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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medical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general 

academic stress influence their perceived academic performance.

  Methods: Of the 606 medical students surveyed from two universities in Seoul and Incheon, 

308 completed and returned the questionnaires yielding a total response rate of 50.8%. The final 

sample consisted of 129 premedical students (41.9%) and 179 medical students (58.1%). Of these, 

189 were male (61.4%), 94 were female (30.5%), and 25 did not identify their gender (8.1%). 

Their average age was 22.43 years. Measures of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general academic 

stress, medical stress, and their percep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were obtained.

  Results: Pearson's correlations indicated that students' percep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were associated with academic motivation, general academic stress, and medical stress. It was ob-

served tha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intrinsic aca-

demic motivation,’ and ‘extrinsic academic motivation.’ Females scored themselves higher in 

‘percep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and ‘intrinsic academic motivation,’ but lower in ‘extrinsic 

academic motivation’ than did the males. Moreover, premedical students had higher ‘percep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and ‘extrinsic academic motivation’ scores, but lower ‘general academic 

stress’ and ‘medical stress’ scores than medical student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amotivation’ subscale from the academic motivation measure and ‘social-psycho-

logical’ subscale from the general academic stress measure predicted the perceptions of academic 

performances of the medical students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and education level. 

  Conclusion: Medical educators need to be aware that medical students' perceived stress and 

their academic motivation affects their academic performance which can have a tremendous im-

pact on their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haps an academic adjustment pro-

gram needs to be developed to reduce students' perceived stress in medical training. 


Key Words: Percep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motivation, General academic 

stress, Medic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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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생활을 통해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와는 질

으로 다른 많은 새로운 유형의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학 입학을 통해 애매모호한 청소년

기를 벗어나게 되며, 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진로

에 한 방향 설정과 더불어 문  정체감을 형성

하게 된다. 

특히, 의과 학생들은 성공 인 의학 문인이 되

기 한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수많은 역경에 직면

하게 되는데, 자신이 겪게 되는 경험이 부정 으로 

지각될수록, 이들의 학업 동기가 하되어(Ames, 

1992), 학업성 이 떨어지게 된다 (Dybyre et al., 

2006). 더 나아가 이는 원만한 의사-환자 계의 형

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한 이들의 노력에도 부정

인 향을 끼치게 된다 (Shapiro et al., 1998, 2000).

6년의 의학 교육과정 동안 의과 학생들이 겪게 

되는 역경이 스스로 감당할 만한 수 일 때 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 스는 정 수 을 유지하게 되며, 이

는 학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Morrison, 

2001). 그러나 의과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난

에 부딪치게 될 때, 이들은 극심한 스트 스를 겪

게 되는데, 이는 이들의 정신건강에도 악 향을 끼

치게 되며 (Dahlin et al., 2005; Helmers et al., 1997; 

Morrison, 2001; Mosley et al., 1994; Stecker, 2004; 

Vitaliano et al., 1984), 심지어 유   학업포기 등

의 심각한 학업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Guthrie, 

et al., 1998). 여러 연구에서 의과 학생들은 주로 엄

청난 학습량, 시험  성 리, 여가시간의 부족, 가

족과 친구와의 교류시간 부족, 그리고 학습내용의 난

이도 등으로 인해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는데 (Linn & Zeppa, 1984; Lloyd & Gartrell, 

1983; Niemi & Vainiomaki, 1999; Saipanish, 2003), 

이 에서도 스트 스 요인의 80% 이상이 학업과 

련한 것으로 Guthrie et al. (1995)의 연구에서 밝 졌

다.

