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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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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졸업생 수 보다 더 많아진 실정이며 이와 같은

졸업생 수와 입학정원의 차이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

이다1)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은 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여 학교 문을 닫을 수 밖 에 없는 실정이다 이.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교우관계의 영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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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setting, self improvement, so-

cial support of parents, friendship, school adaptation, drop out. In our research model,

goal setting, self improvement, social support of parents, and friendship is exogenous vari-

able and school adaption and drop out is endogenous variable. A total of 323 under-

graduate student(254 female, 69 male) complete the questionnaire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howed that, as hypothesized, establishment of goals, so-

cial support of parent and friendship have effect on school adaptation, and friendship also

have direct effect on drop out. School adaptation mediate path from goal setting, social

support of parents, and friendship.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a model that

show how to control the drop out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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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상황에서 대학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새로

운 학생을 유치하는 방법과 그렇게 유치한 학생이

학업을 마칠 때 까지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학생의 유치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중도탈락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

어 보고자한다.

대학에서 중도탈락의 문제는 학생의 개인의 문제

일 뿐만 아니라 학과 및 학교의 운영과도 관련이 있

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입시과정에서 보이는 학.

생이동의 문제는 학교에 입학 한 후에도 편입이나

반수와 같은 사유로 유사한 학생이동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이러한 중도탈락은 학교와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년제 대학에서 발생하는 중. 4

도탈락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전문대학의 중도탈락

문제는 년제 대학과 비교할 때 더욱 심각한 수준이4

다 최근 년 동안의 학생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10

전체 재적학생 중 휴학생의 비율이 년제 대학은 약4

내외로 유지되고 있지만 전문대학은 년31% 1999

에서 중도에 로 늘었다가 최근에는33.1% 38.5%

내외의 높은 휴학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35% .

제적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년제 대학의 제적학생4

비율은 년 를 기록한 이 후 년까지2000 3.8% 2010

대에서 머물러 있으나 전문대학은 제적학생의 비4%

율이 년 에서 년 를 기록한 후2000 4.9% 2008 8.3%

년 를 나타내서 년제와 비교할 때 거의2010 7.3% 4

두 배에 가까운 제적률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은 더

하다2) 이러한 중도탈락은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에도

예외는 아니다 김효은. 3)은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패

션관련 학과와 학생 정원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전국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예체능계열 패션관, ‘

련 학과 학생의 년과 년도 중도탈락률은2008 2009 ’

대상 대학별로 다소 높아진 점을 지적하면서 중도탈

락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이든지 학생들이 중도에 학교를 이탈

하게 되며 학생 수의 부족 때문에 대학의 교수학습

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학교를 이탈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4) 더욱 심각한 문제.

는 이처럼 중도탈락으로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한 수

업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의욕을 떨어뜨려 또

다른 중도 탈락을 불러온다는 악순환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적정한 정도의 인원이 계속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이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계

속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학교를 그.

만 두려는 학생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들에게 주

의를 기울이고 서비스를 집중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

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5) 와. Beaty

Guenter6)는 전문대학에서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미국의 전문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생유

지 전략을 배치 전략 지원 전(sorting) , (supporting)

략 연계 전략 개편 전, (connecting) , (transforming)

략으로 구별하고 있다 배치전략은 학업 및 취업목.

적에 따라서 학생의 수학능력에 따라서 최적의 프로

그램에 배치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원전략은 학생.

의 재정 상태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필

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연계전략은 학생과.

전문대학 간의 관계를 좀 더 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며 개편전략은 학습조력 혹은 진로상담과 같,

은 학생의 변화를 유도하기위한 활동과 교육과정개

편과 같은 전문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있다 신붕섭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7) 첫째 대학생활 성공을 위한 프로. ,

그램으로 주로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들

에게 자기이해를 위한 검사나 인간관계 리더십 같,

은 자기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직업능력 개발 상담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 .

게 자신의 적성을 진단할 수 있게 해주고 진로에 대

한 정보제공 및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

그램들을 말한다 셋째 학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

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



김효은 김기원 /․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교우관계의 영향력과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89

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하여 학생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

학업상담과 자문 프로그램이다 대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 그리고 학업상

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과연 학생들이 대학에

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프

로그램들이 중도탈락을 어떤 식으로 방지해 줄 것인

지 알기 어렵다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들.

에서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도탈락과 관

련된 변인으로 학생의 교우관계와 선후배관계 같은

비공식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특히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의 학업 수행에서.

팀을 이루어 진행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교우관계

와 선후배관계 같은 비공식적 관계의 질이 학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중도탈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사회.

적지와 개인의 목표설정 그리고 자기계발이 중도탈

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도탈락에 관련된 연구들이 중도탈락과 관련있는

변인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중도탈락이 어

떤 기제를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려는 연구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이 어떻게 중도탈

락과 관련이 있는지 그 구조를 탐색해 볼 것이다.

연구배경.Ⅱ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1.

우리나라에서 중도탈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1970

년대부터 대학생의 중도탈락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

학의 재정이 대학의 운영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이후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8)9) 실제로 년. 1970 ~

년도의 기간을 대상으로1980 ERIC(Educational

에서 중도탈락과 입Resources Information Center)

학생감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을 검색하면

여 건의 연구문헌을 찾을 수 있어 문제의 심각2,000

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초기의 연구. 10)는 해

당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초

점이 맞추어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 입학하

는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학생의 중도탈락을 분석한 연구들은 학생의 개인적

요인 대학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연구들이 있었다 개인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생의 성 연령 인종 가정환경 주거지역 진학동, , , , ,

기 출신 고등학교 등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안하고 있다11). Price12)는 미국의

전문대학에서 중도탈락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는

데 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성인여학생 실업 상, ,

태에 있는 성인학생 그리고 비학위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의 중도탈락이 높았다 그는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중도탈락을 예방하기위한 몇 전략을 제시하

였다 첫째는 여성 센터의 설립이다 전문대학에서. .

