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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학입학전형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업성취(평균학점) 및 그 관련 변인(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적응)의 평균과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학의 재학생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다변량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와 평균학점은 학생부 

전형 입학생이 수능전형 입학생보다 높았고, 흥미와 적성으로 인한 전공 선택 비율은 학생부-수능 혼합 전형이 

다른 전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변인에서는 입학전형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연구 변인 

간 구조적 관계에서는 입학전형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대학생의 학업성취 및 그 관련 요인의 영향이 입학전

형 간에 동일함을 나타내었다. 입학전형과 관련 없이, 자아존중감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와 대학생활적응에 정

적 영향을 나타내었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업적응, 흥미와 적성에 의한 전공 선택은 평균학점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입학전형 별 추수 프로그램보다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흥미와 진로계획에 

따른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대학생의 생활적응과 학업성취 지원에 효과적이며, 고등학생들

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함

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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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높은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와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모든 대학의 중요한 책무이다. 특히 현대의 급속한 사회적 발

달은 미래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강조함에 따라 각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도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가 다양한 입시전형의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일괄적

인 표준화 점수에 의한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인지적 역량뿐 아니라 사회·정서적인 역량까

지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각 전공역량에 적합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

적이다(성태제, 2005). 이를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반영의 비중 확대와 고교 교

육과정과 연계된 대학수학능력(이하 “수능”) 시험의 개선 등이 강조되어 왔다(김미숙, 강영혜,

황여정, 박소영, 이희숙, 2006).

학생부 중심의 입학전형은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세부 능력 특

기사항), 교사 추천서를 바탕으로 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유형으로 세부전형에 따라 교과 성적

반영 비중이 달라지며, 면접이나 최저 수능점수의 충족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교과 성적뿐 아

니라 전형요소로서 다양한 진로 관련 비교과 활동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인지 및 비인지적 측면

의 균형있는 발달을 강조하는 것이 학생부전형의 특징이다. 반면, 수능전형은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예측하는 수능점수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유형으로, 학교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점수를 일

정 비율로 반영하는 학생부-수능 혼합전형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입학전형이 운영됨에 따라 각 입학전형의 교육적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전형에 따라 인지․사회․정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

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과정변인을 분석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교육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재학 시기의 학업성취, 사회‧정서

적인 적응, 핵심역량의 제고 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졸업 후 진로, 취업률 및 취업의 질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 중 인지적 측면에 대한 교육성과 지표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업성취는 

평균학점으로 대표되며, 다수의 교수자가 정기적으로 반복 평가하기에 신뢰도와 객관도가 높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사회 및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성과 지표로서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의 새로운 환경에 들어선 학생들이 학업, 인간관계, 정서적 측면 등에서 성공적으로 균형 

있게 적응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대학 시기는 초·중·고등학교 시기와는 달리 학업을 포함하여 제반 활동에서 개인의 자율과 

그에 따른 책임이 증가하는 성인 초기에 해당한다(Erikson, 1968). 따라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

경에 자기주도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학업적 성취와 정서적·사회적 성숙을 이루어 성공적

으로 성인기에 진입하는 것이 대학 시기의 주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운, 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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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특히, 대학에서의 학업적 적응은 수능이나 내신 성적보다 학업성취(평균학점)에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김현철, 2005; 김혜숙, 2004), 대학생활적응은 대학교육의 중요한 

결과변인이자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과정변인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시기의 심각한 부적

응은 학업성취의 저하를 가져오고 성공적인 진로개척과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학생의 적응에 대한 영향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 중 가장 많

은 연구가 축적되고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영향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자아존중감이 높

은 학생은 삶의 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지현, 2014; 정애경, 김지

심, 김정화, 2013; Diener & Diener, 2009; Erol & Orth, 2011; Orth, Robins, & Widaman, 2012).

한편, 학업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해당 전공의 선택 이유’ (김선경, 강혜영,

2011; 신희경, 이종승, 2007)도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대한 중요한 영향 변인이 될 수 있다.

‘해당 전공의 선택 이유’ 는 입학 당시 주요 면접 질문 중 하나이지만 경험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은 변인으로 실제 ‘전공 선택 이유’가 입학전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지와 대학생활에

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 및 교육정책에 있어서 대학의 전공과 교양교육과정 뿐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제 비교과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소수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학생부전형 입학생들의 경우 타 전형보다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데(김지하, 이병식, 2010; 김현, 2017), 이에 대한 영향변인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를 지목할 수 있다. 학생부전형의 경우 진로 관련 비교과 활동이 주요한 전형요소인 만큼 타 전

형에 비하여 학과와 전공 선택 시 흥미와 적성을 비중 있게 고려하고, 대학입학 후에도 이에 대

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한안나, 2017), 학업적응과 학업성취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전공 선택 이유와 같은 안정적인 개인 특성의 투입변인, 입

학 후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정도와 대학생활적응 등의 과정변인, 학업성취라는 결과변인의 수

준과 구조적 관계에서 입학전형 별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대학교육에 대

한 함의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적응(학업적응, 사회

적응, 정서적응, 대학애착), 학업성취(평균학점)에서 입학전형(학생부, 학생부-수능 혼합, 수능)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적응(학업적응, 사회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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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응, 대학애착), 학업성취(평균학점) 간의 구조적 관계는 입학전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대학입학전형은 입학생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일

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배려자와 특기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으로 나

누어진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각 대학교마다 전형요소에 따라 다양한 입학전형들을 운영하는

데 이들을 공통유형으로 크게 분류하면 학생부전형(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학생부-수능혼합

전형, 수능전형, 특별전형(특기, 실기 중심)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부전형은 수시전형에 해당하며 각 대학교의 세부 전형에 따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다양

한 요소들, 즉,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특기사항과 교사 추천서가 다양한 가중치로 평가· 반영된

다. 예를 들어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100% 반영하거나, 교과 성적에 높은 비중

을 두면서 학생부와 면접 등의 요소를 일정 비율로 반영하여 선발하기도 한다. 한편 학생부종합전

형은 교과 성적뿐 아니라 학생부에 기록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2단계 평가에서 심층면접을 포함한다. 따라서 학생부 중심 전형은 학생 평가 요소로서 성실성, 공

동체의식, 목표의식, 전공 잠재역량, 문제해결력, 창의성, 인성 등을 포함하는 사례가 많다.