스트 스를 일으키는 요인에 해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심하게 

스트 스를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를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Carmel & Bernstein, 19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으로 60% 이상의 의과

학생들은 심각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Saipanish (2003)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무

려 80%를 웃도는 의과 학생들은 자신이 겪는 스트

스가 자신의 학업에 부정 인 향을 끼친다

(Yoong et al., 1999)고 보고될 정도로 의과 학생들

이 지각하는 스트 스는 매우 심각한 수 에 도달

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트 스 요인과 더불어 동기 요인 한 학문  

성공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 에 향

을 끼치며 (Baker, 2003, 2004; Fortier, et al., 1995), 

스트 스 요인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Baker

(2004)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여학생들

이 남학생들에 비해 학습의 과정  측면은 물론 학

습의 질  측면에 정 으로 향을 끼치는 내  

학업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일반 학생들을 상

으로 한 여러 연구들 (Vallerand et al., 1989, 1992)

과 의과 학생들을 상으로 한 Sobral (2004)의 연

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한 학습 그 자체보다는 

학습의 결과  측면에 역 을 두는 외  학업동기

가 높은 학생들은 부모와 자신에게 유의미한 타인

의 기 에 어 나지 않기 해 는 이들로부터의 

질책을 모면하기 해 공부를 하며 (Vallerand & 

O'Connor, 1989), 비교  조한 학업성 을 보인다

(Baker, 2003). 이러한 외  학업동기 한 일반

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일반 

학생들을 상으로 한 Vallerand et al. (1989, 1992)

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반면에, 내  학업동기

와 외  학업동기 모두와 동떨어진 무동기 요인은 

학업성 과 부  상 을 보이며 (Fairchild et al., 

2005), 이러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이 왜 공

부를 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혜택을 리게 되는지에 해 알지 못한다. 따라서 

무동기  특성을 지닌 학생들은 결국에 학습된 무

기력감에 빠져 공부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Baker, 2004; Vallerand & O'Connor, 1989). 이러한 

무동기  특성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몇몇 연구 (Sobral, 2004; Vallerand et al., 198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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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스트 스와 동기  특성은 학생들의 

학업성 과 한 련을 맺고 있으나, 의과 학생

들을 상으로 한 이들 특성간의 계를 심층 으

로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의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스트 스, 

학업동기, 그리고 학업성  간의 상호 련성, 성별 

 교육단계별에 따른 이들 특성의 차이, 그리고 이

들이 지각하는 학업스트 스와 학업동기가 학업성

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밝 내고자 하 다.

상  방법

가.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C 학교에 재학 

인 의과 학생 450명과 인천시에 소재한 G 학

교에 재학 인 의과 학생 156명을 연구 상으로 

표집하 으며, 이들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을 

완 히 끝내지 않은 298명을 제외한 308명을 최종

분석 상 (회수율 50.8%)으로 하 다. 이들 에는 

C 학교 의과 학 재학생이 243명 (78.9%), G 

학교 의과 학 재학생이 65명 (21.1%)이었다. 학년

별로는 의학부의 과과정 1학년이 58명 (18.8%), 2

학년이 71명 (23.1%), 그리고 의학부의 본과과정 2

학년이 43명 (14.0%), 3학년이 100명 (32.4%), 4학년

이 36명 (11.7%)이었다. 한 성별로는 남학생이 

189명 (61.4%), 여학생이 94명 (30.5%)이었으며, 이

들  25 (8.1%)명은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최종분

석 상의 연령 범 는 만 18세에서 34세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만 22.43세 (표 편차, 2.70)이었다.

나. 검사도구

1) 학업 동기

의과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측정하기 하여 

Vallerand et al. (1992)이 개발한 학업 동기 척도

(Academic Motivation Scale: AMS)를 우리나라 상

황에 맞게 번안하고 어색한 어휘는 수정하여 사용

하 다. AMS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추구를 한 내  동기 (4문항),’ ‘성취를 한 

내 동기 (4문항),’ ‘자극경험을 한 내  동기 (4문

항),’ ‘규명된 조 (4문항),’ ‘주입된 조 (4문항),’ 

‘외  조 (4문항),’ 그리고 ‘무동기 (4문항)’의 7개

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추구를 한 내  동기,’ ‘성

취를 한 내  동기,’ 그리고 ‘자극 경험을 한 내

 동기,’를 내  동기로, ‘규명된 조 ,’ ‘주입된 조

,’ 그리고 ‘외  조 ’을 외  동기로 구분하여 사

용하 다. 각 하 요인별 신뢰도는 내 동기 요인이 

.88, 외 동기 요인이 .82, 그리고 무동기 요인이 .82

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

(Likert)식 5  척도로 ‘  그 지 않다’의 1 부

터 ‘매우 그 다’의 5 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각 하 요인의 수가 높을수록 하 요인에 해당하

