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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배경 및 목적
경운대학교가 제공하는 대학만족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교육수요자 및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신뢰성 있는 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함
으로써 대학만족도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교육 환류체계가 원활하기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고자 한다. 
 

[그림 1-1] 경운대학교 대학만족도 운영 체계

2.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및 방법

① 조사대상 : 경운대학교 재학생 4개 대학, 26개 학과
②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③ 표본추출방법 : 쿼터에 따른 학과별/학년별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1.41%p
④ 조사기간 : 2020년 12월 14일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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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분석 방법 : 빈도분석, 평균 분석, 평균차이 검증(t), 상관분석, 분산분석,
              IPA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다중회귀분석 등

2) 조사 절차 및 일정
구   분 키스톤씨지 경운대학교 최종 산출물 세부일정

조사
기획

조사 계획 수립 조사 프로세스 작성 조사 방식 검토 11월 30일

설문지 설계　 12월 01일 ~ 12월 08일

　

설문 내용 협의 설문영역 확정 분석방향 도출 분석방향 도출 12월 01일

1차(안) 도출 분석 방향 문항 설계 1차(안) 확정 설문지 1차(안) 12월 02일 ~ 12월 03일

2차(안) 도출 기존 설문지 수정/보완 2차(안) 확정 설문지 2차(안) 12월 04일 ~ 12월 06일

최종 도출 최종 문항 구성 최종본 확정 설문지 최종본 12월 07일 ~ 12월 08일

실사
준비

조사도구 제작　 12월 07일 ~ 12월 11일

　

온라인 진단 TOOL 제작 문항 탑재 문항 검토 온라인진단 URL 12월 07일 ~ 12월 08일

재학생 배부 계획 수립 학교 측 협조 요청 배포 계획 수립 12월 09일

조사대상 리스트 확보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교사)

리스트 요청 리스트 제공 조사대상 리스트 12월 10일 ~ 12월 11일

실사

실사 진행(e-mail, 전화, fax 등) 12월 12일 ~ 12월 30일

　

설문지 사전 테스트 FGI 병행 실시 응답자(60명) 12월 12일

재학생 설문 배포 온라인 진단 URL 안내 학과별 응답자 12월 14일

재학생 설문조사 종료 설문 결과 회수 응답자(2,226명) 12월 30일

졸업생/산업체/교사 조사 실사 진행 회수 설문지 12월 14일 ~ 1월 8일

학부모 조사 실사 진행 회수 설문지 12월 14일 ~ 1월 8일

자료
처리

데이터 검증 및 보완조사 1월 04일 ~ 1월 08일

　

데이터 편집 및 코딩 데이터 편집/코딩 　 입력데이터 1월 04일 ~ 1월 05일 

데이터 검증 데이터 확인/검증 　 　 1월 06일 

데이터 클리닝 오류 데이터 조사 　 로데이터 1월 07일 ~ 1월 08일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월 11일 ~ 1월 22일

　

통계분석 최종데이터 통계분석 　 기초 통계테이블 1월 11일 ~ 1월 15일

조사보고서 프레임 구성
주요 안건 관련 카테
고리화

검토 보고서 프레임 1월 18일

조사보고서 작성 기술 분석 1월 18일 ~ 1월 24일

서면보고 보고서 초안 제출 1차 서면보고 보고서(초안) 01월 25일

보고서
발표

보고서 설명회 보고서 설명회 워크숍 주관 보고서(수정본) 협의 (대학 일정 고려)

수정 및 보완 검토의견 반영 검토 보고서(수정) 01월 26일 ~ 30일

최종보고 최종보고 2차 서면보고 　 최종보고서(책자)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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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내용
1) 조사항목

분야 세부 항목
응답자 일반현황

학부(과), 학년, 다전공 이수현황, 다전공 이수희망, 입학년도, 성별, 
거주유형, 입학전형

교육서비스

교과교육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체계성)
전공교육의 최신성(시대적 변화 반영 수준)
전공교육 전문성 함양 수준
전공교과목 비중(학과 특성화 영역)
교양교육과정 편성(다양성)
6대 핵심역량 인지 여부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과목 비중
핵심역량 향상 교육 기여도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비교과 프로그램 인지여부/인지경로/ 참여경험
비교과 운영인력의 전문성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

학사제도 편의성(복수전공 or 융합전공)
전공 및 교양 이수학점의 적정성
수업 운영관리(휴보강, 출결관리, 사전공지 등)
성적부여 기준 인지/성적 이의신청 절차
학사지원 및 제도 인지의 수월성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장학금 제도

장학금 지원제도의 적절성
장학금 지급 기준 합리성
장학금 혜택의 가치수준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

교육시설

강의실 규모(크기 및 수용인원)
강의실 운영(개방)시간
강의실 및 실습실 최신화
교내식당 규모/친절서비스/식단구성 및 품질 등
도서관 시설 및 편의시설 만족도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정확성/신속성/친절성
행정서비스 시스템 편의성

종합만족도
대학만족, 자부심, 소속감, 동문 참여의사, 대학후원의지, 
대학추천의사, 본교선택의지(충성심)

소속 학과 평가
적성과 진로 선택, 학과 미래전망, 학과 내 교우관계, 교수진, 
지도교수 상담수준, 학과 추천의향, 학부/학과 진로방향
대학생활적응 척도(대인관계/학업활동/진로준비/개인심리/사회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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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문항 구성
분야 2019년 설문 내용 2020년 설문 내용

응답자 일반현황

 
 [총 7개 문항]
 학부(과), 학년, 입학년도, 성별,    
 거주유형, 다전공 이수 현황(희망)
 입학전형

 
 [총 7개 문항]
 학부(과), 학년, 입학년도, 성별,    
 거주유형, 다전공 이수 현황(희망)
 입학전형

교육서비스 분야

 
 [총 37개 문항]
 전공교육(4), 교양교육(4), 
 비교과 교육프로그램(3),
 학사지원(8),  장학금 제도(4),
 전공/교양/비교과 중요/만족도(7)
 학사지원 및 제도 중요/만족도(2)
 분야별 불만 및 요구사항(5)

* 교과/비교과 교육만족도 별도 조사 

 
 [총 49개 문항]
 전공교육(4), 교양교육(4), 
 비교과 교육프로그램(5),
 학사지원(13), 장학금 제도(5),
 9개 분야별 불만사항(1/2순위) 
 전공/교양/비교과 중요/만족도(7)
 학사지원 및 제도 중요/만족도(2)
 
* 교과/비교과 교육만족도 별도 조사 

교육시설 분야

 
 [총 11개 문항]
  강의실 규모/운영/최신화(3)
  교내식당 규모/서비스/식단구성(3)
  도서관 시설(1), 편의시설(1),
  불만 및 요구사항(1)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중요/만족도(2)

 
 [총 11개 문항]
  강의실 규모/운영/최신화(3)
  교내식당 규모/서비스/식단구성(3)
  도서관 시설(1), 편의시설(1),
  불만사항(1/2순위)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중요/만족도(2)

행정서비스

 
 [총 5개 문항]
 업무처리 정확성/신속성/친절성(3)
 행정서비스 시스템 편의성(1)
 불만 및 요구사항(1)

 
 [총 5개 문항]
 업무처리 정확성/신속성/친절성(3)
 행정서비스 시스템 편의성(1)
 불만사항(1/2순위)
 행정서비스 중요/만족도(1)

소속 학과 및
대학만족도 평가

 
 [총 14개 문항]
 대학 소속감(7)
 소속학과 평가(7)

 
 [총 35개 문항]
 대학 소속감 및 만족도(7)
 소속학과 평가(7)
 대학생활적응 척도(20)
 대학 강점(경쟁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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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답자 특성
1) 인구통계학 조사

<표 1-1> 재학생 응답자 특성
구 분 응답수 비율
전 체 1,832 100.0%

학과(부)

항공공과대학 435 23.7%
항공서비스대학 182 9.9%
간호보건대학 771 42.1%
사회안전대학 444 24.2%

성별 남성 984 53.7%
여성 848 46.3%

학년

1학년 603 32.9%
2학년 477 26.0%
3학년 448 24.5%
4학년 304 16.6%

입학연도

2014년 이전 10 0.5%
2014년 42 2.3%
2015년 112 6.1%
2016년 119 6.5%
2017년 288 15.7%
2018년 301 16.4%
2019년 362 19.8%
2020년 598 32.6%

입학 전형
신입학(수시) 1,508 82.3%
신입학(정시) 260 14.2%
편입학 64 3.5%

다 전공 이수현황 주전공 만 이수하고 있음 1,643 89.7%
주전공 외 다전공 이수 중 189 10.3%

다 전공 이수 희망 주전공 외 다전공 이수 계획 304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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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표본 수
<표 1-1>  학년별 표본 수

구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재학생 수 4,313 1,225 1,032 1,107 949

표본수 1,832 603 477 448 304
응답율 42.5% 49.2% 46.2% 40.5% 32.0%

<표 1-2> 단과별 표본 수

구분 학과 학년별 표본
수

재학생
수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항공
공과
대학

항공기계 41 28 14 1 84 298
항공전자 37 14 31 23 105 247
항공정보통신 16 12 13 13 54 169
무인기 27 10 9 2 48 117
항공신소재 7 4 9 4 24 109
항공소프트웨어(모바일) 14 46 17 10 87 166
항공컴퓨터(컴퓨터,산업보안) 16 5 1 11 33 111

항공
서비스
대학

항공운항 19 6 22 3 50 131
항공서비스 31 25 10 20 86 195
안전방재 10 17 7 2 36 71
건축 0 0 0 0 0 28
보건바이오 0 1 3 6 10 17

보건
대학

간호 106 26 21 5 158 719
물리치료 25 43 43 12 123 266
작업치료 12 26 11 11 60 142
치위생 47 78 73 45 243 277
임상병리 29 22 16 16 83 201
의료서비스경영 11 5 14 2 32 115
상담복지(사회복지) 8 13 12 16 49 112
안경광학 0 0 10 13 23 25

사회
안전
대학

경찰행정 28 9 11 3 51 214
군사 43 40 40 22 145 145
항공보안경호 27 23 26 26 102 202
사회체육 23 18 27 34 102 122
멀티미디어 26 6 6 1 39 109
디지털영상 0 0 2 3 5 5

계 603 477 448 304 1,832 4,313



Ⅱ.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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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서비스 만족도 종합
1) 교육서비스 만족도 분석

❍ 교육서비스 분야 만족도 분석은 전공교육, 교양교육, 비교과과정, 학사지원, 지
원 시스템, 장학금 제도 등 총 6개 분야로 조사하였으며, 전체 만족도는 3.75
점으로 전년 대비 0.14점 상승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4.0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장학금제도는 3.57점으로 분야별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그림 2-1] 교육서비스 요인별 만족도

n=1,832 (단위 : 점)

❍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단과대학별로 조사한 결과 [그림 2-2]와 같이, 사회안전
대학의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높으며, 항공공과대학(3.73점), 항공서비스 대
학(3.66점), 간호보건대학(3.65점) 순으로 나타남.

      
❍ 대학교육은 특화된 분야의 전문성 습득을 위한 전공교육, 보편적인 지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정규교육과정 외 자기주도적인 계발을 지원하는 비교과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양교육과 비교과 교육은 전공 교육의 기반이 되어주는 필수
적인 요소임. 균형 잡힌 교육 과정의 개설과 운영 제도의 점검을 통한 교양교육과 
비교과 교육의 만족도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및 적절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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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단과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n=1,832 (단위 : 점)

❍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는 간호보건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의 평균차(0.32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전공교육에서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가 4.12점으로 가장 높으며, 항공서비스 
만족도는 가장 낮은 3.82점을 보임.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도 항공서비스대
학과 사회안전대학의 평균차(0.30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교양교육내용에서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는 4.05점으로 가장 높으며 간호보
건대학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66점을 보임.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도 간호
보건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의 평균차(0.39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비교과교육에서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는 4.03점으로 가장 높으며 간호보건
대학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69점을 보임.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도 간호보
건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의 평균차(0.34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학사지원에서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는 3.94점으로 가장 높으며 간호보건대
학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60점을 보임.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도 간호보건
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의 평균차(0.34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지원 시스템에서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는 3.93점으로 가장 높으며 항공서비
스대학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60점을 보임.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도 항공
서비스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의 평균차(0.33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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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제도에서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는 3.85점으로 가장 높으며 간호보건
대학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43점을 보임.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도 간호보
건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의 평균차(0.42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표 2-1> 단과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평균비교
N= 1,832 (항공공과대학 A=435명/항공서비스대학 B=182명/간호보건대학 C=771명/사회안전대학 D=444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유의확률

교육서비스

A 3.73 .797 A-B .070 .793
B 3.66 .902 A-C .086 .343
C 3.65 .746 A-D -.239 .000***
D 3.97 .793 B-C .015 .996

평균 3.75 .797 B-D -.309 .000***
　 　 　 C-D -.325 .000***

전공교육

A 3.96 .796 A-B .137 .287
B 3.82 .970 A-C -.041 .868
C 4.00 .741 A-D -.163 .028*
D 4.12 .828 B-C -.178 .064

평균 4.00 .804 B-D -.300 .000***
　 　 　 C-D -.122 .088

교양교육

A 3.73 .920 A-B .006 1.000
B 3.73 .952 A-C .071 .630
C 3.66 .896 A-D -.317 .000***
D 4.05 .838 B-C .065 .856

평균 3.78 .907 B-D -.323 .001***
　 　 　 C-D -.388 .000***

비교과과정

A 3.76 .893 A-B .062 .894
B 3.70 1.014 A-C .067 .672
C 3.69 .881 A-D -.273 .000***
D 4.03 .885 B-C .005 1.000

평균 3.79 .909 B-D -.335 .000***
　 　 　 C-D -.34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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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 학년별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학년의 만족도가 3.92점으로 가장 높으며, 
2학년의 만족도(3.69점), 4학년(3.68점), 3학년(3.62점) 순이었음.   

      
❍ 학년별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1학년 시기에 최고 만족도 이후 2학년, 3학

년 시기에 하락하여 4학년에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대학 생활 중 2학년과 3학년은 대학생에게 있어 심화된 교육과정과 대학생

활에 대한 몰입도 상승이 요구되는 시기로, 학생들은 심리적, 인지적 부하의 

<표 2-1> 단과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평균비교
N= 1,832 (항공공과대학 A=435명/항공서비스대학 B=182명/간호보건대학 C=771명/사회안전대학 D=444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유의확률

학사 지원

A 3.76 .855 A-B .106 .598
B 3.66 .952 A-C .159 .024*
C 3.60 .827 A-D -.178 .024*
D 3.94 .866 B-C .053 .900

평균 3.73 .866 B-D -.284 .003**
　 　 　 C-D -.337 .000***

지원
시스템

A 3.68 .933 A-B .078 0.812
B 3.60 1.006 A-C .066 0.684
C 3.61 .871 A-D -.250 0.001***
D 3.93 .889 B-C -.012 0.999

평균 3.71 0.913 B-D -.328 0.001***
　 　 　 C-D -.317 0.000***

장학금 제도

A 3.53 1.067 A-B .009 1.000
B 3.52 1.106 A-C .099 .463
C 3.43 1.020 A-D -.322 .000***
D 3.85 .983 B-C .091 .768

평균 3.57 1.044 B-D -.330 .004**
　 　 　 C-D -.42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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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학업적인 
부담과 고충을 덜어주는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그림 2-3] 학년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n=1,832 (단위 : 점)

❍ 학년별 평균비교에서는 1학년과 3학년의 평균차(0.3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전공교육에서 1학년의 만족도가 4.17점으로 가장 높으며, 3학년이 가장 낮은 
3.86점을 보임. 학년별 평균비교에서도 1학년과 3학년의 평균차(0.31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교양교육내용에서 1학년의 만족도는 3.98점으로 가장 높으며, 3학년의 만족
도는 가장 낮은 3.67점을 보임. 학년별 평균비교에서도 1학년과 3학년의 평
균차(0.31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비교과교육에서 1학년의 만족도는 3.97점으로 가장 높으며 3학년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66점을 보임. 반면, 학년별 평균비교에서도 1학년과 3학년의 평
균차(0.31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학사지원에서 1학년의 만족도는 3.89점으로 가장 높으며 3학년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60점을 보임. 학년별 평균비교에서도 1학년과 3학년의 평균차
(0.29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지원 시스템에서 1학년의 만족도는 3.88점으로 가장 높으며 3학년의 만족도
는 가장 낮은 3.58점을 보임. 학년별 평균비교에서도 1학년과 3학년의 평균
차(0.30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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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제도에서 1학년의 만족도는 3.74점으로 가장 높으며 3학년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46점을 보임. 학년별 평균비교에서도 1학년과 3학년의 평균차
(0.28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표 2-2> 학년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평균비교
N= 1,832 (1학년 A=603명 / 2학년 B=477명 / 3학년 C=448명 / 4학년 D=304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유의확률

교육서비스

A 3.92 .733 A-B 0.231 0.000***
B 3.69 .764 A-C 0.302 0.000***
C 3.62 .827 A-D 0.246 0.000***
D 3.68 .863 B-C 0.071 0.595

평균 3.75 .797 B-D 0.015 0.995
　 　 　 C-D -0.06 0.595

전공교육

A 4.17 .728 A-B 0.199 0.001***
B 3.98 .777 A-C 0.311 0.000***
C 3.86 .818 A-D 0.254 0.000***
D 3.92 .909 B-C 0.113 0.201

평균 4.00 .804 B-D 0.056 0.823
　 　 　 C-D -0.057 0.818

교양교육

A 3.98 .820 A-B 0.292 0.000***
B 3.69 .907 A-C 0.316 0.000***
C 3.67 .939 A-D 0.306 0.000***
D 3.68 .956 B-C 0.024 0.983

평균 3.78 .907 B-D 0.014 0.998
　 　 　 C-D -0.010 0.999

비교과과정

A 3.97 .851 A-B 0.232 0.001***
B 3.74 .887 A-C 0.315 0.000***
C 3.66 .933 A-D 0.247 0.002**
D 3.72 .966 B-C 0.082 0.586

평균 3.79 .909 B-D 0.014 0.997
　 　 　 C-D -0.068 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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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 세부 학과별로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2-3>와 같음. 
– 항공공과대학의 경우 항공컴퓨터공학과의 만족도가 3.87점으로 가장 높고, 

항공전자공학과의 만족도가 3.54점으로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의 경우 항공서비스학과의 만족도가 3.78점으로 가장 높고, 

보건바이오학과의 만족도가 2.99점으로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의료서비스경영학과의 만족도가 3.95점으로 가장 높고, 

작업치료학과의 만족도가 3.52점으로 가장 낮음.
– 사회안전대학의 경우 군사학과의 만족도가 4.25점으로 가장 높고, 디지털영상

전공학과의 만족도가 3.21점으로 가장 낮음. 

<표 2-2> 학년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평균비교
N= 1,832 (1학년 A=603명 / 2학년 B=477명 / 3학년 C=448명 / 4학년 D=304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유의확률

학사 지원

A 3.89 .807 A-B 0.221 0.001***
B 3.68 .827 A-C 0.299 0.000***
C 3.60 .918 A-D 0.214 0.005**
D 3.68 .903 B-C 0.087 0.492

평균 3.73 .864 B-D 0.002 1.000
　 　 　 C-D -0.085 0.617

지원 시스템

A 3.88 .832 A-B 0.220 0.001***
B 3.66 .888 A-C 0.301 0.000***
C 3.58 .950 A-D 0.241 0.003**
D 3.64 1.000 B-C 0.081 0.601

평균 3.71 .913 B-D 0.022 0.991
　 　 　 C-D -0.060 0.852

장학금 제도

A 3.74 .952 A-B 0.251 0.001***
B 3.49 1.045 A-C 0.283 0.000***
C 3.46 1.062 A-D 0.251 0.008**
D 3.49 1.147 B-C 0.032 0.973

평균 3.57 1.044 B-D 0.000 1.000
　 　 　 C-D -0.033 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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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학과별 교육서비스 요인 만족도

학과 응답자 교육
서비스

전공
교육

교양
교육 비교과 학사

지원
지원

시스템
장학금
제도

전체 1,832 3.75 4.00 3.78 3.79 3.73 3.71 3.57
항공공과 435 3.73 3.96 3.73 3.76 3.76 3.68 3.53

항공기계 84 3.86 4.18 3.71 3.83 3.95 3.78 3.64
항공전자 105 3.54 3.73 3.65 3.64 3.59 3.47 3.19
항공정보통신 54 3.69 3.99 3.70 3.73 3.72 3.59 3.43
무인기 48 3.69 3.92 3.67 3.60 3.68 3.76 3.52
항공신소재 24 3.68 3.93 3.60 3.75 3.71 3.76 3.39
항공소프트웨어 87 3.86 4.01 3.88 3.87 3.83 3.82 3.83
항공컴퓨터 33 3.87 4.05 3.89 3.97 3.82 3.71 3.85

항공서비스 182 3.66 3.82 3.73 3.70 3.66 3.60 3.52
항공운항 50 3.60 3.88 3.66 3.59 3.57 3.49 3.51
항공서비스 86 3.78 3.92 3.84 3.85 3.75 3.74 3.67
안전방재 36 3.65 3.72 3.70 3.65 3.73 3.65 3.43
건축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보건바이오 10 2.99 3.18 3.20 3.10 3.00 2.83 2.70

보건 771 3.65 4.00 3.66 3.69 3.60 3.61 3.43
간호 158 3.65 4.11 3.72 3.71 3.57 3.60 3.37
물리치료 123 3.63 4.01 3.67 3.63 3.59 3.60 3.39
작업치료 60 3.52 3.91 3.44 3.67 3.45 3.38 3.44
치위생 243 3.56 3.88 3.53 3.60 3.53 3.61 3.34
임상병리 83 3.84 4.23 3.85 3.92 3.83 3.69 3.61
의료서비스경영 32 3.95 4.13 4.02 3.92 3.93 3.89 3.84
상담복지 49 3.71 3.85 3.77 3.81 3.67 3.66 3.60
안경광학 23 3.68 4.14 3.65 3.54 3.65 3.70 3.48

사회안전 444 3.97 4.12 4.05 4.03 3.94 3.93 3.85
경찰행정 51 3.76 3.86 3.81 3.65 3.75 3.77 3.73
군사 145 4.25 4.46 4.33 4.33 4.24 4.19 4.05
항공보안경호 102 3.86 3.97 3.92 3.94 3.81 3.79 3.82
사회체육 102 3.82 3.96 3.92 3.88 3.78 3.83 3.66
멀티미디어 39 4.00 4.08 4.04 4.18 3.92 3.96 3.98
디지털영상 5 3.21 3.85 3.45 3.07 3.09 2.8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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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서비스 요인별 만족도 
① 전공교육과정
❍ 전공교육과정의 만족도는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체계성), 전공교육의 최신성(시대적 

변화 반영 정도), 학과특성화 영역에 대한 전공교과목 비중, 전공교육에 따른 전문성 
함양 정도 등 총 4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세부 조사를 진행하였고, 전체 만족도는 
4.00점으로 전년 대비 0.19점 상승함.
– 전문성 함양 정도는 4.05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공교육 최신성(3.98점)으로 낮

았음.

