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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교육만족도가 학생의 학업 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연구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해 지방 소재 J 학의 재학생 체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이  설문 작성의 충실도가 높은 

7,248명의 설문을 분석하 다. 학년 별, 학 구간 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하여 분산분석

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학년 별, 학  구간 별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학년의 

만족도가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업 단 의도와 만족도와의 계를 알아보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 으며 학업지도, 취업지도, 교육환경, 학생자신에 한 만족도가 학업

단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학생자신의 학 생활 만족도가 

학업 단 의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 중심어 :∣교육만족도∣대학생 학업중단∣로지스틱 회귀분석∣의사결정나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dropout intention based on 

education satisfaction survey analysis of local J university. Total 7,248 survey data which has 

high trustability were analyzed. Analysis of variance was performed to verify differences 

between each grade and credits level.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year grade 

and credit level. Especially the result show that the satisfaction of freshman is higher than the 

other grade students. To verify relation between intention to dropout and satisfaction of university 

educati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thod has been applied and satisfaction of academic 

guidance, vocational guidance, environment of education and self-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ropout intention.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s self-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which determine dropout intention through decision tre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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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학들은 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추세로 

학정원이 고교졸업생 수에 비해 2020년에는 35,000

명, 2025년에는 44,000명, 2030년에는 11,000명 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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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상되어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변화의 시기

에 당면하고 있다[1]. 한 학에 진학하는 학생 감소

에 따른 우리나라 학들의 교육환경 변화와 외국 학

들의 국내 진출로 인해 국내 학들은 더욱 더 경 의 

어려움이 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육의 질

에 한 사회  요구가 높아지고 학을 둘러싼 환경이 

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 

간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교육시장의 개방, 학

선택의 다양화, 정보의 성과 연계 정책 기조 등은 학

의 변화와 개 을 가속화시키고 있다[2].

재 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이나 계획과는 

무 하게 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입학 이후 학업지속에 부정 인 향을 미

치고 편입이나 재수 등의 형태로 연속 인 교육이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결과로 학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학업 단과 이동 비율은 차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3]. 

이 듯 과거보다 학 간 학생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학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

단을 감소시키기 한 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이

유는 신입생의 미충원  학업 단으로 인한 학내 학생 

자원의 유출은 학의 재정  안정성에 요인으로 

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질에 한 험요인이 

될 수 있다. 학의 학문 로그램의 질은 안정 인 등

록 환경으로 재학생 확보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 되므

로 매우 요하다. 

따라서 각 학에서는 학업을 단하는 학생들을 

방하기 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생들

의 일반 인 특성과 환경 인 만족도를 악하여 도

이탈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속

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을 두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만족도에 한 조사와 분석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 합리 인 학행정, 양질의 교육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 자료가 되며 궁극 으로는 

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토 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학업 단 발생비율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교육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한 

학생들의 학업 단 원인에 해 알아보고 합한 측

모형의 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업 단 방지에 유

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 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교육만족도 에서 학생의 학업 단 의

도에 한 연구로 강의 만족도, 학업지도 만족도, 취업

지도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 학생자신에 한 만족도

가 학업 단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에 따른 구체 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학년별, 학 별 만족도 차이는 어떠

한가?

둘째, 학생들의 학업 단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의 학생 만족도
학에서는 교육서비스 품질을 수요자인 학생들에 

의해 평가 받게 되며 학의 질은 교육서비스 품질 평

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품질 

평가는 학생의 만족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장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교실

에서 뿐 아니라 학교 졸업 이후의 삶 속에서도 더욱 더 

잘 응하고 보다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이란 학교라는 특정한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이 교사, 교수, 친구  선후배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 계 속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에 얼마만

큼 만족감을 느끼는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학교생활만

족은 개인의 주  으로 학교생활에 한 기 와 

실제 경험 간의 일치의 정도라고도 볼 수 있으며 하루

일과의 많은 시간을 학교내에서 보내는 학생들에

게 있어서 학생활 만족도는 더욱 강조 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학에서 학생이 기 한 교육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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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면 학생은 그 학에 한 자신의 태도를 

바꿀 것이고 결국 퇴를 하거나 편입 는 학교에 머

물러 있다 해도 그 학에 한 낮은 평가를 할 것이다[5]. 