이외의 입학 전형에는 학생부 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을 반영하고 나머지 비율을 수능점수와 

실기 등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수능혼합전형과, 100% 수능점수로 선발하는 수능전형이 있다. 또

한 특별전형으로 특정 영역에서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특기생전형과 농어촌, 사회적 배려 대

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등전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대학입학전형의 교육성과에 대한 비교연구는 학업성취 측면에서 다수 수행

되었는데, 이들 연구들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인 수시전형 입학생이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 입학생

들과 비교하여 학업성취도(대학에서의 평균학점)가 높았으며, 타 대학으로의 편입의도와 중도탈

락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하, 이병식, 2010; 김현, 2017). 이러한 결과는 수능 성적보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대학의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대학입학 선발지표 중 내신이나 논술 성적은 대학 입학 후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만, 수능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김지하, 정동욱, 2007; 노영기,

박상규, 1998; 이혜연, 조명희, 이현우, 2016). 따라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학생부전형 입학생들의 대학 평균학점이 수능전형 입학생보다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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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 정서적 교육성과인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입학전형별 차이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졌다. 먼저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이라는 환경에 대해 개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

으로 대학 환경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고, 그 환경을 이용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대학환

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Baker & Siryk, 1984).

Baker와 Siryk(1984)는 대학생활적응을 크게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학애

착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학업적 적응은 수업과 시험 등 대학 수학에 요구되는 여러 

학업적 측면에 대한 적응으로, 학업동기, 학업적 요구에 대한 반응, 학업환경과 관련된 일반적 

만족감, 시간관리, 분명한 목적의식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적응은 교우, 선후배, 교수 등과 안정

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포

함한다. 한편, 정서적 적응은 개인이 대학생활에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

며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정도로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반응과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반응 등

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애착은 소속 대학에 대한 애착, 전반적인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

도, 대학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의미한다.

대학생활적응을 입학전형에 따라 비교한 연구들에서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생들이 수능전형 입학생들보다 대학에서 학업성취도, 전공 및 교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임진택, 조민경, 김효희, 2014). 또한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이 학생부

종합전형(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의 경우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수시 일반전형, 정시 일

반전형인 순으로 나타났다(김보나, 김이경, 2015).

종합하자면, 입학전형별로 학업성취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각 입학전형에 따라 평가 요소와 가중치가 다르기에 선발된 대학생들의 인지, 사회, 정서적 

특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대학생활적응 제

고를 위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인지, 사회, 정서적 영향 변인을 고찰하고 교육적 개입을 제안하

는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2.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 변인에서 입학전형간 차이: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 변인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은 주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자아존

중감(박범혁, 정영숙, 2007; 백지숙, 2000; 성미혜, 2008; 오지현, 2014; 정애경 외, 2013), 자기결정성

동기(이수진, 2011), 자아탄력성(김종운, 최미숙, 2013), 자아정체감(박범혁, 정영숙, 2007), 외향성

(이보라, 김미애, 이기학, 2005), 낙관성(조은아, 이희경, 2011), 내현적 자기애(김현숙, 강선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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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적응에 대한 중요한 영향 변인으로 지목되

어 왔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둔 긍정적 감정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때에 발달한다(Diener & Diener, 2009;

Erol & Orth, 2011; Orth et al., 2012; Zeigler-Hill, 2013).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지 

않거나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Campbell et al., 1996).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개인의 적응이 달라지는데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이들은 그들의 

자기가치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이들

은 현재의 제한된 자기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자기보호적인 측면에 집중한다(Baumeister, Tice

& Hutton, 1989).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자기증진 전략을 사

용하는 것과는 달리,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들은 자기보호전략을 사용하여 타인의 주목을 

받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단점을 타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애쓰거나, 실패 위험이 있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보인다(Josephs, Larrick, Steele, & Nisbett, 1992).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에 참여하고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하여 성공적인 대학적응을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기보

호를 위하여 자신이 노출되는 대외 활동을 회피하여 대학생활적응도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대학생의 자아존

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박범혁,

정영숙, 2007; 성미혜, 2008).

한편, 전공선택이유는 학업동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중요한 

영향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전공 선택은 자신의 원하는 진로목표와 자기이해(흥미, 가치관,

성격, 능력 및 기술)를 바탕으로 환경(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직업, 대학,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인 정보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건남, 정철영, 2009).

선행연구들은 전공 선택에 있어서 내재적 동기의 고려 정도에 따라 대학생활 만족도와 적응도

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

즉, 전공 선택 시 ‘개인 흥미’, ‘본인의 적성’,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과 같은 내적인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 및 전공만족도, 강의태도와 같은 학문적 적응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김선경,

강혜영, 2011; 신희경, 이종승, 2007). 유사한 연구결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에 의하여 자율적

으로 전공 선택을 한 집단은 성적 또는 주변의 권유 등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였던 의존적 전공 

선택 집단에 비교하여 학교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권은진, 2015). 그러므로 전공 선택 시에 

무엇을 가장 크게 고려하였는지는 입학 이후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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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내 학업 외 멘토링 활동, 진로준비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

여는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

하여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학교적응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수현, 이지영, 2013). 윤영미의 연구(2013)에서도 동아리 활동 참여 학생이 비참여 학생보

다  더 효과적으로 학교에 적응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정서적 적응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

다. 동아리 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수와의 교류 활동, 수업 준비 및 심화 학습 활동, 자기계발 활동’ 등의 

프로그램 참여가 학업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소영, 권성연, 2013;

장형유, 노미진, 2011).

