내・외 전문활동 권장과 지도와 지원의 적절성
[기본기준]
Ÿ 학생지도를 위한 프로그램과 실적
[우수기준]
Ÿ 진로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멘토 보유
Ÿ 멘토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실적

[기본기준]
Ÿ 건전한 교내・외 전문 활동 권장
Ÿ 지도와 지원의 적절성
[우수기준]
Ÿ 학생 대표단의 교육과 학생 관련 위원회 참여

학생
복지와 
안전

학생 상담 체제의 적절성
[기본기준]
Ÿ 학생 위한 상담 체계
Ÿ 학생지도와 상담에 심리검사 결과 활용
[우수기준]
Ÿ 학생 상담실 조직(전임상담원 확보)
Ÿ 외부 의료전문가로부터 정신과 또는 심리 치료적 지원 가능 여부(필요 시)

<표 Ⅱ-1>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학생 지원 관련 평가 부문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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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문화원(2016)에서 진행한 학생지원체계 

구축 워크숍에서는 학생 지원 체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응답한 13개 대학 

모두 의과대학의 전문적인 학생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각 대

학의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유사한 내용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그림 

Ⅱ-2]. 

[그림 Ⅱ-2] 국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상담 프로그램 유형

첫째, 수시지도 프로그램은 교수나 상담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다. 교수가 진행하는 수시지도 프로그램은 의과대학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던 지

도교수제도를 의미하며, 일개 대학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을 

받고, 상담전문가를 거쳐 학생부학장과의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상담전문가가 진행하는 수시지도 프로그램은 심리검사

나 정신건강, 생활, 학교적응, 학업성취, 대인관계, 진로 등의 향상을 위한 목적

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개별상담이나 집단 상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나 

개인상담, 학습 코칭, 동료학습 등의 개입을 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멘토 

교수(담임 교수)나 학생부원장, 의학교육실장 등 대학의 교수에 의해 운영되기도 

하고, 심리상담전문가나 교육학 전공자와 같이 해당 영역의 전문가에 의해 운영

되기도 하며, 선후배가 서로 매칭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셋째,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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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프로그램은 교내외 정신건강의학 전공자 또는 대학본부 차원의 정신건강증

진센터, 심리상담전문가, 교육학 전공자 등 전문 인력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진입 시 전수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거나 자살이나 우울증 문제 등과 같이 고위

험군 학생을 선별하고 조기 개입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의

사국가시험 프로그램은 의사국가시험 탈락자와 교수가 1:1 결연 관계를 형성하

고 1년간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 학습 및 생활에서의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그밖에도 휴학신청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휴학생 상담 프로그램

과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학년당 1명씩 3~6명을 한조로 구성하

여 담당교수와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는 굴비제도 등이 일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의과대학의 특성을 이해하는 상담

심리 전문가나 교육학 전공자, 임상심리사 등 관련 전문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정기적 심리 검사와 정신건강과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시 개설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상담에서 ‘진로 관련 프로그램’과 ‘학습부진 및 심층학

습지도 프로그램’, ‘정신건강, 임상심리치료 프로그램’등이 다루어지길 바랐

으며,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과 전수 상담 후 문제

가 발견된 학생의 개별 지도 방법 등과 같은 상담 방법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

2. 외국의 학생 지원 체계

상담은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fields)에 따라 학교상담, 대학상담, 

직업상담(취업지원 상담), 기업상담(산업상담, 직장인상담), 복지기관 상담, 종교

기관 상담, 사설개업상담, 정신과 상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계현 외, 

2011). 그 중에서도 학교상담과 대학상담은 학교 장면에서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상담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담은 기

본적으로 미국의 상담 모형을 따르고 있고, 대학상담은 별도의 자격제도나 법령

을 통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서 미국의 일반적인 학교상담제도의 발달 과정

과 학교상담모형을 살펴보고, 의과대학생에서 다루는 학생 지원 영역을 살펴봄으

로써 학생 지원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미국의 학교상담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

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46년 제정된 직업교육법

(Vocational Education Act)을 통해 학교 상담 예산이 증액되면서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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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상담과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9년에는 

초・중등학교 상담법(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ounseling Act)이 

인가되면서 정부 차원의 실제적인 지원들이 이어졌다. 1997년에는 미국학교상담

자협회(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ASCA)에서 학교상담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s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을 마련하고, 

2003년에는 학교상담국가모형(National Model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을 개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운영을 위한 표준을 제공하였

다(그림 Ⅱ-3).

[그림 Ⅱ-3] 미국의 종합적 학교상담모형

학교상담국가모형은 학교 상담의 내용 요소, 조직적인 틀(organizational 

frame), 자원(resources)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내용 요소는 학생들이 

종합적 학교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학업 영역과 

진로발달 영역, 개인-사회 영역으로 구성된다(그림 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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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미국의 학교상담 내용요소

학업 영역은 학교에서 효과적인 학습,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전략 채택 

및 학업과 일의 세계 및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삶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는 기술, 태도, 지식의 습득 등을 포함한다. 진로 발달 영역은 학생들이 

전 생애에 걸쳐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성공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식, 기능, 태도의 습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진로발달은 개인적인 특성, 교육 및 훈련과 

직업 세계간의 관계에 관한 이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진로 성공과 직

업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채택을 포함한다. 개인-사회 영역은 학생들의 

학교를 통하여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개인-사회적 성장에 대한 기초를 제공

한다. 조직적인 틀(organizational frame)은 학교상담의 정의, 당위성, 가정 세 

가지 구조적 요소와 학교상담 교육과정, 개별화된 계획, 반응적 서비스, 체계지

원의 네 가지 프로그램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년 수준에 따라 네 가지 

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상담교사의 시간배분에 관한 지침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자원요소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재정적・정치적 자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Duvivier & Dent(2013)는 의과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well-being)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영역과 직업전문성 영역, 학업 영역, 행정 영역, 재

정 영역, 진로 영역을 제시하였다(그림 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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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의과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well-being) 관련 요인

개인 영역에는 사회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개인 시간의 부족, 관계 문제, 가족 

문제가 포함되며, 직업전문성 영역은 의료 체계 내에서의 대처 문제, 의료 현장

과 학습 상황에서의 삶과 죽음과 관련한 이슈들, 신체적-감정적 학대와 같은 문

제와 관련된다. 학업 영역은 수업내용과 시험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되며 최근에

는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된다. 행정 영역에

는 시간표나 수업 장소, 기한을 맞추는 문제 등이 해당된다. 재정 영역과 관련된 

문제는 학생 부채 문제를 포함하고, 진로 영역은 전공 선택과 지원 절차 등과 관

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의과대학의 학생 지원 체계 모형

지금까지 의과대학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국내외 학생 지원 체계를 살펴보

았으나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학생 지원 체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에 따라 본 절에서는 문헌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과대학의 학생 지

원 체계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림 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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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의과대학의 학생 지원 체계 모형

의과대학생의 정신 건강, 스트레스,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 8개 연구(김민정, 2015; 민성길 외, 2000; 박범석, 2014; 박진영, 

2006; 윤태호 외, 2007; 이금호 외, 2011; Dunn, Iglewicz & Moutier, 2008; 

Duvivier & Dent, 2013)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Ⅱ-2>과 같다. 

연구자 개인 특성 외부 요인

김민정

(2015)

‐ 학년

‐ 입학유형(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 학업

‐ 임상실습

‐ 대인관계

‐ 진로

‐ 정신건강문제

‐ 등록금 스트레스

민성길 외

(2000)

‐ 신체적 건강

‐ 사회적 관계

박범석

(2014)

‐ 학년

‐ 스트레스 대처

<표 Ⅱ-2> 의과대학생의 정신 건강, 스트레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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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자 2인 이상이 공통적으로 제시하였거나 의과대학의 학생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외부 요인을 추출하여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모형은 

의과대학생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Dunn, Iglewicz & Moutier (2008)

의 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개념적 모형을 의과대학의 학생 지원 체계의 

기본 모형으로 삼았다. 이 모형은 학생은 자신을 둘러싼 긍정적・부정적 투입 요

소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적 요인과 같은 특성에 따라 소

진 또는 회복 탄력성을 경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므로 환경적 요소인 

연구자 개인 특성 외부 요인

박진영

(2006)

‐ 성별

‐ 학년

‐ 진학 동기

‐ 신체 영역

‐ 사회관계 영역 

‐ 환경 영역

‐ 심리적 영역

윤태호 외

(2007)

‐ 입학유형(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 학업

‐ 대인관계

‐ 진로

‐ 경제적 어려움

‐ 건강

이금호 외

(2011)

‐ 학년

Dunn, Iglewicz 

& Moutier

(2008)

‐ 성격

‐ 기질적 요인

‐ 부정적 투입(스트레스, 

내적갈등,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요구)

‐ 긍정적 투입

(심리・사회적 지원, 

사회 활동, 멘토링, 지적 

자극)

Duvivier & Dent

(2013)

‐ 직업전문성

‐ 학업

‐ 행정

‐ 재정

‐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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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원 체계 마련의 기본 토대로 삼기에 적합하고 판단하였다. 

의과대학생의 정신 건강, 스트레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

는 성별, 학년, 입학유형이 확인되어 모형 중 개인 특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

로 성별, 학년, 입학유형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유급‧휴학을 경험 여부나 학업성취 수준 또한 학생의 적응 또는 부적응 행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하위요인에 추가하였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는 기존 모형에서 제안한 것과 유사하게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을 저해하고 부적응적 결과를 

야기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부정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을 촉진하

기 위해 지원하는 요인을 긍정적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부정적 요인의 하위 요인

으로 학업스트레스, 진로 미결정, 정서 및 성격문제, 대인관계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이 포함되는데 미국의 종합적 학교상담모형에서 제안한 학교 상

담 내용에 해당하는 ‘학업’, ‘진로’, ‘개인사회’영역 구분을 참고하여 부정적 요인

을 3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학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업스트레스’,  ‘진

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진로 미결정’, ‘개인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서 

및 성격 문제’, ‘대인관계문제’,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였다. 

