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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강원도 일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을 239명을 대상으로 치위생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디지털 사용 인식을 통한 구조모형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통계 방법은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과 AMOS 21.0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결과 접근 동기는 디지털 사용 인식과 수업 

만족도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사용인식은 수업 만족도에 유의하게 나타났고, 수업 만족도는 학과 만족도

와 학과 추천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과 만족도는 학과 추천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치위생(학)과의 

상생 방안은 디지털 수업의 융합 확대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실기 수업을 위한 수업 자재의 확충

시설 구축 및 교수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디지털 사용 인식, 접근 동기,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 회피 동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structural model 

through approach motivation, avoidance motivation, and digital usage recognition in order to 

prepare a plan for coexistence with dental hygiene targeting 239 students from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a university in Gangwon-do. For statistical methods, SPSS Statistics 24.0 program and 

AMOS 21.0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motivation for 

approach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digital usage recognition and class satisfaction. 

In addition, digital usage percep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class satisfaction, and 

class satisfaction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department satisfaction and department 

recommendation. Lastly, department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found in department 

recommendation. In other words, the coexistence plan with dental hygiene (department) is to 

expand the convergence of digital class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for schools 

to establish facilities to expand teaching materials for practical classes and to devise teaching 

methods.

Key Words : Approach Motivation, Avoidance Motivation, Class Satisfaction, Department Recommendation, 

Department Satisfaction,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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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송영아 외(2019) 연구에 따르면 대학이 입학자원 확보 

문제와 대학조직 운영 문제를 호소한다고 하였다[1]. 이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확인되고 있다. 2021년

9월 8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미

충원 인원은 총 40,586명이다. 이중 비수도권 30,458명

(75%), 전문대 24,190명(59.6%)으로 나타났다[2]. 즉 

교육부는 보고서를 통하여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문제를 알리고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와 대학 역할

기능의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2]. 교육부에서 

제기한 대학 혁신 전략은 3가지로 재정이나 여건의 부

실관리 및 대학별로 자율 혁신계획(적정 규모화 포함) 

수립과 공유 ‧ 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의 확대이다[2]. 

대학의 위기는 학생의 미충원과 학생의 중도 탈락을 

막는 것도 포함된다. 대학 졸업자의 낮은 취업률과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탈 현상은 한국 대학 구조상 등록

금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의 재정을 힘들게 만든다[3]. 

한편,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중도 이탈을 연구한

형정은 외[4]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은 우울하거나 진로

를 미결정하였을 때,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 불일치 

등 심리적 내적 변인이 중도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수연 외[5]의 연구에서도 전문대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으면 중도 이탈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취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학생의 스트레스는 대학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McClelland et al[6]은 성취목표의 방향성은 접근

(approach)과 회피(avoidance)로 구분하였다. 무용과 

학생을 대상으로 접근, 회피 동기와 행동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임지형[7]의 연구에서도 이론과 실기 수업을 받는

학생은 성취동기를 촉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학생

의 심리 파악도 학과별 특징에 따른 파악이 필요하고, 

치위생과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학과로 접근, 회피 

동기를 통한 성취동기 파악이 필요하다. 

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에서 한 [8]은 

학생과 교육자는 사회적 참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교육을 통한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손 외[9]의 연구에서는 접근 동기는 긍정적 

정서를 만들고, 소속이나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업 중도 탈락 의도를 가진 학생의 교육 및 상

담에 접근 동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교

육을 통한 접근 동기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대학이 학생의 유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대학의 서열화와 

비수도권, 소규모 대학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긍정적 이미지가 필요하다[10]. 한국의 4년제 치위생학과

65곳, 3년제 전문대학인 치위생과 56곳이다[11]. 이러한

3, 4년제 대학에서 각각 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이다. 치위생과의 경우 취업률 및 국가고시 합격률이 

학과의 이미지다. 이처럼 대학은 경쟁력 있는 이미지가 

생존 전략이 된다. 정주영 [10]은 학생의 유치에서 경쟁

우위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학과 만족도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이는 학과 만족도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학과 추천을 만드는 것이다. 즉 정주영[8]은 학과의

