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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육수요자와 대학 간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스템을 갖춘 만족도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의 실시과정에서 기인하는 불성실응답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성실한 응답을 유
도할 수 있는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S대학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강제적인 온라인 평가방식으로 인해 높은 
응답률은 얻었지만, 불성실한 일관적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조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조사방법의 개선을 
위해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대표성 있는 표본조사를 통해 일관적 응답패턴은 감소하였고 자료의 분포는 정규분포
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심층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파악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주제어 :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표본조사, 신뢰도, 검사-재검사, 정규성 검정, 급내 상관계수
Abstract  In order for the consumers of education and university to be mutually communicating well, 
satisfaction surveys with a correct system are essential. This study points out the causes for insincere responses 
found in the process of education satisfaction surveys while discussing possible methods to elicit sincere 
responses from the students. As a result of analyzing S University, it was observed that enforced online 
evaluation methods did have a high response rate but also monotonously insincere responses showed to have a 
high ration among them. A second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improve the research method after 
confirming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Study results sowed that through a representative sample survey, 
monotonous response patterns decreased and the data distribution satisfied normal distribution. Moreover,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arried out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ot causes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 Lastly, this study revealed the need of diversified attempts and research in order to secure reliability 
in education satisfaction surveys while proposing methods of improvement.

Key Words : Education Satisfaction Surveys, Sample Survey, Reliability, Test-Retest, Normality Test,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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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적 조사(scientific research)는 일반 현상 가운데

관계가있을것이라생각되는가설적인명제들을체계적,

통계적,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1]. 이는

조사자가 조사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

히 통제되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탐구과정은 동

일한 통제 상황 하에서 타인에 의해 조사되어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2].

최근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정부의 교육개혁정책 및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해지면서 대학들은 공급자 중

심에서수요자중심의교육체제로변화를모색하고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판단

하기위해서는학교에서제공하는교육서비스에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점을 도출하여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순환적 환류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조

사에관심을갖는주된이유는교육서비스향상을위해

마케팅개념을적극도입하여실제교육수요자의목소리

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대학교육에 만족하

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 이탈하는 상황을 사전

에 방지하기 위한 충성도 마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3]. 따라서 대학과 교육수요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교육서비스에대한만족도조사는양질의교육체제

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이러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S대학교는교육수요자중심의진정성있는성과

관리를 위해 2016년 12월 온라인 전수조사 방법으로 교

육수요자만족도조사를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이후본격

적인데이터검증결과자료의분포가특정점수대에편

중되어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고, 모든 문항에 똑같은

점수로 무성의하고 일관적 응답을 한 학생의 비율이

36.9%가 되었다. 연구자들은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성

적확인이전에필수적으로수행해야하는 2가지과업(교

육수요자 만족도조사와 강의평가)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유추하였다.

고등교육에서불성실한일관적응답과관련된연구의

대부분은 강의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인데[4,5,6], 그 연구

들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의 일관적 응답의

원인을찾을수있었다. 학생들은자신이수강한모든수

업에대해반복해서평정해야하는상황속에서짧은시

간에 성실하지 못한 응답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7,8], 온라인상에서학생들이 성적열람이전에수강과목

에대하여일괄적으로강의평가를진행하면서모든문항

에 동일한 평가점수에 체크하는 불성실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9,10]. 또한 평가를 대하는 태도가 무성의하여

일관적 응답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발

견되는데, 이는 대학의 형태와 수업의 유형과 무관한 현

상으로분석되고있다[11,12]. 이와같이강제적인평가방

식으로인해높은참여율은얻을수있지만모든문항에

대해 같은 번호로 무성의하게 응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분석 자료의 품질을 논하지 않은 채 고급통계

분석기법을적용하는것은 ‘Garbage in, Garbage out’ 이

라고 지적할 수 있다[13].