는 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2) 일반  학업 스트 스

의과 학생들의 일반  학업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하여 Chng et al. (1998)이 개발한 동아시아 학생 

스트 스 검사 (East Asian Student Stress Inventory: 

EASSI)의 총 31문항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23개 

문항을 선정하여 번안하 으며, 어색한 어휘는 수정

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  학업 

스트 스 척도는 ‘사회･심리 (19문항)’ 요인과 ‘생

리 (4문항)’ 요인의 2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 요인별 신뢰도는 ‘사회･심리 ’ 요인

이 .83, ‘생리 ’ 요인이 .77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식 5  척도로 ‘  그

지 않다’의 1 부터 ‘매우 그 다’의 5 까지 반응

하도록 되어있다. 각 하 요인의 수가 높을수록 

하 요인에 해당하는 일반  학업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3) 의학 스트 스

의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의학 스트 스를 측정하

기 해 Vitaliano et al. (1984)이 개발한 총 13문항으

로 구성된 의학스트 스 척도 (medical stress scale)에

서 우리나라 상황에 합한 것으로 단되는 9문항

만을 선정하 다. 의학스트 스는 ‘의학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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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4문항),’ ‘개인  유능감  인내심 (4문

항),’ 그리고 ‘재정 (1문항)’의 3개 하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의학 교육과정 

 환경’ 요인이 .76, ‘개인  유능감  인내심’ 요

인이 .74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식 5  척도로 ‘  그 지 않다’의 1 부터 

‘매우 그 다’의 5 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각 

하 요인의 수가 높을수록 하 요인에 해당하는 

의학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4) 학업성

지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학업성

에 한 자기평가 (self-evaluation)가 보다 정확한 

것으로 여러 연구 (Maybe & West, 1982; Westbrook 

et al., 1994)에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의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성 을 측정하

기 해 이들에게 반 인 학 학업성 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 다. 문항에 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식 5  척도로 ‘매우 조하다’의 1

에서부터 ‘매우 우수하다’의 5 까지 반응하도록 하

다.

다. 연구 차

본 연구는 2006년 3월부터 9월에 걸쳐 수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를 우리나라 학

생 수 에 맞게 번안하 으며 심리검사 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에 어색한 어휘는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검사 도구는 의과 학생

들이 학생활을 통해 일반 으로 지각한 바를 토

로 응답하도록 제작되었으며, 각 해당 학의 담당

교수 는 검사 실시자에게 연구목 에 맞게 검사

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설명하 다. 검사실시는 기말

고사가 실시되기 이 인 5월 마지막 주에서부터 6

월 둘째 주까지 3주 동안 이루어졌다. 검사가 완료

된 후에는 연구자가 직  회수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개별 으로 실시되었으며,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라.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의과 학생들의 학업동기, 일반  학업스트

스, 그리고 의학 스트 스의 하 요인들과 이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학업성 에 한 지각간의 상호상

을 살펴보기 해 Pearson의 r을 구하 다. 둘째, 

성별에 따른 의과 학생들의 학업동기, 일반  학업

스트 스  의학스트 스의 하 요인들과 이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학업성 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t 검증을 수행하 다. 셋째, 교육단계별 (의학부의 

과과정, 본과과정)에 따른 이들 하  요인들에 

해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해 t 검증을 수행

하 다. 마지막으로, 성 (남, 여)  교육단계 ( 과, 

본과)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의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학업성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해 학업동기, 일반  학업스트 스, 의

학 스트 스의 하 요인들  이들이 지각하는 자

신의 학업성 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을 보이

는 변인들을 선정하여 단계 (stepwise) 방법으로 

계  다 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

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 다.

