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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체육계열 학과 학생들의 중도탈락요인, 조직신뢰, 전과의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
다. 4년제 6개 대학교의 체육계열 학과 480명의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검증
을 위해 구조방정식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중도탈락요인의 학문적 영역, 사회적 영역, 환경적 영
역은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도탈락요인과 전과의도의 관계에서는 학문적 영역만이 전과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영역 및 환경적 영역은 전과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조직
신뢰는 전과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조직신뢰는 학문적 영역과 전과의도 사이에서 부
분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적 영역 및 환경적 영역과 전과의도 사이에서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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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dropout, organizational trust, and intention to transfer in 
the department affil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480 students in the department 
affil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from 6 institutions of a 4-year university located in Seoul, Gyeonggi-do, 
Incheon, and ChungChong-do. For the research model analysi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bootstrapping 
were conducted. Results indicated that the academic domain, the social domain, and the environmental domain 
of dropout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trust. But the only the academic domai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ropout and intention to transfer affected intention to transfer positively. The social domain and the 
environmental domai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intention to transfer. Moreover, organizational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transfer. Finally, organizational trust partially mediated the path between 
the academic domain and intention to transfer. It fully mediated the paths between the social domain and the 
environmental domain and  intention to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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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부는 2014년 12월 24일 「2015년 학 구조개  

평가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평가지표를 발표하

다. 이 계획의 추진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에 비하고 고

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한 것이다[1]. 그에 따라 2015

년 8월 31일 학 구조개  평가결과를 발표하 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4년제 16개 학과 문  21개 학이 

2016학년도 학자  출 제한 학으로 평가되었다[2]. 교

육부(2015)에 따르면, 구조개 의 취지는 학이 “ ·내

외  여건 변화에 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구심 으로 역할을 지속 수행하는데 있다”[2]고 하 다.

학 구조개 은 고등교육의 질  개선에 근본 취지

를 담고 있는 반면 학 입장에서는 재정제한뿐만 아니

라 존폐의 기에 처할 수 있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외

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 지속 인 경기침제로 인

한 졸자의 극심한 취업난과 고등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한 부재는 학생자퇴와 상 학으로 옮겨가려는 상

으로 이어지고 있다[3]. 이러한 외 인 변화에 고등교

육기 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에 하나는 학

구조개  1단계 평가지표에 학생 충원율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우선 고등교육기 들은 외 인 변화에 응하기 

해 기  내부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각 학과들은 학생

유치와 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높이기 해 지도교수와

의 주기 인 상담과 복수 공  부 공 규정 완화와 같

이 다각 으로 애쓰고 있다. 즉 거시  에서 학교는 

학생의 이탈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미시  에서 학과

는 타 학과로의 과  타 학교로의 이동에 한 해결방

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직원의 이탈  이직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과 채용 후 신입직원의 교육  기 정착에 한 경제  

손실을 래하며 더 나아가 다른 구성원의 소속감을 

하시키고 이직에 한 심리  동요를 유발시킨다[4, 5].  

Mobley[6]는 이직의 부정  결과에 해 Ulrich, 

Halbrook, Meder, Struchlik, Thorpe[4]과 Silverthome[5]

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더 구체 으로 덧붙여 설명하

다. 이직은 조직에 련비용발생, 의사소통구조의 괴, 

문인력 손실이라고 하는 결과를 래하며 잔류구성원

에게는 응집, 몰입, 직무만족도 감소와 직무 양의 증가를 

유발시킨다. 한 이직자 자신에게는 새로운 직무환경 

응에 한 스트 스, 승진기회의 축소, 인 계 손실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은 학기 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학생이탈은 신입학 형 시행  홍보비용과 학교·학과 

오리엔테이션  산시스템구축비용 그리고 장학 지

 등에 한 경제  손실의 결과를 래하며 학과에 만

족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이탈과 과에 한 생각을 더 

한층 자극시킨다. 각 고등교육기 은 외 으로 개 의 

변화에 응하고 내 으로 발생하는 문제 을 최소화

하기 해 학생이탈 상에 한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해

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의 가장 기본단 인 학과에서 

나타나는 학생이탈의 기 상인 학생 과의도에 한 

원인을 악하고자 한다. 학생이탈의 기문제에 한 

근을 시작으로 거시  문제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최진호[7]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과에 한 개인  기

가 낮거나 교육지식 제공의 질  하 는 학과 망

의 불확실성을 인지할 때 과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

다. 한 지속 인 학업유지의 의지는 학생이 소속된 기

의 학문  요인에도 향을 받는다고 하 다[8].