현재 S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은 만족도조사를 하

지않으면강의평가를할수없고, 강의평가를하지않으

면성적확인이불가능한강제적인평가방식을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프로세스로 인해 학생들은 모든 문

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데이터의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들

의 응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강제성이 오히려 학생의

설문 응답에 대한 피로를 증가시키고 무성의한 응답과

일관적응답의문제를발생시켜평가결과의근본적인타

당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본 연구는 S대학교의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사례를

토대로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의 실시과정에서 기인하

는오차의주요요인인무성의하고불성실한응답패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 요인들은 만족도점수의 신뢰

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수요자 만족도조

사를진행하고결과를환류하는전체적인과정에서신중

하게 활용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

고불성실하게일관적으로응답하는패턴의원인이조사

방법에의한것인지에대해서심층분석을하면서각대

학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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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만족도조사의 문제점
S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는 2016년 12월 12일

부터 12월 28일까지 17일간 S대학교의포털 시스템을통

해온라인으로진행되었고, 전체재학생 7,535명중 6,701

명(응답률 88.9%)이 응답하였다. 조사내용은 전반적 만

족도 및 인구통계변수 이외에 10개의 요인(교양교육, 전

공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학사제도,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시설, 행정서비스, 대학홍보, 문화공연, 취창업 프로

그램), 총 42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먼저 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얼마나 근접한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 검정(normality test)

을 실시한결과 kolmogorov-smirnov 통계량 0.105, 유의

확률 0.000으로 [Fig. 1]과 같이 정규분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리고전체응답자의패턴을살펴보니, 불

성실한 설문응답 태도라고 볼 수 있는 일관적 응답경향

이 전체응답자중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

적으로전체 42개의 문항에 1번만을선택한응답자는 35

명, 2번만을선택한응답자는 26명, 3번만을선택한응답

자는 896명, 4번만을선택한응답자는 471명, 5번만을선

택한 응답자는 1,04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관적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7].

[Fig. 1] Test: Satisfaction Survey

현재 S대학교는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와 강의평가

에참여한이후성적열람을할수있는프로세스로인해

응답자의불성실응답및일관적응답패턴이높아졌는데,

다음과같은문제점을발견할수있었다. 첫째, 교육수요

자 만족도조사 시스템에서는 일관적 응답패턴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기능(예: 비정상적으로 빠른 시간 내 응답

을 하는 경우 응답시간을 확인하여 이벤트 창을 띄우는

기능 등)이 없었다. 둘째, 전체 응답 중 일관적 응답패턴

이발견되었을때과연몇개의일관적응답을불성실응

답으로 처리할지의 여부, 그리고 비정상적인 빠른 응답

시간에대한정의등규정정립과내부적인합의가없었

다. 셋째, 무성의한응답으로인해객관성이결여된정량

적응답을보완할수있는정성적개방형응답부분에대

한세밀한분석과방법론에대한연구가부족하였다[15].

3. 재조사 연구 설계
2016년 재학생 대상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결과는

전년도에비해전반적으로만족도점수가상승하였다. 이

는 S대학교가양질의대학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 교육

수요자의 니즈를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갖추기위해노력하였음을증명한결과라고볼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분포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

고 응답자의 36.9%가 일관적 응답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조사

내용및방법의개선을위해재조사(Retest)를 실시할필

요가 있었다.

재조사를진행하기위해 2016년 교육수요자만족도조

사 당시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았던 2017년 신입생을 제

외한 2-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비례층화 표본추출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을 하였고, 2016년 조사

와동일한설문문항으로오프라인표본조사방식으로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교육수

요자 만족도조사의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의 개선을 위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3.1 재조사 표본추출 및 연구대상
대표성 있는 오프라인 표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모

집단 내의 모든 추출단위들의 표본 프레임인 학적부를

이용하여 단과대, 학부, 학년에 따른 비례층화 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R에서 랜덤 샘플을 추출

하기위한난수를만드는공식에초기시드 값을지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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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sample 함수를 통해 단순임의추출을 진행했다. 그리

고 같은 숫자가 두 번 나오지 않는 비복원추출을 위해

sample 함수에서 replace=FALSE로 지정했고, 재학생의

비율에비례하여표본을추출하기위해 prob파라미터를

이용하여가중치를지정했다. 이를통해최종 표본 210명

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3.2 연구방법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를 총괄하는 S대학교의 대학