     

[그림 2-4] 전공교육과정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표 2-4> 단과별 전공교육과정 요소 만족도 분석
구분 항공공과 항공서비스 간호보건 사회안전

전공교육 만족도 3.96 3.82 4.00 4.12

전공교육 체계성 3.90 3.81 4.00 4.12

전공교육 최신성 4.00 3.77 3.95 4.11

전공교과목 비중 3.95 3.86 3.97 4.11

전문성 함양 정도 3.99 3.86 4.09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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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단과별 전공교육과정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항공서비스대학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음.
– 항공공과대학은 전공교육 최신성(4.00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전공교육의 체계성(3.90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은 전공교과목 비중과 전문성 함양정도(3.86점)에 대한 만족

도가 가장 높은 반면, 전공교육 최신성(3.77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은 전문성 함양정도(4.09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전공교육 최신성(3.95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사회안전대학은 전문성 함양정도(4.15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전공

교육 최신성과 전공과목 비중(4.11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모든 단과대학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상위 영역에는 학과특성화 영역에 대한 전공

교과목의 비중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공교육에 대한 교육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항공공과대학을 제외하고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전공 
교육과정의 최신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별도의 취업 준비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부터 졸업  

까지 체계적인 전공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진로 및 사회진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공 교육의 설계 과정에서부터의 체계적인 운영 
개선이 요구됨. 

– 우선적으로 일시적인 취업률 향상과 같은 단기적인 요소가 아닌 대학의 중장기  
적인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이 전제되어야 함. 더 나아가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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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요구 반영 절차의 마련을 통해 전공 교육의 방향에 대한 교육 수요자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2-6] 학년별 전공교육과정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학년별 비교분석에서는 1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
으나, 3학년과 4학년의 만족도가 낮았음.
– 1학년은 전문성 함양정도(4.23점)이 가장 높은 반면, 전공교육 체계성(4.14점)

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2학년은 전문성 함양정도(4.06점)이 가장 높은 반면, 전공과목 비중(3.94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3학년과 4학년은 전문성 함양정도(3.88점/3.96점)이 가장 높은 반면, 전공교육 

최신성(3.83점/3.88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표 2-5> 학년별 전공교육과정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교육 만족도 4.17 3.98 3.86 3.92

전공교육 체계성 4.14 3.95 3.87 3.90

전공교육 최신성 4.18 3.96 3.83 3.88

전공교과목 비중 4.15 3.94 3.87 3.94

전문성 함양 정도 4.23 4.06 3.88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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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학년에서도 학과특성화 영역에 대한 전문성 함양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4학년의 경우 전공교육 체계성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1학년의 경우 전공 교육의 체계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2/3학년은 전공 

교과목의 비중, 4학년은 전공 교육의 최신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 교육 과정 체계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공감이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공 교육의 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전공 교육을 통한 진로 설계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전공 – 교양 – 비교과> 교육 연계를 통한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학
생들에게 전공 탐색의 확장성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또한 현상 실습과 산학 
연계를 통해 사회진출 후 현실적인 직무 설계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세부 학과별로 전공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2-6>와 같음. 

– 항공공과대학의 경우 항공기계공학과의 만족도가 4.18점으로 가장 높고, 항
공전자공학과의 만족도가 3.73점으로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의 경우 항공서비스학과의 만족도가 3.92점으로 가장 높고, 
보건바이오학과의 만족도가 3.18점으로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임상병리학과의 만족도가 4.23점으로 가장 높고, 상담
복지학과의 만족도가 3.85점으로 가장 낮음.

– 사회안전대학의 경우 군사학과의 만족도가 4.46점으로 가장 높고, 디지털영
상전공학과의 만족도가 3.85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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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요인 만족도

학과 응답자 전공교육 전공교육
체계성

전공교육
최신성

전공교과목
비중

전문성
함양 정도

전체 1,832 4.00 3.99 3.98 3.99 4.05
항공공과 435 3.96 3.90 4.00 3.95 3.99

항공기계 84 4.18 4.13 4.18 4.15 4.27
항공전자 105 3.73 3.67 3.77 3.73 3.76
항공정보통신 54 3.99 3.96 3.98 4.02 3.98
무인기 48 3.92 3.73 4.04 3.94 3.98
항공신소재 24 3.93 3.88 4.00 3.96 3.88
항공소프트웨어 87 4.01 3.99 4.07 3.97 4.00
항공컴퓨터 33 4.05 4.03 4.09 4.03 4.03

항공서비스 182 3.82 3.81 3.77 3.86 3.86
항공운항 50 3.88 3.86 3.74 4.04 3.86
항공서비스 86 3.92 3.94 3.84 3.91 3.98
안전방재 36 3.72 3.64 3.75 3.69 3.78
건축 0 0.00 0.00 0.00 0.00 0.00
보건바이오 10 3.18 3.10 3.40 3.10 3.10

보건 771 4.00 4.00 3.95 3.97 4.09
간호 158 4.11 4.09 4.07 4.09 4.18
물리치료 123 4.01 4.02 3.96 3.99 4.09
작업치료 60 3.91 3.93 3.88 3.82 4.00
치위생 243 3.88 3.89 3.78 3.84 4.00
임상병리 83 4.23 4.17 4.22 4.18 4.34
의료서비스경영 32 4.13 4.09 4.13 4.09 4.19
상담복지 49 3.85 3.84 3.88 3.86 3.84
안경광학 23 4.14 4.17 4.00 4.30 4.09

사회안전 444 4.12 4.12 4.11 4.11 4.15
경찰행정 145 3.86 3.84 3.94 3.80 3.86
군사 39 4.46 4.47 4.43 4.45 4.49
항공보안경호 102 3.97 3.99 3.95 3.94 4.01
사회체육 102 3.96 3.94 3.94 3.97 3.99
멀티미디어 51 4.08 4.08 4.10 4.10 4.05
디지털영상 5 3.85 3.80 3.80 3.8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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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양교육과정
❍ 교양교육과정의 만족도는 교양교육 과정의 편성 다양성, 본교의 6대 핵심역량 인지

여부,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교양교과목 비중, 교양교육 과정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정도 등 총 4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세부 조사를 진행하였고, 전체 만족도는 
3.78점으로 전년 대비 0.17점 상승함.
– 요인별로 과정편성 다양성(3.80점)가 가장 높았으며, 본교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지 여부와 핵심역량 함양 정도(3.78점), 핵심역량 교과목 비중(3.75점) 순
으로 나타남.

 
[그림 2-7] 교양교육과정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표 2-7> 단과별 교양교육과정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항공공과 항공서비스 간호보건 사회안전

교양교육 만족도 3.73 3.73 3.66 4.05

과정편성 다양성 3.68 3.70 3.75 4.05

핵심역량 인지여부 3.76 3.76 3.64 4.05

핵심역량 교과목비중 3.73 3.73 3.60 4.03

핵심역량 함양정도 3.76 3.71 3.65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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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단과별 교양교육과정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단과대학별 교양교육 과정의 비교분석은 사회안전대학 全 영역의 만족도가 높으
며,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대부분 영역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항공공과대학은 본교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지여부와 핵심역량 함양정도(3.76점)

에서 가장 높은 반면, 과정편성 다양성(3.68점)은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은 핵심역량에 대한 인지여부(3.76점)가 가장 높은 반면, 과정편성 

다양성(3.70점)은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은 과정편성 다양성(3.75점)이 가장 높은 반면, 핵심역량 교과목 

비중(3.60점)이 가장 낮음.
– 사회안전대학은 핵심역량 함양정도(4.06점)이 가장 높은 반면, 핵심역량 교과목 

비중(4.03점)이 가장 낮음.
      ❍ 전 단과대학에서 교양교육 과정편성 다양성에 대한 인지여부가 높게 응답하고 있

으나, 핵심역량 교과목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교양 교육은 전문 지식을 폭 넓은 지평으로 조망하고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대학 교육의 필수 요소이지만, 직업 교육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어
렵기에 대학과 교육수요자 모두에게 있어 그 중요성이 전공교육 대비 상대적
으로 경시되는 경향이 있음. 

–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교양교육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현재 교양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현황 점
검을 기반으로 한 점차적인 인식 및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교양교육 전담기구 역할 강화, 교양 교육과정 이수체계 정비 
등과 같은 교양교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선제적인 시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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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학년별 교양교육과정 내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학년별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1학년이 3.98점이 높게 나타났으나, 
2학년은 3.69점, 4학년은 3.68점, 3학년은 3.67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1학년과 2학년은 교양교육과정 내 요인 중 과정 편성 다양성(4.01점/3.74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핵심역량 교과목 비중(3.96점/3.62점)이 가장 낮음.
– 3학년은 핵심역량 함양정도(3.71점)가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과정 편성 

다양성과 핵심역량 교과목비중(3.65점)이 가장 낮음.
– 4학년은 과정 편성 다양성(3.73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핵심역량 

인지여부(3.65점)가 가장 낮음.
❍ 교양교육 만족도와 관련하여 1학년, 2학년과 4학년은 과정 편성 다양성에 대

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핵심역량 교과목 및 역량 인지여부의 만족도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남. 

<표 2-8> 학년별 교양교육과정 내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양교육 만족도 3.98 3.69 3.67 3.68

과정편성 다양성 4.01 3.74 3.65 3.73

핵심역량 인지여부 3.99 3.71 3.66 3.65

핵심역량 교과목비중 3.96 3.62 3.65 3.67

핵심역량 함양정도 3.97 3.68 3.71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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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육을 통한 핵심 역량의 함양은 대학 고유의 건학 이념과 인재상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분석 결과를 보면 재학생들의 핵심역량 인지 여부가 높은 반면 핵심역량 교

과목 비중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핵심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교양 교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역량이 
함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교양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을 기반
으로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교과에 대한 설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수강신청 단계에서부터 핵심역량과 교과를 연계 제시함으로써 학생 개
개인의 핵심역량 함양 목적에 따라 교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적인 
접근이 요구됨. 

❍ 세부 학과별로 교양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9>와 같음. 
– 항공공과대학의 경우 항공컴퓨터공학과의 만족도가 3.89점으로 가장 높고, 

항공신소재공학과의 만족도가 3.60점으로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의 경우 항공서비스학과의 만족도가 3.84점으로 가장 높고, 

보건바이오학과의 만족도가 3.20점으로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의료서비스경영학과의 만족도가 4.02점으로 가장 높고, 

작업치료학과의 만족도가 3.44점으로 가장 낮음.
– 사회안전대학의 경우 군사학과의 만족도가 4.33점으로 가장 높고, 디지털영상

전공학과의 만족도가 3.45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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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학과별 교양교육과정 요인 만족도

학과 응답자 교양교육 과정편성 
다양성

핵심역량 
인지여부

핵심역량 
교과목비중

핵심역량 
함양정도

전체 1,832 3.78 3.80 3.78 3.75 3.78
항공공과 435 3.73 3.68 3.76 3.73 3.76

항공기계 84 3.71 3.67 3.81 3.64 3.71
항공전자 105 3.65 3.58 3.71 3.64 3.68
항공정보통신 54 3.70 3.67 3.63 3.78 3.72
무인기 48 3.67 3.73 3.71 3.58 3.65
항공신소재 24 3.60 3.58 3.50 3.71 3.63
항공소프트웨어 87 3.88 3.75 3.89 3.92 3.95
항공컴퓨터 33 3.89 3.85 3.88 3.91 3.94

항공서비스 182 3.73 3.70 3.76 3.73 3.71
항공운항 50 3.66 3.58 3.76 3.60 3.68
항공서비스 86 3.84 3.83 3.85 3.86 3.81
안전방재 36 3.70 3.64 3.72 3.78 3.67
건축 0 0.00 0.00 0.00 0.00 0.00
보건바이오 10 3.20 3.40 3.20 3.00 3.20

보건 771 3.66 3.75 3.64 3.60 3.65
간호 158 3.72 3.73 3.76 3.68 3.72
물리치료 123 3.67 3.75 3.64 3.63 3.67
작업치료 60 3.44 3.53 3.38 3.37 3.47
치위생 243 3.53 3.74 3.50 3.41 3.48
임상병리 83 3.85 3.88 3.81 3.82 3.88
의료서비스경영 32 4.02 4.06 3.97 4.06 4.00
상담복지 49 3.77 3.73 3.76 3.78 3.82
안경광학 23 3.65 3.78 3.61 3.57 3.65

사회안전 444 4.05 4.05 4.05 4.03 4.06
경찰행정 51 3.81 3.82 3.88 3.71 3.84
군사 145 4.33 4.31 4.30 4.34 4.37
항공보안경호 102 3.92 3.95 3.93 3.88 3.92
사회체육 102 3.92 3.98 3.93 3.91 3.87
멀티미디어 39 4.04 3.92 4.10 4.00 4.15
디지털영상 5 3.45 3.40 3.40 3.60 3.40



- 29 -

③ 비교과 프로그램
❍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프로그램 인지도(여부), 프

로그램 운영 인력의 전문성 등 총 3개 하위요인과 참여경험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인지경로에 대한 빈도분석으로 나누어 세부조사를 진행하였고, 전체 만족도는 
3.79점으로 전년 대비 0.21점 상승함.
– 프로그램의 다양성(3.86점),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전문성(3.82점), 프로그램의 

인지도(3.69점) 순으로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전문성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0] 비교과 프로그램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인지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림 2-11] 및 [그림 2-12]와 같이 나타남.
–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한 학기 내 1~2회 정도 참여가 

56.7%로 가장 많았으며, 3~4회 참여(20.7%), 5~6회(3.6%) 순으로 나타남.
–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정보에 대한 입수 경로를 조사한 결과, 교내 

홈페이지 및 포털을 통한 인지가 62.7%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나 선후
배 추천소개(13.9%), 경력관리(KW-CDP)(12.6%), 교내 포스터 및 현
수막 등 유인물(6.5%)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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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
n=1,832 (단위 : 건)

한 학기 내 빈도수 비율

참여경험無 263 14.4%

1~2회 1038 56.7%

3~4회 379 20.7%

5~6회 66 3.6%

7회 이상 86 4.7%

[그림 2-12]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정보 인지 경로
n=1,832 (단위 : 건)

인지 경로 의견수 비율

교내 홈페이지 
및 포털

1,149 62.7%

경력관리
(KW-CDP)

231 12.6%

교내 포스터, 
현수막, 유인물

119 6.5%

친구나 선후배
추천 소개

255 13.9%

기타 78 4.3%

 ※ 기타 의견 : 교수님 추천(37), 학과 안내(24), 무응답(17)



- 31 -

[그림 2-13] 단과별 비교과 프로그램 내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간호보건대학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全 단과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다양성이 높은 반면,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가 낮았음.
– 현재 경운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비교과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생

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활동의 기획, 인센티브 부여 및 역량 인증제와 
같은 제도적인 참여 유도장치의 마련, 원스탑 온라인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의 
다방면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표 2-10> 단과별 비교과 프로그램 내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항공공과 항공서비스 간호보건 사회안전

비교과교육 만족도 3.76 3.70 3.69 4.03

프로그램 다양성 3.83 3.76 3.78 4.08

프로그램 인지도 3.65 3.59 3.56 3.99

운영인력 전문성 3.80 3.74 3.7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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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학년별 비교과 프로그램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학년별 비교과 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1학년이 3.97점이 높게 나타났으나, 
2학년은 3.74점, 4학년은 3.72점, 3학년은 3.66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全 학년에서 프로그램 다양성은 높은 반면, 비교과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는데, 비교과 교육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학
생들에게 있어 참여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기가 쉬우며, 교과 교육 병행하는
데 있어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더욱 원활한 교과학습을 지원하는 비교과 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설
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제고가 요구됨.   

❍ 세부 학과별로 비교과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2-12>와 같음. 
– 항공공과대학의 경우 항공컴퓨터공학과의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높고, 

무인기공학과의 만족도가 3.60점으로 가장 낮음. 

<표 2-11> 학년별 비교과 프로그램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교과교육 만족도 3.97 3.74 3.66 3.72

프로그램 다양성 4.03 3.82 3.73 3.81

프로그램 인지도 3.86 3.61 3.57 3.63

운영인력 전문성 4.02 3.78 3.67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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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서비스대학의 경우 항공서비스학과의 만족도가 3.85점으로 가장 높고, 
보건바이오학과의 만족도가 3.10점으로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임상병리학과와 의료서비스경영학과의 만족도가 3.92점
으로 가장 높고, 안경광학과의 만족도가 3.54점으로 가장 낮음.

– 사회안전대학의 경우 군사학과의 만족도가 4.33점으로 가장 높고, 디지털영
상전공학과의 만족도가 3.07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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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학과별 비교과 프로그램 요인 만족도

학과 응답자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다양성

프로그램
인지도

운영인력의
전문성

전체 1,832 3.79 3.86 3.69 3.82
항공공과 435 3.76 3.83 3.65 3.80

항공기계 84 3.83 3.95 3.61 3.92
항공전자 105 3.64 3.67 3.61 3.65
항공정보통신 54 3.73 3.74 3.67 3.78
무인기 48 3.60 3.73 3.44 3.65
항공신소재 24 3.75 3.79 3.67 3.79
항공소프트웨어 87 3.87 3.94 3.74 3.93
항공컴퓨터 33 3.97 4.06 3.88 3.97

항공서비스 182 3.70 3.76 3.59 3.74
항공운항 50 3.59 3.66 3.44 3.68
항공서비스 86 3.85 3.93 3.77 3.85
안전방재 36 3.65 3.67 3.56 3.72
건축 0 0.00 0.00 0.00 0.00
보건바이오 10 3.10 3.20 2.90 3.20

보건 771 3.69 3.78 3.56 3.74
간호 158 3.71 3.77 3.64 3.72
물리치료 123 3.63 3.68 3.54 3.67
작업치료 60 3.67 3.78 3.57 3.67
치위생 243 3.60 3.74 3.36 3.71
임상병리 83 3.92 3.98 3.80 3.98
의료서비스경영 32 3.92 4.09 3.75 3.91
상담복지 49 3.81 3.80 3.86 3.78
안경광학 23 3.54 3.61 3.57 3.43

사회안전 444 4.03 4.08 3.99 4.03
경찰행정 51 3.65 3.75 3.61 3.61
군사 145 4.33 4.35 4.28 4.37
항공보안경호 102 3.94 4.03 3.86 3.94
사회체육 102 3.88 3.91 3.89 3.82
멀티미디어 39 4.18 4.23 4.05 4.26
디지털영상 5 3.07 3.00 3.2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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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사지원
❍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의 세부 조사를 위하여 복수/융합전공이 용이한지 여부의 

학사제도 편의성, 전공/교양 이수학점의 적정성, 휴․보강 및 출결관리 등 수업운영 
관리, 휴보강 수업공지 안내, 성적부여 기준 인지여부, 성적부여와 성적이의 신청 
절차, 학사지원 및 제도 인지의 수월성,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총 9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전체 만족도는 3.73점으로 전년 대비 0.12점 
상승함.
– 수업운영 관리(3.88점)가 만족도가 가장 높고,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3.62점)이 가장 낮음.

[그림 2-15]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표 2-13> 단과별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항공공과 항공서비스 간호보건 사회안전

학사지원 만족도 3.76 3.66 3.60 3.94

학사제도 편의성 3.77 3.54 3.42 3.84

전공학점 적정성 3.80 3.71 3.68 3.94

교양학점 적정성 3.69 3.62 3.53 3.88

수업운영 관리 3.91 3.84 3.79 4.03

수업공지 안내 3.88 3.70 3.75 3.99

성적부여 기준 인지 3.81 3.68 3.64 3.95

성적이의 신청 절차 3.68 3.66 3.53 3.91

학사지원 정보 용이 3.71 3.62 3.58 3.96

학생회/동아리 지원 3.57 3.54 3.48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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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단과별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 내 요소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간호보건대학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음.
– 항공공과대학은 수업운영 관리(3.91점)가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지원(3.57점)이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은 수업운영 관리(3.84점)가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학사제도 

편의성과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지원(3.54점)이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은 수업운영 관리(3.79점/4.03점)가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학사제도 편의성(3.42점/3.84점)이 가장 낮음.
❍ 수업운영 관리는 全 단과대학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지원의 경우 항공공과대학과 항공서비스대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사
제도 편의성은 항공서비스대학, 간호보건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남.
– 학업 이외에도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에게 있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기에 대학들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
해 학생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만족도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학생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제도화 되어야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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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학년별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학년별 비교에서는 1학년의 만족도가 타 학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1학년은 수업운영 관리(4.04점)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성적이의 신청 절차 인

지도(3.75점)이 가장 낮음.
– 2학년은 수업운영 관리(3.87점)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교양학점 적정성

(3.53점)이 가장 낮음.
– 3학년은 수업운영 관리(3.71점)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3.49점)이 가장 낮음.

<표 2-14> 학년별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 내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사지원 만족도 3.89 3.68 3.59 3.68

학사제도 편의성 3.83 3.56 3.50 3.46

전공학점 적정성 3.95 3.78 3.57 3.72

교양학점 적정성 3.91 3.53 3.54 3.56

수업운영 관리 4.04 3.87 3.71 3.82

수업공지 안내 4.01 3.78 3.68 3.80

성적부여 기준 인지 3.86 3.74 3.65 3.76

성적이의 신청 절차 3.75 3.65 3.58 3.70

학사지원 정보 용이 3.87 3.63 3.58 3.69

학생회/동아리 지원 3.78 3.55 3.49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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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은 수업운영 관리(3.82점)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학사제도의 편의성
(3.46점)이 가장 낮음.