그러나 이와 같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인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이유, 비교과 프로

그램 참여에 대한 연구는 다수 축적되어 있는 반면, 이러한 변인에 대한 입학전형별 차이를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소수 연구에서 학생부전형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타 전형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박승민, 변복수, 김지인, 황현영, 2013), 학생부전형 입학생들의 경우 

진로 선택 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근거하여 학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학생부전형에서는 고등학교 때의 비교과 참여가 중요한 평가 요소인 만큼 학생부 

전형 입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에 비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

로 학생부전형 입학생들이 타 전형에 비하여 대학 진학 후에도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대학생활적응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된 자아존중감과 아직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

그램 참여 등에 초점을 두어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각 변인의 수준과 관계에서 입학전형 간 차

이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활동참여, 대학생활적응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입학전형별 차이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인은 매우 다양하나 앞서 살펴본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적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학업성취(평균학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수능과 내신 성적보다 학교와 전공만족도, 수

업몰입과 같은 대학생활적응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철, 2005). 또한 대학에 대한 만족도,

학업적응과 사회적 적응이 높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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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김혜숙, 2004; Birch & Ladd, 1996).

한편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나 이들 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에 유의한 직접적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김순희, 이선희, 2015).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매개변인을 통하여 대학생

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자기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학생활적응도 높아 이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전공 선택의 이유도 대학의 학업성취에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으나, 전공 선택과 학업성취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공 선택과 학업적응과의 정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김선경, 강혜영, 2011; 신

희경, 이종승, 2007)을 통하여 볼 때 흥미와 적성 등의 내재적 동기에 의하여 전공을 선택하였을 

때 학업적응이 높고 그 결과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질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생활적응뿐 아니라 학업성취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학과 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숙, 2004; 한안나, 2017). 더 나아가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참여

는 장기적인 교육성과를 가져와, 적극적으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고등사고능

력과 리더십을 향상시켜 졸업 후의 성공을 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되었다(Kuh, 1995).

이와 같은 연구들에 기초하여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적

응,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을 종합해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고 흥미에 적합한 전공을 선택한 학생

일수록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라 학교적응이 높아져 궁극적으

로 높은 학업적 성취를 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입학전형별로 학생의 인지적, 비인적 특

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다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의 평균 차이뿐 

아니라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을 가정하였다. 예를 들면, 학생부전형 입학생

의 경우 전형요소 중 하나가 고등학교 비교과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서 타 입학전형 입학생

에 비하여 대학에서도 비교과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학업 및 대학생활적응

이 높아지고 그 결과 학업성취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흥미적성에 의한 전공 선택 여부가 비교과 프로그램 참

여에 영향을 주고, 다시 이 변인들은 대학생활적응(학업, 사회, 정서, 대학애착)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평균학점에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또한 입학전형별 집

단에서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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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서울 시내 한 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16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특기 및 특별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 학생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총 448명 중 남학생 39.06%(175명), 여학생 59.60%(267명), 무응답 1.34%(6명)이었다. 단과대학별

로는 인문대학 68명(15.18%), 사회과학대학 63명(14.06%), 경영대학 41명(9.15%), 법과대학 17명

(3.79%), 자연과학대학 54명(12.05%), 공과대학 58명(12.95%), 예술체육대학 79명(17.63%), 건축

대학 19명(4.23%), 전공자유학부 44명(9.82%), 무응답 5명(1.12%)으로 나타났다. 재학연수로는 1

년 109명(24.33%), 2년 104명(23.21%), 3년 63명(14.06%), 4년 86명(19.20%), 5년이상 77명(97.99

명), 무응답 9명(2.01%)이었다. 입학전형으로는 학생부전형 221명(49.33%), 학생부-수능 혼합전

형 84명(18.75%), 수능전형 143명(31.92%)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은 대학생의 입학전형,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

여 여부 및 만족도, 대학생활적응, 평균학점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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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전형

본 연구에서는 전체 수시 14개 유형과 정시 2개 유형 중 기회균형 등의 특별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부전형, 학생부-수능혼합전형, 수능전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학생부전형은 학생부기록이 주요 평가에 반영되는 전형으로 여기에

는 학생부교과전형(교과 성적에 대한 평가가 주요 요소), 학생부 교과면접전형(교과 성적과 일정 

비율 이상의 면접 성적을 반영), 학생부종합전형(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모두 평가)이 포함

되었다. 학생부-수능혼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성적이 각각 25% 이상 동시에 고려되

는 전형으로 학과에 따라 면접이나 실기 등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능전형은 수능

성적이 97% 이상 반영되는 입학전형으로 구분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와 고려대학교 부속 행동과학연구소

(2000) 등이 번안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진술

을 각 5개를 포함하여 총 10개 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Cronbach α)는 

.86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전공 선택 이유 

현재 자신의 전공(학과)을 선택한 이유를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이어서’, ‘흥미와 적성보다

는 성적에 맞춰’, ‘취업 전망과 사회적 인지도’, ‘부모 및 교사 등의 주위 권유’ 등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2를 위하여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을 1로, 기타 응답은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4)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빈도와 만족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빈도는 각 9개 프로그램(예: 신입생대상프로그램, 학생회·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한 참여 여부(0: 불참, 1:참여)로 측정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여부의 합으로 빈도 

값을 변환하였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6점 Likert 척도(① “매우 불만족”, ⑥ “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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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1984)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1992), 권혜진(2007) 등이 번역한 문항을 현재 대학생들

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더 가까운 용어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 척

도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애착 등의 4개 하위구인을 포함하며, 총 67개 문항의 

Likert형 9점 척도(①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⑨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구인별 