의 최진호[7]와 Walker[8]의 주장을 토 로 과의

도의 요 측변인을 노혜란과 최미나[3]의 연구에서 

추측할 수 있었다. 노혜란과 최미나[3]는 고등교육기  

학생의 도탈락요인에 한 실증  근을 통해 학생 

유치  재학생 유지를 한 근본원인을 조사하 다. 그

들은 도탈락요인을 개인  역, 학문  역, 사회  

역, 환경  역으로 구분 짓고 각 역의 향력을 분

석하 다. 따라서 최진호[7]와 Walker[8]의 제안과 더불

어 이 연구에서 노혜란과 최미나[3]의 도탈락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측하는 것은 과의도의 사실  원인을 

밝 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단된다.

최근 졸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졸업을 유

하는 학생들이 국에 2만 5천명에 이른다고 한다[9]. 이

는 졸업유  비용의 경제  부담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시 졸업 정자보단 졸업자의 상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

을까 하는 우려에서 선택하는 학생들의 최후의 유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난의 실 속에서 학생들은 망

감과 패배감을 느끼며 학과의 경쟁력과 비 에 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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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에 빠져든다. 조직을 향한 불신은 구성원의 조직이

탈[10]로 이어지며 구성원의 부재는 조직의 정체성에 혼

란을 주는 험한 상황을 래한다.

이정훈, 배철효, 이민형[11]과 Mishra[12]는 조직 내외

의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존폐의 결정  기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는 기를 극복하고 지속  안정을 

유지하는데 으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하 다. “신

뢰는 일반 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나 조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11]. 

박정교[13]는 학문  역에서 학생의 조직신뢰가 학

과의 업무수행에 효과성을 높이는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다시 말하면, 학과를 향한 높은 신뢰감을 나

타내는 학생들은 개인  비 과 목표가 뚜렷하여 학과가 

지향하는 조직목표에 도달하는데 핵심  결정요소로 작

용한다[13]. 

조직신뢰는 조직성과에 주요한 향[14, 15, 16]을 끼

칠 뿐만 아니라고 구성원의 조직이탈에도 요한 요인

[11, 10]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조직신뢰와 

학생 과의도의 계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

다. 한 조직신뢰의 매개  역할을 규명한 많은 연구들

[17, 18, 19]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도탈락

요인이 조직신뢰를 매개로 과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체육계열 학과 학

생들을 상으로 도탈락요인이 조직신뢰와 과의도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며 제안될 연구 가

설들의 구조를 통해 도탈락요인과 과의도의 계에

서 조직신뢰의 매개  역할에 한 분석 한 실시하고

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체육계열 학과 학생들의 학과이

탈 원인을 악하여 고등교육기 들이 내·외 인 환경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의 목 과 필요성, 그리고 이론  배경을 

토 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Fig. 1]과 같이 연구가설을 

모형화 하 다.

가설 1: 도탈락의 일반  역은 조직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도탈락의 학문  역은 조직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도탈락의 사회  역은 조직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도탈락의 환경  역은 조직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도탈락의 일반  역은 과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도탈락의 학문  역은 과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도탈락의 사회  역은 과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도탈락의 환경  역은 과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조직신뢰는 과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조직신뢰는 도탈락의 일반  역과 과

의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11: 조직신뢰는 도탈락의 학문  역과 과

의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12: 조직신뢰는 도탈락의 사회  역과 과

의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13: 조직신뢰는 도탈락의 환경  역과 과

의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Fig. 1] Hypothesized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에 소재하고 있

는 4년제 6개 학교의 체육계열 학과 485명의 학생을 연

구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표집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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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Question
Component

1 2 3 4 5

Organizational 

trust

Trust of professor's fair treatment .790

Professor's forgiveness on mistakes .769

Professor's friendliness .757

Professor's support on learning .723

Trust of professor and assistant .698

Professor and assistant’s efforts on improving student’s welfare .688

Trust of professor and assistant's decision .646

Trust of professor and assistant’s statement .608

Unbiased discussion about learning problems with professor .576

Intention to 

transfer

Efforts to use knowledge content .835

Possibility of using knowledge content .828

Preparation for applying the training content .672

Social domain

Satisfaction with school culture .813

Satisfaction with club culture .802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culture .740