가장 많은 중도탈락을 보이는 집단이 여성이기 때문

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고 개인메

일을 통하여 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입생 세미나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 중도탈락을 할 가.

능성이 가장 높았던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

램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과 학생들 간의

지지적 관계의 촉진 학생 교수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생이 가진 능력과 흥미 그리고 필요성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개인이 가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중도탈락을 하

지 않고 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따라서 세미나를.

통하여 학생의 흥미와 목표 그리고 능력을 확인하고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내에 학생들의 일자리.

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학생의 중도탈락을 막는 가.

장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일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것이다 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하여 학생.

이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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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네 번째는 교원개발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이다 학생의 유치와 유지에 교원의 질은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교원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지식이

나 기술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 외에 인문학적 자질

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는 학생조직의 지.

원이다 그는 중도탈락이 학생의 학문적인 능력부족.

때문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한

것이 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서로의 관심

사를 공유할 수 있는 학과 차원의 학생조직을 지원

할 경우 중도탈락의 가능성은 줄어 들것이라 하였

다 여섯 번째는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

그램의 개발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다 그.

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

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중도탈락이 줄

어들었음을 확인하면서 이 프로그램에는 학교의 교

육정책 학생을 위한 서비스 외에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학생의 중도탈락과 관련된 최근.

의 연구로는 인지심리학의 신호탐지이론(signal de-

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겪은 예상치tection theory)

못한 중요사건 혹은 충격적 사건들이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을 개발한 것

이 있다13).

우리나라에서 중도 탈락 혹은 학업 중단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 연구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미국대학의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14)부터 대학기관 특성 대학 간 학생이동,
15) 학생의 재등록 향상을 위한 대학 서비스의 질 측

정16) 개인변인과 부모변인 그리고 기관변인과 중도

탈락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17) 개인특성 대학특성과, ,

재등록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18)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병식19)은 대학의 규모에 따라서 휴학생의 비율

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휴학생의 수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 또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서도 휴학생.

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주소 도시에 소재,

한 대학의 휴학생 비율이 읍면 지역에 소재한 대학

의 휴학생 비율보다 높다고 하였다.

오영재20)는 학생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학생의 성별 요인과 고등학교 성적 이전 대학에서,

의 평균학점 대학의 소재지 단위대학의 학사운영, ,

제도와 특성화 문화경제적 요인과 같이 전통적으로, ․
관심을 끌어오던 변인 외에 진로지도와 대학선택과

같은 대학이전 요인과 문화경제적 요인이 학생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수연21)은 년제 대학과 년제 대학에서 학업을'2 4

지속하여 졸업을 한 집단과 휴학과 중퇴를 경험한

집단을 구분한 후 학업지속과 휴학과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 성별 연령, ,

그리고 거주지와 학교가 위치한 곳의 일치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또 다른 연구에서 김수연22)은 전문대학 학생들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대학의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교수들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전공에 대한 비전 제시 부족 고등,

학교에서 부적응이 그대로 연결됨 학생지도의 미흡, ,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문대학에 대한 낮은,

평가 그리고 직업에 대한 낮은 전망들이라고 지적,

하였다 특히 학생의 유지율이 매우 높은 대학의 구.

성원과 면담을 해 본 결과 유지율이 높은 이유는 배

려 깊은 밀착 학생지도 학제 및 교육과정개편 실, ,

습학기제를 통한 철저한 현장중심교육 총체적 학사,

운영 시스템이 통합되어 나타난 것이라 보고하였으

며 실증 분석의 결과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

성 교수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대학 만족도가 중도,

탈락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into23)는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접근을

크게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 ,

조직론적 접근 그리고 통합모형 접근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중도 탈락. ,

이란 개인의 결핍과 나약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대학

생활의 요구에 대한 개인적 실패로 본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중도탈락을 결정짓는 요인을 개인의 행

동적 특징에서 찾으며 이러한 개인적 행동 특징 즉

개인의 성격 동기 속성 등이 학업을 완성하려는, ,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둘째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교육의 결과물은 개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개인이 경쟁한

결과의 반영으로 본다24) 따라서 이 접근에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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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때의 성적과 대학에서의 성적과 같은 개인의

학업능력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교육포

부와 부모의 기대수준 부모의 개입정도 역시 중도,

탈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본다25) 따라서.

이 접근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배경 인종 성 등은, ,

학생의 성공에 중요한 예언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학생의 중도 탈락은 주어진 자

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다고 본다 학생이 학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재정적.

지원의 여부는 중도탈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 학업을 유지하는데 부모로 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고 따라서 가구의 수입은 학

생의 중도탈락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넷째. ,

조직론적 접근에서는 교육기관의 조직 및 형식적 구

조가 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어떤 형태의 조직 구성원이 다른 조직의 구성

원과 비교해 볼 때 중도탈락의 정도가 낮은지와 같

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이 통합모형접.

근이다 에 의해서 제안된 이 접근은 년대. Tinto 1990

초반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주된 모형이었

다 이 접근 방법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으로 공식조직 뿐만 아니라 학생동료 집단과 학생

학위문화 같은 비공식적 사회 조직 그리고 학생 교

수 직원 간 개인적 상호작용이 중요할 하다는 입장

이다.

이 중 통합모형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의 연Tinto

구 모형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학

생들이 중도탈락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큰 기여를 하

였다 그는 학생 수의 감소에 대하여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학생만의 문제 또는 학교만의

문제로 설명하기 보다는 좀 더 통합적인 관점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즉 학생이 중도탈락을 하는 행위.