내용, 문항 수, 신뢰도(Cronbach-α)는 <표 1>에 제시되었으며, 각 하위구인별 신뢰도는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대학생활적응 척도 하위구인 내용, 문항수 및 신뢰도

하위구인 내용 및 예시문항 문항수 신뢰도

학업적응
대학에서의 학업(시험, 수업 등)에 관한 적응: 

“나는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24 .85

사회적응
대학에서의 대인관계나 과외활동 같은 생활상의 적응: 

“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가 꽤 만족스럽다”
16 .82

정서적응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등 관련 적응: 

“요즘 나는 기분이 우울할 때가 많다” 
17 .84

대학애착
대학에 대한 애착 및 호감의 정도: 

“나는 이 학교에 다니기로 한 결정이 만족스럽다”
10 .79

전 체 67 .93

6) 학업성취도 : 평균학점

학업성취도는 현재까지의 평균학점(4.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으며,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였다(① 2.0미만, ② 2.0-2.49, ③ 2.5-2.99, ④ 3.0-3.49, ⑤ 3.5-3.99, ⑥ 4.0-4.5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분석과 함께 연구문제에 따라 두 가지의 분석방법을 사

용하였다. 먼저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업성취에서 입학전형 유형에 따

른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연구문제 1),

이들 변인 간의 관계가 입학전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활용한 다집단 분석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으로 실시하였다(연구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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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평균학점과 

흥미적성으로 인한 입학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학애착

은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났으며, 특히, 대학생활적응과의 높은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2. 입학전형에 따른 전공 선택 이유, 자아존중감,  대학생활적응, 평균학점 

차이(연구문제 1)

1) 입학전형에 따른 전공 선택 이유 차이

입학전형에 따른 전공 선택 이유의 분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

저 입학전형에 따른 4가지 유형의 전공 선택 이유(흥미와 적성, 성적, 취업, 주위권유)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χ2(8)=13.67, p = .09), 선행연구에서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흥미와 적성으로 인한 학과선택’과 그 외의 이유로 구분한 분석결과에는 전형

별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3> 참조). 구체적으로 흥미와 적성에 의한 학과선택 비율은 

학생부-수능 혼합전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7 8 9

 1. 자아존중감 1

 2.흥미적성 입학  .03 1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3. 참여빈도  .12* -.05 1

 4. 프로그램만족도  .21**  .05  .47** 1

대학생활적응

 5. 학업적응  .46**  .21**  .22**  .34** 1

 6. 사회적응  .43**  .06  .38**  .51**  .43** 1

 7. 정서적응  .56**  .01  .03  .15**  .59**  .32** 1

 8. 대학애착  .40**  .12**  .24**  .36**  .61**  .51**  .51** 1

 9. 평균학점  .07  .13**  .21**  .11*  .32**  .04  .05  .14** 1

M 3.06 0.51 3.46 3.62 4.98 5.53 5.25 5.77 4.27

SD 0.53 0.50 1.58 0.75 1.13 1.24 1.41 1.48 1.07
* p < .05, ** p <.01

<표 2> 변인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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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입학전형에 따른 전공 선택 이유 분포

N(%)

학생부 학생부-수능 혼합 수능 계 χ2, df=2

흥미와 적성 우선 103(46.61) 54(64.29) 73(51.05) 230(51.34) 7.62*

성적, 취업, 주위권유 우선 118(53.39) 30(35.71) 70(48.95) 218(48.66)

계 221(49.33) 84(18.75) 143(31.92) 439(100)

* p < .05

2) 입학전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 적응, 학업성취 차이

입학전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 적응, 학업성취(평균학점) 차이

를 확인하고자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Wilks’ λ = 0.93,

F(16, 840)=1.84, p < .05).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와 평균학점에서만 입학전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

였다(<표 4> 참조). 구체적으로 학생부전형 입학생이 학생부-수능 혼합전형(t(293)=2.46, p < .01,

d=0.29)과 수능전형 입학생(t(346)=3.14, p < .01, d=0.34)보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부전형 입학생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빈도가 3.73회로 학생부-수

능 혼합전형(3.21회)과 수능전형(3.19회)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학생부-수능 혼합전형과 수능 

전형 입학생 간에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215)=0.91, p > .05, d=0.02).

또한, 학생부전형 입학생은 수능전형 입학생(t(346)=2.70, p < .01, d=0.29)보다 비교과 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부전형과 학생부-수능 혼합전형 입학생

(t(293)=1.91, p > .05, d=0.22)간과 학생부-수능 혼합전형과 수능전형 입학생 간에서는 비교과 프

로그램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15)=0.39, p >.05, d=0.05).

마지막으로 평균학점에 있어서 학생부전형 입학생이 수능전형 입학생보다 높은 평균학점을 

취득하였으며(t(346)=2.78, p < .01, d=0.30), 학생부-수능 혼합전형 입학생과는 평균학점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93)=0.79, p >.05, d=0.09). 또한 학생부-수능 혼합전형과 수능 전

형 입학생 간의 평균학점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215)=1.54, p >.05, d=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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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입학전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과 프로그램참여, 대학생활적응, 평균학점 차이

M(SD)

MS F(df=2) η2 비교
학생부(I)

학생부-수

능혼합 (II)
수능(III)

자아존중감 3.01(0.50) 3.09(0.56) 3.09(0.55)  0.36 1.28 0.01

비교과프로그램참여

 참여빈도 3.73(1.67) 3.21(1.53) 3.19(1.41) 15.62 6.37** 0.03 I >Ⅱ, III

 프로그램만족도 3.73(0.73) 3.55(0.74) 3.51(0.78)  2.35 4.20* 0.02 I > III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 4.97(1.18) 5.01(1.07) 4.93(1.10)  0.18 0.14 <0.01