❍ 수업운영 관리는 全 학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낮은 만족도는 학년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 영역에서는 3/4학년의 경우 학사제도의 편의성에 대한 만

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경직된 학사제도로 인해 학생이 주
도적으로 전공 교육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특정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의 융복합 역량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다수의 대학에서는 전공 간의 벽을 낮추고 융복합적인 전공 설계를 촉진
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따라서 향후 전공 교육 과정의 발전 방향 수립 시 융복합적인 전공 설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이와 연계되는 학사제도 유연화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부 학사제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2-15>와 같음. 
– 항공공과대학의 경우 항공기계공학과의 만족도가 3.95점으로 가장 높고, 항

공전자공학과의 만족도가 3.59점으로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의 경우 항공서비스학과의 만족도가 3.75점으로 가장 높고, 

보건바이오학과의 만족도가 3.00점으로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의료서비스경영학과의 만족도가 3.93점으로 가장 높고, 

작업치료학과의 만족도가 3.45점으로 가장 낮음.
– 사회안전대학의 경우 군사학과의 만족도가 4.24점으로 가장 높고, 디지털영상

전공학과의 만족도가 3.09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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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학과별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 요인 만족도

학과
응
답
자

학사제도
만족도

학사제도
편의성

전공학점
적정성

교양학점
적정성

수업운영
관리

수업공지
안내

성적부여
기준

인지도
성적이의
신청절차
인지도

학사지원
정보

용이성
학생회
동아리
활동지원

전체 1,832 3.73 3.62 3.78 3.66 3.88 3.84 3.76 3.67 3.71 3.62
항공공과 435 3.76 3.77 3.80 3.69 3.91 3.88 3.81 3.68 3.71 3.57

항공기계 84 3.95 4.11 4.00 3.80 4.17 4.13 4.02 3.87 3.77 3.65
항공전자 105 3.59 3.59 3.66 3.61 3.84 3.72 3.63 3.50 3.54 3.27
항공정보통신 54 3.72 3.67 3.70 3.69 3.83 3.83 3.74 3.69 3.70 3.59
무인기 48 3.68 3.60 3.69 3.67 3.81 3.79 3.73 3.65 3.65 3.56
항공신소재 24 3.71 3.63 3.71 3.54 3.83 3.75 3.83 3.71 3.83 3.58
항공소프트웨어 87 3.83 3.87 3.90 3.72 3.87 3.95 3.84 3.76 3.85 3.72
항공컴퓨터 33 3.82 3.73 3.88 3.79 3.91 3.88 4.03 3.64 3.76 3.82

항공서비스 182 3.66 3.54 3.71 3.62 3.84 3.70 3.68 3.66 3.62 3.54
항공운항 50 3.57 3.30 3.60 3.52 3.82 3.64 3.58 3.72 3.64 3.34
항공서비스 86 3.75 3.71 3.78 3.67 3.95 3.80 3.77 3.69 3.67 3.70
안전방재 36 3.73 3.58 3.86 3.78 3.81 3.75 3.81 3.81 3.61 3.56
건축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보건바이오 10 3.00 3.20 3.10 3.00 3.10 2.90 2.90 2.70 3.00 3.10

보건 771 3.60 3.42 3.68 3.53 3.79 3.75 3.64 3.53 3.58 3.48
간호 158 3.57 3.34 3.67 3.59 3.78 3.80 3.63 3.47 3.51 3.37
물리치료 123 3.59 3.43 3.67 3.55 3.72 3.70 3.56 3.56 3.56 3.54
작업치료 60 3.45 3.30 3.57 3.33 3.75 3.53 3.60 3.27 3.38 3.30
치위생 243 3.53 3.33 3.64 3.35 3.76 3.70 3.61 3.42 3.54 3.39
임상병리 83 3.83 3.59 3.88 3.73 4.00 4.00 3.83 3.84 3.84 3.71
의료서비스경영 32 3.93 3.84 3.84 4.06 3.94 4.09 3.88 4.00 3.81 3.94
상담복지 49 3.67 3.57 3.73 3.69 3.73 3.73 3.59 3.63 3.67 3.63
안경광학 23 3.65 3.61 3.57 3.48 3.70 3.61 3.74 3.78 3.70 3.70

사회안전 444 3.94 3.84 3.94 3.88 4.03 3.99 3.95 3.91 3.96 3.93
경찰행정 51 3.75 3.63 3.71 3.69 4.02 3.84 3.78 3.63 3.78 3.65
군사 145 4.24 4.09 4.26 4.19 4.32 4.30 4.26 4.23 4.25 4.26
항공보안경호 102 3.81 3.78 3.76 3.70 3.88 3.87 3.78 3.82 3.81 3.83
사회체육 102 3.78 3.69 3.82 3.75 3.83 3.79 3.83 3.78 3.79 3.72
멀티미디어 39 3.92 3.87 3.92 3.95 3.97 3.95 3.85 3.77 4.03 3.97
디지털영상 5 3.09 3.20 3.40 2.80 3.00 3.00 3.40 2.80 3.2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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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원 시스템
❍ 지원 시스템의 세부 조사를 위하여 강의 스트리밍의 안정성, Wifi 제공 속도, 

대학 Portal 편리 및 효용성, KW-CDP 필요정보 제공여부 등 총 4개 하위요인
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전체 만족도는 3.71점으로 나타남.
– 강의 스트리밍 안정성(3.91점)이 만족도가 가장 높고, Wifi 속도 적절성(3.47점)

이 가장 낮음.

[그림 2-18] 지원 시스템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표 2-16> 단과별 지원 시스템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항공공과 항공서비스 간호보건 사회안전

지원 시스템 3.68 3.60 3.61 3.93

강의 스트리밍 안정성 3.89 3.84 3.87 4.04

Wifi 속도 적절성 3.46 3.35 3.36 3.74

Portal 필요정보 제공 3.64 3.57 3.56 3.94

KW-CDP 필요정보 제공 3.74 3.66 3.68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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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단과별 지원 시스템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항공서비스대학 및 간호보건대학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았음.
– 全 단과대학에서 강의 스트리밍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Wi-fi 속

도 적절성이 가장 낮았음.

[그림 2-20] 학년별 지원 시스템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표 2-17> 학년별 지원 시스템 내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항공공과 항공서비스 간호보건 사회안전
지원 시스템 3.88 3.66 3.58 3.64

강의 스트리밍 안정성 4.07 3.90 3.74 3.85

Wifi 속도 적절성 3.67 3.39 3.38 3.36

Portal 필요정보 제공 3.84 3.62 3.53 3.63

KW-CDP 필요정보 제공 3.93 3.72 3.65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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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비교에서는 1학년의 만족도가 타 학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全 학년에서 강의 스트리밍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Wifi 속도 적

절성이 가장 낮았음.

❍ 세부 학과별로 지원 시스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2-18>와 같음. 
– 항공공과대학의 경우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의 만족도가 3.82점으로 가장 높

고, 항공전자공학과의 만족도가 3.47점으로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의 경우 항공서비스학과의 만족도가 3.74점으로 가장 높고, 

보건바이오학과의 만족도가 2.83점으로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의료서비스경영학과의 만족도가 3.89점으로 가장 높고, 

작업치료학과의 만족도가 3.38점으로 가장 낮음.
– 사회안전대학의 경우 군사학과의 만족도가 4.19점으로 가장 높고, 디지털영

상전공학과의 만족도가 2.85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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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학과별 지원 시스템 요인 만족도

학과 응답자 지원시스템 스트리밍
안정성

KW-CDP
필요정보제공

Portal 필요
정보 제공

Wifi 속도 
적절성

전체 1,832 3.71 3.91 3.47 3.67 3.77
항공공과 435 3.68 3.89 3.46 3.64 3.74

항공기계 84 3.78 4.07 3.50 3.74 3.80

항공전자 105 3.47 3.69 3.12 3.50 3.58

항공정보통신 54 3.59 3.70 3.43 3.56 3.69

무인기 48 3.76 4.00 3.60 3.69 3.75

항공신소재 24 3.76 4.00 3.58 3.67 3.79

항공소프트웨어 87 3.82 4.01 3.72 3.70 3.84

항공컴퓨터 33 3.71 3.79 3.45 3.76 3.85

항공서비스 182 3.60 3.84 3.35 3.57 3.66

항공운항 50 3.49 3.86 3.34 3.24 3.50

항공서비스 86 3.74 3.97 3.40 3.74 3.86

안전방재 36 3.65 3.75 3.44 3.81 3.61

건축 0 0.00 0.00 0.00 0.00 0.00

보건바이오 10 2.83 3.00 2.60 2.80 2.90

보건 771 3.61 3.87 3.36 3.56 3.68

간호 158 3.60 3.89 3.34 3.50 3.67

물리치료 123 3.60 3.85 3.39 3.55 3.62

작업치료 60 3.38 3.75 2.93 3.28 3.55

치위생 243 3.61 3.87 3.38 3.56 3.63

임상병리 83 3.69 4.00 3.28 3.64 3.83

의료서비스경영 32 3.89 3.78 3.81 3.88 4.09

상담복지 49 3.66 3.82 3.45 3.67 3.71

안경광학 23 3.70 3.83 3.61 3.74 3.61

사회안전 444 3.93 4.04 3.74 3.94 4.00

경찰행정 51 3.77 3.96 3.76 3.63 3.73

군사 145 4.19 4.29 3.97 4.22 4.27

항공보안경호 102 3.79 3.84 3.65 3.83 3.85

사회체육 102 3.83 3.97 3.54 3.85 3.95

멀티미디어 39 3.96 4.10 3.82 3.95 3.97

디지털영상 5 2.85 2.80 2.60 3.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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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학금 제도
❍ 장학금 제도의 세부 조사를 위하여 장학금 지원의 적절성, 장학금 지급 기준 합

리성,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 등록금부담 경감도움 등 
총 5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전체 만족도는 3.57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상승함.
–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3.64점)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 

(3.47점)에서 가장 낮음.

[그림 2-21] 장학금 제도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표 2-19> 단과별 장학금 제도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항공공과 항공서비스 간호보건 사회안전

장학금제도 만족도 3.53 3.52 3.43 3.85

장학금지원 적절성 3.51 3.52 3.39 3.83

지급기준 합리성 3.51 3.52 3.44 3.84

제도의 다양성 3.61 3.57 3.54 3.86

관련 행정 서비스 3.41 3.43 3.31 3.80

등록금부담 경감도움 3.61 3.57 3.47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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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단과별 장학금 제도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간호보건대학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았음.
– 항공공과대학과 항공서비스대학은 제도의 다양성과 등록금부담 경감도움(3.61

점/3.57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3.41점
/3.43점)이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은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3.54점)가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3.31점)이 가장 낮음.

– 사회안전대학은 등록금부담 경감도움(3.92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3.80점)이 가장 낮음.

❍ 등록금부담 경감 도움과 제도의 다양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는 全 대학에 걸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낮은 만족도를 기록한 단과 대학의 경우 이러한 결과가 장학제도의 미비로 

인한 것인지, 가계 곤란 학생의 구성 비율로 인한 것인지 규명하는 좀 더 세
부적인 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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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학년별 장학금 제도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학년별 비교에서는 1학년의 만족도가 타 학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1학년은 등록금부담 경감도움(3.83점)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장학금 관련 행

정서비스(3.65점)가 가장 낮음.
– 2학년, 3학년, 4학년은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3.56점/3.56점/3.58점)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3.39점/3.33점/3.41점)가 가장 낮음.

❍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에 있어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에서는 全 학년에 걸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전 학년에 걸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 절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
음을 의미함. 

<표 2-20> 학년별 장학금 제도 내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장학금제도 만족도 3.74 3.49 3.46 3.49

장학금지원 적절성 3.72 3.46 3.44 3.45

지급기준 합리성 3.71 3.50 3.46 3.52

제도의 다양성 3.79 3.56 3.56 3.58

관련 행정 서비스 3.65 3.39 3.33 3.41

등록금부담 경감도움 3.83 3.55 3.51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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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학 제도에 대한 명확하고도 상세한 가이드가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어야 하며, 현 장학 운영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장학금 
신청 및 지급과정의 개선 추진이 이루어져야함.

❍ 세부 학과별로 장학금 제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2-21>와 같음. 
– 항공공과대학의 경우 항공컴퓨터공학과의 만족도가 3.85점으로 가장 높고, 

항공전자공학과의 만족도가 3.19점으로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의 경우 항공서비스학과의 만족도가 3.67점으로 가장 높고, 

보건바이오학과의 만족도가 2.70점으로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의료서비스경영학과의 만족도가 3.84점으로 가장 높고, 

치위생학과의 만족도가 3.34점으로 가장 낮음.
– 사회안전대학의 경우 군사학과의 만족도가 4.05점으로 가장 높고, 디지털영

상전공학과의 만족도가 3.12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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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학과별 장학금 제도 요인 만족도

학과 응답자 장학금제도 장학금지원
적절성

장학금지급
기준 합리성

장학금제도
다양성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

등록금부담
경감도움

전체 1832 3.57 3.54 3.56 3.64 3.47 3.62
항공공과 435 3.53 3.51 3.51 3.61 3.41 3.61

항공기계 84 3.64 3.67 3.63 3.68 3.50 3.70

항공전자 105 3.19 3.10 3.18 3.25 3.09 3.32

항공정보통신 54 3.43 3.37 3.30 3.70 3.30 3.50

무인기 48 3.52 3.58 3.42 3.58 3.42 3.58

항공신소재 24 3.39 3.46 3.42 3.33 3.29 3.46

항공소프트웨어 87 3.83 3.80 3.85 3.86 3.71 3.91

항공컴퓨터 33 3.85 3.82 3.85 4.03 3.67 3.88

항공서비스 182 3.52 3.52 3.52 3.57 3.43 3.57

항공운항 50 3.51 3.64 3.56 3.40 3.42 3.52

항공서비스 86 3.67 3.63 3.64 3.81 3.51 3.73

안전방재 36 3.43 3.33 3.39 3.53 3.44 3.44

건축 0 0.00 0.00 0.00 0.00 0.00 0.00

보건바이오 10 2.70 2.60 2.80 2.50 2.70 2.90

보건 771 3.43 3.39 3.44 3.54 3.31 3.47

간호 158 3.37 3.37 3.40 3.46 3.18 3.42

물리치료 123 3.39 3.35 3.41 3.45 3.30 3.45

작업치료 60 3.44 3.35 3.30 3.65 3.32 3.58

치위생 243 3.34 3.30 3.36 3.49 3.23 3.32

임상병리 83 3.61 3.59 3.59 3.67 3.47 3.72

의료서비스경영 32 3.84 3.78 3.97 3.91 3.75 3.78

상담복지 49 3.60 3.53 3.61 3.67 3.57 3.61

안경광학 23 3.48 3.30 3.48 3.65 3.39 3.57

사회안전 444 3.85 3.83 3.84 3.86 3.80 3.92

경찰행정 51 3.73 3.73 3.71 3.76 3.71 3.76

군사 145 4.05 4.05 4.10 4.01 3.98 4.09

항공보안경호 102 3.82 3.78 3.82 3.85 3.75 3.86

사회체육 102 3.66 3.66 3.61 3.70 3.60 3.74

멀티미디어 39 3.98 3.90 3.85 4.00 3.97 4.21

디지털영상 5 3.12 2.80 3.00 3.20 3.2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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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서비스 분야 개선 요구사항
1) 교육서비스 분야별 불만 및 요구사항

① 전공교육과정
- 전공교육과정 개선사항_1순위

(n=1,593)
순위 개선사항 빈도수 비율

1 학년별 수강 과목수 적절성 175 10.99%
2 불필요한 과제 및 발표 172 10.80%
3 전공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158 9.92%
4 실습(체험)과 이론의 균형있는 수업 진행 141 8.85%
5 실습 환경 열악(기자재 교체, 컴퓨터 사양) 139 8.73%
6 다양한 과목 개설 110 6.91%
7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96 6.03%
8 심화전공 교과목 부족 87 5.46%
9 전공교수와의 소통 부재 86 5.40%
10 학생들 수준 고려 수업설계 62 3.89%
11 야간수업 폐지 55 3.45%
12 평가방법 다양성 부족 51 3.20%
13 평가 공정성 부족 43 2.70%
14 전공 졸업시험의 비효율성 38 2.39%
15 학년별 이수과정의 체계성 부족 37 2.32%
16 전공교수 역량(전문지식, 교수법, 강의준비) 부족 37 2.32%
17 복수(융합)전공할 수 있는 이수체계 32 2.01%
18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공교과목 재구성 24 1.51%
19 학생에 대한 교수의 인식변화 23 1.44%
20 1학년도  전공교과목 이수 17 1.07%
21 수업시간표 변동(잦은 휴강) 10 0.63%

합계 1,593 100.0%

- 전공교육과정 개선사항_2순위
(n=944)

순위 개선사항 빈도수 비율
1 불필요한 과제 및 발표 118 12.50%
2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95 10.06%
3 전공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75 7.94%
4 실습 환경 열악(기자재 교체, 컴퓨터 사양) 69 7.31%
5 학생들 수준 고려 수업설계 61 6.46%
6 심화전공 교과목 부족 58 6.14%
7 전공교수와의 소통 부재 51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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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양교육과정
- 교양교육과정 개선사항_1순위

(n=1,612)
순위 개선사항 빈도수 비율
1 교양 교과목의 선택자유 부재 492 30.52%
2 전공, 취업과 관련성 없는 교과목 216 13.40%
3 교양 교과목 수업이 지나치게 많음 189 11.72%
4 교육내용의 동기유발 부족(흥미, 필요성 저하) 114 7.07%
5 교양교과목의 다양성 부족(편중심화) 110 6.82%
6 유사(중복)한교과목다수 60 3.72%
7 다양한 분야 과목 개설 58 3.60%
8 담당교수와의 소통 부재 55 3.41%
9 학생들 수준 고려 수업설계 54 3.35%
10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50 3.10%
11 교양교육과정의 체계성(연속성) 부족 37 2.30%
12 실습(체험)과 이론의 균형있는 수업 진행 37 2.30%
13 팀학습 진행의 비전문성(비효율) 37 2.30%
14 담당교수 역량(전문지식, 교수법, 강의준비) 부족 26 1.61%
15 평가방법 다양성 부족 26 1.61%
16 평가 공정성 부족 26 1.61%
17 예술적 소양관련 교과목 부재 25 1.55%

합계 1,612 100.0%

8 다양한 과목 개설 48 5.08%
9 실습(체험)과 이론에는 수업 진행 40 4.24%
10 평가 공정성 부족 40 4.24%
11 학년별 이수과정의 체계성 부족 39 4.13%
12 전공 졸업시험의 비효율성 33 3.50%
13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공교과목 재구성 31 3.28%
14 1학년도 전공교과목 이수 31 3.28%
15 복수(융합)전공할 수 있는 이수체계 30 3.18%
16 학년별 수강 과목수 적절성 29 3.07%
17 평가방법 다양성 부족 29 3.07%
18 학생에 대한 교수의 인식변화 22 2.33%
19 수업시간표 변동(잦은 휴강) 18 1.91%
20 야간수업 폐지 15 1.59%
21 전공교수 역량(전문지식, 교수법, 강의준비) 부족 12 1.27%

합계 9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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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교과 프로그램

- 교양교육과정 개선사항_2순위
(n=1,114)

순위 개선사항 빈도수 비율
1 전공, 취업과 관련성 없는 교과목 212 19.03%
2 교양 교과목 수업이 지나치게 많음 134 12.03%
3 교육내용의 동기유발 부족(흥미, 필요성 저하) 123 11.04%
4 다양한 분야 과목 개설 79 7.09%
5 유사(중복)한교과목다수 75 6.73%
6 교양교과목의 다양성 부족(편중심화) 69 6.19%
7 교양 교과목의 선택자유 부재 62 5.57%
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52 4.67%
9 팀학습 진행의 비전문성(비효율) 45 4.04%
10 학생들 수준 고려 수업설계 44 3.95%
11 담당교수 역량(전문지식, 교수법, 강의준비) 부족 42 3.77%
12 예술적 소양관련 교과목 부재 37 3.32%
13 실습(체험)과 이론의 균형있는 수업 진행 36 3.23%
14 교양교육과정의 체계성(연속성) 부족 35 3.14%
15 담당교수와의 소통 부재 31 2.78%
16 평가 공정성 부족 20 1.80%
17 평가방법 다양성 부족 18 1.62%

합계 1,114 100.0%

-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사항_1순위
(n=1,602)

순위 개선사항 빈도수 비율
1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 724 45.19%
2 프로그램 수강 강요 113 7.05%
3 프로그램 참여시간 비현실성(시간편성) 98 6.12%
4 체험(실습) 프로그램 부족 98 6.12%
5 전공, 취업과 관련성 없는 교육내용 73 4.56%
6 지나친 과제 부여 69 4.31%
7 교육내용의 동기유발 부족(흥미, 필요성 저하) 64 4.00%
8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소통 부족 63 3.93%
9 어학 프로그램 부족 63 3.93%
10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60 3.75%
11 참가비용 지원 부족 58 3.62%
12 인문학 특강 위주의 프로그램(다양성 부족) 55 3.43%
13 자개개발 프로그램 부족 50 3.12%
14 담당교수(강사)와의 소통 부재 14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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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사지원

-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사항_2순위
(n=885)

순위 개선사항 빈도수 비율
1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소통 부족 121 30.52%
2 전공, 취업과 관련성 없는 교육내용 114 13.40%
3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74 11.72%
4 프로그램 수강 강요 70 7.07%
5 체험(실습) 프로그램 부족 67 6.82%
6 교육내용의 동기유발 부족(흥미, 필요성 저하) 66 3.72%
7 인문학 특강 위주의 프로그램(다양성 부족) 61 3.60%
8 자개개발 프로그램 부족 58 3.41%
9 프로그램 참여시간 비현실성(시간편성) 56 3.35%
10 지나친 과제 부여 55 3.10%
11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 51 2.30%
12 어학 프로그램 부족 46 2.30%
13 참가비용 지원 부족 36 2.30%
14 담당교수(강사)와의 소통 부재 10 1.61%

합계 885 100.0%

- 학사지원 개선사항_1순위
(n=1,559)

순위 개선사항 빈도수 비율
1 학사지원 및 제도 정보제공 부족 456 29.2%
2 모바일 이용 대학정보 확인 불편 206 13.2%
3 교환학생 수 확대 109 7.0%
4 학생회 예산 비공개 103 6.6%
5 출제 문제에 대한 정답 미공지 85 5.5%
6 학교발전 학생 건의사항 무관심 82 5.3%
7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부족 76 4.9%
8 학업 관련 알림시스템 불편 73 4.7%
9 비효율적 제도 개선의지 부족 64 4.1%
10 중간 강의평가에도 수업 미개선 62 4.0%
11 성적부여 기준이 불합리 57 3.7%

15 평가방법 다양성 부족 26 1.61%
16 평가 공정성 부족 26 1.61%
17 예술적 소양관련 교과목 부재 25 1.55%

합계 1,6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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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의견 : 계절학기 이수 인원 수 기준을 하양 조정(폐강되는 경우가 많음).