긍정적 지원의 영역 구분 또한 미국의 학교상담국가모형의 내용요소 구분을 

참고하였으나 3개의 영역 중 ‘개인사회’ 영역에서 개인은 학업, 진로에 대한 고

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판단되어 ‘심리・사회적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

미를 한정하고자 하였다. 즉, 긍정적 지원은 ‘학업 지원’과 ‘진로 지원’, ‘심리・
사회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긍정적 지원 내용을 도식화할 때 각각의 지원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겹치게 표현

하였다. 

학생 개개인이 환경 요소인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지원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개인 특성을 도식화할 때 외곽선을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개

인 특성과 부정적 요인, 긍정적 지원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부적응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외곽선을 이중선으로 표시하였다. 

개인 특성과 부정적 요인, 긍정적 지원 간 역동의 결과로 학업성취 향상이나 

적성 탐색 및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 선택, 신체・심리적 건강, 대학생활 적응과 

같은 적응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서・사회적 고립이나 저조한 학업 성적, 학습

된 무기력, 휴학, 잦은 결석, 소진(Burnout) 등의 부적응적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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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요구분석

1. 요구분석의 개념

요구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

로 [그림 Ⅱ-7]과 같이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권

대봉, 1999; Kaufman, 1998;  Queeney, 2000; Witkin & Altschuld, 1995). 

요구 =
바람직한 상태

(중요도)
-

현재 상태
(만족도)

[그림 Ⅱ-7] 요구의 개념

Bradshaw(1977)는 요구를 규정하는 대상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

다. 첫째, 규범적 요구(normative need)는 개인이나 집단의 상태가 전문가에 의

해 정의된 기준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구분이기 때문에 측정이 용이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살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지만 전문가의 전문성과 지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요구(felt need)는 개인 또는 집단이 실제로 지각한 요구로

서 개별 응답자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셋

째, 표현된 요구(expressed need)는 개인 또는 집단이 갖는 실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접근이다. 넷째, 비교 요구(comparative 

need)는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비교를 통해 요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

다. 즉,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다른 비교 집단에 비

해 부족할 때 프로그램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관점이다. 

요구분석(needs analysis)은 요구를 발견하기 위한 분석활동을 뜻하며, 이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권대봉, 1999; 김창대 

외 2011). 최정임(2002)은 요구분석이란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현재 상태

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결정하고, 그 본질과 원을 찾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하였다. 요구분석은 일회적 과정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변

화하는 집단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정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김창대 외,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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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분석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는 요구사정(needs assessment)이 

있다. 두 개념을 나누어 면밀히 살펴보면 요구사정은 현재 결과와 요구되는 결과 

사이의 차이(gap)로서 요구를 규명하고, 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

비와 이를 간과했을 때 발생하는 경비를 기초로 가장 중요하고 즉시 해결해야 

할 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과정이다(Kaufman, 1998; 조대연, 

2006, 재인용). 반면, 요구분석은 차이의 원인을 찾아내는 기술적이고 부분적인 

접근으로서 요구사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조대연, 2006).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절차, 기술, 과정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자주 혼용되고 있었으며(Sleeze, 1992), 국내 연구에서는 요구사정과 요구분석

을 모두 요구분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요구분석

이란 특정 문제 해결에 앞서 그와 관련된 대상 집단과 대상 집단을 둘러싼 환경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

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김창대 외, 2011).  

2. 요구분석의 대상

요구분석의 대상은 요구분석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조직이나 기관이 특정 프로그램을 실시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 존재에 대

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연구자는 요구분석을 통해 잠재적 대상자

가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 대

상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홍

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김창대 외, 2011). 또한 요구분석의 대상이 

인식하고 있는 표현된 요구만이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적 요구를 확인하

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권대봉, 1999; 조대연, 2006; 최정임, 2002). 

이러한 점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한 대상 선별 과정을 거쳐 요구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Witkin & Altschuld(1995)는 요구분석의 대상을 서비스의 수혜자로 한정하

지 않고, 세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제1수준(Level 1)은 학생, 

고객, 환자, 정보의 이용자 등으로 서비스의 수혜자 집단에 해당한다. 둘째, 제2

수준(Level 2)은 교사, 부모, 관리자, 의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에 해당한

다. 셋째, 제3수준(Level 3)은 건물, 시설, 자원, 기술, 프로그램 등 환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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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방안을 뜻한다. 

요구분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수준의 대

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나(조대연, 2006; Long, 2005), 요구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은 제1수준에 해당하는 서비스 수혜자가 되어야 한

다. 조직 내에서 제1수준의 대상이 명확히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제1수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서비스의 수혜자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어서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제2수준의 대상 집단을 

통해 간접적인 요구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수준 또

는 제3수준의 요구분석은 제1수준의 요구분석에 기초해야 한다(Witkin & 

Altschuld, 1995).

3.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요구분석 방법의 하나인 IPA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

여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개발된 이래로 다

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Martilla & James, 1977). 국내 교육 관련 분야

에서 IPA 활용 시 Performance를 만족도, 실행도, 수행도, 성취도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지만(이순연, 2010),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지

원 프로그램의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므로 만족도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평면상에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직교축으로 설정하고, 각 항목의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을 좌표상에 표시하여 각 항목이 위치하는 사분면에 따라 

서비스 개발과 개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비교적 해석이 쉽고, 실천적 

정보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그림 

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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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IPA 사분면

제1사분면은 ‘유지(keep up the good work)’영역으로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은 영역이므로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다. 제2사분면은 ‘집중(concentrate here)’영역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중요

도는 높지만 실제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불만족을 느끼는 영역

이므로 서비스 개발・개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다. 제3사

분면은 ‘낮은 순위(low priority)’영역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으나 중요하

게 생각하지 않는 영역이다. 제4사분면은 ‘과잉(possible overkill)’ 영역으로 

학생들이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만족도가 높은 영역

으로 현재 투입되는 자원을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영역에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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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절차 및 방법

연구단계 세부 연구내용

1 문헌연구

Ÿ 의과대학생의 발달적-환경적 특성 조사

Ÿ 의과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스트레스, 주호소문제, 삶의 질 수준)

Ÿ 의과대학 지원 체계 현황

2

학생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의

주호소문제 도출

Ÿ 의과대학생의 상담 시 주호소문제를 현상

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류

Ÿ 전문가 집단 검토(6회)

3

의과대학생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 조사

Ÿ 연구 대상 선정: 전문적인 학생 지원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1개 대학의 의학과 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의학과와 의학전문

대학원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Ÿ 설문지 제작: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요구

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발, 전문가 집단 검

토(4회)

Ÿ 설문조사 실시: 학년별 설문조사(지면, 전

자우편 설문)

4 자료 분석

Ÿ 학생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의 주호소문제 

도출: 현상학적 연구(Colaizzi 방법)

Ÿ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주제별 중요도와 만

족도 수준: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비율 

등), t 검정, ANOVA, Post-hoc 검증

5
설문조사에 근거한 

프로그램 제안

Ÿ 프로그램 개발 영역의 우선순위 도출

Ÿ 효과적인 방법 모색

[그림 Ⅲ-1] 의과대학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의 주호소문제와 

집단별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요구분석을 위한 연구절차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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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생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의 주호소문제

1. 연구 대상

41개 의과대학 중 단과대학 차원에서 학생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

하고, 전문인력(임상심리 전공자, 교육학 전공자)을 배치하여 심리 상담과 학업 

상담, 진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S대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S대학교의 학생 지원 조직에서 제공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2012학년도 1학

기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에 상담이나 지도를 받은 의학과‧의학전문

대학원 1~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상담에 참여한 사례는 총 327사례였으

나, 최종 분석 시에는 정보의 추적 확인이 어려운 44사례를 제외한 283 사례를 

분석하였다.

2. 주호소문제 분류 기준과 방법

학생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의 상담 경험을 통해 의과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주로 호소하는 문제 영역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는 현상학

적 접근을 취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Colaizzi의 방법을 활용하였다(Colaizzi, 1978).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 및 연구 이론 선호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의 우려와 비밀 유지를 위해 임

상심리 전공자 1인과 교육학 전공자 2인, 의학교육 전공자 1인이 각자가 담당하

는 프로그램 이용자의 사례에 개별 ID를 부여하여 사례를 학생의 언어로 요약하

여 기술하고, 그 내용에서 주호소문제와 관련된 어구나 문장을 가지고 구성의미

(formulated meaning)를 이끌어 내었다. 이 구성의미를 주제(themes), 주제군

(themeclusters), 범주(categories)로 묶어 조직한 후 최종 기술을 시도하였다. 

구성의미와 주제, 주제군, 범주 분류 결과에 대한 점검을 위해 4인의 연구자가 

6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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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의과대학생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관

한 요구 조사

1. 연구 대상 선정

41개 의과대학 중 대학 본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학생 지원 서비스와 같이 학

업, 생활, 진로 세 영역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 소재의 S

대학교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1~4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의학과 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함께 교육을 받

고 있으므로 이하 의학과로 표기한다. 의학과 1~4학년 재학 중인 학생은 611명

이었고,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457명이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를 제

외하고 총 43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특성은 성별, 학년, 

입학유형, 학적 변동(유급‧휴학) 여부, 성적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남학생은 267명(61.7%), 여학생은 150명(34.6%), 무응답 16명(3.7%)이었

고, 1학년은 134명(30.9%), 2학년은 106명(24.5%), 3학년은 100명(23.1%), 

4학년은 93명(21.5%)이었다. 입학전형을 기준으로 보면 의예과 전형 252명

(58.2%), 의학전문대학원 전형/학사편입학 147명(33.9%), 군위탁생 18명

(4.2%), 무응답 16명(3.7%)이었다. 유급 및 휴학과 같은 학적 변동을 경험한 

학생은 응답자의 5.8%인 25명으로 나타났다. 의학과 1학년은 학기 말에 본인의 

정확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백분위수)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학과 2~4학년 학생에게만 자신의 누적 성적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자기보고식 누적 성적의 분포는 백분위 25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은 34명(11.4%), 백분위 25 이상 50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59명(19.7%), 

백분위 50 이상 75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75명(25.1%), 백분위 75 이상에 해

당하는 학생 70명(23.4%), 무응답 61명(20.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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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67 61.7
여자 150 34.6

무응답 16 3.7
계 433 100.0

학년

1학년 134 30.9
2학년 106 24.5
3학년 100 23.1
4학년 93 21.5

계 433 100.0

입학유형

의예과 252 58.2
의학전문대학원/학사편입학 147 33.9

군위탁 18 4.2
무응답 16 3.7

계 433 100.0

학적 변동 

경험

있음 25 5.8
없음 392 90.5

무응답 20 3.7
계 433 100.0

누적 성적

(백분위)

25 미만 34 11.4
25 이상 50 미만 59 19.7
50 이상 75 미만 75 25.1
75 이상 100 미만 70 23.4

무응답 61 20.4
계 299 100.0

<표 Ⅲ-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설문지 제작

의과대학생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 조사에 필요한 설문지를 제작

하고, 전문가 집단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4차에 걸쳐 수정 및 보완을 함으로써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의학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교육학 전공

자 2명과 임상심리 전공자 1명, 의학교육 전공자 1명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시에는 김창대 외(2011)의 요구분석의 단계와 Anthony, 

Artino, Jeffrey, Kent & Hunter (2014)의 교육 연구를 위한 질문지 개발에 

관한 내용, 김혜숙(2014)의 설문지 문항 작성 준거를 참고하였으며, 설문지 내

의 개별 문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설문 내용은 부록 1~3을 참

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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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 조사: [연구문제 1]에서 도출된 

주호소문제의 주제군을 학생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주제로 선정한 후 각 

주제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조사함. 