  사회적응 5.53(1.24) 5.47(1.36) 5.56(1.20)  0.19 0.12 <0.00

  정서적응 5.15(1.42) 5.38(1.34) 5.26(1.47)  1.65 0.82 <0.00

  대학애착 5.79(1.55) 5.72(1.38) 5.70(1.49)  0.35 0.16 <0.00

평균학점 4.39(1.10) 4.28(0.98) 4.06(1.04)  4.52 4.02* 0.02 I >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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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적응, 학업성

취 간의 관계(연구문제 2) 

1)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입학전형에 따른 차이 검증 

연구문제 2는 입학전형 간에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적

응, 학업성취(평균학점)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연구문제 1에서 연구변인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한 충분한 표본 크기를 가진 학생부전형과 수능전형을 대상으로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

(multi-group SEM)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집단에 연구모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집단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동일성 검증은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

성, 구조 동일성의 검증 순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의 적합도는 CFI와 TLI가 .80

이상이면 양호, .90이상이면 매우 적합(Chau, 1996; Taylor & Todd, 1995), RMSEA는 .05 이하이

면 매우 적합, .08이하이면 양호, .10 미만이면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Hooper, Coughlan & Mullen, 2008). 먼저, 학생부전형 및 수능전형 각 집단의 

연구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학생부전형(χ2(6)=8.18, p >.05, CFI = .987, TLI= .972,

RMSEA=.041)과 수능전형(χ2(6)=7.137, p >.05, CFI = .996, TLI= .971, RMSEA=.037) 두 집단 모

두 연구모형이 자료에 매우 적합함을 확인하였다(Browne & Cudeck, 1993; Hoope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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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 집단의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12)= 15.314, p >.05, CFI =

.996, TLI= .971, RMSEA=.02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연구모형을 이루는 변인간의 관계 설정이 양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형태 동일성에 이어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형태 동일성이 검증된 기저모형과 각 

집단의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1)을 비교한 결과 모형 적합도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아 완전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즉, 연구변인을 구성하는 하위구인의 요인

계수 값이 동일함에 따라 두 집단의 연구변인 측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5> 참조). 이와 같이 측정 동일성이 확보됨에 따라 구조 동일성 검증을 시행하였다(Byrne,

Shavelson & Muthen, 1989; Steenkamp & Baumgartner, 1998).

변인간의 경로계수가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구조 동일성을 검

증하고자, 기저모형과 모형 1에 모든 경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2)을 비교하였다. 그 결

과, χ2 값의 유의한 변화와 모형적합도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최종 모형(모형2)으로 설

정하였다. 즉, 연구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

하지 않아 각 변인간의 관계가 두 집단 모두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df χ2 Δdf Δχ2 CFI TLI RMSEA

기저모형: 무제약모형 12 15.668 .996 .975 .03

요인계수 제약 모형(모형 1) 13 15.895  1  0.227 .997 .982 .02

경로 동일화 제약 모형(모형 2) 41 40.038 29 24.370 .999 .999 .01

<표 5> 집단의 동일성 제약 검증

2) 연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따라서 모든 연구변인 간의 경로가 동일한 모형 2를 최종모형으로 설정하여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평균학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보았다. 각 경로는 두 집단 모두에서 동일하며, 모수 추정치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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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 집단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은 평균학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애착 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학점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흥미와 적성으로 인한 

경로
β(B)

학생부 수능

자아존중감

→ 비교과프로그램참여  0.29(0.33)***  0.33(0.33)***

→ 학업적응  0.32(0.75)***  0.36(0.75)***

→ 사회적응  0.23(0.57)***  0.25(0.57)***

→ 정서적응  0.54(1.51)***  0.55(1.51)***

→ 대학애착  0.28(0.83)***  0.29(0.83)***

→ 평균학점  0.03(0.07)  0.03(0.07)

전공 선택

(흥미적성)

→ 비교과프로그램  0.03(0.03)  0.03(0.03)

→ 학업적응  0.20(0.47)***  0.21(0.47)***

→ 사회적응  0.04(0.11)  0.04(0.11)

→ 정서적응 -0.02(-0.05) -0.02(-0.05)

→ 대학애착  0.16(0.49)***  0.16(0.49)***

→ 평균학점  0.08(0.18)  0.09(0.18)

비교과프로그램참여

→ 학업적응  0.33(0.69)***  0.33(0.69)***

→ 사회적응  0.62(1.32)***  0.59(1.32)***

→ 정서적응 -0.00(-0.00) -0.00(-0.00)

→ 대학애착  0.34(0.91)***  0.32(0.91)***

→ 평균학점  0.20(0.38)†  0.20(0.38)†

학업적응 → 평균학점  0.36(0.34)***  0.36(0.34)***

사회적응 → 평균학점 -0.23(-0.21)** -0.24(-0.21)**

정서적응 → 평균학점 -0.13(-0.10) -0.14(-0.10)

대학애착 → 평균학점 -0.05(-0.03) -0.05(-0.03)

자아존중감 ↔ 전공 선택 -0.00(0.00) -0.00(0.00)

d2 ↔ d3  0.07(0.06)  0.07(0.06)

d2 ↔ d4  0.51(0.57)***  0.52(0.57)***

d2 ↔ d5  0.48(0.51)***  0.50(0.51)***

d3 ↔ d4  0.13(0.13)  0.12(0.13)

d3 ↔ d5  0.21(0.22)**  0.20(0.22)**

d4 ↔ d5  0.43(0.65)***  0.40(0.65)***

비교과프로그램참여
→ 참여빈도  0.57(1.65)***  0.63(1.65)***

→ 만족도  0.79(1.00)  0.69(1.00)

경로계수의 괄호 안이 비표준화계수임. 모든 경로에 대한 동일화제약을 가함 결과임.
†p <.10, *p <.05, ** p <.01, *** p <.001.  

