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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대학생이 학업중단에 이르는 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며, 각 단계에서의 다양한 개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업을 포기하는 전문대학생의 실
태와 현황, 학업중단의 문제를 요인 분석하기 위하여, K대학의 중도탈락에 관한 실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데 그 목적이 있다.

1. 서론

  대학 입학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대학에서는 입
학생의 질적 저하와 함께 적성보다는 수능 성적에 따라 학
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초학력의 부진과 
수학 능력에 부적절한 교과내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
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학업중단 학생은 가족에게는 위기, 사회에
는 청소년 비행 및 범죄.  교육기회의 상실, 진로개척의 장
애, 집단 소속감을 상실하게 된다. 학업중단 예방 및 상담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학
업중단은 학생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복합적 현상
이기 때문에 단순히 학업중단 학생 개인이나 가정의 힘만
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에서 
학업을 중단할 학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 K 전문대학생의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및 현황을 분석
하고 중도탈락 요인들을 밝히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관련연구

  전문대학생의 학업중단은 2000년 4.6%이던 것이 2009
년 8.3%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는  
0.5%정도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표1). 4년제 대
학의 학업 중단율은 전문대학보다는 비교적 낮은 편이나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학업 중단율이 1.6%이상 높다[1]. 
이는 전문대학생은 4년제 대학생보다 교육환경에 만족하
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보다 지방이 학업 중단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4년제 대학생이 전문대학생보다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도 분류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제적생 중단율 제적생 중단율 제적생 중단율

2009 전문대학 27,082 8.3% 32,876 7.4% 59,958 7.8%
대학교 22,080 3.0% 58,275 4.8% 80,355 4.1%

2010 전문대학 24,144 7.5% 31,093 7.1% 55,237 7.3%
대학교 22,425 3.0% 56,379 4.6% 78,804 4.0%

2011 전문대학 22,563 6.9% 34,095 7.7% 56,658 7.4%
대학교 23,476 3.1% 58,165 4.6% 81,641 4.0%

표 1. 3년간 대학생의 학업중단율

  국내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업중단 원인은 주로 성적문
제, 학교부적응, 가정불화, 친구권유 등으로 나타났다. 학
업중단 요인에서 교육환경과 학생간의 상호작용 문제들이 
학업중단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위, 재
정문제, 등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학업능
력요인은 가정환경 요인, 학교에서의 행동 및 태도 관련 
요인, 학교 밖에서의 행동 및 태도 관련 요인, 심리적 특성 
관련 요인 등으로 나누었다[2~3]. 국외 연구에서, 
Tinto[4]는 학업중단 요인은 심리학적접근, 사회학적접근. 
경제학적접근, 조직이론적접근, 통계모형적접근 등 5 가지
로 보았다. [5]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교육과정
을 이수해서 성별이 학업중단과 학습지속에 영향을 준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실
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중도탈락에 관한 실제 데이터를 조
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K대학에서 발생한 중도탈락 실제 데이터를 분석
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3. 학업중단 요인분석 및 개선안

  요인분석을 하기 위하여 최근 3년(2009.3.1.~ 
2011.10.28.) 간의 학업중단관련 자료 현황을 토대로 학업
중단 실태를 분석하였다. 총 표본은 1839명이며, 자퇴자와 
제적자를 모두 학업중단으로 정의하였으며, 제적은 미등
록제적, 미복학제적, 기타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3.1 사유별 학업중단현황

  표2는 사유별 학업중단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는 학
사경고, 학생활동, 유급제적, 재학연한초과 등의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이다. K대학의 학생들의 최근 3년간 학업중
단 인원은 총 1,835명으로 재적학생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자퇴가 전체 학업중단인원의 37.4%이며, 미등록제
적은 22.1%, 미복학제적은 40.4%에 해당한다. 미복학 제
적자는 휴학생만 가능하고, 자퇴는 학적 상태와 관계없이 
재적자 모두 가능하다. 이는 휴학생이 미복학하기 때문에, 
학업중단은 재학생보다는 휴학생이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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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므로 휴학생을 줄이는 방법도 학업중단을 줄이
는 방법이 될 것이다. 