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행동 그리고 그 학생

이 몸을 담고 있는 학교 내 다른 구성원의 특성과

행동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반응.

하는 학생 개인의 특징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에 입

학한 후 학교의 다른 구성원과 접하게 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와 같은 연구자에. Tinto

의해서 학생동료집단의 중요성이 지적되었고 학생하

위문화 역시 중도탈락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

지만 이들 변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려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목표설정과 자기계발2.

Tinto26)의 모형에서 개인적 특성은 학업에 대한

의지와 헌신성이 포함된다 의지는 학습에 대한 열.

망을 의미하고 때로는 학생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와 취업목표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헌신성.

은 학생이 시작한 학습 과제의 완성 정도를 말한다.

이 헌신성은 자신의 교육 목표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제도에 대한 헌신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에 따르.

면 학습목표와 취업목표에 대한 의지가 강한 학생일

수록 그리고 학습 과제의 완성정도가 높은 학생일수

록 학업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Price27)의 연구에서도 더욱 헌신적인 학생이 그렇

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선주28)는 사이버 대학의 중도탈락 요인을 조사하

였는데 그의 연구에서 중도탈락자의 가 시험72.8%

을 치르지 않았고 시험을 치른 중도 탈락자 중 D

이하의 성적을 받은 사람이 였다 학업 프로그70% .

램에 중에 있는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

은 자기계발의 의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반영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자기.

계발의 의지가 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학교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적을 것이고 따라서 중도

탈락의 정도 역시 높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3.

사회적 지지는 자아의 감각 스트레스에 대한 보,

호 지식과자원의 정보제공 그리고 사회화의 기회, ,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

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 위안 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29)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사회관계를 형성케 하여 건강한 생활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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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30)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지각 외로움. , ,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의 감소와 신체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31) 친구 배우자 가족, ,

등으로 부터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은 그

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2)

은 사회적 지지를 대상자가 지각한Barrera(1986)

사회적 지지와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면

서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의 정도나 부적응

과는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즉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 보다는 대상자가 스스로 느끼는 지지

가 스트레스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 자

원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긍정적 자원은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심리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 주며 문, ,

제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외부의 스트,

레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개인의,

발달을 증진 시키고 발달 단계에 맞는 과업을 성취

할 수 있도록 해 준다33)34) 다른 연구자들에 따르면.

개인주의의 팽배와 교사 및 교우간의 유대관계가 약

화되거나 혹은 사회적 지지가 약해 질 경우 학교생

활에서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35).

사회적지지 중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부모

의 지지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요령을 습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며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

의 발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가족이 제공하는 지지는.

자기 존중감을 증가시키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증

가시켜 문제 행동의 발생을 낮춘다36) 또한 가족으.

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하여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37).

의 모형에서도 가족배경은 학생의 중도탈락Tinto

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대학까지

지속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사.

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에서도 학생의 학교 적응과 중

도탈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

다.

교우관계 와 선배관계4.

Astin38)은 학생의 학업지속은 학교의 교직원과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의 질과 양에 따라서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Rendón39)은 대학생의 지속적 등록에 영향

을 주는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

째는 초기에 이루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오

리엔테이션과 조력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첫 번,

째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대학 구성원과의 긍

정적인 만남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Noel40)은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함으로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성장경험을 제공해

주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목표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

도록 해 주는 사람이 학생의 학업지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대학의 관계자들이 학.

생들을 돌보아 주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보았다. Tinto41)는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원인으로 학업수행의 곤란 적응문,

제 학문적 직업적 경력목표의 모호함 자기계발 수, , ,

행의 부족 그리고 고립 및 학교에서 다른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원인 들 중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에 가

지고 있던 특성들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

경험하는 대학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의 질과 이러한

상호작용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학문적 경험과 바람

직한 타인과의 상호에 잘 동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경험이 어떤 가에 따라서 중도탈

락을 할 것인지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

친는 요인이라 보았다 그에 따르면 동화는 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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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립 때문에 생기는 것(incongruence) (isolation)

이다 부조화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 관심사. , ,

기능 등과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혹은 기회제공

의 불일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고립은 학생이

대학에서 자신과 상호작용 하거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교수나 직원 혹은 선배와 동료의 부재로부터

발생한다 그는 부조화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기 힘들지만 고립은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충

분히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학생의 중도탈락.

은 학생들을 친구나 선배 그리고 교직원 같은 학교

의 구성원과 더 많이 접촉할 있도록 하면 상당히 많

이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

을 추구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빈도는 줄어드는

대신42)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43)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사회적 지.

지는 감소되나 반대로 친구의 지지는 꾸준히 증가되

고 있다44) 등. Laible 45)의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정. 46)의 연구에서도 친구애착

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자아효능감

이 학교적응에 미치는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학생과 같은 시기의 교우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

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패션디자인 학과와.

같이 협동 작업을 토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친구관계가 학업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같이하는 친.

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비록 경.

쟁을 할 때도 있지만 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친구관계에서의 실.

패는 고립감을 경험하게하며 학업성취가 어려워지,

며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47).

와Aboud Mendelson48)에 따르면 친구 관계를 통하

여 얻을 수 있는 사회 정서적 지원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얻게 되는 교제의 즐거움 도구적인 지원인‘ ’

도움 친구에게 느끼는 친밀감 신뢰 인정 그리‘ ’ ‘ ’ ‘ ’, ‘ ’

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로와 활력을 주는

정서적 안녕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 정서적‘ ’ .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친구의 필요.

성을 느끼고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라면 학업 역시 계속이어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선배와 후배간의 관계이다 특히 학과에서의.

선후배 관계는 자연스럽게 선배가 멘토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대학에서의 선배는 먼.