<표 6> 집단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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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선택은 학업적응 및 대학애착 간에는 정적 관련성이 나타나, 흥미와 적성으로 전공을 선택

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적응과 대학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와 

적성으로 인한 전공 선택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와 평균학점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어, 비교

과 프로그램 참여 회수와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와 평균학점 간에는 유의값 .10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어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높으면 학업성취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변인등과 평균학점 간의 관련성을 보면, 학업적응은 평균학점

에 대하여 정적 영향을, 사회적응은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학업적응이 높을수록 평균학점

이 높지만 사회적응이 높을수록 평균학점은 낮게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최종모형에서 대학생활적응과 평균학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한 모든 경로

에 대하여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과 검증을 부트스랩핑(bootstrapping)방법으로 시행하였다

(<표 7> 참조). 원 자료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으

며, 신뢰구간은 95%이었다.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 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애착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간접효과와 총효

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학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아존중감은 직

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도

가 높아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 선택 이유가 학업적응, 대학애착, 평균학점에 미치는 총 정적영향은 유의하여, 흥

미와 적성으로 전공을 선택하였을 때 학업적응과 대학애착이 높아지고 이를 통하여 평균학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가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애

착, 평균학점에 미치는 총 영향은 모두 유의한 반면, 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

다. 이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가 높을수록 정서적응을 제외한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지고 이를 

통하여 학업성취가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구인이 평균학

점에 미치는 총 영향을 살펴보면, 학업적응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842  아시아교육연구 19권 3호

<표 7> 각 경로의 총 효과 분석 

경로 입학전형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β(B) β(B) β(B)

학

업

적

응

← 자아존중감
학생부  0.42(0.97)**  0.32(0.75)**   0.10(0.22)**

수능  0.47(0.97)**  0.36(0.75)**   0.11(0.22)**

← 비교과프로그램
학생부  0.33(0.68)**  0.33(0.68)**   0.00(0.00)

수능  0.33(0.68)**  0.33(0.68)**   0.00(0.00)

← 전공 선택
학생부  0.21(0.49)**  0.20(0.47)**   0.01(0.02)

수능  0.22(0.49)**  0.21(0.47)**   0.01(0.02)

사

회

적

응

← 자아존중감
학생부  0.41(1.00)**  0.23(0.67)**   0.18(0.43)**

수능  0.45(1.00)**  0.25(0.67)**   0.19(0.43)**

← 비교과프로그램
학생부  0.62(1.32)**  0.62(1.32)**   0.00(0.00)

수능  0.59(1.32)**  0.59(1.32)**   0.00(0.00)

← 전공 선택
학생부  0.06(0.15)  0.04(0.11)   0.02(0.04)

수능  0.06(0.15)  0.04(0.11)   0.02(0.04)

정

서

적

응

← 자아존중감
학생부  0.54(1.51)**  0.54(1.52)**   0.00(0.00)

수능  0.55(1.51)**  0.55(1.52)**   0.00(0.00)

← 비교과프로그램
학생부  0.00(-0.00)  0.00(-0.00)   0.00(0.00)

수능  0.00(-0.00)  0.00(-0.00)   0.00(0.00)

← 전공 선택
학생부 -0.02(-0.05) -0.02(-0.05)   0.00(0.00)

수능 -0.02(-0.05) -0.02(-0.05)   0.00(0.00)

대

학

애

착

← 자아존중감
학생부  0.38(1.12)**  0.28(0.83)**   0.10(0.30)**

수능  0.40(1.12)**  0.29(0.83)**   0.11(0.30)**

← 비교과프로그램
학생부  0.34(0.91)**  0.34(0.91)**   0.00(0.00)

수능  0.32(0.91)**  0.32(0.91)**   0.00(0.00)

← 전공 선택
학생부  0.17(0.52)**  0.16(0.49)**   0.01(0.03)

수능  0.17(0.52)**  0.16(0.49)**   0.01(0.03)

평

균

학

점

← 자아존중감
학생부  0.06(0.12)  0.03(0.07)   0.03(0.05)

수능  0.06(0.12)  0.03(0.07)   0.03(0.05)

← 비교과프로그램
학생부  0.16(0.31)*  0.20(0.38)†  -0.04(-0.08)

수능  0.16(0.31)*  0.20(0.38)†  -0.04(-0.08)

← 전공 선택
학생부  0.15(0.32)**  0.08(0.18)†   0.06(0.14) 

수능  0.15(0.32)**  0.09(0.18)†   0.06(0.14) 

← 학업적응
학생부  0.36(0.34)**  0.36(0.34)**   0.00(0.00)

수능  0.36(0.34)**  0.36(0.34)**   0.00(0.00)

← 사회적응
학생부 -0.23(-0.21)** -0.23(-0.21)**   0.00(0.00)

수능 -0.24(-0.21)** -0.24(-0.16)**   0.00(0.00)

← 정서적응
학생부 -0.13(-0.10) -0.13(-0.10)   0.00(0.00)

수능 -0.14(-0.10) -0.14(-0.10)   0.00(0.00)

← 대학애착
학생부 -0.05(-0.03) -0.05(-0.03)   0.00(0.00)

수능 -0.05(-0.03) -0.05(-0.03)   0.00(0.00)
† p < .10, * p < .05,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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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교육의 인지적 성과인 학업성취와 이에 대한 영향변인의 수준과 변인 간 관계

에서 입학전형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비교하여,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교육의 성과가 차별적

으로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입학전형을 크게 학생부전형, 학생부-수능 

혼합, 수능전형으로 구분하여 각 입학전형 간에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의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생부전형과 수능전형에 대하여 각 연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

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부전형 입학생의 높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와 학업성취 

입학전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 연구변인은 전공 선택 이유, 학업성취도(평균학점)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빈도와 만족도이었고,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먼저 성적보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한 비율은 학생부-수능 혼합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능전형과 학생부전형은 유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

구(김보나, 김이경, 2015; 박승민 외, 2013; 임진택 외, 2014)에서 학생부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이 타 전형 입학생보다 자신의 진로를 흥미와 적성에 근거하여 선택하

기에 진로성숙이 높다는 것과 다소 불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

는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교과 내신 성적이 강조되는 학생부교과전형 등을 모두 포함하기

에 나타나는 차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다수 대학교를 포함한 연구와 보다 

세부 전형으로 구분한 분석들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학생부전형 입학생들이 수능전형 입학생보다 학업성취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수

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지하, 이병식, 2010; 임진택 외, 2014). 이는 학생부 전형은 고등

학교 내신의 비중이 큰 전형으로 이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들은 교내의 평가 등에 잘 대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대학교에서도 성적 관리를 성실히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대학에서의 성취가 수능보다 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김지하, 정동욱, 2007; 노영기, 박상유, 1998; 이혜연 외,

2016).