12 학생회 활동지원 부족 36 2.3%
13 학과에 재정 및 시설지원 부족 32 2.1%
14 교환, 어학연수 나라 및 학생수 부족 31 2.0%
15 계절학기 이수학점 너무 낮음(상향조정) 30 1.9%
16 성적 이의신청에도 미반영 25 1.6%
17 결석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높음 24 1.5%
18 학생회 및 학생 자치제도에 간섭 8 0.5%

합계 1,559 100.0%

- 학사지원 개선사항_2순위
(n=862)

순위 개선사항 빈도수 비율
1 교환학생 수 확대 104 12.1%
2 비효율적 제도 개선의지 부족 76 8.8%
3 모바일 이용 대학정보 확인 불편 74 8.6%
4 학과에 재정 및 시설지원 부족 71 8.2%
5 학생회 예산 비공개 68 7.9%
6 학교발전 학생 건의사항 무관심 66 7.7%
7 학업 관련 알림시스템 불편 64 7.4%
8 출제 문제에 대한 정답 미공지 63 7.3%
9 학생회 활동지원 부족 56 6.5%
10 교환, 어학연수 나라 및 학생수 부족 42 4.9%
11 중간 강의평가에도 수업 미개선 33 3.8%
12 학사지원 및 제도 정보제공 부족 30 3.5%
13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부족 29 3.4%
14 성적부여 기준이 불합리 25 2.9%
15 성적 이의신청에도 미반영 22 2.6%
16 계절학기 이수학점 너무낮음(상향조정) 18 2.1%
17 결석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높음 14 1.6%
18 학생회 및 학생 자치제도에 간섭 7 0.8%

합계 8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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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학금 제도

      
      * 기타의견 : 장학금 지급일이 늦음.

- 학사지원 및 장학금 제도 개선사항_1순위
(n=1,576)

순위 개선사항 빈도수 비율
1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 부족 814 51.6%
2 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 부족 226 14.3%
3 장학금금액불충분(상향조정) 177 11.2%
4 국가장학금 지원 받도록 관리 필요 147 9.3%
5 장학금 제도의 불공정성 135 8.6%
6 장학금 지급 기준 불합리 77 4.9%

합계 1,576 100%

- 학사지원 및 장학금 제도 개선사항_2순위
(n=863)

순위 개선사항 빈도수 비율
1 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 부족 247 28.6%
2 장학금금액불충분(상향조정) 189 21.9%
3 국가장학금 지원 받도록 관리 필요 136 15.8%
4 장학금 제도의 불공정성 116 13.4%
5 장학금 지급 기준 불합리 90 10.4%
6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 부족 85 9.8%

합계 8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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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서비스 요인별 중요도/현수준 분석
❍ 대학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교육서비스의 요인별 중요도/현수준 분석하고자,  

전공교육, 교양교육, 비교과 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대학생활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 장학금 
제도 등 총 9개 요인으로 조사하였음.

[그림 2-24] 교육서비스 요인별 중요도/현수준 분석
n=1,832 (단위 : 점)

–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공교육과정(4.22점), 장학금제도(4.14점),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과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3.99점) 순으로 높았음.

– 현수준에서는 전공교육과정(3.75점), 학습지원 프로그램(3.55점),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3.54점), 대학생활지원 프로그램(3.52점) 순으로 높았음 

–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서는 장학금 제도가 0.70점, 학사제도 및 학
생지원이 0.49점, 전공교육과정이 0.47점으로 큰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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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단과별 교육서비스 요인 중요도/현수준 분석
n=1,832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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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단과별 교육서비스 요인 중요도/현수준 분석

구분 전공
교육

교양
교육

비교과
교육

학습
지원

대학생활
지원

심리상담
지원

진로/
취업
지원

학사지원
/제도

장학금
제도

항공
공과
대학

중요도 4.19 3.73 3.73 3.83 3.81 3.71 4.00 3.96 4.10
현수준 3.65 3.43 3.48 3.51 3.47 3.44 3.50 3.44 3.39
평균차 0.54 0.29 0.25 0.31 0.35 0.28 0.50 0.52 0.71

항공
서비스
대학

중요도 4.20 3.88 3.80 3.90 3.91 3.81 4.08 4.04 4.19
현수준 3.59 3.45 3.50 3.50 3.44 3.43 3.49 3.40 3.39
평균차 0.62 0.43 0.30 0.40 0.47 0.38 0.59 0.64 0.80

간호
보건
대학

중요도 4.25 3.67 3.60 3.74 3.78 3.73 3.89 3.93 4.13
현수준 3.77 3.34 3.38 3.43 3.43 3.41 3.44 3.40 3.32
평균차 0.48 0.33 0.23 0.30 0.35 0.32 0.44 0.53 0.81

사회
안전
대학

중요도 4.22 3.95 3.98 4.00 4.05 4.00 4.12 4.10 4.17
현수준 3.87 3.75 3.80 3.82 3.77 3.73 3.78 3.76 3.70
평균차 0.35 0.20 0.18 0.18 0.28 0.26 0.34 0.34 0.47

❍ 종합만족도 내 교육서비스 분야에 있어 단과대학별로 중요도 및 현수준에는 조
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중요도 면에서 사회안전대학 4.07점, 항공서비스대학 
3.98점, 항공공과대학 3.90점, 간호보건대학이 3.86점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현재 수준에서는 사회안전대학 3.78점, 항공공과대학 3.48점, 항공서비스대학 
3.47점, 간호보건대학 3.44점 순으로 나타났음.   
– 항공공과대학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공교육과정(4.19점)이 가장 높았

으나, 심리상담지원(3.71점)이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전공교육과정
(3.65점)이 가장 높았으나, 장학금 제도(3.39점)이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 장학금 제도가 0.71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항공서비스대학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공교육과정(4.20점)이 가장 높
았으나, 비교과교육에서(3.80점)는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전공교육
과정(3.59점)이 가장 높았으나, 장학금 제도(3.39점)가 가장 낮음. 또한 중요
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 장학금 제도가 0.80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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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공교육과정(4.25점)이 가장 높았
으나, 비교과교육(3.60점)이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전공교육과정
(3.77점)이 가장 높았으나, 장학금 제도(3.32점)가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 장학금제도가 0.81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사회안전대학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공교육과정(4.22점)이 가장 높았
으나, 교양교육(3.95점)이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전공교육과정(3.87
점)이 가장 높았으나, 장학금 제도(3.70점)가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
준의 평균차에 있어 장학금제도가 0.47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모든 전공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전공교육과정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대학에서 장학금 제도의 중요도와 현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으로 나타남. 
– 최근의 대학 교육은 수요자 및 사회적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에서는 교육과정 및 제도의 혁신을 통한 전공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고 
있음. 전공 교육의 혁신은 교육 과정, 교육 방법, 학사 운영제도 등 다방면에
서의 개선이 요구되는 대학의 중점 과제로서 현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 
분석이 우선되어야 함. 이를 기반으로 대학의 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요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항공공과대학은 심리상담지원, 항공서비스대학과 간
호보건대학은 비교과 교육, 사회안전대학은 교양교육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과
대학별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음. 
– 전체적으로 교과 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요구되는데, 이는 대학생활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충족이 가능하기에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향
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단과대별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심층분석을 통한 맞춤식 교육서비스 
개선안이 도출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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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학년별 교육서비스 요인 중요도/현수준 분석
n=1,832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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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학년별 교육서비스 요인 중요도/현수준 분석 

구분 전공
교육

교양
교육

비교과
교육

학습
지원

대학생활
지원

심리상담
지원

진로/
추업
지원

학사지원
/제도

장학금
제도

1학년

중요도 4.37 3.93 3.89 3.99 4.00 3.94 4.12 4.11 4.26
현수준 3.90 3.66 3.69 3.73 3.69 3.67 3.70 3.65 3.65
평균차 0.47 0.27 0.20 0.26 0.31 0.27 0.42 0.47 0.61

2학년

중요도 4.25 3.72 3.69 3.80 3.84 3.72 3.96 3.97 4.10
현수준 3.75 3.39 3.44 3.46 3.42 3.42 3.53 3.43 3.32
평균차 0.50 0.34 0.25 0.34 0.43 0.30 0.44 0.54 0.78

3학년

중요도 4.09 3.69 3.70 3.78 3.81 3.75 3.91 3.92 4.09
현수준 3.60 3.39 3.45 3.50 3.46 3.44 3.46 3.41 3.33
평균차 0.48 0.30 0.25 0.28 0.35 0.31 0.45 0.50 0.75

4학년

중요도 4.10 3.67 3.62 3.69 3.70 3.70 3.88 3.88 4.02
현수준 3.67 3.37 3.39 3.43 3.42 3.37 3.38 3.42 3.35
평균차 0.43 0.30 0.22 0.26 0.28 0.34 0.50 0.45 0.67

❍ 종합만족도 내 교육서비스 분야에 있어 학년별로 중요도 및 현수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중요도 면에서 1학년 4.07점, 2학년 3.90점, 3학년 3.86점, 
4학년 3.81점 순으로 나타났음. 현재 수준에서도 1학년 3.70점, 2학년 3.46
점, 3학년 3.45점, 4학년 3.42점 순으로 나타났음.   
– 1학년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공교육과정(4.37점)이 가장 높았으나, 비

교과교육(3.89점)에서는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전공교육과정(3.90점)이 
가장 높았으나, 학사제도/지원(3.65점)이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 장학금제도가 0.61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2학년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공교육과정(4.25점)이 가장 높았으나, 비
교과교육에서(3.69점)는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전공교육과정(3.75
점)이 가장 높았으나, 장학금 제도(3.32점)가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
준의 평균차에 있어 장학금 제도가 0.78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3학년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공교육과정과 장학금 제도(4.09점)가 가
장 높았으나, 교양교육(3.69점)이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전공교육과정
(3.60점)이 가장 높았으나, 장학금 제도(3.33점)가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 장학금 제도가 0.75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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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공교육과정(4.10점)이 가장 높았으나, 비
교과교육에서(3.62점)는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전공교육과정(3.67점)이 
가장 높았으나, 장학금 제도(3.35점)가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 장학금 제도가 0.67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全 학년에 거쳐 전공 교육과정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학년, 2학년, 
4학년의 경우는 비교과 과정이 3학년의 교양교육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인식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 고유의 이념을 실현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교육

과정 설계를 통한 <전공 – 교양 – 비교과>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
할 필요성이 있음. 

– 각 교육 과정의 고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 확장을 위해서는 전공 – 교양 – 비교과 연계를 통한 융복합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全 학년에서 장학금 제도의 중요도와 현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으로 나타남. 

3) 요약 및 소결 
❍ 교육 서비스 만족도 종합 

Ÿ 전체 교육 서비스 만족도는 3.75점으로 전년 대비 0.14점 상승함. 
Ÿ 하위요인에서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4.0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장

학금제도는 3.57점으로 분야별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Ÿ 평균 이상은 전공교육과정, 비교과과정과 교양교육과정이며, 평균 이하는 학

사지원, 지원 시스템과 장학금 제도로 나타남. 
Ÿ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는 간호보건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의 평균차(0.32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Ÿ 학년별 평균비교에서는 1학년과 3학년의 평균차(0.3점)가 가장 큰 차이를 보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교육 서비스 만족도의 모든 요인에서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높으며, 항공공과대학, 항공서비스대학과 간호보건대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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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로는 1학년의 만족도가 3.92점으로 가장 높으며, 2학년의 만족도(3.69
점), 4학년(3.68점), 3학년(3.62점)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학년의 진급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됨. 또한 향후 데이터 축적 및 종단 분석을 통해 학년 
별 차이의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전공교육과정 만족도

– 3대 단과대학(항공서비스, 간호보건대학, 사회안전대학)에서 전문성 함양정도
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항공공과대학에서 전공교육 최신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단과대별로 낮은 만족도는 항공공과대학은 전공교육 체계성, 항공서비스대학
과 간호보건대학은 전공교육 최신성, 사회안전대학은 전공과목 비중이 낮게 
나타남.

– 대학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전공교육 과정의 설
계와 교육 수요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체계적인 전공 교육 이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전공교육과정의 모든 요인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한 항공서비스대학의 
경우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수요조사와 체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학년별 비교분석에서는 1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나, 3학년과 4학년의 만족도가 낮았음.

– 全 학년에서 전문성 함양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1학년은 전공교육 체계성, 
2학년은 전공과목 비중, 3학년과 4학년은 전공교육 최신성이 상대적으로 낮
았음.

Ÿ 전공교육과정의 만족도는 전체 만족도는 4.00점으로 전년 대비 0.19점 상
승함.

Ÿ 하위요인에서 전문성 함양 정도는 4.05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공교육 최
신성(3.98점)으로 낮았음.

Ÿ 단과대학별 평균비교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
면, 항공서비스대학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음.

Ÿ 하위요인에 대한 단과대학별 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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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Ÿ 교양교육과정의 만족도는 3.78점으로 전년 대비 0.17점 상승함.
Ÿ 하위요인에서 과정편성 다양성(3.80점)가 가장 높았으며, 본교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지 여부와 핵심역량 함양 정도(3.78점), 핵심역량 교과목 비중(3.75
점) 순으로 나타남.

Ÿ 사회안전대학 全 영역의 만족도가 높으며,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영
역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Ÿ 1학년이 3.98점이 높게 나타났으나, 2학년은 3.69점, 4학년은 3.68점, 3학
년은 3.67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Ÿ 1학년, 2학년, 4학년은 과정 편성 다양성이 가장 높은 반면, 3학년은 핵심역
량 함양정도가 높았고, 1학년과 2학년은 핵심역량 교과목 비중, 3학년은 과
정 편성 다양성, 4학년은 핵심역량 인지여부가 낮게 나타남.

– 전공교육과정 만족도 대비 교양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만족도는 다소 상승 되었으나 교양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운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기반으로 한 점차적인 인식 및 
체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강화, 
교양교육과정 이수체계 정비 등과 같은 교양교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학생들의 핵심 역량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교양 교
과를 통한 실질적인 역량의 함양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양 교육과정의 설계와 
명확한 제시가 요구되며, 학생 개개인이 강화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에 따른 
교과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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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Ÿ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3.79점으로 전년 대비 0.21점 상승함.
Ÿ 하위요인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3.86점),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전문성(3.82

점), 프로그램의 인지도(3.69점) 순으로 프로그램의 인지도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Ÿ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간호보건대학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Ÿ 全 단과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다양성이 높은 반면, 프로그램에 대한 인
지도가 낮았음.

Ÿ 학년 별로는 1학년이 3.97점이 높게 나타났으나, 2학년은 3.74점, 4학년은 
3.72점, 3학년은 3.66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Ÿ 전 학년에서 프로그램 다양성은 높은 반면, 비교과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상
대적으로 낮음.

– 전년 대비 만족도 가장 높게 상승하였으나, 현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시
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
게 나타나고 있음.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비교과 교육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제도적인 참여 유도 장치의 마련, 시스템 관리 등의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원활한 교과학습의 수행을 지원하는 비교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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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지원 만족도  
Ÿ 학사지원 만족도는 3.73점으로 전년 대비 0.12점 상승함.
Ÿ 하위요인에서 수업운영 관리(3.88점)가 만족도가 가장 높고,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3.62점)이 가장 낮음.
Ÿ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간호보건대학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음.
Ÿ 全 단과대학에서 수업운영 관리가 가장 높고, 항공공과대학과 항공서비스대

학은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지원이 가장 낮고, 항공서비스대학, 간호보건대학
과 사회안전대학은 학사제도 편의성이 가장 낮았음.

Ÿ 학년별 비교에서는 1학년의 만족도가 타 학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Ÿ 全 학년에서 수업운영 관리가 높은 반면, 1학년은 성적이의 신청 절차 인지도, 

2, 3학년은 학생회 및 동아리지원, 4학년은 학사제도 편의성이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만족도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학생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제도화 되어야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항공공과대학을 제외한 타 단과대학의 경우 학사제도 편의성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경직된 학사제도로 인해 전공을 넘나드는 학생 주도적인 전공 
설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지식의 융복합 역량이 강조되는 추
세에 따라 다수의 대학에서는 다양한 융복합 전공 설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융복합 전공 설계 및 학사제도 유연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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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시스템  
Ÿ 지원 시스템의 만족도는 3.71점으로 나타남.
Ÿ 하위요인에서 수업운영 강의 스트리밍 안정성(3.91점)이 만족도가 가장 높고, 

Wifi 속도 적절성(3.47점)이 가장 낮음.
Ÿ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항공서비스 대학 및 간호보건대학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았음.
Ÿ 全 단과대학에서 강의 스트리밍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Wifi 

속도 적절성이 가장 낮았음.
Ÿ 학년별 비교에서는 1학년의 만족도가 타 학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Ÿ 全 학년에서 강의 스트리밍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Wifi 속도 

적절성이 가장 낮았음.

-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지원 시스템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환경 진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제도화 되도록 예산 확보와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학금 제도 만족도 
Ÿ 장학금 제도의 만족도는 3.57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상승함.
Ÿ 하위요인에서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3.64점)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3.47점)에서 가장 낮음.
Ÿ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간호보건대학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았음.
Ÿ 등록금 제도의 다양성과 등록금부담 경감 도움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장학금 지급의 적절성과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는 全 대학에 걸쳐 낮은 것
으로 나타남.

Ÿ 학년별 비교에서는 1학년의 만족도가 타 학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Ÿ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에 있어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는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이 높은 반면,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가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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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장학금 제도 전반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단과 대학의 
경우 이러한 결과가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장학제도의 미비로 인한 것인지, 
가계 곤란 학생의 구성 비율로 인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단과 대학 단위
의 좀 더 세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함.

-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장학 제도에 대한 명확하
고도 상세한 가이드가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어야 하며, 현 장학금 운영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장학금 신청 및 지급과정의 개선이 필요함. 

❍ 교육서비스 요인별 중요도 / 현수준 
Ÿ 모든 단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전공교육과정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모든 단과대학에서 장학금 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현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으로 나타남.

Ÿ 항공서비스대학과 간호보건대학에서 비교과 교육의 중요도가 가장 낮았고, 항
공공과대학은 심리상담지원, 사회안전대학은 교양교육이 가장 낮게 게 나타남 

– 전공 교육의 혁신은 교육 과정, 교육 방법, 학사 운영제도 등 다방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되는 대학의 중점 과제로서 현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 분석이 
우선되어야 함. 이를 기반으로 대학의 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학생들에게 있어 비교과 교육이 정규 교과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비교과 교육의 중요도 인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Ⅲ. 시설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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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종합
1) 대학시설 만족도 분석

❍ 시설 만족도 분석은 강의실 규모(크기 및 수용인원) 적정성, 강의실 운영(개방
시간), 강의실 및 실습실 최신화, 교내식당 규모(크기와 수용인원), 운영시간 및 
서비스, 교내식당의 식단구성 및 품질, 도서관 시설 및 자료구비, 교내 편의시설 
등 총 8개 분야로 조사하였으며, 전체 만족도는 3.62점으로 전년 대비 0.24점 
상승함. 
– 강의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3.91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교내 편의시설은 

3.25점으로 분야별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남.

[그림 3-1] 대학시설 요인 만족도
n=1,832 (단위 : 점)

<표 3-1> 단과별 대학시설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항공공과 항공서비스 간호보건 사회안전

대학시설 만족도 3.69 3.49 3.44 3.90 
강의실 규모 3.95 3.69 3.64 4.01 

강의실 운영시간 3.96 3.81 3.79 4.09 

강의/실습실 최신화 3.86 3.55 3.52 3.97 

교내식당 규모 3.68 3.40 3.40 3.88 

식당운영 및 친절 3.61 3.46 3.39 3.90 

식단구성 및 품질 3.38 3.17 3.13 3.76 

도서관시설 및 자료 3.77 3.69 3.65 3.96 

교내 편의시설 3.34 3.13 3.00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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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단과별 대학시설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항공서비스대학 및 간호보건대학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았음.
– 全 단과대학에서 강의실 운영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교내 편의시설이 

가장 낮음.

❍ 강의실 운영 면에서 全 대학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교내 편의시설이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는 간호보건대학과 사회안전대학
의 평균차(0.46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음. 
– 강의실에서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가 4.02점으로 가장 높으며, 간호보건대학

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65점을 보임.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도 간호보건대
학과 사회안전대학의 평균차(0.37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교내식당에서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가 3.89점으로 가장 높으며, 간호보건대
학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40점을 보임.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도 간호보건
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의 평균차(0.49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도서관시설에서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가 3.96점으로 가장 높으며, 간호보건
대학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65점을 보임.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도 간호보
건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의 평균차(0.31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편의시설에서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가 3.66점으로 가장 높으며, 간호보건대
학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00점을 보임. 단과대별 평균비교에서도 간호보건
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의 평균차(0.66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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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표 3-2> 단과별 대학시설 만족도 평균비교
N= 1,832 (항공공과대학 A=435명/항공서비스대학 B=182명/간호보건대학 C=771명/사회안전대학 D=444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유의확률

전반적 
대학시설
만족

A 3.69 .897 A-B .202 .083
B 3.49 .997 A-C .248 .000***
C 3.44 .910 A-D -.213 .009**
D 3.90 .865 B-C .046 .943

평균 3.62 .924 B-D -.415 .000***
　 　 　 C-D -.461 .000***

강의실 

A 3.92 .876 A-B .236 .031*
B 3.69 .999 A-C .270 .000***
C 3.65 .903 A-D -.101 .428
D 4.02 .860 B-C .034 .976

평균 3.81 .910 B-D -.337 .000***
　 　 　 C-D -.371 .000***

교내식당

A 3.65 1.059 A-B .221 .124
B 3.43 1.092 A-C .251 .001***
C 3.40 1.054 A-D -.243 .008**
D 3.89 0.992 B-C .030 .990

평균 3.58 1.063 B-D -.464 .000***
　 　 　 C-D -.493 .000***

도서관시설

A 3.77 1.006 A-B .083 .821
B 3.69 1.049 A-C .124 .220
C 3.65 .981 A-D -.189 .044*
D 3.96 .947 B-C .041 .969

평균 3.76 .993 B-D -.273 .020*
　 　 　 C-D -.314 .000***

편의시설

A 3.34 1.291 A-B .206 .350
B 3.13 1.372 A-C .334 .000***
C 3.00 1.313 A-D -.317 .004**
D 3.66 1.200 B-C .128 .693

평균 3.25 1.313 B-D -.524 .000***
　 　 　 C-D -.65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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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학년별 대학시설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학년별 대학시설에 대한 비교분석에서는 1학년의 만족도가 3.82점으로 높은 반
면, 3학년의 만족도가 3.48점으로 가장 낮음.
– 全 학년에서 강의실 운영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교내 편의시설에 있어

학생의 편의성과 기본 복지와 관련된 시설에서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한 개선 
추진이 요구됨. 