만족도를 통한 이미지 형성은 대학이 살길이 되며, 대학

의 상생을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21년 ‘일부 치위생과 신입생의 전공선택과 직업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는 43.7%가 취업률이 좋아서

치위생과를 선택했다고 하였다[12]. 반면 학과 만족에 

불만족인 이유 중 15.5%는 학교의 위치였다. 다음으로 

12%는 과제나 시험이 많은 것, 10.6%는 전공 교과목 

내용의 어려움이었고, 5.6%는 적성이 안 맞기 때문이

었다[1]. 이처럼 학생의 고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은 대학의 위기가 지역 

위기까지 번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존 진로 

관련 선행연구는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전공 만족도, 

직업 가치관, 진로 교육, 진로 장벽, 취업 준비 행동 등 

현재의 현상 파악에 집중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13-15],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 전문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접근, 회피 동기, 수업 만족도, 디지털 사용 

인식,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의 구조모형을 통하여 인

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

학 운영 선순환 구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치위생과 상생할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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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강원도에 위치한 K 대학 

치위생과 1, 2, 3학년 239명이다. 2021년 11월 1일 부터

11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시작 전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구글 온라인을 통하여 47문항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학생 및 응답률

이 80% 이하로 된 답변은 연구에 사용하지 않았다. 연

구의 설문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통계

처리 후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통보하였다.

2.2 연구의 목적

지방 전문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치위생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구조모형을 통한 인과관계를 파악

하는 것이다.

2.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과 

AMOS 21.0을 이용하였다. SPSS Statistics 24.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빈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 분석,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

였다. 

설문의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요소 3문항, 접근 동기 

3문항, 회피 동기 3문항, 수업 만족도 3문항, 디지털 사용

인식 3문항, 학과 만족도 3문항, 학과 추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진성조 외[16]와 손은교 외[17]의

내용을 취합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의 항목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학년 구성을 살펴보면 1학년 63(26.4%)명,

2학년 76(31.8%), 3학년 100(41.8%)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 실습 경험의 경우, ‘있다’ 114(47.7%), ‘없다’ 

125(52.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수업의 

형태는 대면 수업 48(20.1%), 비대면 수업 29(12.1%), 

대면, 비대면 혼합 수업이 162(67.8%)로 나타났다

(Table 1).

3.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SPSS Statistics 24.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의 분석 시 계수와 변수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는 KMO 검정으로 .5이상의 수준[16]을 파악하고,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Bartlett를 검정으로 

p<.05 이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시행하였고, 회전 방법으로는 베리맥스(Varimax)

직각 회전으로 확인하였다. 요인의 점수는 회귀분석 

변수로 저장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탐색적 요인

분석의 요인은 .747 ~ .969까지 요인 점수가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검사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819 

~ .962까지의 신뢰도가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

School year

1st year 63 26.4

2nd year 76 31.8

3rd year 100 41.8

Total 239 100.0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14 47.7

No 125 52.3

Total 239 100.0

preferred class 

method

face-to-face class 48 20.1

non-face-to-face classes 29 12.1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mixed classes 162 67.8

Total 23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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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 

KMO / 

Bartlet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Estimates Estimates

Average

Variance

extracted

Construct 

reliability

S1 I am attracted to new things. .836

.822/

.698/

.000***

.756

.6576325 .8824489S2 I like to do the same thing in a new way. .869 .852

S3
I like to do things that make me feel challenged more than 

things that are easy.
.844 .783

S4 I don't try things that are likely to fail. .833
.839/

.643/

.000***

.741

.6601040 .8508226S5 I avoid dangerous situations as much as possible. .933 .978

S6 I have a greater fear of failure than others. .848 .713

H1 I am satisfied with the current learning materials. .836
.845/

.678/

.000***

.736

.7783687 .9127839H2 I am satisfied with my current learning method. .923 .898

H3 I am satisfied with the current learning structure. .863 .802

L1 The digital system will be helpful for hands-on classes. .965

.962/

.778/

.000***

.947

.9952153 .9983885L2 I need a digital system for your hands-on classes. .959 .929

L3
The use of the digital system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hands-on class.
.969 .962