Environmental 

domain

Satisfaction with employment support service .847

Satisfaction with learning support service .832

Satisfaction with student support service .776

Academic domain

The accordance of desired job with major after graduation .859

Overall satisfaction in major .787

Contribution of major field’s knowledge in intellectual and 

technical development 
.492

Eigen value 5.052 2.634 2.623 2.593 1.985

Variance(%) 24.057 12.545 12.493 12.349 9.451

Cumulative variance 24.057 36.602 49.094 61.444 70.895

Cronbach’s α .917 .860 .839 .885 .768

<Table 2> Factor analysis and Internal consistency

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자기

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

록 하 다. 

무응답치가 발생한 문항은 ‘회귀분석에 의한 교체방

법’[20]으로 처리하 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료화 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480(98.9%)부에 해 데

이터 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Sex

Male 307 64

Female 172 35.8

Missing data 1 .2

Grade

1 Year 143 29.8

2 Year 127 26.5

3 Year 112 23.3

4 Year 96 20.0

Missing data 2 .4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2.2 측정도구 및 타당성

학생의 학과이탈 상을 분석하기 해 노혜란과 최

미나[3]가 개발한 도탈락 향요인을 사용하 다. 이 

측정도구는 일반  역 4문항, 학문  역 8문항, 사회

 역 6문항, 환경  역 10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신뢰는 Scott[21]에 의해 개발되고 수정된 신뢰 

측정도구를 이용하 으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의 과의도는 Gegenfurtner[22]의 연구에서 사

용된 intention to transfer 3문항을 이용하 다.

인구통계학  문항을 제외한 설문문항의 응답은 1(

 그 지 않다)∼5(매우 그 다)의 Likert-5  척도로 

측정하 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확보를 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 (varimax)으로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Table 2>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요인 재량의 기 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들[23]과 해

당 하 요인으로 묶여지지 않는 요도가 낮은 변수들은 

제거[20]되었다. 그 결과 일반  역은 도탈락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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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정확하게 인지되지 못하여 변인자체가 제거 되

었으며 학문  역 3문항, 사회  역 3문항, 환경  

역 3문항, 조직신뢰 9문항, 과의도 3문항으로 요인들이 

분석되었다. 조직신뢰는 최  2개의 하 변인으로 구성

되었지만 연구 목 에 맞게 총합척도(summated scale)

로 단일 합성수치(composite measure)화하 다[20]. 

Cronbach’s α로 신뢰성을 검토한 결과 .768∼.917로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e)이 입증되었다.

2.3 자료 처리

조사 상의 빈도분석, 기술통계,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상 계분석 그리고 내 일 성 검증을 실시하 다.

제안된 연구모형의 검증을 해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합성 확인을 해 구

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분석하 다. 

한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통해 간 효과를 

검증하 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3>과 같이 모든 변인들 간에 상 계(.429

∼.632)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공선성의 문제

는 발생하지 않았다.

3.2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4>에서처럼,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는 χ
2=654.218(df=179, p=.001), GFI=.875, AGFI=.839, 

NFI=.897, TLI=.909, CFI=.922, RMSEA=.074로 Hair, 

Black, Babin, Anderson[24]이 제시한 권고치 .8∼.9 이상

과 RMSEA, RMR 의 경우 .05~.08 이하로 수용가능하다.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과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증하기 해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분석

하 다. 개념신뢰도는 .7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는 .5 이

상으로 측정모형은 합하다고 할 수 있다(<Table 4> 

참조). 한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각 요인

사이에 구한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 계의 제곱

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Variable
Social 

domain

Environm

ental 

domain

Academic 

domain

Organizat

ional 

trust

Intention 

to 

transfer

Social 

domain

Environ

mental 

domain

.503**

Academic 

domain
.553** .461**

Organiz

ational 

trust

.584** .583** .563**

Intention 

to transfer
.531** .429** .632** .557**

Mean 3.53 3.20 3.38 3.35 3.68

S.D .64 .58 .59 .68 .68

**p<.01

<Table 3> Correlation, Mean and Standard deviation

3.3 가설 검증

제안된 연구모형의 검증분석결과(<Table 5> 참조), 

확인  요인분석과 동치모형(equivalent model)으로 χ
2=654.218(df=179, =.001), GFI=.875, AGFI=.839, 

NFI=.897, TLI=.909, CFI=.922, RMSEA=.074, “통계  분

석에 한 근거보다는 이론  근거에 기 할 수밖에 없

다”[25].