결   과

가. 학업성 에 한 지각, 학업동기  스트 스의 

하  요인들 간의 상호상

각 변인별 상호상  분석결과 (Table I), 의과 학

생들이 지각하는 학업성 은 학업동기  내  동

기 요인 (r=.20, p<.01)과 가장 높은 정  상 을 보

으며, 학업 동기  외  동기 요인 (r=.13, p<.05)

과도 정  상 을 보 다. 반면에, 의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성 은 학업 동기  무동기 요인

(r=-.30, p<.001)과 가장 높은 부  상 을 보 으

며, 그 외에 일반  학업스트 스와 의학스트 스의 

하 요인들과 부  상 (r=-.20 ~ -.25, p<.01 ~
.001)을 보 다. 

학업동기  내  동기 요인은 의학스트 스의 하

 요인  재정 인 요인 (r=-.13, p<.05)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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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Inter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M (SD)
PAP Academic Motivation

General 
Academic 

Stress
Medical Stress

1 2 3 4 5 6 7 8 9

1. Percep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PAP)

2.70 (.95) -

Academic 
Motivation

2. Intrinsic
3. Extrinsic
4. Amotivation

3.16 (.55)
3.50 (.51)
2.22 (.71)

  .20**

 .13*

 -.30***

-     
   .29***  
  -.31***

  -
 -.07

 

-
General

Academic 
Stress

5. Social-
  Psychological
6. Physiological

2.80 (.50)

2.08 (.83)

 -.25***

 -.24***

-.03  

   .00

  .04

-.17**

.18**

 .30***

-
 .53***

  

-

Medical 
Stress

7. School
  Curriculum &
  Environment
8. Personal
  Competence/  
  Endurance
9. Finance

3.19 (.75)

3.00 (.77)

2.31 (.97)

 -.23***

 -.25***

-.20**

-.09

-.12*

 
 -.13*

-.01

   .08

-.08

 .23***

 .27***

.16**

.40**

 .49***

 .53***

.32***

.32***

.28***

 
 -

 .64***

.1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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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능감  인내심 요인 (r=-.12, p<.05)과 부  상

을 보 으며, 학업 동기  무동기 요인 (r=-.31, 

p<.001)과도 부  상 을 보 다. 반면에 내  동기 

요인은 학업 동기  외  동기 요인과는 정  상

(r=.29, p<.001)을 보 다. 학업동기  외  동기 

요인은 일반  학업 스트 스의 하 요인  생리  

요인과 부  상 (r=-.17, p<.01)을 보 다. 학업 동

기  무동기 요인은 일반  학업스트 스의 하 요

인들과 의학스트 스의 하 요인들과 정  상 을 

보 는데, 이  일반  학업스트 스의 하 요인  

생리  요인과 가장 높은 정  상 을 보 다 (r=.30, 

p<.001). 

일반  학업스트 스의 하  요인  사회･심리  

요인은 생리  요인과 의학스트 스의 재정  요인 

모두와 가장 높은 정  상 (r=.53, p<.001)을 보

으며, 그 외에 의학 스트 스의 다른 하  요인들과

도 정  상 을 보 다 (r=.40~.49, p<.001). 일반  

학업 스트 스의 두 번째 하  요인인 생리  요인

도 한 의학 스트 스의 하  요인들과 정  상

을 보 다 (r=.28~.32, p<.001). 의학 스트 스의 하

요인인 의학 교육과정  환경 요인은 의학 스트

스의  다른 하 요인인 개인  유능감  인내

심 요인과 가장 높은 정  상 을 보 다 (r=.64, 

p<.001).

나. 성별에 따른 학업 성 에 한 지각, 학업 동기 

 스트 스의 하  요인 비교

의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성 , 학업 동기, 

일반  학업 스트 스  의학 스트 스의 하  요

인들에 해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II와 같다. 의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성 의 경

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신의 학업성 에 해 

더 정 으로 지각하 다 (t[188.32]=-3.00, p<.01). 