2. 학업중단의도
학업 단은 학생이 재학 이던 고등교육기 에 

한 소속을 단한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 으로 학업

단의 범주는 크게 퇴학, 휴학, 출로 구분하고 있지만 

연구마다 그 범 는 조 씩 다르다. 퇴학은 자의든 타

의든 재학 이던 고등교육 기 을 완 히 떠나는 행

로 자퇴  제 이 해당되며, 휴학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잠시 학업을 단하는 것, 출은 다른 학교로 이

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학업 단은 일반 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것의 반 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도탈락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6].

학생들이 학업 단을 결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학문 인 측면으로 학업성과는 학생들의 학

업 단에 요한 향을 미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성공 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7]. 사회  측면과 환경 인 측

면에서도 학업 단에 향을 미친다. 선후배 계, 교수

와의 상호작용, 학내활동, 통학의 형태 등은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향을 미친다[8]. 한 개인  요인, 학

환경 요인, 학생활 요인이 학업 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3. 학생만족도 영역
3.1 강의 만족도
교수의 교수능력도 교육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

소 의 하나이다. 일반 으로 교수의 교수능력은 교육

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기 이다. 교육의 질은 교수의 

공지식과 강의에 한 열정, 강의의 수 , 교수의 학

업 성취도에 한 높은 기 , 학생들의 질문에 한 교

수의 반응,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등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

교수능력은 학습자의 수 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개

념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최신의 이론  지식과 경

험으로 학습자들의 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역량으

로 가장 요하다고 볼 수 있다[10]. 이 듯 학에서 

교수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구성, 교육방법  교육

평가의 실행을 담당함으로써 교육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성공 인 교육을 해 

교수자의 가르치는 능력은 매우 요한 핵심 인 능력

으로 간주되고 있다[2].

한 강의 만족도는 교수와 수강과목에 한 화 경

험, 교수로부터 교과목 선택에 해 지도 받은 경험, 교

수와 진로에 해 의견을 나  경험, 교수와 토론에 참

여한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진다[11][12]. 

3.2 학업지도 만족도
학생들에게 학과의 교수는 강의실 내에서는 공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에서부터, 강의실 

밖에서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학

생들의 각종 어려움을 들어주는 조언자 혹은 상담자로

서의 역할, 그리고 학교의 입장에서는 재학생의 유지와 

리라는 학사행정을 맡는 행정  역할까지 다양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13].

이 듯 교수의 역할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생들

이 학업 단을 결정하는 이유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이 수업만족도와 학교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14]. 장기 결석자를 상으로 심층 면담한 

결과 공과 성의 불일치 측면이 아니라 학생과 학과

교수와의 계 측면이 더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었다[15]. 이와 같이 학과교수의 학업지도 만족도 역시 

학업 단에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16]. 교

수와 학생 간의 형성된 신뢰는 학생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동기를 자극하게 되고 이는 향후 목

표  진로에 높은 향을 미친다[17].

3.3 취업지도 만족도
우리나라의 경우 학 진학률의 증가, 기업의 경력직 

선호, 소기업 취업 기피 상 등의 이유로 인해 청년

실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학생을 한 진로지도가 

사회 으로 실히 요구되고 있다[18].

직업가치 은 학령기 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직

업세계로 이행하는 마지막 교육과정인 학시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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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완성이 된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강조하는 

바와는 달리 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 취업, 진로 

련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

이 아니다. 학과 직업세계는 단 된 경로가 아니라 

학 재학 의 취업 비와 입직, 이직으로 이어지는 

연속 인 과정으로 이런 지속 인 경험을 통해 청년층

은 삶과 직업에 해 학습하게 된다[19]. 한 학에서 

공은 직무에 한 문 지식을 습득하고 일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공만족도는 개인

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한 기 와 비교하여 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단과정의 산물이다[20].

학교육 만족도와 직업만족도 사이에서 내재 ·외

재  직업가치 의 매개역할을 기 하는 것은 직업가

치 이 개인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단기 이 되고, 직업 선택 이후 직장생활 반에 걸쳐 

만족도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21]. 한 개인의 학교

생활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공과 일치하

는 직업으로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22]. 