❍ 학년별 대학시설 만족도 평균비교에서는 1학년과 3학년의 평균차(0.35점)가 가
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표 3-3> 학년별 대학시설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시설 만족도 3.82 3.53 3.48 3.55 

강의실 규모 3.99 3.74 3.67 3.75 

강의실 운영시간 4.02 3.90 3.76 3.89 

강의/실습실 최신화 3.96 3.63 3.53 3.62 

교내식당 규모 3.82 3.48 3.46 3.44 

식당운영 및 친절 3.78 3.45 3.44 3.56 

식단구성 및 품질 3.62 3.19 3.17 3.31 

도서관시설 및 자료 3.90 3.74 3.67 3.64 

교내 편의시설 3.50 3.07 3.16 3.18 



- 75 -

– 강의실에서 1학년의 만족도가 3.99점으로 가장 높으며, 3학년이 가장 낮은 
3.65점을 보임. 학년별 평균비교에서도 1학년과 3학년의 평균차(0.34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교내식당에서 1학년의 만족도가 3.80점으로 가장 높으며, 3학년이 가장 낮은 
3.45점을 보임. 학년별 평균비교에서도 1학년과 3학년의 평균차(0.35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도서관시설에서 1학년의 만족도가 3.90점으로 가장 높으며, 4학년이 가장 낮
은 3.64점을 보임. 학년별 평균비교에서도 1학년과 4학년의 평균차(0.26점)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편의시설에서 1학년의 만족도는 3.50점으로 가장 높으며 2학년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07점을 보임. 반면, 학년별 평균비교에서도 1학년과 2학년의 평
균차(0.43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표 3-4> 학년별 대학시설 만족도 평균비교
N= 1,832 (1학년 A=603명 / 2학년 B=477명 / 3학년 C=448명 / 4학년 D=304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유의확률

전반적 
대학시설
만족

A 3.83 0.835 A-B 0.299 0.000***
B 3.53 0.935 A-C 0.342 0.000***
C 3.48 0.934 A-D 0.276 0.000***
D 3.55 0.992 B-C 0.043 0.915

평균 3.62 0.924 B-D -0.023 0.990
　 　 　 C-D -0.066 0.815

강의실 

A 3.99 0.822 A-B 0.231 0.001**
B 3.76 0.906 A-C 0.337 0.000***
C 3.65 0.958 A-D 0.239 0.003**
D 3.75 0.955 B-C 0.106 0.362

평균 3.81 0.910 B-D 0.008 1.000
　 　 　 C-D -0.099 0.539

교내식당

A 3.80 0.953 A-B 0.339 0.000***
B 3.46 1.127 A-C 0.354 0.000***
C 3.45 1.048 A-D 0.303 0.001***
D 3.50 1.120 B-C 0.015 0.998

평균 3.58 1.063 B-D -0.036 0.975
　 　 　 C-D -0.050 0.938



- 76 -

 
*p<.05, **p<.01, ***p<.001

<표 3-4> 학년별 대학시설 만족도 평균비교
N= 1,832 (1학년 A=603명 / 2학년 B=477명 / 3학년 C=448명 / 4학년 D=304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유의확률

도서관시설

A 3.90 0.940 A-B 0.161 0.069
B 3.74 0.967 A-C 0.232 0.003**
C 3.67 0.999 A-D 0.259 0.003**
D 3.64 1.093 B-C 0.071 0.757

평균 3.76 0.993 B-D 0.098 0.612
　 　 　 C-D 0.027 0.987

편의시설

A 3.50 1.207 A-B 0.429 0.000***
B 3.07 1.378 A-C 0.342 0.001**
C 3.16 1.296 A-D 0.322 0.006**
D 3.18 1.366 B-C -0.087 0.792

평균 3.25 1.313 B-D -0.108 0.737
　 　 　 C-D -0.020 0.998



- 77 -

2) 행정서비스 만족도 분석

❍ 장학금 제도 만족도 분석은 교직원 업무처리의 정확성, 업무처리 신속성, 업무
처리 친절성, 행정서비스 시스템 편의성 등 총 4개 분야로 조사하였으며, 전체 
만족도는 3.45점으로 전년 대비 0.14점 하락함. 
– 업무처리 정확성에 대한 만족도가 3.5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업무처리 신

속성에 대한 만족도는 3.37점으로 분야별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나
타남.

[그림 3-4] 행정서비스 요인별 만족도
n=1,832 (단위 : 점)

<표 3-5> 단과별 행정서비스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항공공과 항공서비스 간호보건 사회안전

행정서비스 만족도 3.38 3.31 3.30 3.84

업무처리 정확성 3.45 3.36 3.34 3.86

업무처리 신속성 3.30 3.24 3.19 3.78

업무처리 친절성 3.42 3.32 3.35 3.85

시스템 편의성 3.34 3.34 3.32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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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단과별 행정서비스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간호보건대학이 전반적으로 낮았음.
– 항공공과대학, 항공서비스대학, 사회안전대학은 업무처리 정확성(3.45점/3.36점

/3.86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업무처리 신속성(3.30점/3.24점/3.78
점)이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은 업무처리 친절성(3.35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업무
처리 신속성(3.19점)이 가장 낮음.

❍ 업무처리 정확성은 간호보건대학을 제외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업무처리 
신속성은 全 단과대학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업무처리의 정확성 만족도는 전반적인 대학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주요 요인이므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업무 절차 
수립, 업무 과정의 표준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추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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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학년별 행정서비스 내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학년별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교분석에서는 1학년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2학년의 
만족도가 낮은 점수를 보였음.
– 1학년, 3학년은 교직원의 업무처리 친절성(3.67점/3.41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업무처리 신속성(3.45점/3.32점)이 가장 낮음.
– 2학년은 업무처리 정확성(3.39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업무처리 신

속성(3.24점)이 가장 낮음.
– 4학년은 업무처리 정확성과 시스템 편의성(3.51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

적으로 업무처리 친절성(3.45점)이 가장 낮음.
– 신속한 행정 업무 지원은 다양한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대학생을 지원

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 
– 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와 같은 체

제의 변화를 통한 접근이 수반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Q&A 서비스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3-6> 학년별 행정서비스 내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행정서비스 만족도 3.59 3.33 3.38 3.48

업무처리 정확성 3.65 3.39 3.39 3.51

업무처리 신속성 3.45 3.24 3.32 3.46

업무처리 친절성 3.67 3.35 3.41 3.45

시스템 편의성 3.58 3.34 3.3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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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및 행정서비스 분야 개선 요구사항
1) 대학시설 불만 및 요구사항

- 대학시설 개선사항_1순위
(n=1,589)

순위 불만사항 빈도수 비율
1 학식메뉴 다양화 372 23.4%
2 교내 식당 위생상태 불량 326 20.5%
3 가격에 비해 맛, 품질 저하 322 20.3%
4 교내 복사기, 프린터 사용 불편 53 3.3%
5 책상노후화(일체형)교체지연 53 3.3%
6 강의장 PC 및 음향장비 불량 44 2.8%
7 휴게실공간협소(점심시간이용) 42 2.6%
8 학식 위탁업체 및 외식업체 변경 40 2.5%
9 도서관 및 열람실 이용시간 제한 39 2.5%
10 노후시설(화장실, 출입문) 교체지연 38 2.4%
11 교내 편의점 품질 불량 37 2.3%
12 교내 자판기 위생상태 불량 35 2.2%
13 교내 편의점 불친절 33 2.1%
14 강의장 냉난방 시설불량(비효율) 32 2.0%
15 학생증 사용기능 강화(카드결재) 26 1.6%
16 교내소 모임(스터디룸) 공간열악 23 1.4%
17 시험기간 도서관 이용시간 연장 21 1.3%
18 실습(험)실 기자재 및 장비불량 13 0.8%
19 도서관내 소음 및 외부소음 11 0.7%
20 휴게실 냉난방 시설 개선 11 0.7%
21 도서관 전공관련 서적 부족 10 0.6%
22 도서관 전공서적이외 인문학, 신간서적 부족 8 0.5%

합계 1,5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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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시설 개선사항_2순위
(n=966)

순위 불만사항 빈도수 비율
1 교내 식당 위생상태 불량 187 19.4%
2 가격에 비해 맛, 품질 저하 168 17.4%
3 도서관 전공서적 이외 인문학, 신간서적 부족 74 7.7%
4 실습(험)실 기자재 및 장비불량 66 6.8%
5 교내 소모임(스터디룸) 공간열악 54 5.6%
6 교내복사기, 프린터 사용불편 51 5.3%
7 휴게실공간협소(점심시간이용) 49 5.1%
8 시험기간 도서관 이용시간 연장 40 4.1%
9 교내 편의점 불친절 31 3.2%
10 휴게실 냉난방 시설 개선 31 3.2%
11 도서관 전공관련 서적 부족 31 3.2%
12 도서관내 소음 및 외부소음 29 3.0%
13 교내 편의점 품질 불량 26 2.7%
14 학식메뉴 다양화 21 2.2%
15 학생증 사용기능 강화(카드결재) 20 2.1%
16 강의장 PC 및 음향장비 불량 17 1.8%
17 책상노후화(일체형)교체지연 15 1.6%
18 교내 자판기 위생상태 불량 15 1.6%
19 강의장 냉난방 시설불량(비효율) 15 1.6%
20 학식 위탁업체 및 외식업체 변경 10 1.0%
21 노후시설(화장실, 출입문)교체지연 9 0.9%
22 도서관 및 열람실 이용시간 제한 7 0.7%

합계 9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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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서비스 불만 및 요구사항
- 행정서비스 개선사항_1순위

(n=1,579)
순위 불만사항 빈도수 비율
1 미숙한 업무처리 349 22.1%
2 스쿨버스 지원차량 수 부족 205 13.0%
3 스쿨버스 시간편성(간격) 불편 167 10.6%
4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지연 153 9.7%
5 학생들 의견 미반영 134 8.5%
6 학생들을 대하는 교직원 태도 133 8.4%
7 전화통화 어려움(담당자 부재, 안내 미숙) 125 7.9%
8 업무처리 결과 통보 미흡 99 6.3%
9 모바일 이용 통합정보 시스템 접속 92 5.8%
10 스쿨버스 노선 불편 77 4.9%
11 스쿨버스 기사 불친절 23 1.5%
12 통합정보 시스템 장애 시 늦장 대처 22 1.4%

합계 1,579 100.0%

- 행정서비스 개선사항_2순위
(n=978)

순위 불만사항 빈도수 비율
1 스쿨버스 지원차량 수 부족 178 18.2%
2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지연 125 12.8%
3 스쿨버스 시간편성(간격) 불편 119 12.2%
4 학생들 의견 미반영 104 10.6%
5 스쿨버스 노선 불편 87 8.9%
6 학생들을 대하는 교직원 태도 85 8.7%
7 전화통화 어려움(담당자 부재, 안내 미숙) 79 8.1%
8 업무처리 결과 통보 미흡 59 6.0%
9 모바일 이용 통합정보 시스템 접속 54 5.5%
10 미숙한 업무처리 41 4.2%
11 통합정보 시스템 장애 시 늦장 대처 24 2.5%
12 스쿨버스 기사 불친절 23 2.4%

합계 9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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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시설 및 행정서비스 중요도/현수준 분석
❍ 종합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대학시설 및 행정서비스 요인별 중요도/현수준 

분석하고자, 대학 내 교육시설, 편의시설, 교직원 행정서비스 등 총 3개 요인으로 
조사하였음.

[그림 3-7] 대학시설 및 행정서비스 요인 중요도/현수준 분석
n=1,832 (단위 : 점)

– 중요도에 있어서는 대학 교육시설(4.11점), 행정서비스와 편의시설(4.07점) 
순으로 높았으며, 현수준에서는 대학 교육시설(3.54점), 행정서비스(3.32점), 
편의시설(3.26점) 순으로 나타남.

–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서는 대학 편의시설이 0.85점, 행정서비스
가 0.75점, 교육시설이 0.53점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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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단과별 대학시설 및 행정서비스 요인 중요도/현수준 분석
n=1,832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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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단과별 대학시설 및 행정서비스 요인 중요도/현수준 분석

구분 대학 교육시설 대학 편의시설 행정서비스

항공
공과
대학

중요도 4.03 4.03 4.06
현수준 3.57 3.26 3.28
평균차 0.47 0.77 0.77

항공
서비스
대학

중요도 4.13 4.12 4.10
현수준 3.43 3.20 3.27
평균차 0.70 0.92 0.84

간호
보건
대학

중요도 4.06 4.13 4.05
현수준 3.41 3.05 3.17
평균차 0.65 1.08 0.88

사회
안전
대학

중요도 4.11 4.14 4.12
현수준 3.79 3.63 3.66
평균차 0.33 0.51 0.46

❍ 종합만족도 내 교육서비스 분야에 있어 단과대학별로 중요도 및 현수준에는 조
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중요도 면에서 사회안전대학과 항공서비스대학이 4.12
점, 간호보건대학이 4.08점, 항공공과대학 4.04점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현재 
수준에서는 사회안전대학 3.69점, 항공공과대학 3.37점, 항공서비스대학 3.30
점, 간호보건대학 3.21점 순으로 나타났음.  
– 항공공과대학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행정서비스(4.06점)가 가장 높았으나, 

대학 교육시설과 대학 편의시설(4.03점)이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교
육시설(3.57점)이 가장 높았으나, 대학 편의시설(3.26점)이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 대학 편의시설과 행정서비스가 0.77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항공서비스대학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대학 교육시설(4.13점)이 가장 높
았으나, 행정서비스에서(4.10점)는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대학 교육
시설(3.43점)이 가장 높았으나, 편의시설(3.20점)이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 대학 편의시설이 0.92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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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대학 편의시설(4.13점)이 가장 높았
으나, 행정서비스(4.05점)는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대학 교육시설
(3.41점)이 가장 높았으나, 편의시설(3.05점)이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
수준의 평균차에 있어 행정서비스가 0.88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사회안전대학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편의시설(4.14점)이 가장 높았으나, 
대학교육시설(4.11점)이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대학교육시설(3.79점)
이 가장 높았으나, 편의시설(3.63점)이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
균차에 있어 편의시설이 0.51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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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학년별 대학시설 및 행정서비스 요인 중요도/현수준 분석
n=1,832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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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학년별 대학시설 및 행정서비스 요인 중요도/현수준 

구분 대학 교육시설 대학 편의시설 행정서비스

1학년

중요도 4.17 4.18 4.21
현수준 3.72 3.50 3.46
평균차 0.45 0.69 0.74 

2학년

중요도 4.09 4.13 4.11
현수준 3.43 3.10 3.20
평균차 0.66 1.03 0.91 

3학년

중요도 3.98 4.04 3.95
현수준 3.47 3.17 3.29
평균차 0.52 0.87 0.67 

4학년

중요도 3.99 4.01 3.93
현수준 3.47 3.14 3.31
평균차 0.52 0.86 0.63 

❍ 종합만족도 내 교육서비스 분야에 있어 학년별로 중요도 및 현수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중요도 면에서 1학년 4.19점, 2학년 4.11점, 3학년 3.99점, 
4학년 3.98점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현재 수준에서는 1학년 3.56점, 3학년 
3.31점, 4학년 3.31점, 2학년 3.24점 순으로 나타났음.  
– 1학년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행정서비스(4.21점)이 가장 높았으나, 대학 

교육시설(4.17점)에서는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대학 편의시설(3.72점)
이 가장 높았으나, 행정서비스(3.46점)이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 행정서비스가 0.74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2학년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대학 편의시설(4.13점)이 가장 높았으나, 
대학 교육시설에서(4.09점)는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대학 교육시설
(3.43점)이 가장 높았으나, 대학 편의시설(3.10점)이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
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 편의시설이 1.03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3학년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대학 편의시설(4.04점)이 가장 높았으나, 
행정서비스(3.95점)는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대학 교육시설(3.47점)이 
가장 높았으나, 편의시설(3.17점)이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
차에 있어 편의시설이 0.87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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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의 경우 중요도에 있어서는 대학 편의시설(4.01점)이 가장 높았으나, 
행정서비스(3.93점)는 가장 낮음. 반면, 현수준에서는 대학 교육시설(3.47점)이 
가장 높았으나, 편의시설(3.14점)이 가장 낮음. 또한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
차에 있어 편의시설이 0.86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단과대학과 학년에서 대부분 대학 편의시설의 중요도와 현 수준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있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함. 대학 편의시설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반
드시 확충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학생들이 현재 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
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이 요구됨.

4) 요약 및 소결
❍ 대학시설 만족도 
Ÿ 대학시설 전체 만족도는 3.62점으로 전년 대비 0.24점 상승함. 
Ÿ 강의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3.91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교내 편의시설은 

3.25점으로 분야별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남.
Ÿ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항공서비스대학 및 간호보건대학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았음.
Ÿ 全 단과대학에서 강의실 운영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교내 편의시설

이 가장 낮음.
Ÿ 학년별 대학시설에 대한 비교분석에서는 1학년의 만족도가 3.82점으로 높은 

반면, 3학년의 만족도가 3.48점으로 가장 낮음.
Ÿ 全 학년에서 강의실 운영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교내 편의시설이 가

장 낮음.
– 교내 편의시설, 식당과 같이 학생이 캠퍼스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편

의성을 제공하는 시설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이는 대학 생활에 대한 만
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가능하기에, 학생들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개선 추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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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 만족도 
Ÿ 행정서비스 전체 만족도는 3.45점으로 전년 대비 0.14점 하락함. 
Ÿ 행정서비스 만족도 분석결과 업무처리의 정확성(3.50점) → 업무처리 친절성

(3.49점) → 시스템 편의성(3.46점) → 업무처리의 신속성(3.37점) 순으로 높
게 나타남  

Ÿ 3개 단과대학(항공공과, 항공서비스, 사회안전)에서 업무처리 정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호보건대학은 업무 친절성이 가장 높았음. 全 단과대학에서 업무처리 
신속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업무처리의 신속성은 전반적인 대학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주요 요인이므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업무 절차 수립, 
업무 과정의 표준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추진이 요구됨. 

  - 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와 같은 체제의 
변화를 통한 접근이 수반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Q&A 서비
스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대학시설 및 행정서비스의 중요도 / 현수준 
Ÿ 중요도에 있어서는 대학 교육시설(4.11점), 행정서비스와 편의시설(4.07점) 

순으로 높았으며, 현수준에서는 대학 교육시설(3.54점), 행정서비스(3.32점), 
편의시설(3.26점) 순으로 나타남. 

Ÿ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서는 대학 편의시설이 0.85점, 행정서비스
가 0.75점, 교육시설이 0.53점 순으로 나타남.

– 대학 편의시설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확충이 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학생들이 현재 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이 요구됨. 



Ⅳ. 소속감 및 소속학과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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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만족도 분석
1) 종합만족도 요인별 분석

❍ 대학 종합만족도 분석은 대학에 대한 자부심, 대학 평판 이미지, 대학 소속감, 
동문회 참여의사, 재능기부 및 기부금 등 대학발전 참여, 지인 추천의향, 재입학시 
본교 재선택을 묻는 대학 충성도 등 총 7개 요인으로 조사하였으며, 전체 만족
도는 3.30점으로 전년 대비 0.14점 상승함. 

  -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학 소속감이 3.43점으로 가장 높으며, 대학 자부심이 3.38
점, 대학평판 이미지가 3.3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대학 충성도가 3.23점, 대학발전 참여의사가 3.15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 종합만족도 요인별 만족도

n=1,832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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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단과별 종합만족도 요인별 만족도 분석

구분 항공공과 항공서비스 간호보건 사회안전

대학 만족 3.38 3.20 3.09 3.64 

대학 자부심 3.51 3.25 3.17 3.67 

대학평판 이미지 3.45 3.22 3.13 3.69 

대학 소속감 3.49 3.29 3.25 3.74 

동문회 참여의사 3.29 3.18 3.04 3.64 

대학발전 참여의사 3.22 3.08 2.95 3.49 

지인 추천의향 3.40 3.21 3.10 3.63 

대학 충성도 3.29 3.15 3.00 3.60 

[그림 4-2] 단과별 종합만족도 요인별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간호보건대학이 전체적으로 낮았음.
– 항공공과대학은 대학 자부심(3.51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대학발전 참여 

의사(3.22점)가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 간호보건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은 대학 소속감(3.29점/3.25점

/3.74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대학발전 참여의사(3.08점/2.95점
/3.49점)가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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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소속감 면에서 3개 단과대학이 공통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대학발전 
참여의사에 있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 학년별 종합만족도 내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 만족 3.58 3.18 3.15 3.16 

대학 자부심 3.66 3.26 3.19 3.28 

대학평판 이미지 3.58 3.23 3.26 3.23 

대학 소속감 3.67 3.35 3.26 3.33 

동문회 참여의사 3.57 3.15 3.09 3.08 

대학발전 참여의사 3.48 3.00 3.00 2.98 

지인 추천의향 3.60 3.20 3.17 3.11 

대학 충성도 3.53 3.10 3.06 3.12 

[그림 4-3] 학년별 종합만족도 내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학년별 비교분석에서는 1학년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1학년, 2학년과 4학년의 경우 대학 소속감(3.67점/3.35점/3.33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대학발전 참여 의사(3.48점/3.00점/2.98점)이 가장 낮음.
  - 3학년의 경우 대학 평판 이미지와 대학 소속감(3.26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

적으로 대학발전 참여의사(3.00점)이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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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 학년에서 대학 소속감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대학발전 참여의사에 있
어 모든 학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개 단과대학과 全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대학 소속감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대학발전 참여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대학 내·외부의 지속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대학 고유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중장기 발전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대학 발전 계획의 실행에 있어 대학 구성원의 적극
적인 공감과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임. 대학 발전의 방향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유하는 절차의 마련을 통해 학생이 대학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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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만족도 요인별 긍정률
❍ 종합만족도와 관련하여 내부요인인 대학만족, 대학자부심, 대학평판 이미지, 대학 

소속감, 동문회 참여의사, 대학발전 참여의사, 지인 추천의향, 대학 충성도를 살
펴본 결과, 각 항목별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부정적 응답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음.