학업 동기의 경우, 내  동기와 무동기 요인이 성별

에 따른 차이를 보 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내  동기가 더 높았으며 (t[276]=-3.54, p<.001),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무동기가 더 높았다

(t[279]=3.07, p<.01). 그러나 일반  학업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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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Comparison of Variables Between Male and Female Medical Students

Variables
Male Female

t
N M SD N M SD

Percep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150 2.57   1.04 69 2.99 .70  -3.00**

Academic 
Motivation

Intrinsic
Extrinsic
Amotivation

184
186
187

3.08
3.54
2.32

.56

.49

.74

94
94
94

3.32
3.47
2.05

.48

.54

.64

  -3.54***

 1.01
  3.07**

General Academic 
Stress

Social-Psychological

Physiological

183

186

2.78

2.02

.52

.80

94

94

2.81

2.14

.49

.92

-.55

-1.10

Medical Stress

School Curriculum & 
Environment

Personal Competence/
Endurance

Finance

186

187

186

3.20

2.97

2.35

.77

.80

.97

94

94

94

3.15

3.02

2.26

.71

.74

  1.00

 .55

 -.5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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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의학 스트 스의 하  요인들에 있어 성별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교육단계별에 따른 학업 성 에 한 지각, 학

업 동기  스트 스의 하  요인 비교

의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성 , 학업 동기, 

일반  학업 스트 스  의학 스트 스의 하  요

인들에 해 교육단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 Table III과 같다. 의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성 의 경우, 과과정 학생들이 본과과정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학업성 에 해 더 정 으로 지각

하 다 (t[230]=2.47, p<.05). 학업동기의 경우, 외  

동기와 무동기 요인이 교육단계별에 따른 차이를 

보 는데, 과과정 학생들이 본과과정 학생들에 비

해 외  동기가 더 높으며 (t[302]=4.06, p<.001), 무

동기 한 더 높게 나타났다 (t[304]=1.98, p<.05). 

그러나 일반  학업스트 스와 의학스트 스의 하

요인들에 한 교육단계별 차이는 과과정 학생

들에 비해 본과과정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일반  학업스트 스의 경우, 사회･

심리  요인 (t[299]=-7.36, p<.001)과 생리  요인

(t[297.68]=-6.03, p<.001) 모두에 있어 과과정 학

생에 비해 본과과정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본과과정 학생이 과과정 학생에 비해 일반  학

업스트 스를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한 의학스트 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과

정 학생에 비해 본과과정 학생이 의학 교육과정  

환경요인 (t[286.06]=-6.91, p<.001)과 개인  유능

감  인내심 요인 (t[304]=-4.16, p<.001) 그리고 

재정 요인 (t[303]=-2.60, p<.05)에 있어 더 많이 스

트 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의과 학생들이 지각한 학업성 에 향을 미

치는 변인 탐색

성 (남, 여) 그리고 교육단계 ( 과, 본과) 변인이 

의과 학생들이 지각한 학업성 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학업동기, 일반  학업 스트 스, 

그리고 의학 스트 스의 하 요인들  어떠한 변

인들이 인과 으로 학업성 에 한 지각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지 확인하기 하여 단계  방법

을 사용한 계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성별 

변인에서 남성 (1)과 여성 (0)을 가변수로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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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Comparison of Variables Between Premedical and Medical Students

Variables
Premedical Group Medical Group

t
N M SD N M SD

Percep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90 2.89 1.02 142 2.58 .88      2.47
*

Academic 
Motivation

Intrinsic
Extrinsic
Amotivation

125
127
127

3.15
3.63
2.32

 .54
 .49
 .70

177
177
179

3.16
3.40
2.15

.55

.49

.72

     -.13
     4.06***

     1.98*

General Academic 
Stress

Social-Psychological

Physiological

125

127

2.57

1.77

 .45

 .69

176

178

3.00

2.30

.47

.85

    -7.36***

    -6.03***

Medical Stress

School Curriculum & 
Environment

Personal Competence/
Endurance

Finance

126

127

127

2.87

2.79

2.14

 .65

 .76

 .95

179

179

178

3.42

3.15

2.43

.73

.74

.97

     -6.91***

    -4.16***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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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IV.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Predicting One's Percep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N=224)