교육혁신본부의 연구자들이 학적부를 통해 표본 추출한

210명의 명단을 해당 학과로공문 발송하였고, 재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표본조사에대한프로세스및유의사항을자세히설명하

였다. 설문지에는 응답시작 시간과 응답종료 시간을 체

크하도록 하였고, 엑셀에 코딩할 때는 데이터 유효성 검

사를 설정하여 입력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정규성 검정
자료의분포가정규분포에얼마나근접한지확인하기

위해 정규성 검정(normality test)을 실시한 결과

kolmogorov-smirnov 통계량 0.029, 유의확률 0.200으로

나타나 자료의 분포는 [Fig. 2]과 같이 정규분포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패턴을 살펴보니 전

체 42개 문항에 3번만을 선택한 응답자는 2명, 4번만을

선택한 응답자는 2명, 5번만을 선택한응답자는 1명으로

나타나 일관적 응답경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Retest: Satisfaction Survey 

4.2 급내 상관계수
2016년 온라인 전수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 중 오프

라인 표본 재조사에도 참여한 공통 응답자를 정확히 파

악하기 위해 학번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하였고, 그

결과 개인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학생은 총 177명이었

다. 이들을대상으로조사-재조사응답에대한반복성및

일치도를확인하기위해급내상관계수(ICC)를산출하였

는데[16], 두 응답들 간의 ICC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

177명 중 2016년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온라인 전수조

사 당시 모든 문항에 일관적 응답패턴을 보였던 71명을

다시추출하여급내상관계수를산출한결과마찬가지로

ICC는 낮게 나타났다.

Categories ICC(n=177) ICC(n=71)

General Education 0.392 0.237

Major 0.237 0.170

Extracurricular Activities Program 0.201 0.061

Academic Policies and Procedures 0.358 0.255

Learning Support 0.263 0.223

Facilities 0.310 0.036

Administrative Services 0.235 0.116

Promotion 0.261 0.115

Cultural Performance 0.332 0.275

Working Support 0.405 0.348

Satisfaction Index 0.351 0.225

<Table 1> Intra Class Correlation

이를 종합해보면 조사-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응답패턴은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재조사에참여한응답자들은 2016년 온라인전수조

사 당시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

하면 2016년 조사에 비해 재조사는 일관적 응답경향이

현저히줄어들었고, 자료의분포가정규분포를충족하였

기 때문이다.

4.3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재조사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심

층적인원인과해결방안을파악하기위해 2016년 온라인

전수조사와 2017년오프라인표본재조사에모두 참여한

재학생중 5명을섭외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를진행하

였다.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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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해 참석자의 소속은

겹치지 않도록배정하였다. 참석자 5명에 대한대략적인

정보는 다음 <Table 2>와 같다.

No College Grade Gender

A Arts & Humanities 4 Female

B Social Sciences 2 Male

C IT Engineering 4 Female

D Healthcare & Biotechnology 3 Male

E Korean Medicine 2 Male

<Table 2> FGI Participants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참여한학생들대부분이

성적을 확인하려면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와 강의평가

를필수로해야하는절차상어쩔수없이강제적으로설

문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데요, 강의평가하기도 바

쁜데 만족도조사까지 왜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

의평가기간이랑 겹치지않았으면좋겠어요.” (재학생 B)

둘째, 학생들은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의단점으로교

육수요자만족도조사실시 시기상쫓기는마음으로참여

하다 보니 문항 수가 많다고 느낀다는 점을 이야기하였

다. 그리고 학생들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고자 시행

된온라인조사방법을학생들은오히려불편하게느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을생각하면긴장이되요. 근데만족도조사를꼭

하려고 문항을 읽으면 너무 많고 길게 느껴져요. 꼼꼼히

읽고 성실히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솔직히 읽기

가 싫어요. 문항 수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재학생 E)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대충 찍어요. 과제

를 컴퓨터로 하다 보니 눈이 아파서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라고하면그냥다귀찮아요. 학과사무실에있는컴퓨