❍ 긍정률에서는 대학 소속감(44.2%)이 가장 높고, 부정률에서는 대학발전 참여의
사(25.3%)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4] 종합만족도 요인별 긍정률
n=1,832 (단위: %)

구분
대학
만족

대학
자부심

대학평판
이미지

대학
소속감

동문회
참여의사

대학발전
참여의사

지인추천
의향

대학
충성도

긍정률 30.9% 41.5% 41.0% 44.2% 38.8% 36.5% 41.0% 39.2%

부정률 28.6% 17.2% 18.7% 16.4% 21.9% 25.3% 20.3% 23.6%

* 긍정률(5/4점): 매우그렇다/그렇다, 부정률(1/2점): 매우아니다/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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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공과대학 재학생들의 종합만족도 관련 대학 자부심, 평판 이미지, 소속감, 
지인추천 의향이 4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대학발전 참여의 
부정률이 22.3%로 졸업이후 재학생들의 대학발전을 위한 참여 제고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4-5] 항공공과대학 종합만족도 요인별 긍정률
n=435 (단위: %)

부정 긍정

대학만족 24.1% 31.7%

대학자부심 13.3% 45.3%

평판이미지 15.4% 44.6%

대학소속감 13.6% 45.3%

동문회참여 20.0% 38.4%

대학발전참여 22.3% 36.8%

지인추천의향 16.1% 43.2%

대학충성도 20.9% 40.2%

❍ 항공서비스대학 재학생들의 종합만족도 관련 대학 소속감이 4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대학발전 참여의 부정률이 26.9%로 졸업이후 재학생들
의 대학발전을 위한 참여 제고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4-6] 항공서비스대학 종합만족도 요인별 긍정률
n=182 (단위: %)

부정 긍정

대학만족 31.3% 28.6%

대학자부심 21.4% 38.5%

평판이미지 23.1% 38.5%

대학소속감 21.4% 42.9%

동문회참여 24.7% 37.4%

대학발전참여 26.9% 34.6%

지인추천의향 22.5% 38.5%

대학충성도 24.7%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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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보건대학 재학생들의 종합만족도 관련 대학 소속감이 36.7%로 가장 높았
으나, 상대적으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낮은 긍정률을 보이고 있음. 반면, 부정률에 
있어 대학발전 참여가 30.2%로 졸업이후 재학생들의 대학발전을 위한 참여 제
고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4-7] 간호보건대학 종합만족도 요인별 긍정률
n=771 (단위: %)

부정 긍정

대학만족 36.4% 23.0%

대학자부심 21.8% 33.7%

평판이미지 23.3% 31.6%

대학소속감 19.3% 36.7%

동문회참여 27.6% 31.1%

대학발전참여 30.2% 28.5%

지인추천의향 25.8% 33.7%

대학충성도 30.1% 31.6%

❍ 사회안전대학 재학생들의 종합만족도 관련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타대학에 비해 매우 높은 긍정률을 보이고 있음. 반면, 부정률에 있어 
대학발전 참여가 18.9%로 졸업이후 재학생들의 대학발전을 위한 참여 제고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4-8] 사회안전대학 종합만족도 요인별 긍정률
n=444 (단위: %)

부정 긍정

대학만족 18.2% 44.8%

대학자부심 11.5% 52.7%

평판이미지 12.2% 54.7%

대학소속감 11.9% 56.5%

동문회참여 12.8% 53.2%

대학발전참여 18.9% 50.7%

지인추천의향 14.0% 52.7%

대학충성도 14.6%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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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학과별로 종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4-3>와 같음. 
– 항공공과대학의 경우 항공컴퓨터공학과의 만족도가 3.65점으로 가장 높고, 

항공전자공학과의 만족도가 3.13점으로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의 경우 항공서비스학과의 만족도가 3.37점으로 가장 높고, 

보건바이오학과의 만족도가 2.16점으로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의료서비스경영학과의 만족도가 3.66점으로 가장 높고, 

치위생학과의 만족도가 2.90점으로 가장 낮음.
– 사회안전대학의 경우 군사학과의 만족도가 3.95점으로 가장 높고, 디지털영

상전공학과의 만족도가 3.94점으로 가장 낮음. 

❍ 종합 만족도의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부정적 응답 비율보다 전반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단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대학 발전방향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대학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교육 
혁신을 수반하기에 이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대학의 발전이 곧 학생들의 역량강화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전
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발전 방향 수립 단계에서부터 의견 수렴 통로를 확보
하고, 발전의 추진 경과에 따른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절차적인 제도의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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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학과별 종합만족도 요인별 만족도 

학과 응답자 대학
만족도

대학
자부심

대학평판
이미지

대학
소속감

동문회
참여의사

대학발전
참여의사

지인
추천의사

대학
충성도

전체 1,832 3.30 3.38 3.35 3.43 3.26 3.15 3.31 3.23
항공공과 435 3.38 3.51 3.45 3.49 3.29 3.22 3.40 3.29

항공기계 84 3.49 3.63 3.51 3.58 3.36 3.30 3.50 3.58
항공전자 105 3.13 3.24 3.22 3.26 3.12 2.93 3.14 3.02
항공정보통신 54 3.31 3.43 3.43 3.44 3.39 3.09 3.31 3.11
무인기 48 3.51 3.69 3.44 3.58 3.46 3.44 3.50 3.48
항공신소재 24 3.14 3.29 3.29 3.25 2.96 2.92 3.25 3.04
항공소프트웨어 87 3.49 3.61 3.63 3.63 3.28 3.36 3.56 3.34
항공컴퓨터 33 3.65 3.82 3.76 3.70 3.58 3.64 3.58 3.52

항공서비스 182 3.20 3.25 3.22 3.29 3.18 3.08 3.21 3.15
항공운항 50 3.07 3.06 3.06 3.18 3.08 3.08 3.10 2.96
항공서비스 86 3.37 3.50 3.41 3.45 3.29 3.17 3.40 3.38
안전방재 36 3.23 3.22 3.28 3.33 3.33 3.11 3.22 3.14
건축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보건바이오 10 2.16 2.20 2.20 2.30 2.10 2.10 2.10 2.10

보건 771 3.09 3.17 3.13 3.25 3.04 2.95 3.10 3.00
간호 158 3.07 3.16 3.04 3.25 2.94 2.95 3.09 3.01
물리치료 123 3.14 3.17 3.17 3.21 3.19 3.01 3.11 3.11
작업치료 60 2.98 3.03 3.13 3.08 3.02 2.83 2.93 2.82
치위생 243 2.90 2.99 2.97 3.09 2.85 2.71 2.93 2.80
임상병리 83 3.40 3.48 3.31 3.57 3.34 3.39 3.34 3.36
의료서비스경영 32 3.66 3.75 3.78 3.78 3.50 3.47 3.91 3.44
상담복지 49 3.28 3.33 3.39 3.45 3.27 3.10 3.33 3.12
안경광학 23 2.92 3.09 3.09 3.13 2.91 2.74 2.70 2.78

사회안전 444 3.64 3.67 3.69 3.74 3.64 3.49 3.63 3.60
경찰행정 51 3.11 3.27 3.18 3.25 3.08 2.84 3.12 3.04
군사 145 3.95 3.95 3.98 4.08 3.92 3.80 3.92 3.97
항공보안경호 102 3.66 3.66 3.71 3.73 3.69 3.61 3.67 3.58
사회체육 102 3.51 3.60 3.62 3.57 3.52 3.39 3.46 3.41
멀티미디어 39 3.53 3.44 3.46 3.74 3.64 3.23 3.59 3.62
디지털영상 5 2.94 2.80 3.40 2.80 3.00 2.60 3.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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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학과 만족도 분석
1) 소속 학과 요인별 만족도

❍ 소속 학과의 만족도 분석은 학과 전문성, 학과의 미래전망, 진로적성 도움,  학
과 교수진 선호도(진정성과 열정), 학과 교수진의 이론적/실용적 전문성, 학과 추
천의사, 수업내용 전문성 등 총 7개 요인으로 조사하였으며, 전체 만족도는 
3.96점으로 전년 대비 0.29점 상승함. 
– 분야별로 살펴보면 학과 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4.03점으로 가장 높으며, 

교수진 선호도 3.99점, 학과 전문성과 수업내용 전문성이 3.9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전체 평균이하의 요인에는 진로적성 도움이 3.93점, 학과 추천의사 
3.84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소속 학과 요인별 만족도
n=1,832 (단위 : 점)

<표 4-4> 단과별 소속 학과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항공공과 항공서비스 간호보건 사회안전

소속 학과 만족도 3.94 3.82 3.97 4.02 

학과 전문성 3.93 3.82 4.01 4.05 

미래 전망 3.96 3.75 3.97 4.01 

진로적성 도움 3.88 3.75 3.97 4.00 

교수진 선호도 4.00 3.87 3.99 4.04 

교수 전문성 4.00 4.02 4.03 4.09 

학과추천의사 3.86 3.65 3.81 3.94 

수업내용 전문성 3.95 3.84 4.00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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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단과별 소속 학과 내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단과대학별 비교분석에서는 사회안전대학이 全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항공서비스대학이 전체적으로 낮았음.
– 항공공과대학은 교수진 선호도와 교수 전문성(4.00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

적으로 학과추천의사(3.86점)이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 간호보건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은 교수의 전문성(4.02점/4.03점

/4.09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학과 추천의사(3.65점/3.81점/3.94점)
가 가장 낮음.

❍ 교수의 전문성 면에서 全 대학이 공통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학과 추천
의사는 全 대학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 학년별 소속 학과 내 요인 만족도 분석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소속 학과 만족도 4.14 3.96 3.82 3.80 

학과 전문성 4.13 4.00 3.86 3.85 

미래 전망 4.12 3.95 3.84 3.80 

진로적성 도움 4.10 3.94 3.81 3.77 

교수진 선호도 4.18 4.00 3.83 3.83 

교수 전문성 4.22 4.05 3.88 3.88 

학과추천의사 4.04 3.80 3.70 3.69 

수업내용 전문성 4.16 4.00 3.85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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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학년별 소속 학과 요인 만족도 분석
n=1,832 (단위 : 점)

❍ 학년별 비교분석에서는 1학년이 가장 높고, 4학년이 가장 낮았음.
  - 全 학년에서 교수 전문성(4.22점/4.05점/3.88점/3.88점)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

적으로 학과추천의사(4.04점/3.80점/3.70점/3.69점)이 가장 낮음.
❍ 모든 단과대학과 全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교수 전문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

나 학과추천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과 추천의사는 소속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경험에 대한 학생의 종합적

인 평가가 반영되는 대표적인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기에, 추천의사가 공통적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됨. 

❍ 세부 학과별로 소속학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4-6>와 같음. 
– 항공공과대학의 경우 항공기계공학과의 만족도가 4.46점으로 가장 높고, 항공

전자공학과와 항공정보통신공학과의 만족도가 3.67점으로 가장 낮음. 
– 항공서비스대학의 경우 항공운항학과의 만족도가 3.92점으로 가장 높고, 보

건바이오학과의 만족도가 2.96점으로 가장 낮음.
–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임상병리학과의 만족도가 4.17점으로 가장 높고, 작업

치료학과의 만족도가 3.74점으로 가장 낮음.
– 사회안전대학의 경우 군사학과의 만족도가 4.44점으로 가장 높고, 디지털영상

전공학과의 만족도가 3.00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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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학과별 소속 학과 요인 만족도
학과 응답자 소속학과

만족도
학과 

전문성
미래 
전망

진로적성 
도움

교수진 
선호도

교수 
전문성

학과추
천의사

수업내용
전문성

전체 1,832 3.96 3.98 3.96 3.93 3.99 4.03 3.84 3.98
항공공과 435 3.94 3.93 3.96 3.88 4.00 4.00 3.86 3.95

항공기계 84 4.46 4.46 4.48 4.40 4.57 4.52 4.36 4.44
항공전자 105 3.67 3.69 3.66 3.68 3.66 3.76 3.59 3.67
항공정보통신 54 3.67 3.69 3.65 3.54 3.81 3.78 3.52 3.72
무인기 48 3.94 3.94 4.02 3.71 4.06 3.96 3.92 3.98
항공신소재 24 3.73 3.63 3.79 3.71 3.88 3.83 3.54 3.75
항공소프트웨어 87 3.95 3.93 4.01 3.93 3.98 3.98 3.87 3.98
항공컴퓨터 33 4.00 3.91 4.03 4.00 3.97 3.97 4.06 4.06

항공서비스 182 3.82 3.82 3.75 3.75 3.87 4.02 3.65 3.84
항공운항 50 3.92 3.96 3.82 3.86 4.00 4.04 3.72 4.02
항공서비스 86 3.87 3.88 3.73 3.80 3.94 4.09 3.72 3.88
안전방재 36 3.79 3.83 3.92 3.78 3.78 3.94 3.56 3.75
건축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보건바이오 10 2.96 2.60 2.90 2.70 3.00 3.50 3.10 2.90

보건 771 3.97 4.01 3.97 3.97 3.99 4.03 3.81 4.00
간호 158 4.11 4.15 4.11 4.07 4.16 4.20 3.96 4.11
물리치료 123 3.93 3.97 4.01 3.95 3.87 3.94 3.75 4.02
작업치료 60 3.74 3.80 3.82 3.58 3.83 3.85 3.52 3.75
치위생 243 3.90 3.97 3.91 3.94 3.87 3.94 3.76 3.94
임상병리 83 4.17 4.22 4.11 4.12 4.29 4.20 4.08 4.16
의료서비스경영 32 4.04 3.97 3.94 4.06 4.19 4.19 3.84 4.13
상담복지 49 3.78 3.73 3.73 3.90 3.80 3.88 3.63 3.82
안경광학 23 4.04 4.30 3.87 4.09 4.13 4.09 3.65 4.13

사회안전 444 4.02 4.05 4.01 4.00 4.04 4.09 3.94 4.02
경찰행정 51 3.76 3.80 3.67 3.73 3.84 3.86 3.71 3.71
군사 145 4.44 4.46 4.44 4.46 4.43 4.46 4.42 4.43
항공보안경호 102 3.83 3.88 3.86 3.81 3.82 3.84 3.75 3.80
사회체육 102 3.77 3.79 3.72 3.67 3.82 3.91 3.67 3.82
멀티미디어 39 4.08 3.97 4.15 4.13 4.13 4.26 3.85 4.08
디지털영상 5 3.00 3.40 3.20 3.00 2.80 2.80 2.8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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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학과 요인별 긍정률
❍ 소속 학과와 관련하여 내부요인인 학과 전문성, 학과의 미래전망, 진로적성 도

움, 학과 교수진 선호도(진정성과 열정), 학과 교수진의 이론적/실용적 전문성, 
학과 추천의사, 수업내용 전문성 등을 긍정률로 살펴본 결과, 각 항목별로 긍정
적 응답 비율이 부정적 응답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음.

❍ 긍정률에서는 교수 전문성(69.8%)이 가장 높고, 부정률에서는 학과추천 의사
(7.9%)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2] 소속 학과 요인별 긍정률
n=1,832 (단위: %)

구분
학과 

만족도
학과 

전문성
미래 
전망

진로적
성도움

교수진 
선호도

교수 
전문성

학과추
천의사

수업내
용 

전문성

긍정률 57.4% 68.5% 67.5% 66.0% 67.6% 69.8% 61.1% 67.4%

부정률 7.3% 5.1% 4.9% 5.8% 4.7% 3.5% 7.9% 4.4%

* 긍정률(5/4점): 매우그렇다/그렇다, 부정률(1/2점): 매우아니다/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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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공과대학 재학생들의 소속학과 만족도 관련하여 교수 전문성(67.1%)과 미
래 전망(66.2%)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추천 의사에 대한 부정률이 6.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3] 항공공과대학 소속 학과 요인별 긍정률
n=435 (단위: %)

부정 긍정

소속학과 만족 7.1% 56.8%

적성진로 방향 5.3% 65.7%

학과미래전망 4.8% 66.2%

대인관계 6.2% 62.8%

교수진 선호도 4.4% 66.0%

교수 전문성 4.6% 67.1%

학과추천 의사 6.4% 61.1%

학과 특성화 4.6% 64.8%

❍ 항공서비스대학 재학생들의 소속학과 만족도 관련하여 교수 전문성(69.8%)과 
교수진 선호도(65.4%)에 대한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추천 의사에 대
한 부정률이 1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4] 항공서비스대학 소속 학과 요인별 긍정률
n=182 (단위: %)

부정 긍정

소속학과 만족 12.1% 52.2%

적성진로 방향 8.8% 64.8%

학과미래전망 9.9% 62.1%

대인관계 9.9% 60.4%

교수진 선호도 8.2% 65.4%

교수 전문성 4.4% 69.8%

학과추천 의사 13.2% 57.7%

학과 특성화 6.6%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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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보건대학 재학생들의 소속학과 만족도 관련하여 교수진 전문성(71.1%)과 
학과 특성화(70.6%)에 대한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추천 의사에 대한 
부정률이 7.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5] 간호보건대학 소속 학과 요인별 긍정률
n=771 (단위: %)

부정 긍정

소속학과 만족 6.7% 57.7%

적성진로 방향 4.3% 70.4%

학과미래전망 3.9% 69.8%

대인관계 4.8% 69.0%

교수진 선호도 4.2% 68.5%

교수 전문성 3.5% 71.1%

학과추천 의사 7.8% 60.1%

학과 특성화 3.9% 70.6%

❍ 간호보건대학 재학생들의 소속학과 만족도 관련하여 교수 전문성(70.0%)과 적
성진로 방향(69.4%))에 대한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추천 의사에 대
한 부정률이 7.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6] 사회안전대학 만족도
n=444 (단위: %)

부정 긍정

소속학과 만족 6.3% 59.5%

적성진로 방향 4.7% 69.4%

학과미래전망 4.7% 66.9%

대인관계 5.4% 66.2%

교수진 선호도 4.5% 68.5%

교수 전문성 2.3% 70.0%

학과추천 의사 7.2% 64.2%

학과 특성화 4.3%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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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탈락 예측 요인 탐색  
1) 중도탈락 예측 요인 도출의 중요성 

❍ 대학생의 중도탈락은 대학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학이 학생
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학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수적임.

❍ 대학생의 중도탈락은 대학 기관 차원에서의 입학 자원의 손실을 넘어서 중도탈
락을 경험하는 학생 개인의 진로 개발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대학생 시기는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대
학에서의 학업을 중단한다면 본인의 이력 관리 및 향후 사회 진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대학 차원에서 보유 학생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중도탈락 징
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이들이 대학에서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에는 개인이 대학생활을 영위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정서적인 
요인,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직적인 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므로, 중도탈락 현상을 예측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폭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장에서는 최근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최신 러닝머
신 예측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경운대학교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의
도를 예측하는 대학 적응 및 교육기관 만족 요인을 도출하여 중도 탈락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2) 중도탈락 의도 차이 검증 
❍ 중도탈락 의도는 대학에 소속된 학생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경운대학교 학생들이 현시점(2020
학년도 2학기)를 시준으로 6개월 이내 재학중인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예’, ‘아니오’의 반응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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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학년, 전공계열, 학년, 입학전형에 따라 중도탈락 의도가 차별적으로 나타
나는지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7>과 같음. 

❍ 성별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에서는 남학생의 24.5%, 여학생의 26.8%가 중도
탈락 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중도탈락 의도가 더 높았지만 이러한 결
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음(X2=1.242, p=.265).

❍ 학년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에서는 1학년의 24.9%, 2학년의 27.5%, 3학년의 
24.6%, 4학년의 25.3%가 중도탈락 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여 2학년의 중도탈
락 의도가 가장 높고, 3학년의 중도탈락 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음(X2=1.304, 
p=.728).

❍ 전공계열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에서는 항공공과 대학의 23.4%, 항공서비스 대
학의 29.6%, 간호보건 대학의 26.6%, 사회안전 대학의 25.7%가 중도탈락 

<표 4-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
단위(N) : 명(%)

구분 중도탈락 의도 전체 X2(p)있다 없다
성별 남 743(75.5) 241(24.5) 984(100) 1.242(.265)여 621(73.2) 227(26.8) 848(100)

학년

1 453(75.1) 150(24.9) 603(100)

1.304(.728)2 346(72.5) 131(27.5) 477(100)
3 338(75.4) 110(24.6) 448(100)
4 227(74.7) 77(25.3) 304(100)

전공계열 

항공공과 333(76.6) 102(23.4) 435(100)

1.459(.692)항공서비스 135(74.2) 47(25.8) 182(100)
간호보건 566(73.4) 205(26.6) 771(100)
사회안전 330(74.3) 114(25.7) 444(100)

입학전형 
신입학(수시) 1132(75.1) 376(24.9) 1508(100)

1.683(.431)신입학(정시) 186(71.5) 75(28.5) 260(100)
편입학 46(71.9) 18(28.1) 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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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여 간호보건 > 항공서비스 > 사회안전 > 항공공과 순으로 
중도탈락 의도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음(X2=1.459, p=.692).

❍ 입학전형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에서는 수시 신입학 학생의 24.9%, 정시 신입
학 학생의 28.5%, 편입학 학생의 28.1가 중도탈락 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여 신
입학(정시) > 편입학 > 신입학(수시) 순으로 중도탈락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남.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음
(X2=1.683, p=.431).

3) 중도탈락 의도 예측 모형 투입 변수의 구성   
❍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예측 중요도를 선별하기 위해 중도

탈락 의도를 예측하는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구축하였음. 본 예측 모형에 투입
한 종속변수는 현시점(2020학년도 2학기)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중도탈락을 고려한 적이 없었던 경우를 0으로, 중도탈락을 고려한 적이 있었던 
경우를 1로 설정하였음. 중도탈락 예측 변수로는 대학생활 적응 요인 5개 변수, 
교육기관 만족 요인 20개 변수, 총 25개 변수가 투입되었음.  

❍ 대학생활 적응 요인은 정은이, 박용한(2009)1)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활용하
였음. 본 측정도구는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Likert 5점 척도로 그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임. 구성요인은 대인관계(4문항), 학
업활동(4문항), 진로준비(4문항), 개인심리(4문항), 사회체험(3문항) 으로 이루어
져 있음. 

❍ 교육기관 만족 요인은 전공교육 만족(전공 교육과정, 전공 수업내용, 전공 교수
법, 전공 교육과정 운영, 전공 교육과정 성과), 교양교육 만족(교양 교육과정, 
교양 수업내용, 교양 교수법, 교양 교육과정 운영, 교양 교육과정 성과), 비교과 
지원 만족(비교과 운영, 대학생활 지원 프로그램, 진로 취창업 프로그램, 심리지
원 프로그램), 대학 서비스 만족(학사지원 제도, 장학금 제도, 대학시설, 행정서
비스), 대학소속감, 학과 만족으로 구성된 총 20개 변수로 이루어져 있음.  