요인분석을 통해 도탈락의 일반  역은 제외되었

기 때문에 가설 1, 가설 5, 가설 10은 분석되지 않았다.

가설 2 ‘ 도탈락의 학문  역은 조직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185(t=3.905, p=.001)

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 도탈락의 사회  역은 조직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365(t=6.782, p=.001)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 ‘ 도탈락의 환경  역은 조직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372(t=7.550, p=.001)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6 ‘ 도탈락의 학문  역은 과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406(t=7.216, p=.001)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7 ‘ 도탈락의 사회  역은 과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114(t=1.888, p=.059)

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8 ‘ 도탈락의 환경  역은 과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079(t=1.475,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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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factor Estimate S.E.
Construct 

reliability
AVE

Academic domain

The accordance of desired job with major after graduation .697 .496

.827 .620
Overall satisfaction in major .892 .143

Contribution of major field’s knowledge in intellectual and 

technical development 
.645 .398

Social domain

Satisfaction with school culture .867 .197

.851 .657Satisfaction with club culture .741 .443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culture .797 .367

Environmental 

domain

Satisfaction with employment support service .894 .138

.923 .801Satisfaction with learning support service .900 .117

Satisfaction with student support service .759 .288

Organizational 

trust

Trust of professor's fair treatment .778 .345

.936 .617

Professor's forgiveness on mistakes .743 .337

Professor's friendliness .707 .398

Professor's support on learning .741 .312

Trust of professor and assistant .826 .273

Professor and assistant’s efforts on improving student’s welfare .785 .274

Trust of professor and assistant's decision .727 .324

Trust of the professor and assistant’s statement .729 .311

Unbiased discussion about learning problems with professor .644 .469

Intention to transfer

Efforts to use knowledge content .814 .183

.916 .784Possibility of using knowledge content .882 .142

Preparation for applying the training content .780 .238

χ2=654.218(p=.000), df=179, GFI=.875, AGFI=.839, NFI=.897, TLI=.909, CFI=.922, RMSEA=.074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Hypothesis Path
Total analysis Standardization indirect 

effect size

Hypothesis 

testingEstimate C.R(t)

11

Academic domain → Organizational trust .185 3.905***

.051, p=.007<α=.01 AdoptionOrganizational trust → Intention to transfer .276 4.194***

Academic domain → Intention to transfer .406 7.216***

12

Social domain → Organizational trust .365 6.782***

.101, p=.005<α=.01 AdoptionOrganizational trust → Intention to transfer .276 4.194***

Social domain → Intention to transfer .114 1.888

13

Environmental domain → Organizational trust .372 7.550***

.103, p=.012<α=.05 AdoptionOrganizational trust → Intention to transfer .276 4.194***

Environmental domain → Intention to transfer .079 1.475

***p<.001

<Table 6> Indirect effect and Mediating effect trough Bootstrapping

Hypothesis Path Estimate S.E. C.R.(t)
Hypothesis 

testing

2 Academic domain → Organizational trust .185 .041 3.905*** Adoption

3 Social domain → Organizational trust .365 .040 6.782*** Adoption

4 Environmental domain → Organizational trust .372 .047 7.550*** Adoption

6 Academic domain → Intention to transfer .406 .049 7.216*** Adoption

7 Social domain  → Intention to transfer .114 .045 1.888 Rejection

8 Environmental domain → Intention to transfer .079 .052 1.475 Rejection

9 Organizational Trust → Intention to transfer .276 .066 4.194*** Adoption

χ2=654.218(p=000), df=179, GFI=.875, AGFI=.839, NFI=.897, TLI=.909, CFI=.922, RMSEA=.074

***p<.001

<Table 5> Research hypothesis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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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9 ‘조직신뢰는 과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276(t=4.194, p=.001)로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은 간 효과에 한 가설검증결과이다.