또한, 학생부전형 입학생들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빈도와 만족도가 수능전형 입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이나 단일 대학을 대상

으로 한 국내 연구(한안나, 2017)에서 학생부전형의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수능 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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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입학생들 보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부 중심 전형 특성 상 고등학교 재학 시 교내외의 다양한 비교과 활

동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전형 요소인 만큼, 학생부 중심 입학생들은 대학에서도 보다 적극적으

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적응, 학업성

취도 간의 관계

연구결과, 대학입학의 학생부전형과 수능전형에 따라 재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업성

취도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연구 가정과 다르게 각 변인 간의 관계는 입학전형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생부전형과 수능전형에서 동일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의 4개 

하위구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수의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박범혁, 정영숙, 2007; 정애경 외, 2013; Brown, 1993). 이와 같은 연구결

과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해나가는 시기의 고등학생 및 모든 입학전형의 대학생

들을 위하여 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주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한 것을 시

사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다른 발달적 양상을 보여준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업적 성공이 자아

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허균, 2014), 성인초기 대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관련성이 약화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최우선 순위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업적

응과 대학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김선경, 강혜영,

2011; 권은진, 2015; 신희경, 이종승, 2007). 흥미와 적성에 근거한 전공 선택 이유는 개인의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전공교육과 관련된 진로

와 취업, 직업적 성취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전공 선택에 대한 대학진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대학에서는 입학생 선발에 있어서 전공선택 이유가 주의 깊게 평가할 

요소임을 시사한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대학생활적응의 대부분 하위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교

과 프로그램 참여와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이 대학생의 적응에 긍정적인 

연구를 미친다는 최근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수현, 이지영, 2013). 즉, 비교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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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가져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본 연구의 최종 결과변인인 학업성취에 

대한 각 연구 변인의 총 영향을 살펴보면,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업적응은 

평균학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흥미와 적성으로 전공을 선택하고, 비교과프로그

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이 높아지며, 그 결과 평균학점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 사회적응은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응은 동아리와 학생회 등의 모임 및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 등을 의미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모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학업성취에는 다소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동아리 활동(신정철, 정지선, 신택수, 2008)과 학생회 활동(이현주, 진성

조, 권영희, 2017)이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

활동과 학생회 활동 등이 사회적 적응을 증가시키지만, 공부에 대한 투자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

기에 학점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연구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입학전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업성취의 수준과 

구조적 관계를 비교하고, 이에 따라 입학전형 및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제한점을 가지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 먼저, 서울 시내 한 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향후에는 보

다 다양한 대학의 대규모의 표집을 통하여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학 후, 교육결과를 평가하는 변인으로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단기성과에 대한 변인으로 포괄적이고 장기적 학생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핵심역량 발달, 졸업 이후의 취업률, 사회에서의 졸업생 선호도, 기업에서의 평

가 등 장기적인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변인에 대한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입학전형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와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학생

부전형 입학생이 수능전형 입학생보다 비교과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와 학업성취도가 높은 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생부전형은 수시전형으로 정시전형인 수능전형보다 앞서 실시되기

에 입학전형 요소보다 선발 시기가 학생 간의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일부 연구 변

인에서의 수준에서는 입학전형 별 차이가 나타났으나 변인 간의 인과관계에서 학생부전형과 수

능전형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이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의 



846  아시아교육연구 19권 3호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이 입학전형과 관련 없이 대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로교육과 대학입학전형에서 흥미 적성에 의한 전공 선택 요소를 

강화하고, 대학입학 후에는  개별 학생의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 향상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학업성취 뿐 아니라 핵심역량발달과 진로개발 등을 도모하는 대학의 노력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 및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비교  847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 심리척도 핸드북. 서울: 학지사.

고수현, 이지영(2013). 대학생의 동아리활동이 학교생활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

육연구, 2(1), 35-51.

권은진(2015). 성격5요인, 대학전공선택요인 및 대학생활적응의 종단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5(10), 569-594.

권혜진(2007).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 지각과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석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미숙, 강영혜, 황여정, 박소영, 이희숙(2006).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연구보

고서 RR2006-02-0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보나, 김이경(2015). 대학 입학 선발 방식에 따른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차이 분석 연구.

교육문화연구, 21(3), 5-25.

김선경, 강혜영(2011). Holland 개인 흥미-학과 일치도와 학과 적응도와의 관계: 이공계 대학생

의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

료, 23(1), 175-193.

김순희, 이선희(2015).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가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7(1), 63-72.

김종운, 최미숙(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

구, 20(2), 45-68.

김지하, 이병식(2010). 대학입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교육성과 차이 분석. 교육과학연구, 41(2),

209-230.

김지하, 정동욱(2007). 내신성적과 수학능력시험성적이 대학진학 및 대학성취도 선행지표에 주

는 영향력 비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5(4), 585-609.

김현(2017). 통계로 살펴보는 10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3년.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 성과와 

고교 교육의 변화 심포지엄. 경희대학교, 2017년 3월.

김현숙, 강선모(2013). 내현적 자기애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0(1), 157-176.