1) 정은이, 박용한 (2009). 대학 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21(2), 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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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중도탈락 의도
단위(N) : 명(%) 

구분 예측변수 평균 표준편차

대학
생활
적응

대인관계 3.47 0.98
학업활동 3.93 0.78
진로준비 3.59 0.92
개인심리 3.93 0.85
사회체험 3.54 0.97

교육
기관
만족

전공 교육과정 3.98 0.79
전공 수업내용 4.05 0.79
전공 교수법 4.07 0.81

전공 교육과정 운영 4.05 0.82
전공 교육과정 성과 4.05 0.84

교양 교육과정 3.76 0.90
교양 수업내용 3.73 0.94
교양 교수법 3.82 0.87

교양 교육과정 운영 3.85 0.88
교양 교육과정 성과 3.82 0.92

비교과 운영 3.83 0.86
대학생활 지원 프로그램 3.74 0.91
진로 취창업 프로그램 3.75 0.89

심리지원 프로그램 3.72 0.91
학사지원 제도 3.72 0.86
장학금 제도 3.57 1.04

대학시설 3.62 0.92
행정서비스 3.45 1.10
대학 소속감 3.30 1.09
학과 만족도 3.96 0.89

❍ 본 연구에서 구축한 중도탈락 예측모형에 투입한 예측변수들과 기초통계량은 
<표 4-8>와 같음. 대학생활 적응 요인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변수는 사회체험(3.54)으로 나타난 반면, 평균값이 가장 높은 변수는 학업활동
(3.93)과 개인심리(3.93)인 것으로 확인됨. 교육기관 만족 요인을 살펴보면 평
균값이 가장 높은 변수는 전공 교수법(4.07) 이었으며, 가장 평균이 낮은 변수
는 대학 소속감(3.30)인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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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탈락 의도 예측 모형의 성과    
❍  머신러닝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의 학습을 통해 목표하고자 하는 특정 작업에 

대한 성능을 고도화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함.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 안 변
수들 간의 패턴을 파악하고 새로운 경향성을 예측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
기에, 학습자의 향후 경향성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다양한 예측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전통적인 회귀분석에서는 예측 변수
의 외생성(exogeneity)과 오차항의 분포, 동분산성, 시계열적 상관성과 같은 가
정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직면함. 반면 랜덤 포레스트는 예측요인과 
종속변수가 상호 연관(associated)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예측 요인의 성능
을 분석하기에, 이러한 회귀분석의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다량의 변
수를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결과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음. 

❍ 랜덤 포레스트는 표본 수집의 무작위성으로 인해 상관관계를 감소시켜 예측오
차가 줄어든 모형을 제시하며,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변동하는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음2). 동시에 예측력이 뛰어나며 모형의 안정성이 높아 다
양한 상황과 종류의 예측 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기법임. 

❍ 분석에는 R 3.6.2.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패키지인 ‘random forest’를 사용하
였으며, 나무 500개(ntree=500)와  마디 5개가 무작위로 자동 생성되었음. 나
무 개수 대비 예측오차 비율을 확인하여, 생성된 모형의 예측 성능을 그래프와 
지표값 확인을 통해 점검하였음. 

❍ 본 연구에서 구축한 총 25개의 예측 변수를 투입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나무
의 개수에 따른 예측오차 비율은 [그림 4-17]과 같음. [그림 4-17]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한 선은 (1-특이도)이며, 실제로는 중도탈락 의도 보유자가 아니지
만 중도탈락 의도 보유자로 잘못 분류된 비율을 의미함 가운데 위치한 선은 (1-
정분류율)로 전체 대상에서의 오분류 비율을 뜻함. 가장 하단에 있는 점선은 민
감도로 실제로는 중도탈락 의도 보유자이지만 중도탈락 의도 미보유자로 오분류
된 비율을 보여줌. 

2) Breiman, L. “Random forest.” Machine Learning, Vol.26, pp.123-14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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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4-17]의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종류의 예측 오차선이 
나무 개수가 200개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수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예측모형에 사용된 나무 500개는 예측 오차 수렴에 있어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그림 4-17]  중도탈락 예측 모형의 예측 오차 비율

❍  랜덤포레스트 예측모형의 성과지표로는 정분류율(Correct Classified Rate), 민
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가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정분류율은 모
형이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을 의미함. 민감도는 참(True)을 참(True)으로 제대
로 분류한 비율, 특이도는 거짓(False)이 거짓(False)으로 바르게 분류한 비율을 
뜻함. 

❍ <표 4-9>은 본 연구에서 생성한 중도탈락자 예측모형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실제 중도탈락한 학생을 예측하는 비율(민감도)은 89.0%로 나타났으며, 중도탈
락하지 않은 학생을 분류한 비율(특이도)은 87.6%로 나타남. 종합적인 모형의 
정분류율은 88.3%로 확인되어 종합적인 모형의 예측력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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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도탈락 의도 예측 중요도 지수  
❍ 랜덤 포레스트 예측 모형에서는 각 변수의 예측 중요도를(variable of 

importance index)를  MDA(mean decrease accuracy) 값으로 제시하며, 숫
자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MDA는 랜덤 포레스트 내 각
각의 나무에서 분석에 활용되는 표본 구성 시 제외되는 자료인 OOB(Out of 
Bag) data의 오분류율의 평균을 구한 뒤, 해당 변수를 제거한 OOB값의 오분
류율 평균과의 차이를 표준오차로 나누어 표준화하여 산출한 값을 의미함. 

❍ 중요도 지수 값은 해당 변수의 예측 영향력이 클수록 그 값이 증가하며, 최소 
기준 값은 3 이상이 제시되고 있음3). 본 연구에서 구축한 경운대학교 재학생의 
중도탈락 의도를 예측하는 랜덤 포레스트 모형에 투입한 예측변수들의 중요도 
지수는 [그림 4-18]와 같음. 

3) Strobl, C., Malley, J., & Tutz, G. “An introduction to recursive partitioning: rationale, appl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bagging, and random forests,” Psychological 

Methods Vol.14, No,4, pp.323-348. 2009. 

<표 4-9> 중도탈락 의도 예측모형 성과
단위 : (%)

기준 비율
민감도 89.0
특이도 87.6

정분류율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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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투입한 25개의 모든 예측 변수의 중요도(MDA)값은 해석에 요구
되는 최소 기준인 3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경운대학교 재학생의 중도탈락
의도를 예측하는 결정하는 중요도 지수가 가장 높은 변수는 교육기관 만족 요인
의 대학 소속감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 만족 요인_전공 교육과정, 대학적응
요인_진로준비, 대학적응 요인_학업활동, 교육기관 만족 요인_대학 시설, 교육
기관 만족 요인_장학금 제도 가 그 뒤를 이었음. 예측 중요도 상위 6개 요인의 
중요도 지수는 <표 4-10>와 같음. 

[그림 4-18]  중도탈락 의도 예측 중요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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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 및 제언   
❍ 경운대학교 재학생의 중도탈락 의도를 예측하는 최상위 요인으로 대학 소속감

이 도출되었음. 이는 학업 지속에 있어서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외적인 조
건보다 소속된 대학과 대학생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더 중요함
을 시사하고 있음. 

❍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 교수, 동료, 선후배
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사회적인 경험을 쌓
아나가게 됨. 이 과정에서 대학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대
학 소속감을 지닌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마주쳤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경운대학교의 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 초기부터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수
의 대학에서는 이를 위해 신입생을 중심으로 하여 대학의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신입생 RC(Residentia Colleage)제도 운
영, 신입생-지도교수 연계 제도, 선후배 멘토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학교의 비전과 교육이념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
유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대학 소속감 증진을 위한 우수 사례 분석을 추가적
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가 요구됨. 

❍ 중도탈락 의도 예측 중요도 지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요인은 전공 교육과정, 진
로 준비, 학업활동인 것으로 나타남. 취업 경쟁률과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전공 및 진로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 최초 선택 및 입학 이후의 학업 지
속에 있어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요소임. 

<표 4-10> 중도탈락 의도 예측 중요도 지수 

구분 변수명 중요도 지수(MDA)
교육기관 만족 대학 소속감 73.90572
교육기관 만족 전공 교육과정 56.59682

대학적응 진로준비 48.33352
대학적응 학업활동 45.00066

교육기관 만족 대학시설 43.28147 
교육기관 만족 장학금 제도 42.8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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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본인의 전공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학업 자체에 대한 회의감
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학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대학생활 
초기부터 학생들이 전공 공부에서 헤메는 혼란의 시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
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특화된 전문분야 전공 소속의 학생들
의 경우, 자신의 전공 이해 수준이 동료와 대비하여 너무 높거나 낮다면 학업적 
의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기초, 심화 등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전공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공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업 부진 학생에게 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케어가 제공되어야 함. 또한 전공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교수 및 선배 
동료와 밀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경운대학교에서의 전공 교육을 통해 향후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진

출 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전공 로드맵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과와 비교과
의 동시적인 지원이 요구됨.  

❍ 그 다음으로 경운대학교 재학생의 중도탈락 의도를 예측하는 상위 요인으로 대
학 시설과 장학금 제도가 도출이 됨. 대학 시설의 경우 대학의 재정적인 여건과 
직결되는 요인으로 단기간에 획기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무
엇보다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
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개선부터 순차적으
로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에 위치한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
면, 지방대학교의 대학생들은 수도권 학생 대비 경제적인 여건 및 부모 지원 정
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4). 장학금 제도 만족 정도가 중도탈락 의도를 예측
하는 상위 요인 중 하나로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
석이 가능함. 따라서 학업 지속을 위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 집단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이들의 장학
금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고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대학 차원에서의 장학금 재원의 다양화와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신혜숙 (2017). 지방대와 수도권대 진학생의 특성 및 대학학습경험 비교.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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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 강점 및 요인별 영향력 
1) 대학 강점 분석

❍ 재학생이 인식하는 본교 대학의 강점(경쟁력)에 대해 학과별 특성화 교육, 교수진, 
교육시설 및 기자재, 다양한 교수법 및 운영방식, 비교과 프로그램, 기타 등 총 
6개 요인으로 조사하였음.    
– 학과별 특성화 교육이 전체 분포 중 40.6%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시설 및 

기자재가 18.7%, 교수진이 18.6%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 중 항공 특성화(기술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

[그림 4-19] 본교 대학 강점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n=2,350 (단위 : 건)

빈도수 비율

학과별 
특성화

954 40.6%

교육시설/기
자재

439 18.7%

교수진 438 18.6%

교수법/운영
방식

277 11.8%

비교과 215 9.2%

기타 26 1.1%

 ※ 기타 의견 : 항공특성화(6), 장학금(4), 학교 자연환경(3), 깔끔한 건물(2), 학과장님(2), 
               낮은 성적자 기회제공(1), 도서관(1), 동아리 활동(1), 어학연수(1), 
               졸업생(1), 지역특성지원(1), 진로상담(1), 취업(1), 헬스장(1)

❍ 입학 재원의 확보에 있어 상대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지방사립대학에게 있어 
학과별 특성화는 가장 성공적인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학과별 특성과 교육을 강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강
점 분석 결과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향후 이를 더욱 고도화시키기 위
한 특성화 전략 추진이 요구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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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진적인 전공 교육을 시행하여 경쟁 대학의 
항공 관련 학과와의 차별화 포인트를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대학의 이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의 기관적 사명을 다하고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는 특성화 모
델의 확장이 필요함.    

2) 요인별 영향력 분석
①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
❍ 교육서비스(전공교육, 교양교육, 비교과과정, 학사지원, 지원 시스템, 장학금제도 

등 총 6개), 대학시설(강의실, 교내식당, 도서관, 편의시설 등 총 4개), 행정서비
스(교직원 업무처리, 행정시스템 등 총 2개) 그리고 종합만족도(대학자부심, 대
학평판 이미지, 대학 소속감, 동문회 참여의사, 대학발전 참여의사, 지인 추천의
향, 대학충성도 등 총 7개)의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별로 합
산, 상관관계를 검증함.

❍ 19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2보다 작아서 일변량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의 α 값은 .971으로서 신뢰도 최저
기준 .60을 초과하여 높은 신뢰도를 나타냄.

❍ 분석결과 총 19개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0.446~0.713로서 어느 정도 높으며, 
변수들 간에는 正(positive)의 선형관계를 이루고 있음. 특히, 상관행렬에 있어 
0.01수준에서 전반적 유의성을 나타냄(이는 상관계수의 값이 나올 확률이 .001 
이라는 것을 보여줌)

② 측정모형 검증
❍ 요인분석에 있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난 전반적

으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이며, 따라서 19개 변수들의 자료는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절절한 자료임을 나타냄. 또한, Kasier-Meyer-Oklin 측도 
역시 전체 상관관계 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여기서 
그 값이 .968으로 나타나 기준치 .50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자료가 요인분석
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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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각 변수가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는 공통성
(communality)은 그 변수의 분산이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가리
키며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데, 19개 변수의 공통성 값(0.559~0.882)이 모두 
.50보다 크므로 측정모형 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음. 

❍ 잠재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함에 있어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적합성 지수를 이용하여 적합성을 평가함.

  - 모형적합지수는 χ2=1437.065, df=149, p=.000, RMR=.037(.05이하면 양호), 
GFI=.915(.9이상이면 양호), RMSEA=.069(.08이하면 양호), NFI=.964(.9이상 
이면 양호), CFI=.967(.9이상이면 양호)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본 조사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종합만족도 측정모형은 적절한 적
합도를 가진 것으로 검증됨.

3) 요약 및 소결 
❍ 대학 종합 만족도 분석  
Ÿ 대학 종합만족도 는 3.30점으로 전년 대비 0.14점 상승함. 
Ÿ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학 소속감이 3.43점으로 가장 높으며, 대학 자부심이 

3.38점, 대학평판 이미지가 3.3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Ÿ 반면, 대학 충성도가 3.23점, 대학발전 참여의사가 3.15점 순으로 나타남.
Ÿ 3개 단과대학과 全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대학 소속감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

으나 대학발전 참여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 발전 계획의 실행에 있어 대학 교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졸업체, 산업체,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임. 대
학 발전의 방향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유하는 절차의 
마련을 통해 학생이 대학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 요구되고 있음.



❍ 종합만족도 긍정률   
Ÿ 종합 만족도의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부정적 응답 비율보다 전

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Ÿ 긍정률에서는 대학 소속감(44.2%)이 가장 높고, 부정률에서는 대학발전 참

여의사(25.3%)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의 발전이 곧 학생들의 역량강화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발전 방향 수립 단계에서부터 의견 수렴 통로를 확보하고, 발전의 
추진 경과에 따른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절차적인 제도의 마련이 요구됨. 

❍ 소속학과 만족도 분석 
Ÿ 소속학과 만족도는 3.96점으로 전년 대비 0.29점 상승함. 
Ÿ 분야별로 살펴보면 학과 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4.03점으로 가장 높

으며, 교수진 선호도 3.99점, 학과 전문성과 수업내용 전문성이 3.98점 순으
로 높게 나타남.

Ÿ 반면, 전체 평균이하의 요인에는 진로적성 도움이 3.93점, 학과 추천의사 
3.84점 순으로 나타남.

Ÿ 모든 단과대학과 全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교수 전문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
으나 학과추천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과 추천의사는 소속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경험에 대한 학생의 종
합적인 평가가 반영되는 대표적인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기에, 추천의사가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됨 

❍ 소속학과 만족도 긍정률 
Ÿ 소속학과 만족도의 모든 요인에서각 항목별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부정적 응

답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음.
Ÿ 긍정률에서는 교수 전문성(69.8%)이 가장 높고, 부정률에서는 학과추천 의

사(7.9%)가 가장 높게 나타남.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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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만족도 종합 분석
1) CSI 지수 분석

❍ 분야별로는 교육서비스의 만족도가 3.75점, 대학시설의 만족도가 3.62점, 행정
서비스 3.45점으로, 대학만족도 CSI5) 가중평균으로 산출 결과, 2020년도에는 
3.65점으로 평가되었음.
–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육서비스 > 대학시설 > 행정서비스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함.   
[그림 5-1] 대학만족도 CSI 지수

n=1,832 (단위 : 점)

교육
서비스

만족도 전공교육 교양교육 비교과 학사지원 지원
시스템 장학금제도

3.75 4.00 3.78 3.79 3.73 3.71 3.57

대학
시설

만족도 강의실
규모

강의실
운영

강의시설
최신화 식당규모 식당운영

친절도
식단구성
및 품질

도서관
시설구비 편의시설

3.62 3.81 3.91 3.71 3.58 3.57 3.34 3.76 3.25 

행정
서비스

만족도 업무처리
정확성

업무처리
신속성

업무처리
친절성

시스템
편의성

3.45 3.50 3.37 3.49 3.46

CSI 지수

❍ 2020년도 CSI 지수는 2019년도에 비해 상승(0.11점)하였음.

5) CSI 점수 산출은 크게 교육서비스, 교육시설,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구분하여 중요도(가중치)를 반영, 가중평균
을 통해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중요도 비중 : 교육서비스분야(0.5)+대학시설만족도(0.3)+행정서비스(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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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대학만족도 CSI 추이 변화
n=1,832 (단위 : 점)

※ 종합 CSI 점수 산출방식은 2016년부터 가중평균 방식이 적용되어, 최근 5년간 자료를 
비교분석함.

2) 분야별 대학만족도 추이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야별 만족도는 꾸준하게 상승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 특히, 교육서비스 분야가 0.14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
였음.

[그림 5-3] 분야별 대학만족도 추이 변화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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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연도별 차원 대학만족도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A) 2020년(B) 증감(B-A)
교육서비스 3.24 3.33 3.38 3.75 3.61 3.75 0.14 
대학시설 3.07 3.16 3.14 3.48 3.38 3.62 0.24 

행정서비스 3.12 3.16 3.19 3.63 3.59 3.45 -0.14 

3) 개선요인 도출   
❍ 대학만족도를 구성하는 전공교육, 교양교육, 비교과 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대학생활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학사
제도 및 학생지원, 장학금 제도, 대학 교육시설, 대학 편의시설, 행정서비스 등 
총 12개 요인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IPA를 실시함. 

[그림 5-4] 대학만족도 요인별 IPA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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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교육서비스 주요 개선 방향
영역명칭 해당 요인

중점 개선 영역
(3) 중요도 ▲ 현수준 ▼ 대학 편의시설, 행정서비스, 장학금 제도

점진 개선 영역
(1) 중요도 ▼ 현수준 ▼ 교양교육

유지 강화 영역
(2) 중요도 ▲ 현수준 ▲ 전공교육, 대학교육시설, 학사제도/지원, 

진로/취업지원
지속 유지 영역

(5) 중요도 ▼ 현수준 ▲ 대학생활지원, 학습지원, 심리상담지원
비교과과정

❍ 대학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요인 중 중요도와 현재 상태가 높은 요인들로는 전공
교육, 대학교육시설, 학사제도/지원, 진로/취업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는 높
으나 학생들의 인식 수준에서 낮은 영역에는 대학 편의시설, 행정서비스, 장학금 
제도 등으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소속학과 만족도 긍정률 
Ÿ 소속학과 만족도의 모든 요인에서각 항목별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부정적 응

답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음.
Ÿ 긍정률에서는 교수 전문성(69.8%)이 가장 높고, 부정률에서는 학과추천 의

사(7.9%)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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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만족도 개선 제언
1) 교육서비스 개선 분야

가. 경운대학교  
❍ 경운대학교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전공교육, 교양교육, 비교과과정, 학사지원, 지

원 시스템, 장학금 제도 등 총 6개 분야로 조사하였으며, 전공교육과정(4.00점) 
→ 비교과(3.79점) → 교양교육(3.78점) → 학사지원(3.73점)  → 지원시스템
(3.71점) → 장학금 제도(3.57점) 순으로 만족여부를 보임. 단과대학별로 조사한 
결과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높으며, 항공공과대학(3.73점), 
항공서비스 대학(3.66점), 간호보건대학(3.65점) 순으로 나타남. 학년별 교육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학년의 만족도가 3.92점으로 가장 높으며, 2학년의 만족
도(3.69점), 4학년(3.68점), 3학년(3.62점) 순이었음. 학년 별로는 3학년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의 진급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이 지원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장기적으로는 향후 데이
터 축적 및 종단 분석을 통해 학과와 학년별 차이의 원인을 좀 더 상세하게 규
명할 필요성이 있음.

    
❍ 전공교육과정의 만족도는 전문성 함양정도(4.05점) → 전공교과목 비중과 전공

교육 체계성(3.99점) → 전공교육 최신성(3.9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대학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안목의 일관성 있는 전공교육 과
정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학생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을 
통해 교육 수요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전공 교육 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교양교육과정의 만족도는 과정편성(다양성) (3.80점) → 핵심역량 함양 정도와 
핵심역량 인지여부(3.78점) → 핵심역량 교과목 비중(3.75점) 순으로 높게 나타
남. 전반적으로 단과대학과 전 학년에서 과정편성에 대한 다양성은 높은 반면, 
핵심역량 교과목 및 역량 인지 여부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교양교육
과정 만족도는 전공교육과정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식 및 
체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강화, 교양교육과정 이
수체계 정비 등과 같은 교양교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학생들은 교양 교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핵심 역량이 함양되는지에 대해서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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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역량 기반의 체계
적인 교육과정의 설계, 수강신청 단계에서의 핵심 역량 교과 소개 및 역량 별 
선택권 확보 등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비교과교육과정은 프로그램의 다양성(3.86점) →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전문성
(3.82점) → 프로그램의 인지도(3.69점) 순으로 나타남. 全 단과대학과과 학년에
서 비교과 프로그램 다양성이 높은 반면,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 현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교과학습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 비교과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요구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선
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제고가 요구됨.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
여를 촉진하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홍보활동의 강화, 인증제, 인센티브제와 같
은 제도적인 참여 유도장치의 마련, 온라인 통합 시스템 관리 고도화 등의 다각
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 만족도는 수업운영 관리(3.88점)가 만족도가 가장 높고,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3.62점)이 가장 낮게 나타남. 단과대학별로 수업운
영 관리는 全 단과대학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지
원의 경우 항공공과대학과 항공서비스대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사제도 
편의성은 간호보건대학과 사회안전대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학년별로는 수업
운영 관리는 全 학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1학년은 성적이의 신청절차 
인지도, 2학년과 3학년은 학생회 및 동아리지원과 학사제도의 편의성, 4학년은 
학사제도 편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1학년을 제외하고 타학년의 학사제도 
편의성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경직된 학사제도가 인해 전공을 넘나드는 학생 주
도적인 전공 설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전문 지식간의 융복
합 역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유로운 전공 융복합 설계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됨.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
적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역할 수행 경험을 제공하는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생 복지차원에서의 지원이 제도화 되어야 하며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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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시스템 만족도는 강의 스트리밍 안정성(3.91점)이 만족도가 가장 높고, Wifi 
속도 적절성(3.47점)이 가장 낮게 나타남. 全 단과대학과 학년에서 강의 스트리밍
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Wifi 속도 적절성이 가장 낮았음.

