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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학의 소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 연구

는 관광경영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만족과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학생만족도가 학과몰입 정도

에 따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심리적 만족은 긍정적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재무)적 만족은 학과몰입과 긍정적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조직에 대한 관계몰입은 긍정적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셋째, 대학생의 심리적 만족과 비용적 만족이 긍정적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행동의도에 비용적 만족은 학과몰입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심

리적 만족은 학과몰입을 매개로 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긍정적 행동의 결정요인으로

서 지각된 심리적 만족과 학과몰입에 대한 영향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학과의 긍정적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만족과 학과몰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학생들의 긍정적 행동의도는 교수나 

학교의 요구에 의해 대학생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학점과 같은 공식적인 보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동기유발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긍정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

해서는 학과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애착을 갖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년별 선후배 관계의 활동지원,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지속을 위한 지원,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정보교류 및 관계형성 등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department influences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tention to pursue a career in tourism-related fields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ospitality and touris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ir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affected positively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not the behavioral intention to pursue career in the 

tourism-related fields.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other hands, exerted a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behavioral intention to pursue tourism-related career. The results of this study underscored the needs for the 

educators to manage students' psychological attachment to the department they belong to and their major field 

of study. Continuous relationship-building efforts should be made for the students to pursue tourism-related 

career after graduation. Such efforts include e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extended 

supports from the school and alumni to the students, and last but not the least, sufficient supports from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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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관광관련 학과 위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1]. 전문대학 혹은 일

부 지방대학의 문제라고만 인식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

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어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제기

의 큰 흐름은 학생의 모집과 관련된 상황변화요인과 학

생의 취업과 관련된 상황변화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변화를 들 수 있다. 관광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광분야 전문교육과정이 매우 다양

하게 개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교육은 1964년에 4

년제 정규 학사과정으로 관광관련 학과가 최초로 설치된 

이후 2008년 현재 256개 대학교에서 정규 학위과정의 관

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학문분야와 관광이 

서로 결합되어 관광의 학문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2]. 

어학과 결합하여 관광통역(영어, 일어, 중국어 등)학과

뿐만 아니라 개발과 결합하여 관광개발학과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학과명에 ‘관광’, ‘호텔’, ‘컨

벤션’, ‘카지노’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에 해당되는 

명칭이 포함된 학과를 기준으로 한 관광관련학과는 2008

년 4월 현재 827개 학교, 23,223명 정원, 56,355명이 재학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고용추세는 지속적으로 서비스업

이 주도하는 고용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들어 서비

스업의 고용창출 부족으로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이 부진

한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원인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영

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고용

창출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3]. 따라서, 

음식숙박업이 속해 있는 관광산업도 과거와 같은 고용창

출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고용의 질에 있어

서도 상당히 열악해진 상황이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광관련기업

은 임시고용을 통해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노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초기에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고

용형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형룡․허용덕[4]은 다기능 업무수행이나 직무통합 

등을 통한 인력감축,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고임금 

정규직 종사원의 저임금 비정규직종사원 및 용역으로의 

대체와 핵심부문을 제외한 아웃소싱의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 및 직무불안정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관광관

련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관광기업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

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관광관련 학과나 대학이 양적인 성장을 해오는 

동안 학생모집이 다른 분야보다 수월했기 때문에 2000년

대 이전까지는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대학 진학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미달 사태가 

2000년대 이후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2016

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경에는 약 

47만 6천명으로 대학정원의 75.4% 수준으로 심화 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5]. 

따라서, 학생의 수급 및 취업과 관련하여 관광인력 수

요자인 관광기업과 관광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담당자들에게 비쳐지는 학과와 학

교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소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는 주로 강의평가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6]. 강의 평

가는 미국에서 실시되는 교수업적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교수자에게는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준거자료로 활용

되며, 학교 차원에서는 교수들의 승진과 같은 인사정책의 

준거자료로 활용된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경영학과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교육만족과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교

육만족도가 학과몰입 정도에 따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5월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하

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만족, 학과몰입, 그리

고 긍정적 행동의도를 규명하고, 학생만족의 심리적 만족

과 비용적 만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학과몰입 

정도에 따라 행동의도에 변화가 있는 가를 규명하는 데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 있다. 

2. 이론연구

2.1 학생만족과 조직몰입

Oliver[8]는 만족을 구매이전의 기대와 사용 후 성능 

간의 비교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적 반응이라고 정의

한 이후로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고객만족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의 접

근 관점에 따라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물로서 보는 

결과 중심적 관점과 고객만족이 결정되는 과정으로 보는 

과정 중심적 관점으로 크게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객만족의 관점을 어디에 두든 지 간에 마케팅의 범

위는 마케팅행위의 참여자가 영리조직이냐 비영리조직이

냐에 따라 영리마케팅과 비영리마케팅으로 구분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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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Kotler & Levy[9]에 의해 학교, 정부, 교회 등의 비

영리기관도 마케팅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들어 별다른 

의의 없이 받아들여지는 추세이다[10]. 이러한 경향에 따

라 비영리기관인 교육분야에서도 마케팅행위를 당연시하

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의 대상인 학생을 수요자로 인식하

고 있다. 교육기관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은 

교육기관이 학생만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평가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고, 학생평가의 해석에 대한 논쟁도 지속

되어 왔다[11].