3.4 교육환경 만족도
학교육 시설은 학교육 목표의 효과 인 달성을 

한 교육과정 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  조

건을 총칭하는 것으로 학교육과 역동 인 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23]. 학교교육의 물  환경, 즉 교육시

설은 교사, 교지  기타 부속시설과 그에 따른 설비들

을 총칭하는 것으로 학교시설을 포 한다. 이러한 교육

시설은 그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학업성취와 교육만족

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24].

Abdullah[25]는 고등교육 분야의 만족도 결정요인으

로서 학교육서비스의 품질을 교수, 시설과 재정을 포

함한 학명성, 교육 로그램, 학생에 한 배려, 근

성, 조교와 직원부분 등 6가지 역으로 구성하여 측정

하 다. 정주 [26]은 교육만족도를 크게 인 라 만족

도와 과정 만족도로 구분하 다. 여기서 인 라 만족도

는 주로 환경 인 면에서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

서 , 실습실, 식당 등 시설 인 면과 장학 , 해외 연수 

기회 등 학생 지원 제도  상담, 취업지원 로그램 운

 시스템, 행정서비스, 각종 학생 로그램에 한 만

족을 포함하고 있다.

3.5 학생자신에 대한 만족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단  이동 실태를 악

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활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서 학업을 단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3]. 학생활에

서 공에 몰입할수록 개인의 학교생활에 한 만족도

와 학  그리고 응수 이 높을수록 졸업 이후의 취업

률도 높아져 결과 으로 재 자신의 직업에 보다 만족

한다[27]. 학에 진학하면 자신이 원하는 공이나 수

강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수업 비나 공부

의 양도 스스로 조 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활은 개

인의 능동 이고, 독립 인 생활방식으로의 환을 요

구한다. 사회 인 측면에서는 주  사람들의 우와 기

가 달라지고, 인 계의 범 가 확장되고, 다양화됨

에 따라 원만한 계 유지를 한 응이 요구된다[28].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교육만족도 조사를 해 지방 소재의 J

학의 재학생 체 상으로 2015년 6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수강신청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

로 실시하 다. 설문 상 인원은 재학생 11,737명의 

80.34%에 해당되는 9,429명이 참여하 으며 이  모든 

설문문항에 해 동일한 답변을 한 설문결과의 경우 학

생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 다. 5  척도에 해당하는 모든 문항에 해서 

동일하게 응답한 응답자는 총 응답자의 23.1%에 해당

하는 2,181명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7,248명의 설문 

내용을 심으로 분석하 다.

학생들은 학년  해당 년도의 학 을 심으로 일차

으로 구분하 으며 학 의 경우 4.0이상을 4그룹으

로, 3.0이상 4.0미만을 3그룹, 2.0이상 3.0미만을 2그룹, 

0이상 2.0미만을 1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각 학

년 별, 2015학년 1학기 학  그룹별 변인들의 기술  통

계 값은 [표 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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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학 )

학년별 빈도 비율(%) 학 구간 비율(%)

1 1,646 22,7 837 11.5
2 1,838 25.4 1,544 21.3
3 1,777 24.5 3,670 50.6
4 1,989 27.4 1,197 16.5
계 7,248 100 7,248 100%

표 1. 학년 및 학점구간 별 응답 빈도

 

2. 측정도구
만족도는 교수강의, 학업지도, 취업지도, 교육환경, 

학생자신 5가지 변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으며 각 

변인의 평균  표 편차 신뢰도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으며 5가지 변인의 신뢰도(Cronbach α)값은 

사회과학 분야의 기  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아이템수 평균 표 편차 신뢰도
교수강의 4 3.528 0.745 0.912
학업지도 4 3.414 0.772 0.857
취업지도 4 3.270 0.769 0.891
교육환경 4 3.268 0.809 0.843
학생자신 4 3.337 0.714 0.803

표 2. 만족도 변인별 기초통계량 및 신뢰도

3. 자료분석방법
첫째, 학년 별, 학  구간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를 악하기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 다.

둘째, 학생들의 학업 단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 보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과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을 실시하 다. 