터로설문조사하다보면뒤에있는학생도많고해서초

조하니까 대충 찍어요. 아예 종이를 주고 하라고 하셨으

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나마 집중해서 문제를 읽고 답할

것 같아요.” (재학생 A)

셋째, 학생들은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의 목적과 결

과, 그리고 환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이에 대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를 바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의목적에대해잘 몰라요. 그

러다보니 이걸 왜 꼭 해야 하는지, 이걸 해서 학교가 어

떻게 달라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재학생 C)

“조교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설문조사를 하면 학교

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설문

조사에 참여하긴 했는데요, 학교의 뭐가 좋아졌다는 건

지알수가없어요. 뭐가좋아졌거나새로생겼으면페이

스북이나 대나무숲 같은 곳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학생 D)

5. 결론 및 제언
대부분의 대학교는 매년 또는 학기별로 실효성 높은

교육수요자(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산업체등)를 대상으

로만족도조사를통해대학사업의실질적인성과를파악

하고경쟁력을강화하고자한다. 이를위해조사설계, 설

문항목 개발 및 수정, 통계분석, 결과 활용방안 제언 등

조사결과의활용도를높이고자부단한노력을하고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언급된 불성실한 응답에 대한 데이

터 정제 및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홈페이지에 공

개된 타 대학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및 교육수요자 만

족도조사내부규정을살펴보았지만이부분에대해언급

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고등교육에서일관적응답과관련된선행연구는강의

평가 분야가 주를 이룬다. 강의평가의 일관적 응답에 대

한대부분의연구는온라인방식의강제적인강의평가방

식과 학생들의 불성실한 응답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수요자와 대학과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을 위

해서는 올바른 시스템을 갖춘 만족도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 S대학교의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사례를통해각고등교육기관별특성을반영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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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요자만족도조사 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

각적인 시도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 신장방안에 대해 설문조사 방법 및 문항

에 대한 신뢰도, 응답자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로 나누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설문조사방법및문항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

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S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의경우처

럼 강제적인 시스템 절차에 따른 전수조사는 학생들이

불성실하게 점수를 매기는 방식의 평가를 하는 비율을

높게 하여 자료의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 따라서 조사방법을 대표성 있는 표본조

사로변경하고표본오차를줄이기위해체계적인표본추

출방법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외생변수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표본조사 시

동일한장소에서동일한설문조사진행요원이조사를진

행하여야하며, 반드시사전에교육을받아야한다. 설문

조사 진행요원은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교육수요

자만족도조사에대한안내및성실한답변을하도록설

득하는 등 체계적인 조사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표본조사 시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 무응답

및 일관적 응답의 데이터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

관적응답의데이터에대한구체적인정의를내부적으로

규정화하여야 한다. 또한 유효성 측정문항(앞 문항과 반

대되는 문항)을 삽입하여 두 문항의 응답분포가 반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

해결과분석후환류하는과정을거치고있다. 하지만대

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설문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특정

시기에 여러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고, 설문조사에

대해 거부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교

내의각종설문조사와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실시일정

이겹치지않도록연중조사일정을고정함으로써 시기에

따른 편의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만족도조사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응답자 대상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성

실하게응답한참여자를대상으로보상(rewards)을 제공

하여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발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기유발을 위해 제공하는 설문조

사의 보상의 경우 보상의 종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결과의비공개는조사의

취지를무색하게하는것으로자료의신뢰성을떨어뜨리

며, 정보의 생략과 더불어 결과공개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만족도조사 결과를 교육수요자에게 알림으

로써대학과구성원간에소통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

고, 교육 품질개선을 위한 대학의 지속적인 노력을 공감

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게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의특성을고려하여유의미한결과를도출하여

양질의 대학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대학교는자체주요평가준거인교육수요자만

족도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통해 교육서비스

개선, 대학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학 발

전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교

육수요자만족도조사가각고등교육기관별특성을반영

하여타당성과신뢰성을모두갖춘설문조사로서의기능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의 타당성

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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