- 중요도 평가: 의과대학 생활 중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제로 프로그램 

개발 시 각 주제별 중요도는 어떠한가?(각 주제별 문항 구성, 총 10문항)

- 만족도 평가: 현재 의과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 각 

주제가 잘 다뤄지고 있다고 느끼는가?(각 주제별 문항 구성, 총 10문항)

§ 응답자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입학전형, 학적변동 여부, 성적1)

 

3. 설문조사 실시

의학과 1학년부터 4학년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솔직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설문조사 시행에 관하여 사전 공지를 하였다. 1학년

과 2학년의 경우 시험 기간을 피한 일자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다.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설문조사 시기가 임상실습 기간에 해

당하여 1주일 동안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지의 표지에 설문조사의 목적, 작성 방법, 연구결과 활용 계획을 포함하

였고, 지면 설문을 실시한 1, 2학년 대상으로 설문 시행 시에는 5분 정도 설문 

내용에 관해 설명을 하였다. 설문 작성에는 약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학

년별 설문조사 기간과 방법은 <표 Ⅲ-2>과 같다. 

집단 조사 기간 조사 방법

의학과 1학년 2016.4.1.(금) 지면 설문

의학과 2학년 2016.4.5.(화) 지면 설문

의학과 3학년 2016.3.31.(목)~ 2016.4.6.(수) 전자우편 설문

의학과 4학년 2016.3.31.(목)~ 2016.4.6.(수) 전자우편 설문

<표 Ⅲ-2> 설문조사 기간과 방법

1) 설문조사가 시행된 시기는 성적 사정(査定) 전에 해당하여 1학년 학생의 경우 자신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성적에 관한 문항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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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IBM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분

석했다. 

첫째, 의과대학생의 상담 시 주호소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에 참여한 학

생의 사례를 임상심리사 1인, 교육학 전공자 1인, 의학교육 전공자 1은으로 구

성된 학생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가 개별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학생의 언어로 기

술하였다. 그 내용에서 주호소문제와 관련된 어구나 문장을 바탕으로 구성의미

(formulated meaning)를 도출하고, 구성의미를 다시 주제(themes), 주제군

(themeclusters), 범주(categories)로 묶어 조직하는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졌

다. 연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6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둘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비율 등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집단별 특성에 따라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시행하고, 평가치 

비교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및 사후검증

(post-hoc)을 실시했다. 

셋째, 의과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완이 필요

한 영역 도출을 위해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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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의과대학생 상담 시 주호소문제

의과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주호소문제 분석 결과, 최종 

93개의 구성의미와 22개의 주제, 10개의 주제군(‘학업동기’, ‘학습방법・학습전

략’, ‘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 ‘정서 및 성격’, ‘가족관계’, ‘동료‧
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제’, ‘가치관’)이었다. 이는 다시 ‘학업문제’, ‘진로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의 3개의 범주로 다시 분류되었다(표 Ⅳ-1).

1. 학업 문제 

1) 학업동기 문제

의학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거나,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게 하는 게임, 

인터넷 중독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Ÿ 예과에서 진급할 때 2번의 유급을 겪고 본과에 왔으나 다시 유급을 당

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해 수치심이 들고 무기력해진 것 같습니다. 문제

를 자꾸 도피하려고 하고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든 것 같습니다.(학생 

A)

Ÿ 학업에 대한 열정도 의지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버겁고 

싫습니다.(학생 B) 

Ÿ 게임중독을 극복하고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학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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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주제군 주제 구성의미

학업동기 학업동기

게임중독

목표의식 상실

무기력

무동기

학업 문제

삶의 의욕, 흥미, 재미, 기대감 부재

학습동기 부족, 저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 부족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움

휴학 희망

학습방법, 

학습전략

생활 관리

늦잠

미루는 습관

일의 우선순위(중요도) 판단 어려움

지각

학습방법, 학습전략

공부 습관 문제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음

선배의 학습 노하우

효과적인 의과대학의 학습방법, 전략

의학공부 따라가기 어려움

자기주도적 학습법 습득 희망

진로 및 

전공 선택
전공선택

국제기구 관심

전공 선택 시 가족의 영향

<표 Ⅳ-1> 의과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의 주호소문제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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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주제군 주제 구성의미

전공 선택의 막막함

정보 수집의 어려움 진로 선택을 위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
(의사가 없는 가정 환경)

진로 문제

진로 고민

구체적인 진로 고민 단계

늦은 진로 고민(고민 시기)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

진로 미결정
진로 미결정

진로 선택 시 가족의 영향

희망 전공과 분야 특정 전공 및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진학 희망

자기성장 동기

성장욕구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 희망

동아리 활동

심리 검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

의대생활 잘하고 싶은/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욕구

이상적 자기 추구 성실한 태도 유지하고자 함

자아실현의 욕구

의료봉사활동

이타적 활동 추구

잘하고 싶은 욕구

정서 및 성격 성격

귀인(내적 귀인, 외적 귀인)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민감

지나친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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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주제군 주제 구성의미

소심한 성격을 바꾸고 싶음

열등감

자기를 인정하지 않음, 스스로를 싫어하게 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회피적 성향

심리‧사회적 문제

스트레스 대처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혼란스러움

스트레스 대처 및 해소 방법을 모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음

자기 이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함

정서적 어려움

감정 기복

강박증

거부에 대한 두려움

고립감

과도한 스트레스

뒤쳐지는 것에 대한 불안

무력감, 무기력함

불안, 걱정

수치심

시험불안

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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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주제군 주제 구성의미

유급 또는 휴학 경험과 불안

자괴감

자살 시도, 충동

자신감 부족, 상실, 결여

지속적으로 같은 생각이 떠오름

지침(Burnout)

포기

화가 치밀어 오름

가족 관계 가족 관계
부모님과의 갈등, 과도한 집착

형제, 자매와의 갈등

동료‧이성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대인기피(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버겁고 싫음, 불편함, 귀찮음)

동아리 문제

식사를 함께 할 친구가 없음

친구 관계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

타전공 친구들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남자친구와의 결별

짝사랑

건강 건강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듯한 통증

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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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주제군 주제 구성의미

생리불순

소화 불량

시력 문제

음식에 대한 집착과 폭식

체력적인 부분과 관련한 고민

경제 경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한 스트레스

어려운 가정 형편

가치관

가치관
가치관 충돌(과거 타전공 선택 희망)

적성과 불일치

의과대학 

환경과 문화

개성이 억압받는 느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분위기

수업 분위기나 교수님의 부적절한 코멘트

엄격한 의대 분위기

제도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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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방법·학습전략 문제

이전의 학습 방법을 그대로 의과대학 공부에 적용할 때,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의대 공부가 양이 많고, 암기할 내용이 많아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

우, 의대에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함께 공부하는 의대 환경에 적응하

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학습 방법에 대한 문제 파악 및 학생 개인에 적합한 

학습 전략을 알려주고, 적용해보아, 적절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Ÿ 요즘 들어 부쩍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

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생각만큼 되지 않아 힘든 것 같습니다.(학생 

D)

Ÿ 의대 공부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만한 학습 방법이 궁금합니다. 유급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학생 E)

2. 진로 문제

1) 진로 및 전공 선택 문제

의대 졸업 이후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 의학 이외의 분야에 대한 진로 정보

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신의 적성에 대한 객관적인 심리 평

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하여, 정보 수집, 

진로 결정, 진로 목표 설정 및 추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Ÿ 처음에 법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의대에 왔는데, 잘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성적도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 많이 고민이 됩니다.(학생 F)

Ÿ 의대공부가 너무 힘들고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휴학을 하고 

다른 전공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학생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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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성장동기 문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의과대학 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

해 성장하려는 욕구를 지닌 학생들이다. 타인을 돕기 위한 봉사 활동, 다양한 재

능 기부 활동 등도 포함되어 있다.

Ÿ 타인을 돕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학생 H)

Ÿ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불안하며,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학생 I)

3. 심리・사회적 문제

1) 정서 및 성격 문제

정서에 대한 상담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성격에 대한 

상담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돕고, 성격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성격의 취

약점, 강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자존감이 낮은 

부분에 대한 개입, 성격 장애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

Ÿ 쉽게 우울감에 빠지고, 의지가 약하고 할 일을 잘 미룹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힘들게 느껴지면 그 일을 두고 도망가는 경향이 큽니다.(학생 

J)

Ÿ 나를 바꾸고 싶습니다. 성격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내 탓을 많이 하고 남

의 눈치를 보는 것이 싫습니다.(학생 K) 

Ÿ 감정기복이 심합니다. 성적이 나올 때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학생 

L)

Ÿ 동기들과의 비교로 열등감, 우울감을 느낍니다.(학생 M)

2) 가족관계 문제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다. 가족 구성

원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 상담에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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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족 중 한 사람을 보면 두렵고 숨이 막힙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학생 N)

Ÿ 부모님의 과도한 집착이 힘듭니다. 어머니가 실시간으로 위치 확인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학생 O)

3) 동료·이성과의 관계 문제

의대에서의 동료, 선후배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

우이다. 의대에서 친한 친구가 전혀 없는 경우, 깊이 있고 질적인 만족을 주는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 이성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경우, 이성 친구와 갈등

이 있는 경우, 동아리에서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상담에 오게 된

다.