❍ 장학금 제도 만족도에서는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3.64점)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
고,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3.47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단과대학별로 분석
하면 등록금부담 경감 도움과 제도의 다양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장학금 
지급의 적절성과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는 全 대학에 걸쳐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에 있어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에서는 全 학년에 걸쳐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단과대
학의 경우, 불만족 원인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조사와 분석이 요구됨. 또한 
현 장학금 운영제도의 전반적인 점검을 기반으로 한 장학제도에 대한 상세 가이
드 제공, 신청 및 지급 과정의 개선 등을 통해 장학금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
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서비스 요인별 중요도과 현수준 비교 분석에서는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공

교육과정 → 장학금제도 →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 →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순으로 높았음. 현수준에서는 전공교육과정 → 학습지원 프로그램 →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 대학생활지원 프로그램 순으로 높았음 . 중요도와 현수준의 
평균차에 있어서는 장학금 제도 → 학사제도 및 학생지원→ 전공교육과정 순으
로 큰 차이를 보임. 전공 교육의 혁신은 교육 과정, 교육 방법, 학사 운영제도 
등 다방면에서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점 과제로서 현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 분석으로 기반으로 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학생들에게 있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비교과
교육의 경우 대학 차원에서 중요도 인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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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대학 우수사례: 성균관대학교 도전학기제   
❍ 성균관대학교는 여름방학을 1학기와 2학기 사이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양한 학습과 체험활동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도전학기제를 2020학년도에 신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1) 목적 
❍ 정규학기에 배치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교과 및 비교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도전학기에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생성공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밑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기획됨. 

2) 개요 
❍ 1학기 개강일을 2월로 조정함과 동시에 수업 주차를 15주로 단축하여 총 10주

로 여름방학 기간을 조정함. 이러한 혁신적인 학사일정 조정을 통해 도전학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배움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함. 

❍ 2020학년도 도전학기는 정규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학년도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
획임. 

❍ 정규교과 프로그램은 기존에 운영되었던 여름계절수업과 혁신융합수업으로 구성
되어있음. 혁신융합수업은 다음 정규학기에서 학점을 끌어다 사용하는 구조로 
다음 정규학기에 3학점 추가 등록이 가능함. 수강료는 무료이며, 일부 과목의 
경우 전공 인정이 가능함. 

❍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고시, 어학시험, 인문학, 프로그래밍등의 강화를 포함
하고 있으며, 무료로 제공됨.

❍ 인턴십 프로그램은 글로벌기업 실습과정, 기업문제 해결과정, 기업현장 실습과정, 
미래연구자육성 프로젝트, 사회문제 해결과정, 인플루언서 실습과정의 총 6개 

[그림 5-5] 타대학 우수사례: 성균관대학교 도전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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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교과와 마찬가지로 다음 정규학기에 학점으
로 인정받을 수 있음.

[그림 5-6] 2020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도전학기 운영 프로그램

3) 참여혜택  
❍ 2020학년도에 시범 운영되고 2021학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도전학기 제

도의 정착과 참여확산을 위해 다양한 도전학기 참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표 5-3> 성균관대학교 도전학기 참여 혜택

구분 혜택
Credit Plus 혁신융합수업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최대 3학점까지 다음 정규학기에 

추가 수강신청 가능 
성적평가 도전학기 혁신융합수업에 개설되는 모든 강의는 절대평가(등급)로 진행됨
수강신청 학생별 다음 정규학기 수강가능학점(최대 18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자기계발 혁신융합수업 취득학점만큼 정규학기 수업부담 감소, 여유시간 활용가능 
전공인정 일부과목은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는 과목은 

선택학점으로 인정 
증명서표기 성적증명서 상에 정규학기와 별도로 “0000학년도 도전학기”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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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시설 및 행정서비스 개선 분야
가. 경운대학교 
❍ 대학시설 만족도는 강의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3.91)가 가장 높은 반면 교내 

편의시설 만족도(3.2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全 단과대학에서 공통으
로 나타남. 단과대학별로는 사회안전대학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항공서비
스대학과 간호보건대학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학년별로는 1학년의 만족도
(3.82)가장 높은 반면, 3학년의 만족도(3.4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업무처리의 정확성 만족도(3.50)가 가장 높은 반면, 업무
처리의 신속성(3.37)이 가장 낮게 나타남.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으
로 학생들의 만족도 수준이 3.5이하로 타 만족도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만족 수준이(-0.14) 하락함. .  

❍ 교내 편의시설은 학생들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요
소로서, 학생 복지 차원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
한 소통 및 요구 분석이 이루질 필요가 있음. 

❍ 대학의 행정서비스는 학생들에게 있어 소속 대학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주
요 요소로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
어질 수 있음. 따라서 부서별 자체 모니터링 및 학생들 불만 사항 대응 체계 구
축 등을 통한 점진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 타대학 우수사례: 건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모니터링 단 

❍ 건국대학교에서는 대학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
생들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더 나아가 사
업의 성과에 대해 동료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
학에서 운영하는 재정지원 사업별로 사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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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부터 진행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역시 학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하
여 다음과 같이 현재 운영 중에 있음.  

  
1) 사업 목적
 ❍ 학생들의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대한 참여 활성화 및 이해도 제고
 ❍ 개별 사업부서 담당자 및 학생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반의 질적 개선 및 성과 환류 체계  

 구축

[그림 5-7] 건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모니터링 단 홍보활동

2) 개요
 ❍ 학생 모니터링단 참여 희망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서(사업단 지정 양식)를 통  

 해 선발
 ❍ 발대식을 통하여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 내용, 혜택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  

 한 공유
 ❍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 중인 개별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취재 진행,   

  활동 종료 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제출
 ❍ 참여 학생에게 소정의 활동비 지급, 활동 최우수 학생에게 추가 장학금 지급   

  등 혜택 제공 2회 이상 모니터링 보고 완료 시 소정의 활동비 지급



- 136 -

3) 주요성과
 ❍ 학생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한 재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대학혁신지원사업  

 이해도 제고
 ❍ 대학혁신지원사업 인터뷰 영상 및 온라인 홍보 활동을 통한 재학생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대학혁신지원사업 교내 구성원 의견 환류를 통한 사업성과 및 만족도 극대화

3) 소속 학과 및 종합만족도 개선 분야 
가. 경운대학교 
❍ 대학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상승(+0.14)하였으나, 평균값이 3.30으로 전반적

으로 낮게 나타남. 분야별로는 대학 소속감(3.43)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 발전 
참여의사(3.15)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소속학과 만족도는 모든 단과대학과 全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교수 전문성 만족
도(4.0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 추천의사(3.84)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대학의 교육이념 및 비전의 실현은 학생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및 공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
며, 학생들이 대학 발전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및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됨 

❍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 대학생활 초기부터 학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공 학습에 대한 동
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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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대학 우수사례 : 동신대학교 신입생 동기유발 프로그램 
 ❍ 동신대학교에서는 대학생활 초기부터 학생들의 학교과 학과에 대한 애정과 소

속감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신입생 동기유발 프로그램은 대학생활 적응 및 학습동기 제고를 목적으로 진 

행되고 있으며, 전공 단위를 중심으로 학과별 캠프로 운영됨
 ❍ 프로그램에는 신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도 함께 참여하여 선후배간 네트워크  

 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5-4> 동신대학교 신입생 동기유발 프로그램 일정표

시간 내용 비고
~ 09:00 학교 도착  

09:00 - 10:00 학과 오리엔테이션 학과 지정 강의실
10:00 - 10:30 입학식장 이동 체육관
10:30 ~ 12:00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12:00 - 13:00 중식<도시락> 학과 지정 강의실(분반별)

13:00– 14:00 동신에서 시작될 빛나는 미래
우리들의 이야기 멋진 나

학교 및 주요 기관 소개
우리들의 개성을 담아 팀이름 정하기
다양한 형용사를 통해 자기소개

14:00– 15:00 나는 인사왕
진짜 나는?

인사활동을 통해 긍정적 인식 향상
경청태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15:00– 16:00 희망의 꿈
동신대학교 퀴즈

대학생의 WISH LIST정하기
퀴즈로 알아보는 동신대학교

16:00– 17:00
공감 왕은?
나의 다짐
칭찬해요

게임을 통한 공감 활동
열정적인 계획을 통한 대학생활 설계
팀원들 칭찬하기 활동

17:00– 17:30 버스 승차장 이동 및 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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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동신대학교 신입생 동기유발 프로그램 총장 초대장

       

 ❍ 신입생 동기유발 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에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마주하게 되
는 학업 및 대학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학
년별로 심리 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대학생활 지원을 제
공하고 있음

 
<표 5-5> 동신대학교 학년별 상담 프로그램

시간 내용
1학년 MBTI성격유형, 성격5요인, 적성탐색검사
2학년 U&I학습유형, 성격5요인, Strong직업흥미검사, MLST학습전략검사
3학년 표준화성격진단검사, MLST학습전략검사, U&I진로탐색검사, 직업적성검사
4학년 LCSI, 직업적성검사, 직무역량검사





부록 1.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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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운대학교 만족도 조사 재학생용

안녕하십니까? 경운대학교에서 대학 만족도 및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본교의 교육과정 및 대학전반에 관한 만족도 제고 및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재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의 조사결과는 차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불편사항 개선에 반

영되오니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조사 목적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됩니다. 

2020년

■ 주관기관: 경운대학교 기획처, 교육혁신본부

■ 수행기관: 키스톤컨설팅그룹

1 응답자 일반 현황

※ 본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은 조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관리감독 됩니다.

DQ1.
학부
(과)

항공공과대
학

□ 01) 항공기계 □ 02) 항공전자 □ 03) 항공정보통신

□ 04) 무인기 □ 05) 항공신소재 □ 06) 항공소프트웨어(모바일)

□ 07) 항공컴퓨터(컴퓨터,산업보안)

항공서비스
대학

□ 08) 항공운항 □ 09) 항공서비스 □ 10) 안전방재

□ 11) 건축 □ 12) 보건바이오

간호보건대학

□ 13) 간호 □ 14) 물리치료 □ 15) 작업치료

□ 16) 치위생 □ 17) 임상병리 □ 18) 의료서비스경영

□ 19) 상담복지(사회복지) □ 20) 안경광학  

사회안전
□ 21) 경찰행정 □ 22) 군사 □ 23) 항공보안경호

□ 24) 사회체육 □ 25) 멀티미디어 □ 26) 디지털영상

DQ2.학년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4) 4학년

DQ3-1. 다전공 
이수 현황 조사

□ 1) 주전공 만 이수하고 있음(3-2 응답 요망)
□ 2) 주전공 외 다전공(예.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하고 있음.

DQ3-2. 다전공 
이수 희망 조사

□ 1) 이수할 계획이 있음
□ 2) 이수할 계획이 없음

DQ4.입학년도
□ 1) 2014년 이전 □ 2) 2014년 □ 3) 2015년 □ 4) 2016년
□ 5) 2017년 □ 6) 2018년 □ 7) 2019년 □ 8) 2020년 

DQ5.성별 □ 1) 남성 □ 2) 여성

DQ6.거주유형
□ 1) 생활관 □ 2) 자취 □ 3) 하숙 □ 4) 자택
□ 5) 일가친척 □ 6) 기타(                     )

DQ7. 입학 전형 □ 1) 신입학(수시) □ 2) 신입학(정시) □ 3)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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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과정 분야

다음은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전공교육과정

※ 우리 대학의 전공교육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Q1. 우리 대학의 전공 교육과정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은 시대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요구를 잘 반영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과의 특성화 영역에 대한 전공교과목 비중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Q2. 전공교육에 있어 문제점들 가장 큰 불만사항을 순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학년별 수강 과목수 적절성 12 전공교수와의 소통 부재
2 심화전공 교과목 부족 13 실습 환경 열악(기자재 교체, 컴퓨터 사양)
3 실습(체험)과 이론의 균형 있는 수업 진행 14 평가방법 다양성 부족
4 복수(융합)전공할 수 있는 이수체계 15 평가 공정성 부족
5 다양한 과목 개설 16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6 야간수업 폐지 17 학생에 대한 교수의 인식변화
7 학년별 이수과정의 체계성 부족 18 학생들 수준 고려 수업설계
8 전공 졸업시험의 비효율성 19 불필요한 과제 및 발표
9 전공교수 역량(전문지식, 교수법, 강의준비) 부족 20 수업시간표 변동(잦은 휴강)
10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공교과목 재구성 21 1학년도 전공교과목 이수
11 전공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개선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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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교양교육과정

※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Q1.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대학의 교양교과목 구성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대학의 인재상 및 6대 핵심역량(공동체의식, 자기주도성, 실무능력, 
의사소통, 비판적사고, 창의적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대학의 6대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 교과목의 비중은 적절
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6대 핵심역량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Q2. 교양교육에 있어 문제점들 가장 큰 불만사항을 순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교양 교과목의 선택자유 부재 10 담당교수와의 소통 부재
2 교양 교과목 수업이 지나치게 많음 11 팀학습 진행의 비전문성(비효율)
3 교양 교과목의 다양성 부족(편중 심화) 12 평가방법 다양성 부족
4 교양 교육과정의 체계성(연속성) 부족 13 평가 공정성 부족
5 유사(중복)한 교과목 다수 14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6 전공, 취업과 관련성 없는 교과목 15 학생들 수준 고려 수업설계
7 실습(체험)과 이론의 균형 있는 수업 진행 16 예술적 소양관련 교과목 부재
8 교육내용의 동기유발 부족(흥미, 필요성 저하) 17 다양한 분야 과목 개설
9 담당교수 역량(전문지식, 교수법, 강의준비) 부족

(개선 요구사항)

     

3 비교과과정 분야

다음은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비교과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문항에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비교과 프로그램

※ 우리 대학의 전반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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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리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대학의 비교과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대학의 비교과프로그램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잘 알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대학의 비교과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Q2. 비교과 프로그램에 있어 문제점들 가장 큰 불만사항을 순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순위:             2순위:                 

        

1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 8 전공, 취업과 관련성 없는 교육내용
2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소통 부족 9 인문학 특강 위주의 프로그램(다양성 부족)
3 프로그램 참여시간 비현실성(시간 편성) 10

교육내용의 동기유발 부족(흥미, 필요성 저
하)

4 프로그램 수강 강요 11 담당교수(강사)와의 소통 부재
5 체험(실습) 프로그램 부족 12 참가비용 지원 부족
6 어학 프로그램 부족 13 지나친 과제 부여
7 자개개발 프로그램 부족 14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개선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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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및 제도 분야

다음은 우리 대학의 학사지원 및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학사지원 및 제도

※ 우리 대학의 학사지원 및 제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Q1. 우리 대학의 학사지원 및 제도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대학의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을 하기에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 이수학점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 이수학점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운영관리(휴〮보강, 출결 관리 등)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수업의 휴·보강은 사전에 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성적 부여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성적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대학은 학사지원이나 학사제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회나 동아리 등의 학생 활동의 지원수준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대학 Smart LMS에서의 강의 스트리밍은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대학 내의 Wifi 제공 속도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대학 Portal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대학 경력관리시스템(KW-CDP)은 진로탐색이나 경력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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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학사지원 및 제도의 문제점들 가장 큰 불만사항을 순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학사지원 및 제도 정보제공 부족 10 결석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높음
2 교환학생 수 확대 11 성적 이의신청에도 미반영
3 중간 강의평가에도 수업 미개선 12 출제 문제에 대한 정답 미공지
4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부족 13 학생회 및 학생 자치제도에 간섭
5 모바일 이용 대학정보 확인 불편 14 학생회 예산 비공개
6 성적부여 기준이 불합리 15 학교발전 학생 건의사항 무관심
7 계절학기 이수학점 너무 낮음(상향 조정) 16 학과에 재정 및 시설지원 부족
8 비효율적 제도 개선의지 부족 17 교환, 어학연수 나라 및 학생수 부족
9 학업 관련 알림시스템 불편 18 학생회 활동지원 부족

(개선 요구사항)

Part 2. 장학금 제도

※ 우리 대학의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Q1. 우리 대학의 장학금 제도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대학은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대학의 장학금 지원자 선정에 대한 기준은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대학의 장학금 지원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대학의 장학금 관련 행정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대학의 장학금 제도는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Q2. 장학금 제도의 문제점들 가장 큰 불만사항을 순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장학금 제도의 다양성 부족 7 국가장학금 지원 받도록 관리 필요
2 장학금 제도의 불공정성 8 장학금 지급 기준 불합리
3 장학금 금액 불충분(상향 조정) 9 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 부족

(개선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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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 및 행정서비스 분야

다음은 우리 대학의 시설 및 행정서비스 관한 질문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대학시설

※ 우리 대학의 시설 전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Q1. 우리 대학의 시설 전반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대학의 강의실 크기와 수용인원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대학의 강의실 개방시간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대학의 강의실과 실습실은 최신화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대학의 교내 식당의 크기와 수용인원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대학의 교내 식당의 서비스는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대학의 교내 식당에서 식단 구성 및 품질은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대학의 도서관 시설 및 자료(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정보 

등), 운영시간 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대학의 편의시설(휴게실, 편의점, 복사실, 커피숍 등)의 위치, 

규모, 개수 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Q2. 학사지원 및 제도의 문제점들 가장 큰 불만사항을 순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교내 식당 위생상태 불량 12 강의장 냉난방 시설 불량(비효율)
2 가격에 비해 맛, 품질 저하 13 강의장 PC 및 음향장비 불량
3 학식메뉴 다양화 14 실습(험)실 기자재 및 장비 불량
4 학식 위탁업체 및 외식업체 변경 15 휴게실 냉난방 시설 개선
5 교내 자판기 위생상태 불량 16 휴게실 공간 협소(점심시간 이용)
6 교내 편의점 불친절 17 교내 소모임(스터디룸) 공간 열악
7 교내 편의점 품질 불량 18 교내 복사기, 프린터 사용 불편
8 도서관 내 소음 및 외부소음 19 시험기간 도서관 이용시간 연장
9 도서관 전공관련 서적 부족 20 학생증 사용기능 강화(카드결재)
10 도서관 전공서적 이외 인문학, 신간서적 부족 21 노후시설(화장실, 출입문) 교체 지연
11 도서관 및 열람실 이용시간 제한 22 책상 노후화(일체형) 교체 지연

(개선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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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행정서비스 평가

※ 우리대학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Q1. 우리 대학 교원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대학 교직원의 업무처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대학 교직원의 업무처리는 신속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대학 교직원은 업무처리 시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대학의 행정서비스 시스템은 대체로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Q2. 행정 서비스의 문제점들 가장 큰 불만사항을 순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미숙한 업무처리 7 모바일 이용 통합정보 시스템 접속
2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지연 8 통합정보 시스템 장애 시 늦장 대처
3 전화통화 어려움(담당자 부재, 안내 미숙) 9 스쿨버스 시간편성(간격) 불편
4 업무처리 결과 통보 미흡 10 스쿨버스 지원차량 수 부족
5 학생들을 대하는 교직원 태도 11 스쿨버스 노선 불편
6 학생들 의견 미반영 12 스쿨버스 기사 불친절

(개선 요구사항)



- 149 -

6  소속감 및 소속학과 

다음은 우리 대학에 대한 소속감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소속감 및 만족도

※ 우리 대학의 소속감 및 만족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Q1. 우리 대학의 소속감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경운대학교 학생인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대학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대학에 대해 깊은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졸업 후에 우리 대학의 동문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졸업 후에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재능 또는 금전적 기부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학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을 추천해 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만약 과거로 돌아가 대학을 다시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학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Part 2. 소속학과 평가

※ 귀하의 소속학과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Q1. 귀하의 소속학과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과는 전문성이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과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성장가능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과는 진로적성에 관한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과의 교수들은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과의 교수들은 전공 분야에 대한 이론적/실용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학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학과를 추천해 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학과의 수업내용은 전문성 향상에 유익한 내용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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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대학생활적응 척도

※ 귀하의 소속학과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Q1-1. 최근 6개월(2020년도 2학기) 중 우리대학에서의 학업을 중단(자원퇴학) 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Q1-2. (1번의 경우) 학업을 중단(자원퇴학) 하고 싶은 생각이 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Q2. 귀하의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많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교수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배들에게 많은 의견과 조언 등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교내에서 친한 친구들이나 선후배, 아는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 관리를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전공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고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수업 때 발표나 조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토익 등 영어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취업을 위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취업준비를 하려고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에게 도움 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열심히 살았던 기억과 나의 장점을 생

각하고 용기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교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여러번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사회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교내에서 진행하는 문화 및 학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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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만족도 종합 평가 

다음은 앞서 평가한 우리 대학만족도 분야에 대해 생각하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Q1. 다음의 각 항목이 우리대학의 만족도 향상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전공교육과정 ① ② ③ ④ ⑤
2) 교양교육과정 ① ② ③ ④ ⑤
3) 비교과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4) 학습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5) 대학생활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6)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7) 진로/취창업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8) 학사지원 및 제도 ① ② ③ ④ ⑤
9) 장학금 제도 ① ② ③ ④ ⑤
10) 대학 교육시설(강의장, 도서관, 정보화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11) 편의시설(교내식당, 실내체육관, 매점, 커피숍 등) ① ② ③ ④ ⑤
12) 행정서비스(업무처리 및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Q2.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우리대학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전공교육과정 ① ② ③ ④ ⑤
2) 교양교육과정 ① ② ③ ④ ⑤
3) 비교과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4) 학습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5) 대학생활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6)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7) 진로/취창업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8) 학사지원 및 제도 ① ② ③ ④ ⑤
9) 장학금 제도 ① ② ③ ④ ⑤
10) 대학 교육시설(강의장, 도서관, 정보화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11) 편의시설(교내식당, 실내체육관, 매점, 커피숍 등) ① ② ③ ④ ⑤
12) 행정서비스(업무처리 및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Q3. 우리 대학의 강점(경쟁력)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복수응답 가능)

1 학과별 특성화 교육
2 교수진
3 교육시설 및 기자재
4 다양한 교수법 및 운영방식
5 비교과 프로그램
6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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