가설 11 ‘조직신뢰는 도탈락의 학문  역과 과

의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는 표 화 간 효과 크기 

.051(p<.01)로 간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가설 12 ‘조직신뢰는 도탈락의 사회  역과 과

의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는 표 화 간 효과 크기 

.101(p<.01)로 간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가설 13 ‘조직신뢰는 도탈락의 환경  역과 과

의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는 표 화 간 효과 크기 

.103(p<.05)로 간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 계분석을 한 공분산 결과

<Table 7>처럼, 학문  역과 사회  역은 공분산 

.275(p<.001), 학문  역과 환경  역은 공분산 

.163(p<.001), 사회  역과 환경  역은 공분산 

.255(p<.001)로 나타났다.

Latent factor Estimate S.E C.R(t)

Academic domain ↔ 

Social domain
.275 .036 7.551***

Academic domain ↔ 

Environmental domain
.163 .026 6.282***

Social domain ↔ 

Environmental domain
.255 .031 8.132***

***p<.001

<Table 7> Covariance analysis result

[Fig. 2]는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를 나타낸다.

[Fig. 2] Research Model

4. 논의

학생이탈 상은 개인, 사회, 환경의 내·외  작용으로 

인한 복잡한 양상을 띤다[26]. 이 연구 결과에서는 학문

 역에서 만족하는 학생들은 학과에 한 신뢰도가 

높았다. 즉 선택한 공이 개인이 희망하는 직종과 깊은 

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공으로부터 개인  지식습

득과 기술발달에 도움을 받는다고 믿는 학생들은 학과와 

교수진에 한 신뢰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진호[7]

의 연구에서 밝 진 결과와 직 으로 유사한 내용이다. 

공수업으로부터 지식내용에 만족하고 학과에 한 가

치를 높게 평가하는 학생들은 조직신뢰도 보다 한층 더 

높은 학과 애착심을 보 다. 따라서 체육계열 학과 학생

들의 공교육수 의 질  향상과 명확한 학과목표 제시, 

그리고 공우수성의 미래비 은 반드시 학과에서 요

하게 정립해야할 사항들이다. 그러므로 학과차원에서 

임교수들의 공에 치우쳐있는 교과과정의 폭 넓은 개편, 

세계 스포츠 추세에 맞는 단기· 기·장기 인 학과목표 

수립과 주기 인 동향 악, 체육 공과 련된 다양한 

분야의 산학 력체결 노력 등이 꾸 히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이 연구에서 체육계열 학과 학생들은 체 으로 학

과 내에서 사회  유 계가 좋으며 학교, 학과, 동아리 

문화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비록 해마다 학기 

에 체육 련 학과에서 선·후배사이의 ‘군기잡기’, ‘구

타’, ‘가혹행 ’ 등이 발생하며 사회 으로 이슈화 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학내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조직의 사회  문화에 정

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그가 속한 조직이 학생 개

인에게 합리 인 처우를 하며 정 인 행동을 할 것이

라고 기 한다. 이는 김수연[2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 따라서 구성원의 신뢰를 높이기 해서는 지도교

수  학과선배로서 친근감을 주며 개인  사정에 한 

존 , 그리고 워크의 요성을 인식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상호 간의 우호 계유지 노력은 사회  문화

를 굳건히 다지는데 가장 필수 이다.

한 학생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즉 학생지원, 취업지

원, 학습지원과 련된 사항들도 학과를 신뢰하는 요

한 요인들로 작용했다. 학습지원 서비스차원에서 지도교

수와의 학업문제에 한 자유스러운 논의나 학업문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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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시 지도교수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에 따른 문제해

결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  학과를 신뢰하고 지도교수 

 학과 교수를 신뢰하는 결과를 래한다. 그리고 학업

과 련된 결정상황에 직면할 때 학과 교수  조교가 제

시하는 결정 사항에 해 옳다고 믿고 따른다. 더 나아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 취업정보 제공, 취업매칭 로

그램운 , 련기업 인사담당 특강 등의 노력 등도 학생

의 학과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요한 략방안들이 될 수 

있다.