Ÿ 현재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노는 사람이 

딱히 없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누구와 같이 밥을 먹을지 몰라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학생 P)

Ÿ 짝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 자신을 다

른 동기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자꾸만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 힘듭니다.

(학생 Q)

Ÿ 사람 대하는 것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스스로를 싫

어하게 되는 상황이 싫습니다.(학생 R) 

Ÿ 관계에서 고립되는 경향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 사귀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학생 S)

4) 건강 문제

선천적으로 체력이나 시력 문제 등을 가지고 있거나,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나 불면증, 생리불순, 소화불량 등 건강

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Ÿ 너무 쉽게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주기적으로 가슴이 조이듯 아

파와요.(학생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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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 문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인기가 되어서도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Ÿ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지금까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한다

는 것이 정말 큰 스트레스예요.(학생 U)

6) 가치관 문제

과거 자신이 희망한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였거나 현재 적성이 맞지 않아 가

치관의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이다. 또한 의과대학만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로 인

해 가치관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Ÿ 저는 경제학과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의대에 들어가라고 해

서...(학생 V)

Ÿ 학생 개개인의 개별성이 많이 억눌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 교육문

화에 반감이 있습니다.(학생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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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집단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요구(중요도・만족도 분석)

본 절에서는 성별, 학년, 입학유형, 유급‧휴학 경험 유무, 학업성취 수준 등과 

같은 의과대학생의 집단별 특성에 따라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별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앞서 도출된 의과대학생의 상담 시 주호소문제

를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로 설정하였다. 즉, 의과대학생의 집단별 특성

에 따라 총 10개 주제군(‘학업동기’, ‘학습전략‧학습방법’, ‘진로 및 전공 선

택’, ‘자기성장동기’, ‘정서 및 성격’,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

제’,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 IPA 분석을 통해 

중점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전체 학생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의과대학생 상담 시 주호소문제 요인으로 도출된 10개 주제의 학생 지원 프

로그램의 중요도 평균은 ‘진로 및 전공 선택’이 4.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

서 및 성격’, ‘학업동기’, ‘자기성장동기’, ‘가치관’, ‘학습방법・학습전략’, ‘건강’, 

‘동료‧이성과의 관계’, ‘경제’, ‘건강’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평균은 ‘진로 및 

전공 선택’이 3.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방법・학습전략’, ‘정서 및 성격’, 

‘학업동기’, ‘자기성장동기’, ‘가치관’, ‘건강’, ‘경제’, ‘동료‧이성과의 관계’, ‘가족관

계’ 순이었다.  전체 학생의 주제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모든 주제에 

있어 중요도가 만족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모든 주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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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

value
p-

value
M SD M SD

1 정서 및 성격 3.83 .84 2.93 .81 .90 1.13 16.59 .000***

2 학업동기 3.80 .85 2.92 .83 .88 1.12 16.40 .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62 .91 2.98 .83 .64 1.13 11.76 .000***

4 가족관계 3.10 .92 2.69 .79 .41 1.11 7.67 .000***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56 .92 2.71 .79 .85 1.17 15.12 .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24 .72 3.32 .94 .92 1.13 16.99 .000***

7 자기성장동기 3.71 .89 2.88 .82 .83 1.16 14.88 .000***

8 건강 3.60 1.02 2.76 .85 .85 1.30 13.56 .000***

9 경제 3.28 .90 2.73 .85 .55 1.19 9.65 .000***

10 가치관 3.67 .97 2.78 .82 .88 1.24 14.87 .000***

<표 Ⅳ-2> 전체 학생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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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학생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를 통해 각 주

제별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였다(그림 Ⅳ-1). 

[그림 Ⅳ-1] 전체 학생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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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제 중에서 ‘정서 및 성격’, ‘학업동기’,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

기’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1사분면(유지)에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집중)에는 ‘가치관’이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낮은 순위)에는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

면(과잉)에는 ‘학습방법・학습전략’이 포함되었다. 

2. 성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만족도

1) 성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차이

성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학습방법・학습전략’, ‘진로 및 전공 선택’, ‘건강’, ‘가치관’

을 주제로 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표 Ⅳ-3).

구분

 주제

남 여
t-value p-value

M SD M SD
1 정서 및 성격 3.79 .88 3.93 .78 -1.69 .092

2 학업동기 3.79 .88 3.83 .80 -0.45 .65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52 .97 3.80 .79 -3.16 .002**

4 가족관계 3.04 .93 3.21 .87 -1.85 .065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52 .91 3.61 .93 -0.95 .343

6 진로 및 전공 선택 4.18 .76 4.34 .62 -2.13 .033*

7 자기성장동기 3.65 .94 3.79 .81 -1.64 .102

8 건강 3.48 1.00 3.82 1.04 -3.30 .001**

9 경제 3.22 .90 3.38 .89 -1.77 .077

10 가치관 3.58 1.00 3.79 .89 -2.20 .029**

<표 Ⅳ-3> 성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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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

성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정서 및 성격’, ‘학습방법・학습전략’을 주제로 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다(표 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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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남 여
t-value p-value

M SD M SD
1 정서 및 성격 2.88 .82 3.05 .79 -1.97 .049*

2 학업동기 2.91 .85 3.02 .76 -1.40 .163

3 학습방법・학습전략 2.94 .85 3.11 .77 -1.99 .047*

4 가족관계 2.68 .81 2.72 .78 -0.47 .638

5 동료・이성과의 관계 2.68 .82 2.79 .76 -1.34 .182

6 진로 및 전공 선택 3.29 .96 3.37 .93 -0.77 .443

7 자기성장동기 2.88 .81 2.91 .85 -0.27 .786

8 건강 2.73 .88 2.83 .81 -1.14 .254

9 경제 2.69 .86 2.81 .82 -1.36 .174

10 가치관 2.77 .85 2.81 .79 -0.54 .591

<표 Ⅳ-4> 성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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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IPA 분석

구분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value p-value

M M
1 정서 및 성격 3.79 2.88 .90 1.17 12.60 .000***

2 학업동기 3.79 2.91 .89 1.16 12.49 .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52 2.94 .58 1.16 8.19 .000***

4 가족관계 3.04 2.68 .36 1.14 5.16 .000***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52 2.68 .85 1.19 11.59 .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18 3.29 .89 1.11 13.10 .000***

7 자기성장동기 3.65 2.88 .76 1.17 10.62 .000***

8 건강 3.48 2.73 .75 1.28 9.53 .000***

9 경제 3.22 2.69 .53 1.20 7.21 .000***

10 가치관 3.58 2.77 .82 1.29 10.30 .000***

남학생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간

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한 결과, 남학생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 수준이 유의

하게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5).

<표 Ⅳ-5> 남학생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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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value p-value

M M
1 정서 및 성격 3.93 3.05 .88 1.07 10.04 .000***

2 학업동기 3.83 3.02 .81 1.03 9.71 .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80 3.11 .69 1.04 8.20 .000***

4 가족관계 3.21 2.72 .49 1.04 5.80 .000***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61 2.79 .83 1.13 8.93 .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34 3.37 .97 1.16 10.29 .000***

7 자기성장동기 3.79 2.91 .89 1.13 9.64 .000***

8 건강 3.82 2.83 .99 1.30 9.29 .000***

9 경제 3.38 2.81 .57 1.17 5.99 .000***

10 가치관 3.79 2.81 .98 1.11 10.77 .000***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제별 중요도에 비

해 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6).

<표 Ⅳ-6> 여학생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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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IPA 분석 결과는 [그림 Ⅳ-2]과 같다.

[그림 Ⅳ-2] 성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남학생이 인식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 중에서 ‘정서 및 성격’, ‘학



- 50 -

업동기’,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1사분

면(유지)에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집중)에는 

‘가치관’이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낮은 순위)에는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과잉)에는 ‘학습방법・학습전략’이 포

함되었다. 

여학생이 인식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 중에서 ‘정서 및 성격’, ‘학

업동기’,  ‘학습방법・학습전략’, ‘진로 및 전공 선택’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1사분면(유지)에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집

중)에는 ‘자기성장동기’, ‘건강’, ‘가치관’이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낮은 순위)에는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경제’가 포함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과잉)에는 

해당되는 주제가 없었다. 

3. 학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만족도

1) 학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차이

학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습방법・
학습전략’, ‘경제’를 주제로 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Ⅳ-7). ‘학습방법・학습전략’의 경우 1학년이 3학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의 경우에는 4학년이 1학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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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F-value Post-hoc

(Bonferroni)M SD M SD M SD M SD

1 정서 및 성격 3.88 .96 3.92 .71 3.72 .80 3.77 .84 1.26 　

2 학업동기 3.85 .91 3.92 .73 3.68 .90 3.73 .82 1.8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81 .90 3.62 .91 3.41 .98 3.55 .83 3.84* 1>3

4 가족관계 3.02 .88 3.15 .89 2.99 .90 3.26 .99 1.85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64 .90 3.63 .91 3.46 .93 3.46 .95 1.32 　

6 진로 및 전공 선택 4.24 .66 4.35 .66 4.20 .80 4.15 .75 1.40 　

7 자기성장동기 3.72 .84 3.89 .92 3.63 .90 3.56 .89 2.63 　

8 건강 3.69 1.04 3.61 1.09 3.54 1.01 3.53 .92 0.66 　

9 경제 3.19 .88 3.21 .94 3.23 .93 3.57 .80 4.11** 4>1**

10 가치관 3.66 1.05 3.81 .88 3.58 .99 3.60 .91 1.20 　

<표 Ⅳ-7> 학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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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

학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서 및 성

격’, ‘학업동기’, ‘학습방법・학습전략’,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 ‘건강’, ‘경제’, ‘가치관’을 주제로 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다(표 Ⅳ-8).