저 대학생활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후배가 학교생

활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점과 학과공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이다 이처럼 선배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후배가 학교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와. Colarelli Bishop49)은 멘토가 있는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응과 만족이 높다고 하

였다 김지응. 50)의 연구에서도 멘토링이 대학생활의

적응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선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학업에서 선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배를 멘토로 삼아

서 학교적응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도움을 받은 학생은 학교적응과 만족.

도를 높일 것이며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중도탈락

의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정.

명화51) 등의 연구에서도 선배가 멘토가 되어 재학생

인 멘티의 전공학과의 적응을 돕고 전공과 관련된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학교적응과 중도탈락5.

중도탈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양하

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학교

적응이다 물론 학교 적응을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

라고 하더라도 가정형편과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

이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 적응을

잘 한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하여 중도탈락

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학교적응은 학생들이 학교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

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의 요구에 대처하,

는 적절한 반응을 말한다52) 만약 학생이 학업과 대

인관계 그리고 정서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적절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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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중도탈락의 가능성은

매우 줄어 들 것이다 따라서 중도탈락의 가능성은.

이와 같은 학교적응의 실패로부터 출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중도탈락을 하는 학

생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기존 연구.

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진 연구모형은 그림 과< 1>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연구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학생의 목표설정과 자기개발 부모 선배 친구, , ,

가 학과 적응과 중도탈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목표설정 자기계발 부모의 사회적 지지1 , ,

는 친구관계 그리고 선배관계는 학교적응과 관계, ,

가 있을 것이다.

그림 중도탈락의 원인에 대한 연구모형< 1>

가설 목표설정은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을 것1-1

이다.

가설 자기계발은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을 것1-2

이다.

가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과 관계1-3

가 있을 것이다.

가설 친구관계는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을 것1-4

이다.

가설 선배관계는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을 것1-5

이다.

가설 목표설정 자기계발 부모의 사회적 지지2 , ,

는 친구관계 선배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은 중도탈, , ,

락과 관계 가 있을 것이다.

가설 목표설정은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을 것2-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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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자기계발은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을 것2-2

이다.

가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중도탈락과 관계2-3

가 있을 것이다.

가설 친구관계는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을 것2-4

이다.

가설 선배관계는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을 것2-5

이다.

가설 학교적응은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을 것2-6

이다.

가설 학교적응은 목표설정 자기계발 부모의3 , ,

사회적 지지는 친구관계 그리고 선배관계와 중도, ,

탈락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학교적응은 목표설정과 중도탈락을 매3-1

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학교적응은 자기계발과 중도탈락을 매3-2

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학교적응은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중도3-3

탈락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학교적응은 친구관계와 중도탈락을 매3-4

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학교적응은 선배관계와 중도탈락을 매3-5

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법.Ⅲ

조사대상1.

대구와 경북 그리고 충청남북도에 위치한 전문대

학 또는 대학교의 패션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

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전체 명이었으며 이 중 여자는 명이323 254

고 남자는 명이다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가 응답69 .

을 하지 않은 사례는 자료처리에서 제외하였다.

측정방법2.

목표설정1)

재학생의 목표설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동

건최대정․ 53)이 개발한 창업자 역량평가 도구 중 일부

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문항으로는 현재 나. “

의 상황을 파악하고 목표설정을 한다 와 같은 개의”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형식의 점 척도로“ ” Likert 5

구성되어 있다 목표설정에 해당하는 측정치는 김효.

은54)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요인분석으로 통하

여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과 일반적 목표설정 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 ”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으로 묶인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자기계발2)

재학생의 자기계발 노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목표설정과 마찬가지로 박동건최대정․ 55)이 개발한 창

업자 역량평가 도구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자기계.

발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으로는 전공과“

관련해서 더 공부할 계획이 있다 와 같은 문항 개” 8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각 문항은 전혀 아“

니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형식의 점 척” “ ” Likert 5

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 해당하는 측정치 역.

시 김효은56)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기계발 희망 과 적극적 자기계발 의 두“ ” ”

가지 요인으로 분해되었으며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

항의 평균값을 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부모의 사회적지지3)

본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

여 박지원57)이 사회적지지 척도를 만들면서 제안한

가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4 .

적 지지는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그, , ,

리고 정서적 지지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자기 평가와 관련된 것을 말하며 물질적지지는 일,

을 대신해 주거나 돈 혹은 물건을 제공해 주는 방식

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정보적 지지는 개,

인이 대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

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지,

는 존경 애정 관심 신뢰와 같은 정서적인 표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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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학업에 대하여.

부모가 보이는 네 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으

며 각각의 지지에 대하여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각각의 문항은 형식의 점 척도로서. Likert 5

전혀 아니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점 척도로“ ” “ ” 5

이루어져 있다.

친구관계4)

학교생활에서 친구관계가 가지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생활에서 친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친구가 어떤

정도로 필요한지를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친구.

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과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

는데 친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에서 전혀 중“ ” “

요하지 않다 까지 형식의 점 척도로 구성되” Likert 5

어 있었다.

선배관계5)

학교생활에서 선배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친구관계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에서

선배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선배의 역할이 어떤 정도인지를 측정

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선배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과.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선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까지 형” “ ” Likert

식의 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었다5 .

학교적응6)

학생들이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학교 두 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 ,

학과의 적응정도를 현재 학과에 적응도는 어느 정“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질문하?”

였고 응답은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에서 전혀 적“ ” “

응하지 못하고 있다 까지 점 척도의 형식이다 두” 5 .

번째는 수업시간에 다루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는 정

도를 물었으며 에서 까지 단위로 나10% 100% 10%

누어져 있었다.