IV. 연구결과

1. 각 그룹 별 만족도의 차이
학년 별, 학  구간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악하기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 으며 분

석 결과 5가지 만족도 모든 면에서 1학년의 만족도가 

다른 학년의 만족도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

왔으며 학업지도와 취업지도의 경우 2학년의 만족도가 

4학년의 만족도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학 구간에 따라서는 교수강의, 교육

환경, 학생자신에 한 만족도가 학 구간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교수강의의 경우 학 이 

높은 학생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나 교육환

경의 경우 오히려 학 이 낮은 학생이 3.0이상 4,0미만

의 그룹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자신

에 한 만족도는 교수강의와 마찬가지로 학 이 높은 

학생이 학생자신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학년 평균 표 편차
F값/유의
확률

Scheffe

교수강의
1 3.621 0.732

10.920/
0.000** 1>2,3,42 3.523 0.733

3 3.492 0.755
4 3.503 0.772

학업지도
1 3.572 0.712 

31.490/
0.000**

1>2,3,4
2>42 3.423 0.731

3 3.354 0.801 
4 3.345 0.812 

취업지도
1 3.412 0.733 

26.646.0
.000**

1>2,3,4
2>4

2 3.284 0.724 
3 3.222 0.792 
4 3.195 0.813

교육환경
1 3.462 0.794 

41.532/
0.000** 1>2,3,42 3.213 0.782 

3 3.205 0.831 
4 3.227 0.826

학생자신
1 3.452 0.712 

20.428/
0/000** 1>2,3,42 3.333 0.683 

3 3.291 0.734 
4 3.290 0.721 

*p<0.05, **p<0.01

표 3. 학년에 따른 평균의 차이

종속변수 학 구간 평균 표 편차
F값/유의
확률

Scheffe

강의만족
1 3.473 0.818 

9.783/0.
000**

4>1,2,3
3>2

2 3.471 0.748 
3 3.538 0.722 
4 3.611 0.747 

학업지도
1 3.378 0.806 

2.527/0.
056 -2 3.388 0.760 

3 3.419 0.763 
4 3.458 0.792 

취업지도
1 3.270 0.829 

0.056/0.
982 -2 3.275 0.758 

3 3.266 0.756 
4 3.273 0.783 

교육환경
1 3.341 0.808 

2.927/0.
032* 1>32 3.278 0.787 

3 3.254 0.813 
4 3.249 0.823 

학생자신
1 3.286 0.769 

13.536/
0.000**

4>1,2,3
3>2

2 3.265 0.730 
3 3.349 0.696 
4 3.428 0.696 

*p<0.05, **p<0.01

표 4. 학점구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1168

학업 단 의도에 따른 각 만족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으며 교수강의, 학업지도, 취업지도, 

교육환경, 학생지도, 해당학기의 학 에서 학업 단 의

도의 유무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통계 으로 검

증했으며 반 으로 학업 단 의도가 없는 그룹이 만

족도의 평균이 학업 단의 의도가 있는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
단의도
유

(n=2875)

단의도
무

(n=4373)

단의도
유

(n=2875)

단의도
무

(n=4373)
교수강의 3.354 3.653 0.744 0.723 -16.388 0.000**
학업지도 3.202 3.554 0.784 0.732 -19.479 0.000**
취업지도 3.052 3.413 0.770 0.734 -19.915 0.000**
교육환경 3.073 3.396 0.808 0.783 -16.966 0.000**
학생자신 3.100 3.495 0.709 0.672 -24.256 0.000**
학점 2.973 3.134 1.138 1.096 -5.977 0.000**

*p<0.05, **p<0.01

표 5. 학업중단의도 유무에 따른 t-test

 

2. 학업 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들의 학업 단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 보기 해 만족도 설문의 학업 단의 의도가 있는지

를 물어보는 문항과 각 만족도와의 계를 분석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모형의 종속

변수는 학생의 학업 단 의도를 (1), 아니오(2)로 설

문을 하도록 하 으며 독립변수로는 5가지 역의 만

족도를 활용하 다. 