Predictors
 Step 1 Step 2

B SE B β ΔR2 B SE B β ΔR2

Constant  2.86 .12 4.60 .40

Gender
[1=male, 0=female]  -.43 .14  -.21** .040   -.33 .13   -.16* .040

Education Level
[1=premedical, 0=medical]   .35 .13  .18** .031  .21 .14 .11 .031

Amotivation 
(Academic Motivation)

  -.31 .10   -.23** .075

Social-Psychological
(Academic Stress)

 -.38 .13  -.20** .033

                R
2

                F
 .071
7.99***

  .17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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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단계 변인에서 과 (1)와 본과 (0)를 가변수로 

하여 1단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성별 변인의 β

계수가 -.21 (p<.01)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자신의 학업성 에 해 더욱 정 으로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육단계 변인의 β계

수가 .18 (p<.01)로 나타나 과 학생들이 본과 학생

들에 비해 자신의 학업성 을 더욱 정 으로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그리고 교육단계 변인

은 학업성 의 체 변량  7.1%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208]=7.99, p<.001).

성 그리고 교육단계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

업성 에 한 지각과 유의미한 상 을 보인 학업 

동기, 일반  학업 스트 스  의학 스트 스의 하

 요인들을 2단계 회귀식에 투입하 다. 

그 결과 (Table IV), 학업성 에 한 지각을 인과

으로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학업동기 변인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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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무동기 요인 (ΔR2=.075)과 일반  학업 스트

스 변인의 하 요인  사회․심리  스트 스 요

인 (ΔR
2=.033)이 추출되었다. 유의미한 측변인으로 

성 그리고 교육단계 변인을 투입했을 때보다 의과

학생들이 지각한 학업성 에 한 설명력이 10.8% 

증가하 다 (F[4, 206]=11.26, p<.001). 무동기 요인

의 β계수는 -.23 (p<.01), 그리고 사회․심리  스트

스 요인의 β계수는 -.20 (p<.01)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학교에 왜 다니는지, 학교공부가 왜 요

한지에 해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시험

불안, 가족의 기 , 친구 계  여가활동 등의 일상

인 역에서 겪는 사회･심리  스트 스가 을수

록, 의과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성 에 해 더 정

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찰

본 연구에 나타난 의과 학생들의 학업성 에 

한 지각, 학업동기  스트 스의 하 요인 간 상호

상 , 성별과 교육단계별에 따른 이들 하 요인들 

간의 차이, 그리고 성별  교육단계를 통제한 상태

에서 학업성 에 한 지각에 향을 미치는 하

요인들을 심으로 한 논의와 연구의 제한   추

후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가. 학업성 에 한 지각, 학업동기  스트 스 

간의 상호상

본 연구 결과, 학업성 에 한 지각은 학업동기 

 내  동기 요인과 가장 높은 정  상 을 보 으

며, 무동기 요인과는 가장 높은 부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업성 에 한 지각은 일

반  학업스트 스와 의학스트 스의 모든 하 요인

들과 부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홍콩의 과과정 1학년 학생들

을 상으로 한 Stewart et al. (1999), 미국의 약학 

학생을 상으로 한 Konduri et al. (2006), 그리고 일

반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여러 연구 (Akgun & 

Ciarrochi, 2003; Macan et al, 1990; Nonis, 1997; Pri-

tchard & Wilson, 2003; Struthers et al., 2000) 결과들

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학업성 이 높은 의과 학

생들은 학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  만

족감과 쾌감에 의해 내  학업동기가 더욱 유발되며, 

자신의 학업에 한 무 심의 정도가 으며, 일반

인 학업스트 스는 물론 의학공부와 련한 스트

스도 덜 겪는다고 할 수 있다.