중도탈락7)

중도탈락은 학생이 재학 중에 학생의 개인적인 이

유 또는 대학기관의 이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58) 이러한 학업 중단에는 휴학 퇴학 제, ,

적 복합 재입학 편입학 그리고 전과 등이 있고, , , ,

이중 일시적이던 영구적이던 학교를 떠나는 중도탈

락에 포함되는 것은 휴학 퇴학 재적이 여기에 해, ,

당된다 경우 따라 중도타락에 휴학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휴학도 중도탈락

으로 포함하였다 중도탈락의 측정치는 김효은. 59)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중도탈락을 측정하

기 위하여 대학재학 동안 휴학을 할 계획이 있으십“

니까 와 앞으로 이 학교를 중간에 그만 두고 싶은?” “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 두 가지 질문을 이용하였다?” .

각 항목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 모르겠다 그“ ”, “ ”,

리고 가능성이 있다 의 단계로 응답을 나누었다“ ” 3 .

자료분석3.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를 거쳐 입력되었으며 분

석을 위하여 각 항목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

다 다음으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상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도탈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구조방정식모형 을(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외생변인.

으로 목표설정 자기개발 부(exogenous variable) , ,

모의지지 친구관계 그리고 선배관계를 설정하였고, ,

내생변인 으로 학교적응과 중(endogenous variable)

도 탈락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변인을 측정하는 측.

정변인들이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첨도 와 왜도(kurtosis)

를 확인하였다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skewness) .

를 산출 한 후 연구 모형에 바탕을 두고 측정모형을

평가한 후 구조모형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

하고 전체효과와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는 부합도 지수인(goodness of fit) χ2값을 산출하

고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및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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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분석에 사Approximation) .

용된 프로그램은 과SPSS for Windows 15.0 AMOS

이었다7.0 .

연구결과.Ⅳ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관련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

한 연구이다 먼저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을 지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편포

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

구에 사용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고 측정모,

형이 타당한지를 살펴본 후 연구모형에서 제안된,

잠재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해 볼 것이며 이후 제안된

모형의 수정하여 최적을 모형을 산출할 것이다.

자료의 점검1.

표 연구에 포함된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그리고 첨도< 1> , ,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3.592 .668 -.270 .268

일반적 목표설정 3.692 .782 -.222 -.410

자기계발
자기계발 희망 3.900 .611 -.422 .327

적극적 자기계발 3.215 .807 -.123 -.240

부모의 사회적
지지

정서적지지 3.785 .919 -.620 .400

물질적지지 3.403 1.008 -.420 -.091

정보적지지 2.708 1.103 .097 -.718

평가적지지 3.484 .874 -.219 .355

친구관계
학교생활의 중요도 4.220 .898 -.862 -.149

전공공부의 필요성 4.120 .907 -.726 -.393

선배관계
학교생활의 중요도 3.049 1.155 -.218 -.655

전공공부의 필요성 3.102 1.128 -.359 -.497

학교적응
학과의 적응정도 3.898 .848 -.755 .812

수업 이해도 6.293 1.883 -.431 -.195

중도탈락
중도탈락 가능성 1.347 .643 1.645 1.358

휴학 가능성 1.458 .777 1.281 -.112

연구에 상된 측정변인이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

편포도 그리고 첨도 를 산출하(skewness) (kurtosis)

였으며 그 결과는 표 에 제시되어 있다 다변량 정< > .

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와Chou

Bentler60) 연구를 따르는데 그들은 몬테카를로 방식,

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사용될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안하였다 먼저.

편포도의 경우 이 넘을 경우 극단적인 편포를 하고3

있다고 보았으며 첨도는 에서 까지를 극단치로8 20

보고 있다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는. West, Finch,

and Curran61)이 제시한 것으로 편포도 첨도 보2, 7

다 낮아야 정상성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

만 본 연구의 자료들은 편포도와 첨도 모두 를 넘2

는 측정치가 없기 때문에 정상성의 가정은 충족되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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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2.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측정변인들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에 제시되어 있다< 2> .

측정모형3.

측정변인 들이 잠재변인(measurement variable)

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latent variable)

표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목표달성을1.
위한 노력

일반적2.
목표설정

.606

자기계발3.
희망

.667 .446

적극적4.
자기계발

.419 .275 .512

정서적지지5. .282 .251 .261 .150

물질적지지6. .126 .179 .201 .223 .571

정보적지지7. .168 .195 .170 .165 .372 .512

평가적지지8. .274 .167 .281 .154 .676 .436 .336

학교생활의9.
중요도 친구( )

.004 -.006 .036 -.014 .071 .051 .051 .098

전공공부의10.
필요성 친구( )

.023 .021 .060 .061 .126 .079 .060 .108 .710

학교생활의11.
중요도 선배( )

.178 .115 .159 .140 .060 -.003 .111 .047 .262 .230

전공공부의12.
필요성 선배( )

.204 .166 .175 .134 .058 .018 .074 .040 .229 .223 .840

학과의13.
적응정도

.446 .279 .374 .270 .180 .135 .187 .138 .164 .165 .114 .099

수업14.
이해도

.438 .261 .454 .197 .254 .165 .145 .233 .059 .048 .135 .133 .395

중도탈락15.
가능성

-.332 -.192 -.277 -.111 -.189 -.101 -.124 -.250 -.262 -.269 -.111 -.096 -.328 -.407

휴학16.
가능성

-.225 -.147 -.219 -.153 -.114 -.054 -.134 -.200 -.163 -.140 .013 .017 -.292 -.276 .539

표 측정모형의 부합도< 3>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CI)

모형 86.012 80 .303 .997 .995 .015(.000, .036)

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 Confidence Interval.

위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

형은 요인적재량 을 통하여 추정할(factor loading)

수 있는데 가장 값이 큰 측정변인을 로 고정하고1

나머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적재량을 추정한다 먼.