분석 결과 학업지도, 취업지도, 교육환경, 학생자신의 

만족도가 학생의 학업 단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자신의 경우 B값이 가장 큰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Hosmer와 Lemeshow검정을 통한 

합도 분석에서 유의수 (0.05)보다 큰 0.056의 합도

를 보 다.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학업 단

의도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변수로는 학생 자신들의 

학교 생활에 한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 나

무구조의 마디에서 학업 단의도가 가장 높은 노드는 

노드 18로 학생자신에 한 만족도가 2.250과 2.750사이

이고 취업지도에 한 만족도가 2.250보다 낮고 해당학

기의 학 이 3.5보다 낮을 경우 학업 단 의도를 가질 

확률이 81.2%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로 학

업 단의도가 가장 낮은 노드는 16노드로 학생 자신에 

한 만족도가 3.750이상이고 교수강의에 한 만족도

가 3.5와 4.5사이에 있을 경우 학업 단 의도가 가장 낮

은 18.8%로 나타났으며, 로지스틱분석 결과와 마찬가

지로 학생자신의 만족도가 각 노드를 결정하는 최상  

기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B S.E. Wald OR
95
% CI

유의
확률

교수강의 - - - 1 - -
학업지도 0.117 0.049 5.698 1.125 1.021-

1.239 0.017

취업지도 0.215 0.051 17.568 1.240 1.122-
1.371 0.000

교육환경 0.088 0.041 4.478 1.092 1.006-
1.184 0.034

학생자신 0.599 0.049 150.440 1.820 1.654-
2.003 0.000

해당학기학점 0.117 0.022 27.187 1.124 1.076-
1.175 0.000

모형의 카이제곱(자유도), 유의확률 665.251 0.000
Hosmer-Lemeshow 검정의 카이제곱, 유
의확률 15.029 0.059

표 6. 학업중단 의도에 따른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Ⅴ. 결 론 

본 연구는 교육만족도 설문을 통해 학생의 학업 단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교육만족

도 역인 교수강의, 학업지도, 취업지도, 교육환경, 학

생자신, 해당학기의 학 이 학업 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분석결과 학년 간의 만족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학년의 만족도는 모든 역

에서 2,3,4학년의 만족도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이는 1학년의 경우 신입생으로서 학의 

학업환경과 자유로운 분 기 등의 새로운 교육환경에 

한 기 와 이에 한 만족감으로 볼 수 있으며 학년

이 올라갈수록 학 생활에 응하면서 다른 학과의 

비교 등을 통해 학 생활의 만족도가 차츰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입생들의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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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업중단의도에 따른 의사결정나무

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한 학년에 따라 역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년에 따른 로그램 개발도 요구된다. 특히 취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장실습이나 취업을 

한 상담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학

에서는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이 교양교육과정 내

의 선택과목이나 취업지원센터 등의 비교과 로그램

으로 편성되어 소수의 극  학습자 일부에게만 제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이 최종직업교육기 으

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 심에서 학과

심의 교육과정 개편  운 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

며, 학생지원 활동을 보다 극 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재 학생들의 학업 단 의도에 한 악은 지방 

학의 주요한 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업 

단을 결심 했을 경우 학생들의 학업 단 의사를 상담

과 기타 지원 활동을 통해 바꾸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 리로 학생들이 학업 단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

을 분석하여 리  개선하는 것이 근본 으로 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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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업 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학생자신, 학교의 상 

 기타 환경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문제여서 

그 복잡도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만족도의 역  학이 학

생에게 제공하는 의 교수강의, 학업 지도, 교육 환

경 등의 요인보다는 학생 자신의 에서 자신에 한 

만족에 해당되는 명확한 진로의 수립 여부, 선후배  

동기와의 계 등이 학업 단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학업 단의 의도를 

높이지 않기 해서는 단순한 근의 학 서비스의 개

선  보다는 조기에 학생들의 진로 성 개발을 해 다

양한 진로 성 개발  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며 과거

에 학이 극 으로 지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었

던 역에 해당되는 학생활 부분에 있어서 학과 활동

을 극 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

을 발견하여 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사소통 로

그램이나 학 생활 방법 등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여 래 집단  선후배 집단과의 원활한 계를 극

으로 진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 은 학업 단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서 과거 연구를 토 로 이론  모형을 구

축하고 이를 증명하는 연구가 아니라 학 체 학생의 

교육만족도 분석 결과를 심으로 학업 단의 의도를 

악했다. 따라서 이론  배경을 통한 학업 단 모형이 

구체 이지 않고 다소 미흡하다고 지 할 수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과거의 만족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시

계열 인 분석과 별 모형 개발을 통해 학업 단 의

도가 높은 학생을 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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