한 학업동기의 하 요인  무동기 요인은 일

반  학업스트 스와 의학스트 스의 모든 하 요

인들과 정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이 지각한 스트 스와 무동기 

요인간의 정  상 을 보고한 Baker (2004)의 연구

를 지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업에 한 심이 없는 의과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성 을 낮게 지각하며, 일반 인 학업스

트 스는 물론 의학 스트 스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성별에 따른 하 요인별 비교

성별에 따른 의과 학생들의 학업성 에 한 지

각, 학업 동기, 일반  학업 스트 스  의학 스트

스의 하  요인들을 비교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

학생의 학업성 에 한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의과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

을 비교한 몇몇 연구 결과들(Ahn, et al., 2000; 

McDonough, et al., 2000)과 일치한다. 

한 학업 동기의 경우, 내  동기는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무동기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내  동기와 련한 본 연구 결과는 

일반 학생들을 상으로 한 Vallerand et al. (1989, 

199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무동기와 련한 본 

연구 결과는 2년제 불어권 캐나다 학생들을 상

으로 한 Vallerand et al. (1989)과 라질의 의과

학생들을 상으로 한 Sobral (2004)의 연구 결과들

과 일치한다. 

즉, 일반 학생들 (Akgun & Ciarrochi, 2003; Felsten 

& Wilcox, 1992)과 마찬가지로 의과 학생들의 경

우에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 이 더 높

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쾌감

과 지  만족감으로 인해 내  학업 동기가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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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학업

에 해 무 심한 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반 으로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자신

의 행동과 이에 따른 성과간의 불일치를 더 많이 지

각하여 학업에 한 심을 덜 갖게 되며, 결국에는 

이것이 자신의 성 을 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

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무동기에 한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4년제 어권 캐나다 학

생들을 상으로 한 Vallerand et al. (1992)의 연구 

결과와 외  동기에 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

을 보고한 Vallerand et al. (1989,1992)의 연구 결과

들과 불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Vallerand et al.

(1992)은 무동기 요인에 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연구마다 일 성이 없게 나타난 것에 해 문화  

특성, 연령  사회경제  지 와 같은 배경변인들

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무동기는 물론 외  동기에 한 성별에 따

른 차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해 이들 배경변인

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학업 스트 스의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의 의과 학생

들을 상으로 한 Firth (1986)와 인도의 의과 학생

들을 상으로 한 Yoong et al. (1999)과 An (1998)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성별에 계없

이 의과 학생들은 일반  학업스트 스와 의학 

련 스트 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몇몇 다른 연구 결과들

(Clark & Rieker, 1986; Dahlin et al., 2005; Lloyd & 

Garrell, 1983; Russo et al., 1985; Toews et al., 1997)

과 상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 연구에서는 여자 

의과 학생들이 남자 의과 학생들에 비해 하

게 자신이 감당해야할 과제량과 과제의 복잡성이 

증가한다고 지각함에 따라 스트 스를 더욱 심각하

게 겪으며 (Toews et al., 1997), 특히 여자 의과 학

생들이 의과 학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있어 보다 

심각하게 스트 스를 겪는 것 (Russo et al., 1985)으

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문화  특성을 고려한 성별

에 따른 의과 학생들의 스트 스에 한 보다 심

층 인 연구가 요망된다.

다. 교육단계별에 따른 하 요인별 비교

교육단계별에 따른 의과 학생들의 학업성 에 

한 지각, 학업 동기, 일반  학업 스트 스  의

학 스트 스의 하  요인들을 비교한 결과, 본과과

정 학생들보다 과과정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

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업 

동기  외  동기와 무동기 요인에 해서도 과

과정 학생들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과정 학생들이 본과과정 학생들에 비해 자

신의 학업성 에 해 낙 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지만, 학업에 한 심의 정도는 상 으로 떨

어지며, 새로운 지식습득을 통해 얻는 만족보다는 

졸업 후의 취업  경제  여유 추구와 같은 목 달

성을 한 수단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외  동기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 동기의 하 요인들을 상호 비교해 

볼 때, 교육단계와 계없이 학생들 모두 무동기 보

다는 내  동기 (p<.001)가, 그리고 내  동기보다

는 외  동기 (p<.001)가 유의미하게 높으며, 한 

무동기 요인의 평균치가 3.0 이하 ( 과과정=2.32, 

본과과정=2.15, 체=2.22)로 보통 수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과정 학생들의 무동기 