년도 전체학생 미등록 미복학 자퇴 기타 합계 탈락율
2009 5,523 265 152 246 0 663 12.0%
2010 5,641 252 137 259 1 649 11.5%
2011 5,715 170 118 238 1 527 9.2%

표 2. 사유별 학업중단현황

3.2 월별 학업중단 현황

  그림1에서 최근 3년간 월별 학업중단현황을 분석하였다. 
학업중단 학생수는 3월과 9월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
며, 자퇴의 경우에는 학기 초인 2, 3, 4, 8, 9월에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입생이 입학하고 난 후 미등록하고 
자퇴하는 것과 군대간 학생들이 미복학하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학기 초인 3월과 9월에 학업중단에 대한 지도
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그림 1. 년도별 월별 학업중단 학생수 비교

3.3 학년별 및 남녀별 학업중단현황

  그림2에서 학업중단은 1,2학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
씬 더 많았다. 비율로 보면 1학년 학업중단이 58.8%, 2학
년 학업중단이 34.3%, 3학년은 3.8%이다. 남녀별로 구별
했을 때 남자가 1271명으로 69.1%, 여자가 509명으로 
27.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학생 중 1학년의 학
업중단이 779명으로 전체 학업중단의 42.4%나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미복학 제적은 남학생이 일반휴학중
이거나 군대제대후 복학을 하지 않아 많은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장기 휴학생(일반휴학자, 군입대휴학자)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학생이 복학하지 않아도 제적당하는 일
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 그림 2.  3년간 학년별 남녀별 학업중단률

3.4 사유별 학업중단현황

  미등록 제적 및 미복학 제적은 학칙 및 학사 규정에 의
거하여 제적처리한 것이므로 별도의 사유로 구분하지 않
고 자퇴에 관한 사유만 분석하였다. 자퇴생의 사유별 통계
를 살펴보면 1, 2학년 모두 기타>적성 부적합>경제사정, 

통학거리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타가 423명, 
62%, 적성 부적합이 164명 24%, 사유없음은 장부상 미기
재를 의미한다. 개인사정으로 자퇴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으며, 비적성 자퇴자는 전과 
등을 통해 자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
다. 

구분
합계

경제
사정

통학
거리

재수/타대
학입학 이민 적성부

적합
사유
없음 기타 계

2009년 15 6 0 0 71 6 167 265

2010년 7 3 0 0 69 25 148 252

2011년 2 2 2 2 24 30 108 170

합계 24 11 2 2 164 61 423 687

표 3. 지퇴생의 사유별 현황

4. 결론

  학업중단에 관한 중도탈락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중단은 재학생보다는 휴학생이 많이 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적성이 안맞아서 다른 학과로의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셋째, 별 월별 중도탈락에서 3월과 9월에 가장 많이 분
포되어 있으므로 학기 시작되기 전후인 2~3월과 8~9월에 
중도탈락 희망자에 대한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넷째, 학년별 및 남녀별 현황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중도탈락이 높고, 1학년 남학생이 전체 중도탈락의 
42.4%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입대휴학자 관리를 
위하여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소식, 복
학 날짜 등의 일정관리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퇴자들 중 56.6%가 재학 중 자퇴이고, 방학 
중 자퇴는 43.4%이다. 이는 방학 중에도 학교 및 학과소
식 알리미, 지도교수 멘토링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자
퇴에 대한 예방처리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체 자퇴자중 50%이상이 성적부여자로, 자퇴사
유는 개인사정, 적성 부적합, 경제사정, 통학거리 순이다. 
이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전과 등을 지원해주는 방
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문제, 등록금  등의 경제적인 
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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