저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χ2 그리고, CFI, TLI,

를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RMSEA < 3>

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

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값을 참고로만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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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수를 통하여 모형의 부합도를 판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종. 62)과 같은 연구자는 χ
2 값을 모형의 부합도 판단에 참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 와 는 에서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으. CFI TLI 0 1

며 가 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형의 부합도가 좋.9

다고 평가한다63)64) 는 대체로 이하이면. RMSEA .05

좋은 부합도라고 판단하고 이하면 부합도라고.08

보며 이상인 경우는 나쁜 부합도라고 평가 한다, .10
65) 특히 의 경우 값에 대한 신뢰구간. AMOS RMSEA

을 산출해 주는데 신뢰구간의 상한 값이 혹은.08

보다 낮으면 부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어.10

동일한 값이라도 신뢰구간의 폭이 좁으면 부RMSEA

합도가 보다 우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표 에 제시된 값< 3>

은 χ2 값은 이며 이에 해당하는 값이86.012 p .303

으로 모형이 잘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는 이고 는 로 역시 기준에 부합CFI .997 TLI .995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역시. RMSEA

의 값과 좁은 신뢰구간 을 보여 이.015 (.000, .036)

측정모형은 좋은 부합도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

다 이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

표 측정모형의 요인 적재량< 4>

잠재변인 측정변인 추정치 표준화계수 CR p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1.000 .955

일반적 목표설정 .778 .634 10.820 .000

자기계발
자기계발 희망 1.000 .911

적극적 자기계발 .816 .562 8.959 .000

부모의
사회적지지

정서적지지 1.000 .900

물질적지지 .755 .623 10.689 .000

정보적지지 .567 .425 7.144 .000

평가적지지 .793 .751 12.444 .000

친구관계
학교생활의 중요도 1.000 .858

전공공부의 필요성 .976 .828 8.768 .000

선배관계
학교생활의 중요도 1.000 .915

전공공부의 필요성 .982 .919 10.383 .000

학교적응
학과의 적응정도 1.000 .661

수업 이해도 .407 .597 8.562 .000

중도탈락
중도탈락 가능성 1.000 .868

휴학 가능성 .864 .621 7.736 .000

고 있음을 나타낸다 측정모형의 요인 적재량은 표. <

에 제시되어 있다4> .

표 에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잠재< 4>

변인에 해당되는 측정변인의 개별 요인 적재량은 모

두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001

에 모든 측정변인을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사용하

였다.

구조모형4.

목표설정 자기계발 부모의 사회적지지 친구관, , ,

계 그리고 선배관계 등이 학교적응과 중도탈락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 방정

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제안된.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표 에< 5>

제시되어 있다.

먼저 χ2통계치를 살펴보면 χ2(82)=96.736, p=

로서 제안된 모형이 실제의 자료를 잘 반영하고.127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와 는 각각 와. CFI TLI .992

로서 기준으로 보는 보다 높으며.989 .90 , RMSEA

역시 로 부합도를 평가하는 기준 값인 보다.04 .05

낮고 신뢰구간 역시 좁다는 것을 알 수(.000,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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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제안된 연구모형의 전반적 부합도는.

아주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

을 통하여 추정된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연구의 가설

을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경로계.

수는 표 과 그림 에 제시하였다< 6> < 2> .

목표설정과 학교적응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550, p<.01),β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으=.133β

로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였으며 친구관계에서.10 ,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계수는 로 유의=.154β

수준 에서 유의한 값을 얻었다 친구관계에서 중.05 .

도탈락으로 이어지는 경로 와 학교( =-.232, p<.01)β

적응에서 중도탈락으로 이어지는 경로( =-.776,β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 .

그러나 선배관계 학교적응 자기계발 학교적응, ,→ →

선배관계 중도탈락 부모의 사회적지지 중도탈락, ,→ →

표 연구모형의 부합도< 5>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CI)

모형 96.736 82 .127 .992 .989 .024(.000, .042)

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 Confidence Interval.

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6>

경로
경로계수

CR p
비표준화 표준화

목표설정 → 학교적응 1.035 .550 3.205 .001

부모의 사회적지지 → 학교적응 .193 .133 1.759 .079

친구관계 → 학교적응 .236 .154 2.142 .032

선배관계 → 학교적응 .019 .017 .258 .796

자기계발 → 학교적응 .349 .162 .962 .336

선배관계 → 중도탈락 .047 .093 1.363 .173

친구관계 → 중도탈락 -.163 -.232 -2.883 .004

부모의 사회적지지 → 중도탈락 .000 .000 -.004 .997

자기계발 → 중도탈락 .066 .067 .460 .646

목표설정 → 중도탈락 .098 .113 .614 .539

학교적응 → 중도탈락 -.357 -.776 -3.606 .000

자기계발 중도탈락 그리고 목표설정 중도탈락은,→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지 못하였다.

최종모형5.

연구모형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탈

락을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모형을 얻기 위한

모형찾기를 시도하였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하나.

씩 제거하고 전반적 부합도를 살펴본 후 부합도가

좋은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였고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모두 제거한 후 최종적인 모형을 설정하여

부합도를 평가한 결과 다음 표 과 같은 결과를< 7>

얻었다.

최종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해 보면 χ2값을 포함한

모든 지수가 개선되었으며 전체 부합도 지수가 기준

을 만족시키고 있어 모형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χ2 이며 로 모형의 부합(45)=48.951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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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2>

표 최종모형의 부합도< 7>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CI)

모형 48.951 45 .317 .997 .995 .017(.000, .041)

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 Confidence Interval.