수 이 본과과정 학생들 보다 높다고 하는 사실이 

과과정 학생들의 학업과 련하여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스트 스와 련한 본 연구 결과, 본과과

정 학생들이 과과정 학생들보다 일반  학업 스

트 스는 물론 의학 련 스트 스를 더욱 심각하

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시아 지역의 의과 학생들을 

상으로 한 몇몇 연구 결과들 (Saipanish et al., 

2003; Stewart et al., 1995)을 지지하는 것으로, 고학

년 학생들이 학년 학생들에 비해 스트 스를 더 

많이 지각한다 하겠다. 

이처럼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들이 지각하는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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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의학 교육과정이 

해가 갈수록 차 심화되며 (Saipanish et al., 2003), 

기 의학을 마치고 난 후 임상실습을 경험하게 됨

으로써 겪게 되는 심리  압박감 (Helmers et al., 

1997) 한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임상수행평가 ( , OSCEs 는 CPX) 등의 제한된 

상황에서의 압박감과 평가자 앞에서 수행해야 하는 

심리  부담감으로 인해 심하게 스트 스를 경험하

는 것으로 보인다 (Radcliffe & Lester, 2003).

라. 의과 학생들이 지각한 학업성 에 향을 미

치는 변인

성 그리고 교육단계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의과

학생들의 학업성 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

하기 해 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계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동기의 하 요인들  무

동기 요인과 일반  학업스트 스의 하 요인들  

사회･심리  스트 스 요인이 의과 학생들의 학업

성 에 한 지각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의과 학생들은 특히 자신의 학업

에 한 무 심의 정도가 낮고, 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불안, 가족의 기 , 교우 계  

여가활동 등과 련한 스트 스가 을수록, 자신의 

학업성 에 해 정 으로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마. 연구의 제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각각 

한 개의 의과 학만을 표집하 기 때문에 특정 학

의 특성이 본 연구 결과에 반 되었을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역의 의과 학 재학

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일 성 있게 나타나는지

를 확인해 보기 해,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의과

학생들을 고루 선정한 후 본 연구 결과가 일 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단계별에 따른 의과 학

생들이 지각한 학업성 , 학업동기, 일반  학업 스

트 스  의학 스트 스의 차이를 분석하 으나, 

이들 변인들과 련하여 학생들이 지각하는 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한 분석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이 학

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

에 한 종단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 의 지표로 학생들의 

학업성 에 한 자기평가 결과를 사용하 는데, 이

는 지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자기평가가 비교  

정확한 것으로 보고된 몇몇 선행연구 결과 (Maybe 

& West, 1982; Westbrook et al., 1994)를 토 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성 에 한 보다 포

인 측정을 해서는 학업성 에 한 지각과 

더불어 실제 인 이들의 학업성 을 포함한 추후연

구가 요망된다.

  넷째, 의학 문인으로 나아가기 해 6~8년간의 

의학 교육과정을 밟는 동안 의과 학생들은 수많은 

난 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지니고 있는 

자신의 지 능력에 한 믿음, 자신의 성과에 한 

귀인성향  완벽주의 성향 등과 같은 개인  특성

들이 학생들의 학업성 에 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 (Brown et al., 1999; Eppler et al., 

2000; Kawamura et al., 2002)에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  특성들을 

총체 으로 고려함이 없이, 이들의 학업성 과 련

한 변인들을 학업동기, 일반  학업 스트 스  의

학스트 스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의과

학생들의 개인  특성이 이들이 지각하는 스트 스

와 학업동기는 물론 학업성 에 어떠한 향을 끼치

는지에 한 보다 심층 인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의과 학생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

스는 이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웰빙 (well-being)에

도 상당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Stewart et al. (1995)

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의과 학생들이 

겪는 스트 스가 학업동기와 더불어 이들의 삶의 질

과 직결될 수 있는 학업성 에 향을 끼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하겠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의과 학생들의 심리  

안녕에 지속 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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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주며, 이들을 한 학업 응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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