Q1 I am satisfied that I entered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747

.819/

.666/

.000***

.833

.6217712 .9400814Q2
I am satisfied with the classes provided by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900 .968

Q3
I am satisfied with the faculty who teach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917 .862

R1 I will recommend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to my juniors. .831
.883/

.740/

.000***

.888

.7616871 .9054055R2 I would recommend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to my family. .790 .830

R3 I would recommend dental hygiene to others. .794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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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Path analysis

Division
Avoidance 

motivation

Approach 

motivation

Digital usage 

recognition

Class 

satisfaction

Department 

satisfaction

Digital usage recognition
.119

(.119   .000)

.298***

(.298   .000)

Class satisfaction
-.037

(-.064   .028)

.233

(.164*   .069)

.231***

(.231   .000)

Department satisfaction
-.016

(.000   -.016)

.169

(.000   .169)

.214

(.066   .148)

.643***

(.643   .000)

Department recommendation
-.025

(.000   -.025)

.138

(.000   .138)

.121

(-.059   .180)

.618

(.254 ***  .364)

.567***

(.56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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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집중 타당도성 검증은 평균 

표준화 람다(λ)값이 .5이상(.7이상이면 바람직함)인데

[1], 연구결과 모든 요인이 .7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5이상이 나타나야 50%이상의 설명력을 가지는데[18] 

연구결과 .6 ~ .9까지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념신뢰도 (C.R.: Construct reliability값) 은 .7이상

이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18], .8 ~ .9

까지의 신뢰도가 나타났다. Chi-square = 340.359, 

Degrees of freedom = 120, Probability level = 

.000 이고, NFI-.900, RFI-.872, IFI-.933, TLI-.913, 

CFI-.932이다(Table 3,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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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ructural equation model

Division
Unstandardized

estimates

Structural 

error 

Critical

Ratio

Standardized 

estimates
p

Digital usage recognition ← Avoidance motivation .076 .055 1.392 .088 .164

Digital usage recognition ← Approach motivation .293 .067 4.403 .317 .000***

Class satisfaction ← Approach motivation .130 .059 2.205 .171 .027*

Class satisfaction ← Digital usage recognition .188 .060 3.125 .230 .002**

Class satisfaction ← Avoidance motivation -.024 .047 -.512 -.034 .069

Department satisfaction ← Department satisfaction .925 .101 9.148 .702 .000***

Department satisfaction ← Digital usage recognition .062 .058 1.067 .057 .286

Department recommendation ← Department satisfaction .435 .120 3.627 .297 .000***

Department recommendation ← Digital usage recognition -.084 .060 -1.406 -.070 .160

Department recommendation ← Department satisfaction .636 .090 7.091 .573 .000***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g. 2. Path analysis

Fig.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4 구조방정식 모델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은 NFI=.907, IFI=.944, RFI

=.885, TLI=.930, CFI=.943으로 집중 타당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결과 접근 동기는 디지털 사용

인식과 수업 만족도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사용인식은 수업 만족도에 유의하게 나타났고, 수업

만족도는 학과 만족도와 학과 추천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과 만족도는 학과 추천에 유의하게 나타

났다(Table 4). 

4. 고찰

사람은 본인의 정체성과 성격, 사회활동을 통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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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는다[19]. 학생이 성인으로 처음 만나게 되는 사회

활동이 대학이다. 이러한 대학 사회가 변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2] 대학들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교육 환경에서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중도 탈락(withdrawal), 자퇴(dropout),

편입학(transfer)은 학교에서 학생을 파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는 학생의 유치는 학교의 운영 문제

점이 되었다[19]. 이 중 지방 전문대 충원율은 더욱 문

제가 되고 있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 전문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수업 만족도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접근 동기(Approach Motivation)

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동기로 목표를 얻기 위해 행

하는 행동이고, 회피 동기(Avoidance Motivation)는 

무언가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다. 