‘정서 및 성격’의 경우 1,2학년이 3,4학년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업동기’는 

1학년이 3,4학년보다, 2학년이 3학년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학습방법・학습전략’,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는 모두 1학년이 3,4학년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진로 및 전공 선택’은 1,2,3학년이 4학년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기성장동기’와 

‘건강’의 경우 1학년이 3,4학년보다 높았다, ‘경제’ 에서는 1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마지막 ‘가치관’의 경우에는 1학년이 2,3,4학년보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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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F-value Post-hoc

(Bonferroni)M SD M SD M SD M SD

1 정서 및 성격 3.25 .70 3.05 .83 2.59 .77 2.71 .79 17.49*** 1,2>
3,4

2 학업동기 3.21 .68 3.03 .82 2.54 .85 2.80 .83 15.16*** 1>3,4
2>3

3 학습방법・학습전략 3.28 .77 3.00 .74 2.70 .90 2.81 .78 11.99*** 1>3,4

4 가족관계 2.92 .74 2.69 .76 2.48 .82 2.58 .81 6.85*** 1>3,4

5 동료・이성과의 관계 2.94 .73 2.76 .76 2.47 .82 2.58 .77 8.29*** 1>3,4

6 진로 및 전공 선택 3.40 .93 3.56 .97 3.31 .87 2.94 .91 8.01*** 1,2,3>
4

7 자기성장동기 3.09 .78 2.95 .80 2.71 .82 2.66 .80 7.32*** 1>3,4

8 건강 3.00 .80 2.71 .82 2.60 .89 2.63 .84 5.75** 1>3,4

9 경제 2.96 .77 2.68 .85 2.56 .91 2.67 .84 4.89** 1>3

10 가치관 3.10 .73 2.70 .81 2.61 .85 2.60 .81 10.51*** 1>
2,3,4

<표 Ⅳ-8> 학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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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IPA 분석

1학년 학생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제별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는 낮게 평가되었으며, ‘가

족관계’를 제외한 모든 주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Ⅳ-9).

구분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value p-value

M M

1 정서 및 성격 3.88 3.25 .63 1.13 6.47 .000***

2 학업동기 3.85 3.21 .64 1.05 7.07 .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81 3.28 .52 1.02 5.91 .000***

4 가족관계 3.02 2.92 .10 1.03 1.18 .241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64 2.94 .70 1.02 7.97 .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24 3.40 .84 1.07 9.14 .000***

7 자기성장동기 3.72 3.09 .63 1.03 7.13 .000***

8 건강 3.69 3.00 .69 1.28 6.27 .000***

9 경제 3.19 2.96 .23 1.08 2.47 .015*

10 가치관 3.66 3.10 .56 1.17 5.52 .000***

<표 Ⅳ-9> 의학과 1학년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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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학생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주제별 만족도는 중요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Ⅳ-10).

구분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value p-value

M M

1 정서 및 성격 3.92 3.05 .87 1.08 8.28 .000***

2 학업동기 3.92 3.03 .90 1.09 8.43 .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62 3.00 .62 1.20 5.35 .000***

4 가족관계 3.15 2.69 .46 1.13 4.21 .000***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63 2.76 .87 1.23 7.28 .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35 3.56 .79 1.17 6.98 .000***

7 자기성장동기 3.89 2.95 .93 1.21 7.98 .000***

8 건강 3.61 2.71 .91 1.35 6.91 .000***

9 경제 3.21 2.68 .53 1.15 4.74 .000***

10 가치관 3.81 2.70 1.11 1.18 9.70 .000***

<표 Ⅳ-10> 의학과 2학년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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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학생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주제별 만족도는 중요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Ⅳ-11).

구분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value p-value

M M

1 정서 및 성격 3.72 2.59 1.13 1.12 10.04 .000***

2 학업동기 3.68 2.54 1.14 1.21 9.45 .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41 2.70 0.71 1.25 5.68 .000***

4 가족관계 2.99 2.48 0.51 1.04 4.91 .000***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46 2.47 0.99 1.28 7.76 .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20 3.31 0.90 1.12 7.98 .000***

7 자기성장동기 3.63 2.71 0.91 1.20 7.56 .000***

8 건강 3.54 2.60 0.94 1.41 6.65 .000***

9 경제 3.23 2.56 0.67 1.30 5.17 .000***

10 가치관 3.58 2.61 0.97 1.28 7.56 .000***

<표 Ⅳ-11> 의학과 3학년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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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

4학년 학생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주제별 만족도는 중요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Ⅳ-12).

구분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value p-value

M M

1 정서 및 성격 3.77 2.71 1.06 1.10 9.32 .000***

2 학업동기 3.73 2.80 0.94 1.09 8.26 .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55 2.81 0.75 1.05 6.82 .000***

4 가족관계 3.26 2.58 0.68 1.18 5.53 .000***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46 2.58 0.88 1.17 7.27 .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15 2.94 1.22 1.15 10.19 .000***

7 자기성장동기 3.56 2.66 0.90 1.22 7.16 .000***

8 건강 3.53 2.63 0.89 1.12 7.70 .000***

9 경제 3.57 2.67 0.90 1.14 7.62 .000***

10 가치관 3.60 2.60 1.00 1.27 7.60 .000***

<표 Ⅳ-12> 의학과 4학년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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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IPA 분석 결과는 [그림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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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학년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1학년이 인식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 중에서 ‘정서 및 성격’, ‘학

업동기’, ‘학습방법・학습전략 ’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1사분면(유지)에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집중)에는 ‘자기성장동

기’, ‘건강’이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낮은 순위)에

는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경제’, ‘가치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과잉)에 속한 것은 없었다. 

2학년이 인식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 중에서 ‘정서 및 성격’, ‘학

업동기’,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1사

분면(유지)에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집중)에는

‘가치관’이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낮은 순위)에는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과잉)에는 ‘학습방법・학습전략 ’

이 포함되었다. 

3학년이 인식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 중에서 ‘진로 및 전공 선

택’, ‘자기성장동기’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1사분면(유지)에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집중)에는 ‘정서 및 성격’, ‘학업동

기’, ‘가치관’이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낮은 순위)

에는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과잉)에는 ‘학습방법・학습전

략 ’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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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이 인식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 중에서 ‘정서 및 성격’, ‘학

업동기’, ‘진로 및 전공 선택’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1사분면(유지)에 포함

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집중)에 포함되는 주제는 없

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낮은 순위)에는 ‘가족관계’, ‘동료‧
이성과의 관계’, ‘자기성장동기’, ‘건강’, ‘경제’, ‘가치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과잉)에는 ‘학습방법・학습

전략 ’이 포함되었다. 

4. 입학유형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만족도

1) 입학유형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차이

입학유형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전원・
학사편입학생이 의예과 입학생에 비해 유의하게‘학습방법・학습전략’, ‘동료‧이성

과의 관계’,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 ‘건강’, ‘경제’, ‘가치관’을 주제

로 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표 Ⅳ-13).

구분

 주제

의예과
의전원・

학사편입학 t-value p-value
M SD M SD

1 정서 및 성격 3.80 .83 3.90 .86 -1.16 .245

2 학업동기 3.77 .83 3.87 .87 -1.14 .254

3 학습방법・학습전략 3.55 .95 3.74 .86 -2.07 .039*

4 가족관계 3.04 .92 3.19 .89 -1.65 .100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48 .93 3.67 .89 -1.99 .047*

6 진로 및 전공 선택 4.18 .74 4.34 .68 -2.29 .022*

7 자기성장동기 3.63 .90 3.82 .88 -2.16 .031*

8 건강 3.44 1.01 3.85 .99 -4.05 .000***

9 경제 3.17 .86 3.44 .95 -2.97 .003**

10 가치관 3.55 .96 3.83 .96 -2.94 .003**

<표 Ⅳ-13> 입학유형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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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유형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

입학유형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예과 

입학생이 의전원・학사편입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진로 및 전공 선택’을 주제로 

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다(표 Ⅳ-14).

구분

 주제

의예과
의전원・

학사편입학 t-value p-value
M SD M SD

1 정서 및 성격 2.96 .76 2.91 .89 .66 .512

2 학업동기 2.94 .74 2.96 .94 -.31 .754

3 학습방법・학습전략 2.95 .77 3.07 .90 -1.41 .159

4 가족관계 2.72 .78 2.66 .83 .72 .471

5 동료・이성과의 관계 2.75 .77 2.67 .84 .90 .369

6 진로 및 전공 선택 3.40 .88 3.19 1.04 2.18 .030*

7 자기성장동기 2.91 .76 2.87 .91 .49 .622

8 건강 2.79 .78 2.74 .95 .57 .572

9 경제 2.71 .81 2.76 .90 -.63 .530

10 가치관 2.81 .76 2.75 .93 .62 .534

<표 Ⅳ-14> 입학유형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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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학유형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IPA 분석

의예과 출신 학생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주제별 만족도는 중요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Ⅳ-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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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value p-value

M M

1 정서 및 성격 3.80 2.96 .83 1.06 12.50 .000***

2 학업동기 3.77 2.94 .83 1.05 12.64 .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55 2.95 .60 1.14 8.28 .000***

4 가족관계 3.04 2.72 .33 1.09 4.73 .000***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48 2.75 .74 1.13 10.37 .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18 3.40 .78 1.07 11.52 .000***

7 자기성장동기 3.63 2.91 .71 1.11 10.19 .000***

8 건강 3.44 2.79 .65 1.24 8.32 .000***

9 경제 3.17 2.71 .46 1.11 6.61 .000***

10 가치관 3.55 2.81 .74 1.15 10.21 .000***

<표 Ⅳ-15> 의예과 출신 학생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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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전문대학원・학사편입학 학생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주제별 만족도는 중요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Ⅳ-16).

구분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value p-value

M M

1 정서 및 성격 3.90 2.91 .99 1.24 10.21 .000***

2 학업동기 3.87 2.96 .90 1.21 9.58 .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74 3.07 .66 1.08 7.87 .000***

4 가족관계 3.19 2.66 .53 1.12 6.13 .000***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67 2.67 .99 1.22 10.49 .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34 3.19 1.15 1.19 12.41 .000***

7 자기성장동기 3.82 2.87 .95 1.21 10.07 .000***

8 건강 3.85 2.74 1.11 1.32 10.83 .000***

9 경제 3.44 2.76 .67 1.29 6.68 .000***

10 가치관 3.83 2.75 1.08 1.33 10.46 .000***

<표 Ⅳ-16> 의학전문대학원・학사편입학 학생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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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유형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IPA 분석 결과는 [그림 Ⅳ-4]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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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입학유형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의예과 출신 학생이 인식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 중에서 ‘정서 및 

성격’, ‘학업동기’,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

은 제1사분면(유지)에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

(집중)에는 포함된 것이 없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낮은 

순위)에는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제’, ‘가치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과잉)에는 ‘학습

방법・학습전략’이 포함되었다. 