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8>

경로
경로계수

CR p
비표준화 표준화

목표설정 → 학교적응 1.244 .641 6.303 .000

부모의 사회적지지 → 학교적응 .221 .148 2.080 .038

친구관계 → 학교적응 .270 .168 2.422 .015

친구관계 → 중도탈락 -.170 -.233 -3.461 .000

학교적응 → 중도탈락 -.269 -.592 -7.29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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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와 는 각, CFI TLI

각 과 로 좋은 부합도의 기준을 충족하고.997 .995

있다 마찬가지로 의 값 도 좋은 부합도. RMSEA (.017)

의 기준에 충족하고 있으며 신뢰구간(.000, .041)

역시 좁아서 부합도가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최종모형의 부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검토하여 중도탈락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것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

고자 한다 최종모형에서 얻어진 경로계수는 표. < 8>

에 제시되어 있다.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것으로 최종모형에 포함된

변인은 친구관계 목표설정 부모의 사회적지지 그, ,

리고 학교 적응 등이다 이들 각 경로를 살펴보면.

목표설정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가 =.641,β

의 값을 얻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p=.000

타났다 즉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에 적응하는 정도가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표설정은 학교 적응.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부모.

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치는 관계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사회적( =.148, p=.038),β

지지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 양의 관

계 이므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강할수록 즉 부모

가 패션디자인과에서 학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좋은

그림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3>

평가를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학업에 필요한, ,

자원을 제공해주며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 주는 학,

생일수록 학교에 적응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이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

다 친구관계에서학교 적응으로 하는 경로도. β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168, p=.015

고 있다 즉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에서 얼마나 중요.

한지 그리고 학업을 하는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일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

다 이 결과는 친구관계가 중요성을 느끼는 학생들.

이 학교에 잘 적응할 것이라는 가설 역시 지지하고

있다 또한 친구관계는 중도탈락에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23,β

즉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이 높을p=.000),

수록 중도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로 이는 친구관

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

정도는 낮아진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

막으로 학교적응과 중도탈락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학교적응에서 중도탈락으로 가는 경로계수를 계산하

여본 결과 이고 으로 통계적으로 유=-.592 p=.000β

의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경로계수의 부호가 음의.

값을 을 가지므로 학교적응 즉 학과에 잘 적응한(-)

다고 느끼면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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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에 포함된 잠재변인 간 총효과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 9> ,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친구관계 중도탈락 -.233 -.100 * -.333

부모의 사회적지지 중도탈락 .000 -.088 * -.088

목표설정 중도탈락 .000 -.380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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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 결과는 학교 적응의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중도탈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

인 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이는 학교적응 변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가 사용되었으며Sobel test 66)67) 총효과를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눈 결과는 표 에 제시되< 9>

어 있다 이처럼 총효과를 분해할 경우 모형에 포함.

된 변인들이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친구관계가 중도탈락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β

와 간접효과=-.233) ( =-.100, Sobel T=-2.288,β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친구관p=.022) .

계의 중요성을 지각하는 것이 중도탈락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학교적응을 잘 하게 되며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중도탈락의 정도 역시 줄어

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지만 간접효과( =-.088, Sobel T=-2.004,β

는 유의하였다 부모의 사회적지지 정도는p=.045) .

직접적으로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학교적응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목표 설정.

역시 중도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지만 간접효과( =-.380, Sobel T=-4.767, p=.000)β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목표설정의 정도가.

중도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

설정이 잘된 학생은 학교에 잘적응하게 되고 이를 통

하여 중도탈락의 정도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의 및 결론.Ⅴ

대학에 입학하는 자원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대학

의 정원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신입생을 유치하는 전략과 기존의 학생을 유지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중도탈락은 대학의.

재정적 위협뿐만 아니라 학교에 남은 다른 학생의

교육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에

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패션디자인 관련 대.

학생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변인으로 목표설정 자기,

계발 부모의 사회적지지 친구관계 선배관계 학교, , , ,

적응을 설정하고 이 들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중도탈락에 영,

향을 주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

진 결과를 논의한 결론과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설정은 중도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있었다 이는 목.

표설정이 잘되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잘 따라가고 학과의

생활에도 잘 적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의식

을 가신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결과는 장기적 단기적 목표를 위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는 Price68)의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 이며 학생이 가진 목표가 여,

러 과정을 통하여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Tinto69)의 모형을 지지하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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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중도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있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부모의 영향력은 아동기에 비

하여 낮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들어선 대학생들

에게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

육에 필요한 재정을 대부분을 부모가 부담한다는 점

을 고려해 본다면 이 연구 결과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학생의 학.

업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

은 부모가 자신의 학교나 전공에 대하여 긍정적 부

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밖

에 없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전공과 관련된 물질적 지원을 해주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 이다 물론 부모가 부정적 태도를 가.

졌다면 이와 같은 지원의 정도가 줄어 들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재수 반수 혹은 편입과 같은 경로를 학생,

에게 제안함으로 중도탈락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친구관계는 중도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 적응을 통하여 간접적인 효과 역

시 있었다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학.

교생활과 관련하여 친구가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학교 생활에서 친구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

회 정서적 지원인 교재의 즐거움 도움 친밀감 신, , ,

뢰 인정 그리고 정서적 안녕은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것며 중도탈락의 결정할 경우

이와 같은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 정서적 지

원을 일정부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지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Tinto70)가

제안하고 있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학생의 학업지속을 결.

정짓는 것은 동료관계를 포함한 대학의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 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다루

어진 친구관계는 학과 적응과 정적인 관계에 있고

중도탈락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 비행청소년 대.