도탈락요인과 과의도의 계에서는 학문  역

만이 과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생의 공에 한 반  만족과 공졸업이 취업

과 한 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과지식에 

한 활용의지와 믿음, 그리고 교육지식내용을 활용할 

비와 연 되어 있다. 학문  만족은 재 선택한 공을 

지속 으로 공부하겠다는 의지에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 만족으로 인해 과의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재학생  졸업생에게 불안 심리를 불러일으키며 미래에 

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의 망과 장래성의 의심에

서부터 시작되는 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고등교

육기 의 인 자원 개발 에서 학교 심보다는 학과

차원의 교육과 교과과정 개편, 그리고 취업을 한 시스

템 운 이 필요하다는 노혜란과 최미나[3]의 주장과 일

맥상통한다.

조직신뢰와 과의도의 계는 학과 교수진과 학과를 

향한 학생들의 신뢰수 에 따라 과의도의 정도도 달라

질 수 있다고 나타냈다. 지도교수와의 계 신뢰성과 학

과행정실행의 높은 믿음은 학과를 떠날 의지를 최소화 

시키며 공의 믿음과 신뢰로 이어진다. 이 결과는 

배와 김석 [10]과 장림, 서효민, 장경로[19]의 연구들과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신뢰는 도탈락요인 학문  역과 

과의도의 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문  역이 학생의 과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생의 학과신뢰를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  역  환경  역과 과의도의 계에서

는 이 두 도탈락요인들이 과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직신뢰는 이 두 계에서 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학생들이 

사회문화  유 감이 좋고 지원 서비스에 해 만족한다

고 할지라도 그들의 학과에 한 신뢰가 존재할 때만이 

공에 한 지속 인 학업의지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조직신뢰의 매개역할 분석은 이재훈과 최익 [28]의 조

직 상호작용 공정성과 이직의도의 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역할에 한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5. 결론 및 제언

체육계열 학과 학생들의 도탈락요인, 조직신뢰, 

과의도 계를 분석하여 고등교육기 이 내·외 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응하고 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첫째, 도탈락요인의 학문  역은 조직신뢰에 정

인 향을 미쳤다. 학생들이 인지하는 공의 문성

과 비 은 학과에 한 신뢰로 이어지는 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도탈락요인의 사회  역은 조직신뢰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소속된 조직의 문화에 한 만족은 

그 조직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

셋째, 도탈락요인의 환경  역은 조직신뢰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조직으로부터 구성원들이 제공받는 

주요핵심 서비스 외에 물리 인 2차 서비스 한 조직신

뢰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요인이다.

넷째, 도탈락요인의 학문  역은 과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망과 발  가

능성은 공을 바꾸고 싶은 의지를 감소시킨다.

다섯째, 도탈락요인의 사회  역은 과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과문화와 사회  유 계는 학

과를 바꾸고 싶음 마음에 향력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

지 않았다.

여섯째, 도탈락요인의 환경  역 한 과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물리  환경과 서비스, 그

리고 무형의 지원 서비스 한 학생의 과의도에는 의

미가 없었다.

일곱째, 조직신뢰는 과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

다. 지도자 신뢰와 학과 신뢰는 학생이 공을 바꾸고 싶

은 마음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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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탈락요인과 과의도의 계에서, 조

직신뢰는 학문  역과 과의도사이에서 부분매개 역

할을 하 으며 사회  역  환경  역과 과의도 

사이에서는 완 매개 역할을 보 다.

의 결과는 고등교육기  학생들의 이탈 상  

과의도는 공교육의 질  하, 혹독한 취업시장의 인

지, 공 비 의 요성 등을 학생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

다 김수연[26]의 주장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 학문  

만족에 한 제가 우선 되어야 학생의 유지  리가 

성공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학생입장에

서 교수진의 신뢰와 학과 신뢰가 두텁게 쌓일 때 비로소 

공에 한 지속 인 학업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드러내고 있다.

먼 , 도탈락요인을 4가지 역으로 한정하기에는 

더 사실 인 요인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내신

과 수능성 에 따른 학  학과 선택, 상 학으로 진

학희망, 학의 사회  평  등의 요인들이 어쩌면 더 

실 인 이탈과 과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실

인 사실을 밝 내기 해서는 체육계열 학과 학생들을 

심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상황을 더 구

체 으로 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이 연구의 결과가 고등교육기 의 반 인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이 소재하

고 있는 지역  특성과 학규모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

하여 그 고등교육기 의 상황에서 사실 인 원인을 규명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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