의전원・학사편입학생이 인식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 중에서 ‘정

서 및 성격’, ‘학업동기’,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는 중요도와 만족도

가 높은 제1사분면(유지)에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

분면(집중)에는 ‘건강’, ‘가치관’이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

3사분면(낮은 순위)에는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경제’가 포함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과잉)에는 학습방

법・학습전략’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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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급・휴학 경험 유무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와 만족도

1) 유급・휴학 경험 유무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차이

유급・휴학 경험 유무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주제가 없었다(표 Ⅳ-17).

구분

 주제

유급・휴학
유경험

유급・휴학
무경험 t-value p-value

M SD M SD
1 정서 및 성격 3.96 .79 3.83 .85 .75 .452

2 학업동기 3.92 .81 3.80 .85 .68 .497

3 학습방법・학습전략 3.84 .69 3.61 .93 1.59 .122

4 가족관계 3.36 .91 3.09 .91 1.45 .147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64 .95 3.55 .92 .47 .639

6 진로 및 전공 선택 4.12 .67 4.25 .72 -.86 .388

7 자기성장동기 3.56 .87 3.71 .89 -.82 .413

8 건강 3.76 .83 3.59 1.03 .80 .426

9 경제 3.48 .59 3.26 .92 1.17 .244

10 가치관 3.88 .78 3.65 .98 1.43 .163

<표 Ⅳ-17> 유급・휴학 경험 유무에 따른 갈등요인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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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급・휴학 경험 유무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

유급・휴학 경험 유무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주제가 없었다(표 Ⅳ-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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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유급・휴학
유경험

유급・휴학
무경험 t-value p-value

M SD M SD
1 정서 및 성격 2.92 .759 2.94 .817 -.14 .887

2 학업동기 3.04 .676 2.94 .830 .58 .561

3 학습방법・학습전략 3.04 .676 3.00 .833 .25 .803

4 가족관계 2.68 .748 2.70 .801 -.10 .921

5 동료・이성과의 관계 2.80 .764 2.71 .800 .54 .592

6 진로 및 전공 선택 3.12 .881 3.33 .955 -1.08 .281

7 자기성장동기 2.96 .676 2.89 .830 .43 .670

8 건강 2.80 .764 2.77 .858 .18 .855

9 경제 2.80 .913 2.73 .843 .42 .677

10 가치관 2.88 .781 2.78 .834 .59 .552

<표 Ⅳ-18> 유급・휴학 경험 유무에 따른 갈등요인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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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급・휴학 경험 유무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IPA 분석

유급・휴학 경험자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간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한 결과, 모든 주제에서 중요도에 비해 만족 수준

이 유의하게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19).

구분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value p-value

M M

1 정서 및 성격 3.96 2.92 1.04 0.93 5.56 0.000***

2 학업동기 3.92 3.04 0.88 0.88 4.99 0.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84 3.04 0.80 0.91 4.38 0.000***

4 가족관계 3.36 2.68 0.68 1.11 3.07 0.005**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64 2.80 0.84 1.11 3.80 0.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12 3.12 1.00 1.15 4.33 0.000***

7 자기성장동기 3.56 2.96 0.60 1.12 2.68 0.012**

8 건강 3.76 2.80 0.96 1.14 4.23 0.000***

9 경제 3.48 2.80 0.68 1.03 3.30 0.002**

10 가치관 3.88 2.88 1.00 1.04 4.80 0.000***

<표 Ⅳ-19> 유급・휴학 경험자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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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학 무경험자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

도 차이 간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한 결과, 모든 주제에서 중요도에 비해 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20).

구분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value p-value

M M

1 정서 및 성격 3.83 2.94 0.88 1.15 15.27 0.000***

2 학업동기 3.80 2.94 0.86 1.13 15.09 0.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61 3.00 0.61 1.13 10.71 0.000***

4 가족관계 3.09 2.70 0.39 1.10 6.99 0.000***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55 2.71 0.84 1.18 14.13 0.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25 3.33 0.92 1.13 16.08 0.000***

7 자기성장동기 3.71 2.89 0.82 1.16 14.01 0.000***

8 건강 3.59 2.77 0.82 1.30 12.55 0.000***

9 경제 3.26 2.73 0.54 1.20 8.87 0.000***

10 가치관 3.65 2.78 0.87 1.25 13.78 0.000***

<표 Ⅳ-20> 유급・휴학 무경험자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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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5] 유급・휴학 경험 유무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유급・휴학 유경험자가 인식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 중에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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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격’, ‘학업동기’, ‘학습방법・학습전략’, ‘진로 및 전공 선택’은 중요도와 만

족도가 높은 제1사분면(유지)에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

2사분면(집중)에는 ‘건강’, ‘가치관’이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낮은 순위)에는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경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과잉)에는 ‘자기

성장동기’가 포함되었다. 

유급・휴학 무경험자가 인식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 중에서 ‘정서 

및 성격’, ‘학업동기’,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1사분면(유지)에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

(집중)에는 ‘가치관’이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낮

은 순위)에는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과잉)에는 ‘학습방법・학

습전략’이 포함되었다. 

6.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만족도

1)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차이

학업성취 수준 상위・하위 집단 간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주제가 없었다(표 Ⅳ-21).

구분

 주제

상위 집단 하위 집단
t-value p-value

M SD M SD
1 정서 및 성격 3.87 .80 3.75 .78 1.10 .272

2 학업동기 3.75 .86 3.82 .83 -.58 .563

3 학습방법・학습전략 3.44 .98 3.58 .85 -1.10 .273

4 가족관계 3.17 1.00 3.12 .86 .43 .668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60 .88 3.49 .96 .87 .385

6 진로 및 전공 선택 4.18 .76 4.25 .72 -.67 .502

7 자기성장동기 3.69 .92 3.60 .96 .69 .493

8 건강 3.48 1.11 3.55 .85 -.51 .607

9 경제 3.30 .99 3.32 .84 -.22 .828

10 가치관 3.60 .96 3.69 .87 -.72 .475

<표 Ⅳ-21>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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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

구분

 주제

상위 집단 하위 집단
t-value p-value

M SD M SD
1 정서 및 성격 2.84 .84 2.78 .79 .52 .605

2 학업동기 2.87 .84 2.80 .87 .65 .516

3 학습방법・학습전략 2.88 .81 2.89 .81 -.09 .928

4 가족관계 2.60 .84 2.60 .75 -.02 .984

5 동료・이성과의 관계 2.60 .83 2.63 .79 -.32 .751

6 진로 및 전공 선택 3.35 .92 3.30 .95 .41 .683

7 자기성장동기 2.83 .85 2.81 .76 .26 .796

8 건강 2.68 .89 2.66 .85 .23 .817

9 경제 2.61 .88 2.63 .84 -.18 .858

10 가치관 2.65 .85 2.65 .83 .0 .978

학업성취 수준 상위・하위 집단 간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주제가 없었다(표 Ⅳ-22).

<표 Ⅳ-22>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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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IPA 분석

학업성취 상위 집단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

도 차이 간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한 결과, 모든 주제에서 중요도에 비해 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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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value p-value

M M

1 정서 및 성격 3.87 2.84 1.03 1.20 10.28 .000***

2 학업동기 3.75 2.87 0.88 1.11 9.53 .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44 2.88 0.56 1.13 5.99 .000***

4 가족관계 3.17 2.60 0.57 1.23 5.61 .000***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60 2.60 1.00 1.26 9.57 .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18 3.35 0.83 1.08 9.28 .000***

7 자기성장동기 3.69 2.83 0.85 1.14 8.90 .000***

8 건강 3.48 2.68 0.80 1.33 7.26 .000***

9 경제 3.30 2.61 0.68 1.28 6.40 .000***

10 가치관 3.60 2.65 0.95 1.26 9.09 .000***

<표 Ⅳ-23> 학업성취 상위 집단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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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취 하위 집단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

도 차이 간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한 결과, 모든 주제에서 중요도에 비해 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24).

구분

 주제

중요도
(A)

만족도
(B)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A-B)

SD t-value p-value

M M

1 정서 및 성격 3.75 2.78 0.97 1.03 9.09 .000***

2 학업동기 3.82 2.80 1.02 1.24 7.93 .000***

3 학습방법・학습전략 3.58 2.89 0.69 1.21 5.50 .000***

4 가족관계 3.12 2.60 0.52 0.93 5.36 .000***

5 동료・이성과의 관계 3.49 2.63 0.86 1.19 6.95 .000***

6 진로 및 전공 선택 4.25 3.30 0.95 1.17 7.77 .000***

7 자기성장동기 3.60 2.81 0.80 1.19 6.43 .000***

8 건강 3.55 2.66 0.89 1.22 7.05 .000***

9 경제 3.32 2.63 0.69 1.08 6.13 .000***

10 가치관 3.69 2.65 1.04 1.17 8.60 .000***

<표 Ⅳ-24> 학업성취 하위 집단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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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IPA 분석 결과는 [그림 Ⅳ-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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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학업성취 상위 집단이 인식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 중에서 ‘정서 

및 성격’, ‘학업동기’,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1사분면(유지)에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

(집중)에 포함되는 주제는 없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낮

은 순위)에는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제’, ‘가치관’이 포함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과잉)에는 ‘학

습방법・학습전략’이 포함되었다. 