상의 연구에서 중도탈락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친

구관계를 들고 있는데 중도탈락을 하는 학생들은,

친구관계에서 학교 내의 친구 보다는 학교외의 친구

와 학교 밖의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는 경향을 보

인다는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학교적응과 중도탈락

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한 가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rice71)는 학교 외부에서 일을 하는

학생들 보다는 학교 내에서 일을 하는 학생들의 중

도탈락 정도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데 이는 학교 내에서 타인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학교 적응과 중도탈락에 결정적인 요

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친구관계를 촉진해 줄 수 있

는 학교 환경 및 학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넷째 자기계발과 중도탈락은 직접적 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 관계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기계발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중도탈락을 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모

두 유의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지지받을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근거하.

여 나타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결과는 자기계발의 정

도가 중도탈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것은 자기계발과 목표설정 간의 높은 관련성 때

문으로 보인다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값을 살펴보면.

다른 관계에 비하여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매우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목표설정이 잘되어 있으.

면 자기계발의 의지가 높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자기계발의 의지가 높다면 목표설정역시 잘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설정이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부분과 자기계발이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배관계는 학교적응과 중도탈락에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응답한 응.

답자들이 모두 패션 관련학과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패션 관련학과는.

실습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실습은 학생 개

인이 혼자를 과제를 완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

배는 전공과 관련된 수업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

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배관계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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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지 못하다면 선배관계가 원만한 학생에 비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중

도탈락의 가능성 역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배관계가 학교적응과 중도

탈락을 설명하는 정도가 유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현재 패션관련학과에서 선배

의 역할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과의 전공 관련 수업은 대체로 학년 단위로 진행

되기 때문에 선배 보다는 친구관계에서 더 많은 것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선배관계의 중

요성을 낮게 평가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한다 첫째 학생들의 목표설정을 도울 수 있는. ,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목표설정이 잘된 학.

생은 학교에 적응을 잘하면서 중도탈락의 정도도 낮

았음을 고려해 볼 때 신입생에게 전공과 직업에 대

한 목표설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학문적 목표 즉

전공과 직업선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이 알지

못한 채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전공이나

혹은 직업과 관련한 탐색과 가치관의 명료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 가진 가치관과 자신이 가.

진 전공 또는 직업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해당

분야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방황할 것이고 이는

개인적 사회적 나아가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정

확한 목표를 가지는 것은 학생의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를 통하여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신입생에게 정확한 목표를 세우.

고 자신의 전공과 직업에 대하여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조력프로그램의 제공은 매우 시급한 일이

다 이를 위해서 학생의 지속적 등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입학초기부터 제공되고 또 지속적으

로 관리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조력 프로그

램이었다는 Rendón72)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먼저 학생들의 목표설정과 직업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신입생에게 학과의 전공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와 취업에 대하여 쉽고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전공과 진로에 맞출 수 있도.

록 현재 개인의 상태 즉 개인의 흥미와 필요성 그리

고 학업능력 등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강점과 약점

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처방해야 하며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표설정 이후의 지속.

적인 관리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목표의 수

정 및 달성방법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학교관계자의 노력 특히 전공과 진.

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제 전문가인 교수

의 적극적 개입은 필수적이다.

둘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부,

모에게 학교와 학과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앞의 연구 결과에.

서 부모의 지지 정도에 따라서 학생 역시 학교에 적

응하는 정도와 중도탈락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수의 부모들은 학교와 학과의.

전공 그리고 그 학과를 졸업할 경우 진로문제에 대

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가 긍.

정적인 태도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적응이나 중도탈락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없겠

지만 만약 자신이 가진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

교와 학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를 학생에게 끊임,

없이 표출하게 된다 학교와 전공에 대하여 부모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학생에게 줄 경우 이는

학생으로 하여금 학과적응을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

로 중도탈락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

교와 학과에서는 입학초기에 학부모를 초청하여 학

교와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과의 신입생.

환영회 때 학부모를 초정하여 학과의 소개 및 특성

과 진로에 대하여 알려 주고 이미 졸업한 선배들의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 학부모들이 학과에 대한 긍

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학.

과의 소식지를 통하여 학부모와의 학과의 근황과 행

사 등을 알리고 직접적으로는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

해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과의 중요한.

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를 초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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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전공에 대한 이해 높일 수 있으면 긍정적 태

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중도탈락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과 내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

는 비공식적인 학생조직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 내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고 중도탈락을 방지하

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내 구성원.

과의 긍정적 관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친구관계이다 따라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이.

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학생의 학교적응

을 돕고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학교에서 학생들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학생의 중도탈

락과 관련된 친구는 학과 또는 전공과 관련된 친구

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친구관계의 측정은 학과 생활과 전공생활에 친구의

필요성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말하는.

학과 적응과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란

바로 학과 혹은 전공을 같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학

과공부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학과 내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

업과 관련하여 팀을 구성하고 이들이 상호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

지만 이런 경우에도 초기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

을 묶어주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서로 잘 맞지 않는

구성원으로 팀이 이루어져 도리어 상호작용에서 부

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이와 같이 팀 작업

은 선호하지만 평가는 개별적으로 하기를 원하였다.

과제의 규모가 크고 해야 할 작업량이 많아 혼자서

는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팀으로 작업

을 해야 하지만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기

여도에 맞게 평가를 받고 싶다는 의미로 보인다.73)

최근 에는 오늘의 명언이라는 제목으로 조별twitter “

과제는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

라는 글이 올라왔고 누리꾼들은 이 글에 찬성하여

여러 곳에 게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조별 과제.

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에서.

도 유사한 결과를 얻은 것이 있는데 류혜숙과 조형

숙74)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조

별 과제와 같은 집단적 과제보다는 개인적 과제를

선호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별과제에서의 불

공정한 평가 즉 과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

과 과제에 열심히 기여한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는

불공평의 지각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 역.

시 조별과제를 통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서로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

해 보면 학생들에게 집단과제를 부과하되 결과만 평

가하기 보다는 전체적 과정 즉 누가 과제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기여하고 있,

는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

문에 이를 지도하는 교수는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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