김현철(2005). 대학생의 학업성취(Ⅱ): 학업성취도에 대한 새로운 예측 변수의 탐색. 한국교육,

32(2), 247~274

김혜숙(2004). 지각된 학교학습 환경과 직업전망이 대학생활만족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

소년학연구, 11(3), 199-215.

참고문헌



848  아시아교육연구 19권 3호

노영기, 박상규(1998). 대학입학선발지표와 학업성취도의 연관성분석-중앙대학교 사례. 통계논

문집, 5, 31-38.

박범혁, 정영숙(2007).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25(3), 45-57.

박승민, 변복수, 김지인, 황현영(2013).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과 일반전형 신입생의 입학 후 대

학생활 경험에 대한 비교연구. 교육연구논총, 34(1), 181-208.

백지숙(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

리학회지, 18(1), 127-137.

성미혜(2008). 여대생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

지, 22(1), 84-96.

성태제(2005).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와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평가학

회와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공동 학술세미나, 59-63.

신소영, 권성연(2013). 대학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과학연구, 44(3),

107-132.

신정철, 정지선, 신택수(2008).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

행정학연구, 26(1), 287-313.

신희경, 이종승(2007). 내적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학문적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5(1), 71-100.

오지현(2014).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

츠학회논문지, 14(10), 873-884.

윤영미(2013).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과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 지역사회발

전학회논문집, 38(2), 21-30.

이건남, 정철영(2009). 고등학생의 대학전공선택 프로그램 모형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

발, 41(1), 87-110.

이보라, 김미애, 이기학(2005). 외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

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99-112.

이수진(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활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

적 안녕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903-926.

이현주, 진성조, 권영희(2017). 입학전형별 재학생 종단연구(3차년도). 서울:명지대학교.

이혜연, 조명희, 이현우(2016).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고교 학생부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9(2), 109-127.

임진택, 조민경, 김효희(2014). 입학전형별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입학전형연구, 3, 68-87.

장형유, 노미진(2011). 멘토링 기능이 대학생 만족몰입 및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 및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비교  849

육연구, 26(4), 23-52.

전병재(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의 연구. 연세논총, 11, 109-129.

정애경, 김지심, 김정화(2013). 대학생의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공학교육연구, 16(6), 11-18.

조은아, 이희경(2011). 낙관성/비관성이 대학생활 적응 및 긍정/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성취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351-374.

한안나(2017). 대구가톨릭대학교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화와

융합, 39(6), 171-202.

허균(2014). 중학생의 성취가치와 학업성취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 효과

분석. 사고개발, 10(2), 113-126.

현진원(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cademic motivation of matriculati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5), 459-464.

Baumeister, R. F., Tice, D. M., & Hutton, D. G. (1989).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3), 547-579.

Birch, S. H., & Ladd, G. W. (199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school environment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The role of teachers and peers social motivation: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New York, NY, 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own, J. D. (1993). Self-esteem and self-evaluation: Feeling is believing. In J. Suls(Ed.),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elf(Vol 4, pp. 27-58). Hi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 Newbury Park,

CA: Sage.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é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466.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Chau, P. Y. K. (1996).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CASE

by systems developers. Information & Management, 30(6), 269-280.



850  아시아교육연구 19권 3호

Diener, E., & Diener, M. (2009).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E. Diener (Ed.), Culture and well-being (pp. 71-91). Amsterdam, Holland: Springer.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Erol, R. Y., & Orth, U. (2011). Self-esteem development from age 14 to 30 year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3), 607-619.

Hooper, D., Coughlan, J., & Mullen, M. R.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The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6(1),

53-60.

Josephs, R. A., Larrick, R. P., Steele, C. M., & Nisbett, R. E. (1992). Protecting the self from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risky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1), 26-37.

Kuh, G. D. (1995). The other curriculum.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2), 123-155.

Orth, U., Robins, R. W., & Widaman, K. F. (2012). Life-span development of self-esteem and

its effects on important life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6), 1271-1288.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Steenkamp, J.-B. E. M., &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1), 78-107.

Taylor, S., & Todd, P. A. (1995).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A test of

competing models. Information System Research, 6(2), 144-176.

Zeigler-Hill, V. (2013). Self-esteem. London: Psychology Press.

* 논문접수 2017년 11월 4일 / 1차 심사 2017년 12월 12일 / 2차 심사 2018년 6월 20일 / 게재승인 2018년 6월 20일 

* 이현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Connecticut 에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

으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명지대학교 교직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연구분야는 

목표추구, 자기조절, 창의성 등이다.

* E-mail: hjlee613@mju.ac.kr

* 권나현: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보서비스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University of South Florida의 

문헌정보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연구분야는 정보행동연구, 이용자정보

서비스, 정보서비스평가 등이다.

* E-mail: nkwon@mju.ac.kr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 및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비교  851

Abstract

Comparisons between College Admission Types in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Related Factors, and the Structural Relations
* **

Lee, Hyunjoo*

Kwon, Nahyu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differences between college admission

types exist in the mean levels and relations among self-esteem, the reason for selecting one’s

major, extra curricular program participation, and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attachment to college), academic achievement. For this purpose, 516

students of a university located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ANOVA and S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levels of extracurricular

program particip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GPA) were higher for the students who

entered university through Comprehensive School Report admission type compared to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dmission type. 2)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college admission

types that existed in the patterns of causal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reason for selecting

major, extracurricular program participation,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nd academic

achievement. 3) The results showed positive effects of self-esteem on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nd extracurricular program participation. Furthermore, extracurricular program

participation, academic adjustment, and major decision based on interests and aptitudes had

a positive effect on GPA regardless of college admission types. These results mean that colleges

need to develop effective extracurricular programs to increase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high schools need to provide career orientation for students

to be prepared in deciding their college major based on their interests and aptitudes.

Key words: college admission type, self-esteem, reason for selecting one’s major,

extracurricular program participation,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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