연구 결과 접근 동기는 수업 만족도에 약 16%의 영향

을 미쳤다. 이는 접근 동기 성향은 학업적 자기 조절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회피 동기는 부(-)의 영향을 미

친다는 진성조 외[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이는 접근 동기를 키우는 것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만든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의 향상 심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와 디지털 사용인식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접근 동기는 디지

털 사용 인식에는 약 30%의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디

지털 사용 인식은 수업 만족도에 약 23%의 영향을 미

쳐, 학교에서 디지털을 사용하는 수업을 늘리는 것이 

학생들의 접근 동기를 키우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문희정 외[21]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이 연구는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치과 디

지털 시스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치위생과 학

생들은 디지털 실습 교육을 83.3% 희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문희정 외[21]는 디지털 교육 경험이 중

요하고 대학에서 적극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빠르

게 변화하는 치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치위생과 실습수업에서 디지털을 위한 구축이 필요하

다. 실습수업에 디지털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구강 

카메라, CAD/CAM, 전자 차트 교육, 디지털 엑스레이 

교육, 교정 진단용 디지털카메라 교육, 구강 스캐너 교

육 등이며, 이를 학교에서 지원한다면 학생의 접근 동

기는 더욱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서 수업 만족도,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민 외[22]는 COVID-19로 비대면 학기를 경

험한 대학생의 학교 소속감과 대학 생활 적응 관계에서 

접근, 회피 동기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접근 동

기는 학교에 대한 거부감과 학업 적응 간의 관계를 부

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학교 소속감이나 사회

적응, 개인 정서 적응, 대학 환경 적응에서는 정적으로 

조절한다고 하였다. 이를 본 연구 결과와 접목해보면, 

디지털 사용 인식과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접근 

동기가 필요하듯, 이러한 디지털과 같은 사회적응 방법

을 통한 학생들의 대학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접근 

동기를 통한, 수업의 만족도가 되고, 학교의 소속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인식과 수업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선호하는 수업 방식을 파악하였다. 우선 구조방정

식 전 빈도 분석을 통하여 학생의 선호하는 수업 방식

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학생 48명(20.1%)은 대면 수업

을 선호하였고, 29명(12.1%)은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

였다. 그리고 162명(67.8%)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의 확산으

로 인식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23]. 이처럼 

감염병 시대의 교육 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는 필수가 되

었다. 또한 온라인 강의를 통한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교수의 역량이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강의는 통

신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웹 기반 교육, 온라인 

교육, e-러닝, u-러닝, 스마트 러닝 등으로 사용되고 있

다[22]. 한편,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불만이 

생기는 부분은 수업 동영상의 질 17.2%와 이해하기 어

려운 학습자료 13.7%, 많은 과제 10.3%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24]. 본 연구에서는 수업에 만족하면 학과 만

족도에 약 67%, 학과 추천에 약 20%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강의하는 교수에게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여 동영상 제작의 질을 높이는 것과 교수

법의 확대 교육은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용 인식이 학과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정(+)의 영향이 나타났지

만, 그 영향력은 약 0.7%로 크지 않았다. 한편 디지털 

사용 인식은 학과 추천에는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두 개의 상황을 살펴보면, 디지털 사용인식은 수업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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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는 약 23%의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학과 만족

도와 학과 추천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설문을 진행하는 치위생학과에 디지털 교육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만약, 향후 디

지털 교육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론 수업이든 실습

수업이든 학생들이 접하는 모든 분야의 만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디지털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장비의 구축과 디지털 수업의 구성은 학령인구 감

소와 지방 전문대라는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한 구조모형은 일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또한, 학과 선택에 수업 형식이 절대적일 수

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접근 동기

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결과와  디지털을 이용한 교육의 

중요성은 학생들의 이탈에 대한 대학 경영 문제 해결방

안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개의 학과를 기준으로 한 연구가 아닌 분야별 대상을 

통한 인과관계 확인 및 디지털 접목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과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치위생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디지털 사용 

인식을 통한 구조모형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접근 동기는 디지털 사용 인식과 수업 만족도에 유

의하게 나타났고, 디지털 사용 인식은 수업 만족도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수업 만족도는 학과 만족도와 

학과 추천에 유의하게 나타났고, 학과 만족도는 학과 

추천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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