학업성취 하위 집단이 인식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각 주제 중에서 ‘정서 

및 성격’, ‘학업동기’, ‘진로 및 전공 선택’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1사분면

(유지)에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집중)에는‘가치

관’이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낮은 순위)에는 ‘가

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

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과잉)에는 ‘학습방법・학습전략’, ‘자기

성장동기’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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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A. 논의

본 연구는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호소하는 문제 영역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를 

지원 프로그램의 주제로 선정하여 집단별 특성에 따라 요구의 차이가 있는지 밝

힘으로써 의과대학의 전문적인 학생 지원 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

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의과대학생의 발

달적・환경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의과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신건강 측면과 스트레스, 삶의 질 수준 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

다.  또한 국내외 의과대학생 학생 지원 현황과 상담 모형을 살핌으로써 본 연구

만의 의과대학 학생 지원 체계 모형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이론적 배경에서 제안한 가설적 모형인 의과대학 학

생지원 체계 모형에 따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 학생 지원 체계 모형의 부정적 요인은 의과대학생 상담 시 주

호소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의과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주호소문제는 ‘학업문제’, ‘진로문제’, ‘심리・사회적 문제’의 세 가지 범주로 구

분할 수 있었다. 다시 ‘학업문제’는 ‘학업동기’, ‘학습방법·학습방법’의 주제군으

로 구성되었고, ‘진로문제’는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의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사회적 문제’는 ‘정서 및 성격’,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제’, ‘가치관’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학생 지원 체계 모형의 집단 특성에 따른 긍정적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 중요도-만족

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일부 주제군의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가 여학

생이 남학생이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평가 중 여학생이 높게 평가한 주제

군은  ‘학습방법・학습전략’, ‘진로 및 전공 선택’, ‘건강’, ‘가치관’이었고, 만족도  

평가 중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평가한 주제군은 ‘정서 및 성격’, ‘학습방

법・학습전략’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상대적 수준을 고려한 IPA 결과에 따

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치관’을 주제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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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도 여학생에게는 ‘자기성장동기’, ‘건강’을 다루는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적으

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1학년 학생은 3학년에 비해 ‘학습방법・학습

전략’에 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4학년 학생은 1학년에 비해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게 모든 

항목에 있어서 1학년의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PA 결과에 따르면 

1학년의 ‘가족관계’ 항목을 제외한 모든 주제군에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 평가

가 낮게 나타나 해당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1학년은 ‘자기성장동기’와 ‘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2학년은 ‘가치관’

함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3학년은 ‘정서 및 성격’, ‘학업동기’, ‘가치관’에 대

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4학년 학생에게서는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

한 주제가 도출되지 않았다.

입학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의예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의

학전문대학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습방법・학습전략’, ‘동료・이성과의 관

계’,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 ‘건강’, ‘경제’,  ‘가치관’에 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는 의예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진로 및 전공 선택’을 주

제로 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IPA 결과에 따

르면 의예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모

두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급 및 휴학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주제

별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각각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IPA 결과에 따르면 유급 및 휴학 유경험자는 ‘건강’과 ‘가치관’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며, 유급 및 휴학 무경험자는 ‘가치관’에 관한 지원이 집중적

으로 개선되어야 할 영역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학업성취 수준 상위집단과 하위 

집단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학업성취 수준 상위집단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상대적으로 고려한 결과 집중 

개선이 필요한 주제는 도출되지 않았으나, 학업성취 수준 하위 집단에서는 ‘가치

관’에 관한 지원이 집중 개선이 필요한 주제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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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론

앞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지원 체계 모형의 부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의과대학생 상담 시 주

호소문제는 ‘학업문제’, ‘진로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세 범주로 구분되었고, 

‘학업문제’는 다시 학업동기’, ‘학습전략‧학습방법’의 주제군으로 분류되었고, 

‘진로문제’는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의 주제군으로 분류되었다. ‘심

리・사회적 문제’는 ‘정서 및 성격’,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건강’, ‘경

제’, ‘가치관’의 주제군으로 분류되어 총 10가지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김민정

(2015)이 의과대학생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탐색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도

출된 주제군과 비교해보면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동기’와 ‘학습전략・학습

방법’으로 구체화되어 분류되었고, ‘진로 스트레스’는 ‘진로 및 전공 선택’과 

‘자기성장동기’로 분류되었다. ‘자기성장동기’는 기존 연구에서는 없었던 항목으

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자아실현 및 성장의 욕구와 이상적인 자아 추구

를 위하여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 관련 스트레스를 세

분화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족관계에서의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가족관계’와 ‘동료‧이성과의 관계’로 공통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

다. ‘학교환경에서의 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 항목과 맞닿아 있는 

개념으로 자신의 적성과 의학 분야가 맞지 않거나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할 때, 

의과대학의 엄격하고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였다. 윤태호 외

(2007)는 의학과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큰 고민거리로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을 포함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또한 ‘건강’과 ‘경제’ 요인을 별

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여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즉, ‘건강’과 ‘경제’ 요인이 의과

대학생의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김민정 

외(2015)에서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새롭게 부각되었던 ‘임상실습

에서의 스트레스’는 상담의 주호소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분류인 

‘동료‧이성과의 관계’나 ‘가치관’으로 이미 분류되어 별개의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학생들은 환자와의 관계나 생명을 다루는 데서 오는 

긴장감 등을 특별히 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긍정적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 차이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10가지 주제의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나

타났다. 심리・사회적 문제 범주에 해당하는 ‘가족과의 관계’와 ‘동료‧이성과의 



- 70 -

관계’와 같은 사회관계영역의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이 여학생과 남학생 간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여학생에 비

해 남학생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의과대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 연구(민성

길 외, 2000; 박진영, 2006)에서 공통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관계

영역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박범석(2014)의 연구에서 의과대학 내 남학생과 여학생의 삶의 질 수준

에 차이가 없다고 밝힌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관계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

생에 비해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의과

대학생 중 여학생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여학생이 더 이상 소수에 그치지 않아 

관계 형성 및 유지에서의 어려움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셋째, 학년에 따른 긍정적 지원 프로그램은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에 비해 

‘학습방법・학습전략’에 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윤태호 외(2007)의 

연구에서 1, 2학년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일부 일

치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1학년의 ‘학습방법・학습전

략’ 주제에 관한 지원의 중요도가 높으나 만족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현행대로 지원을 유지해야 하는 영역으로 도출되었으므로 현재 단과대학 차원에

서 ‘학습방법・학습전략’에 관한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상대적으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1학년에 비해 4학년의 ‘경제’적 지원의 중요도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

났다. 김민정(2015)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등록금스트레스가 의과대학생에 비해 

높다는 점을 밝혀 입학전형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입학전형뿐만 아니라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입학유형에 따른 긍정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의예과 

출신 학생에 비해 의전원・학사편입학 학생이 ‘학습방법・학습전략’, ‘동료・이성

과의 관계’,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동기’, ‘건강’, ‘경제’, ‘가치관’ 주제군

에 대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전원・학사편입학 학생의 만족도 수

준은 의예과 출신 학생에 비해 의전원・학사편입학 학생의 ‘진로 및 전공 선택’

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학업동

기’, ‘학습방법・학습전략’, ‘경제’ 주제군을 제외한 7가지 주제군에서 의예과 출

신의 학생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전원・학사편입학 학생 대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유급이나 휴학을 경험한 학생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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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진로 지원 범주에서 ‘진로 및 전공 선택’ 

주제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1순위로 나타난 반면에 ‘자기성장동

기’ 주제군에 대한 지원의 중요도는 8순위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심리・
사회적 지원에서는 ‘건강’과 ‘가치관’ 영역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

하고 있었다. 즉, 유급이나 휴학을 경험한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

거나 이타적 삶의 실천하기 위한 욕구보다는 의대 졸업 후 진로 선택에 대한 고

민이 상대적으로 높고, 독특한 의과대학 문화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으며, 신체적 건강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론적 배경에서 제안하였던 의과대학 학생 지원 체계 모형에 따라 

성별과 학년, 입학전형, 유급・휴학 경험, 학업성취 수준 등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 긍정적 지원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상대적 수준을 확인하여 현재의 학생 지원 상태를 유지하거나 집중적

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과대학생 대상의 ‘학업 

지원’ 은 ‘학업동기’ 향상을 위한 지원은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이 높아 대체로 

잘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반면, ‘학습방법・학습

전략’은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가 낮아 과잉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영역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김경희 외 2015; 김민정, 2015; 윤태호 외, 

2007; 이금호 외, 2011)에서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학업적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해보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즉, 학업 문제 중에

서도 학업 동기 향상을 위한 지원은 현재 잘 이뤄지고 있으므로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반면에 학습방법과 학습전략에 관한 부분은 투입을 조절해야 하

는 영역으로 보인다. ‘진로 지원’ 문제에 해당하는 ‘진로 및 전공 선택’과 ‘자기성

장동기’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이 모두 높아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 영역

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심리・사회적 지원’ 범주 중에서도 ’가치관’ 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부각

되지 않았던 주제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불일치 경험과 엄격한 의과대학만

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지원이 

잘 다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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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언

의과대학 학생 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분석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와 실

제적 적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 학생지원 체계 요구분석에서는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던 대상

인 학생, 즉 제1수준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1수준의 

대상을 성별, 학년, 입학유형, 유급‧휴학 경험 여부, 학업성취 수준 등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각 집단에 따라 요구의 차이를 밝히는 것에 그 초점을 두었다. 그러

나 조대연(2006)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서로 다른 수준

의 연구대상을 포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 제2수준과 시설이나 환경과 같은 제3수준에 대한 요구분석을 

시행하고, 대상의 수준별 요구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한다면 보다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1차적으로 상담에 참여한 학

생들의 주호소문제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류하고, 2차로 분류된 문제를 설

문지로 제작하여 의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주제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1차 연구의 대상이 실제 참여

자인데 반해 2차 연구의 대상이 잠재적 참여자라는 점에서 요구의 실제적 내용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대하는 학생 지원 체계는 문제를 경험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전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잠재적 

참여자의 요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기법과 함께 면담

이나 Focus Group Interview 기법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추가로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학생들의 요구를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학년이 시작되는 특정 시점(4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한 

연구이다. 그러나 시기별 경험에 따라 신체・정서적 평형 상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시기에 따른 요구 변화를 추적 조사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 지원 체계에 대한 학생들의 프로그램별 요구를 확

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학생 지원 체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작업까지는 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프

로그램의 주제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

고,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효과 검증하며, 수정‧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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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 지원 체계를 수정‧보
완한다면 한층 더 타당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이 지원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Dunn 외(2008)가 지

적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촘촘하게 짜인 공식교육과정을 이수하느라 자기 자신

에 대해 성찰하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자율학습

시간과 같이 공식교육과정 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한다면 학

생들은 스스로 긍정적 지원을 찾게 되고, 이는 학생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전담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도교수제도나 본교 차원의 학생 지원 체계 등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학생 

지원 체계의 실제 적용에 있어 다각도로 행정적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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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의과대학생의 학생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조사지(의학과 1학년 학생용)

[부록 2] 의과대학생의 학생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조사지(의학과 2학년 학생용)

[부록 3] 의과대학생의 학생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조사지(의학과 3, 4학년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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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의과대학생의 학생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조사지(의학과 1학년 학생용)

의과대학생의 학생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생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준비를 하
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는 의과대학생은 학업, 성격, 진
로, 자기성장, 대인관계 등의 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
공하고자 학생통합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통합지원실에서는 의과대학
생들의 학생통합지원실에 대한 인식과 이용 현황, 프로그램 요구를 확인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설문 결과는 의과대학생 지원 및 상담, 연구 외에는 어
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하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 또한 철저하게 비밀로 보관됩니다.

귀하의 고견을 빠짐없이 적어주시고 조사지에 대한 응답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mail] ynjmaa@snu.ac.kr [Tel] 02-740-8865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전공
석사과정 김 은 정
지도교수 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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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과대학 생활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어려움을 주제로 프로그램 개발 

또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면 각 주제별 중요도는 어떠한지 표시(∨)하여 주십

시오.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정서 및 성격 
② 학업동기 
③ 학습방법・학습전략 
④ 가족관계 
⑤ 동료・이성과의 관계
⑥ 진로 및 전공 선택
⑦ 자기성장동기
⑧ 건강
⑨ 경제
⑩ 가치관

⑪ 기타(위에 제시된 어려움 외에 대학생활에서 겪고 있는(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의과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또는 지원 체계에서 각각의 주

제가 잘 다뤄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① 정서 및 성격 
② 학업동기 
③ 학습방법・학습전략 
④ 가족관계 
⑤ 동료・이성과의 관계 
⑥ 진로 및 전공 선택 
⑦ 자기성장동기 
⑧ 건강
⑨ 경제
⑩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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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또는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별 □ 남자 □ 여자

학년 □ 의학과 1학년 □ 의학과 2학년 □ 의학과 3학년 □ 의학과 4학년

입학유형 □ 의예과 □ 의학전문대학원/학사편입 □ 군위탁

휴학・유급 여부 □ 있다 □ 없다

※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의과대학생의 학생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조사지(의학과 2학년 학생용)

의과대학생의 학생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생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준비를 하
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는 의과대학생은 학업, 성격, 진
로, 자기성장, 대인관계 등의 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
공하고자 학생통합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통합지원실에서는 의과대학
생들의 학생통합지원실에 대한 인식과 이용 현황, 프로그램 요구를 확인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설문 결과는 의과대학생 지원 및 상담, 연구 외에는 어
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하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 또한 철저하게 비밀로 보관됩니다.

귀하의 고견을 빠짐없이 적어주시고 조사지에 대한 응답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mail] ynjmaa@snu.ac.kr [Tel] 02-740-8865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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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과대학 생활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어려움을 주제로 프로그램 개발 

또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면 각 주제별 중요도는 어떠한지 표시(∨)하여 주십

시오.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정서 및 성격 
② 학업동기 
③ 학습방법・학습전략 
④ 가족관계 
⑤ 동료・이성과의 관계
⑥ 진로 및 전공 선택
⑦ 자기성장동기
⑧ 건강
⑨ 경제
⑩ 가치관

⑪ 기타(위에 제시된 어려움 외에 대학생활에서 겪고 있는(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의과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또는 지원 체계에서 각각의 주

제가 잘 다뤄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전공
석사과정 김 은 정
지도교수 이 승 희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① 정서 및 성격 
② 학업동기 
③ 학습방법・학습전략 
④ 가족관계 
⑤ 동료・이성과의 관계 
⑥ 진로 및 전공 선택 
⑦ 자기성장동기 
⑧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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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또는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별 □ 남자 □ 여자

학년 □ 의학과 1학년 □ 의학과 2학년  □ 의학과 3학년 □ 의학과 4학년

입학유형 □ 의예과 □ 의학전문대학원/학사편입 □ 군위탁

휴학・유급 여부 □ 있다 □ 없다

누적 성적 
(백분위수*)

□ 25 미만 □ 25 이상 50 미만 □ 50이상 75 미만 □ 75 이상

* 백분위수(percentile): 한 집단에서의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 학년 학생들의 성
적을 가장 낮은 점수부터 가장 높은 점수까지 순서로 늘어놓아 100등분하는 값을 의미함. 예를 들어 제
75백분위수라 하면 이는 상위 25%에 해당함.

※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의과대학생의 학생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조사지(의학과 3, 4학년 학생용)

의과대학생의 학생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생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준비를 하
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는 의과대학생은 학업, 성격, 진
로, 자기성장, 대인관계 등의 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
공하고자 학생통합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통합지원실에서는 의과대학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⑨ 경제
⑩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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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과대학 생활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어려움을 주제로 프로그램 개발 

또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면 각 주제별 중요도는 어떠한지 표시(∨)하여 주십

시오.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정서 및 성격 
② 학업동기 
③ 학습방법・학습전략 
④ 가족관계 
⑤ 동료・이성과의 관계
⑥ 진로 및 전공 선택
⑦ 자기성장동기
⑧ 건강
⑨ 경제
⑩ 가치관

생들의 학생통합지원실에 대한 인식과 이용 현황, 프로그램 요구를 확인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설문 결과는 의과대학생 지원 및 상담, 연구 외에는 어
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하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 또한 철저하게 비밀로 보관됩니다.

귀하의 고견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4월 6일(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전공
석사과정 김 은 정
지도교수 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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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타(위에 제시된 어려움 외에 대학생활에서 겪고 있는(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의과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또는 지원 체계에서 각각의 주

제가 잘 다뤄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또는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별 □ 남자 □ 여자

학년 □ 의학과 1학년 □ 의학과 2학년  □ 의학과 3학년 □ 의학과 4학년

입학유형 □ 의예과 □ 의학전문대학원/학사편입 □ 군위탁

휴학・유급 여부 □ 있다 □ 없다

누적 성적 
(백분위수*)

□ 25 미만 □ 25 이상 50 미만 □ 50이상 75 미만 □ 75 이상

* 백분위수(percentile): 한 집단에서의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 학년 학생들의 성
적을 가장 낮은 점수부터 가장 높은 점수까지 순서로 늘어놓아 100등분하는 값을 의미함. 예를 들어 제
75백분위수라 하면 이는 상위 25%에 해당함.

※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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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eds Analysis of Medical Student Support System 

in Medical School

Eun-Jeong Kim

Master of Science in Medicine (Med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for medical students’hardship 

and analyzing their needs for student support system based on the 

importance and Importance level regarding the differences by group.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main subject of counseling of medical student?

Second, what is the difference needs of support program by each 

groups(Gender, Grade, Admission type, Flunk/Leave of absence, Academic 

achievement level)?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by two 

phase.    

First, the study examined main counseling subject of medical student to 

verify their hardship. A university located in Seoul which have task force 

for student support at medical school level and operated by specialists who 

majored education or clinical psychology was selected. 283 case of Medical 

college and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tudent(Grade 1 to Grade 4) 

who participated in counseling program during 2012 year first semester to 

2015 year first semester was analyzed by 4 researchers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s a result of analyze phrase and 

sentence related main subject of counseling, 93 concepts, 22 themes, 10 

theme groups and 3 categories were drawn up.

Second, 10 subjects of student support program among main counseling 

subject is selected and the difference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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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oup relate to the each subject is verified. 433 response was analyzed 

from the survey of Medical college and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tud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in category of medical student counseling subject is ‘Academic 

achievement’, ‘Career’ and ‘Psychological·Social’. ‘Academic achievement’ 

is consisted of ‘Academic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y and method’ 

‘Career’ is consisted of ‘Career development and major choice’ and 

‘Self-growth motivation’. ‘Psychological·Social’is consisted of ‘emotion and 

personality’, ‘Family relationship’, ‘Peer-heterosexual relationship’, ‘Health’, 

‘Economics’ and ‘Values’.

Second, difference of importance of each subject in student support 

program by group shows female students evaluate ‘Learning strategy and 

method’, ‘Career development and major choice’, ‘Health’ and ‘Values’ more 

important than male students do. On the ‘Learning strategy and method’, 

grade 1 student scored importance significantly higher than grade 3 

student. On the ‘Economics’, grade 4 student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grade 1 student. Students entered by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admission type evaluate importance level higher than students 

entered by Medical college admission type do on the ‘Learning strategy 

and method’, ‘Peer-heterosexual relationship’, ‘Career development and 

major choice’, ‘Self growth motivation’, ‘Health’, ‘Economics’ and 

‘Values’. 

Third, Difference of performance of each subject in student support 

program by group shows female students evaluate ‘emotion and 

personality’, ‘Learning strategy and method’ more important than male 

students do. Grade 1 student performance level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grade students on every subject. Students entered by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admission type evaluate importance level higher 

than students entered by Medical college admission type do on the ‘Career 

development and major choice’. 

Fourth,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result shows grade 1 

student evaluate importance significantly higher than performance on every 



- 88 -

subject except ‘Family relationship’. The whole IPA result shows ‘emotion 

and personality’, ‘Academic motivation’, ‘Career development and major 

choice’ and ‘Self-growth motivation’ are should be maintained as current 

support level since both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 is high enough. 

The ‘Values’ need intensive improvement since importance is high but 

performance is low. The ‘Learning strategy and method’ have surplus 

support since importance is low but performance is high. The ‘Family 

relationship’, ‘Peer-heterosexual relationship’, ‘Health’, ‘Economics’ have 

lowest priority of program development/improvement since both importance 

and performance are low. 

This study classified the hardship of medical student who participated in 

counseling program operated by student support system only for medical 

student as concepts, themes, theme groups and categories. There is 

significance on this study open new prospect to understand medical 

students’ hardship by subdivide of advance research regarding mental 

health, stress and quality of life. Especially, it is very remarkable 

categorize aptitude discordance experience and conflicts caused by unique 

culture of medical school into theme group ‘Values’ which haven’t studied 

by advance research to be considered as new field of student support.     

Moreover, systematically analyze of student support program needs 

based on importance/performance rate by group for each subject expected 

to be parlayed into foundation of organizing improved student support 

system.  

----------------------------------------------

Keywords: Medical School, Student Support, Support System, Main Subject 

of Counseling, Phenomenological Method, Needs Analysi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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