교육서비스 분야도 공급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강조되면서 학생만

족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12-16]. 학생만족

은 전공만족[17-19], 교육서비스 품질 만족[20,21], 학교

생활만족[22]과 같은 다양한 유사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대학이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학생만

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케팅의 흐름과도 일치하며, 학생들을 만족시

킴으로써 경쟁대학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고자 하는 차원

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21]. Lee, Lee and Yoo[22]는 학

생만족을 심리적 만족과 재무적 만족으로 분류하였다. 심

리적 만족은 전반적 만족도, 교육프로그램의 우월성, 그

리고, 과거대비 교육서비스의 향상정도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재무적 만족은 등록금 수준의 적절성 및 장

학금 수혜폭에 대한 만족의 2개 문항으로 하여 모두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경철[23], 배수원[24] 및 유연숙

[25] 등은 학생만족과 관련된 척도인 Lee et al.[22]의 연

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대학교육서비스 연구에서 고객만족은 대체로 반복적 

거래를 통한 누적적 만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26].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교육서비스는 학생과 교육기관 간

의 상당한 기간 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누

적적으로 형성되어 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 및 교

육서비스제공인력의 여러 측면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심

리적 만족과 비용적 만족을 학생만족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한, 만족과 관련한 선행연구 중에서는 여가만족도가 높

을수록 여가에 대한 몰입이 향상된다고 하는 결과[27]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결과[28,29]

가 나타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조직몰입 이전에 조직구

성원이 업무에 대한 만족, 즉 직무만족에 의해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0]. 직무만족은 직무나 직무의 

어떤 측면에 대한 반응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몰입이 

직무만족보다 포괄적 개념이라고 본 것이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대학교육서비스에서 간과되어 

온 학생만족과 학생만족에 따라 학과에 대한 몰입이 증

가하게 될 것이라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다음의 가설

을 설정하였다.

H1: 학생만족은 학과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1-1: 심리적 만족은 학과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

  H1-2: 비용적 만족은 학과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

2.2 학과몰입과 행동의도

몰입은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매개변

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32]. 몰입은 특정

한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념이나, 조직몰입은 조직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데 많이 

이용된다[31,33]. 조직몰입은 개인의 행복창출뿐만 아니

라 조직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직몰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34]. 조직몰입

의 정의는 연구자들의 관점과 측정의 방법에 따라 차이

를 보이고 있는 데,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크게 심리적 

관점을 나타내는 태도적 몰입(attitudinal commitment)과 

교환적 관점을 나타내는 행동적 몰입(behavioral 

commitment)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35]. 조직몰입

의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정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된다. 감정적 몰입은 조직

과의 감정적 애착, 조직과의 동일시, 조직에 대한 소속감

으로 정의되고, 조직 및 조직목표와 가치와의 일체감이 

강조된다[36].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개념적 연구와 조직몰입의 관

계변수인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로 대별하였

다[37]. 조직몰입의 결과변수로는 직무성과[38], 조직시

민행동[39], 이직의도[40-42]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학교조직에 대한 몰입에 따라 조직몰입의 결과변수

인 행동의도가 증가할 것인가에 관한 영향관계를 확인하

고자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행동의도는 기

업의 결과변수인 이직의도, 결근율, 조직시민행동, 조직

성과, 직원의 건강과 웰빙이 아닌 긍정적 행동의도를 제

시한다. 

H2: 학과몰입은 긍정적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

2.3 학생만족과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된 주관적 기능으로

서, 의도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사이의 매개변수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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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43]. 

이에 따라 행동의도는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

도를 형성한 후 특정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44]. 교육서비스의 수요

자인 학생들의 행동의도에 대한 이해는 학생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중요하다.

Woodside, Frey, & Daly[45]는 업무별 서비스품질이 

전반적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 서비스품질

이 고객의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ronin 

and Taylor[46]은 전반적 서비스품질을 고객만족으로 대

체하여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그리고 구매의도 간의 인

과관계를 제시하였다. 즉,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고객만

족, 그리고 행동의지는 상호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의지는 일반적으로 주기성을 갖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고가의 등록금과 장

기간의 교육기간의 특성 때문에 교육서비스의 고객만족

과 행동의도와의 관계는 영향관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익․정기한[11]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갖고 있던 교육기관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기대와 실제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에 

따른 서비스품질 차원과 전반적 서비스품질의 평가가 학

생만족과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학생만족과 재입학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학위의 가치, 교수의 

지도와 상호작용의 질, 직무커뮤니케이션의 기술, 조언자

의 전문성과 도움, 학생 취업보도실의 효과성 등이 타인

에게 자신의 학교를 선택할 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32,47].

결과적으로,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서비

스품질, 학생만족, 행동의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동의도는 재방문의도(재구매의도 또는 이

직의도)와 추천의도(긍정적 구전의도)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 추천의도는 교육서비스 제공자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추

천의도를 행동의도로 개념적으로 사용하며, 학생만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학생만족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3-1: 심리적 만족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

  H3-2: 비용적 만족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가설을 토대로 

대학생의 학생만족과 행동의도의 관계를 학과몰입의 매

개효과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Dabholkar, 

Sheoherd and Thorpe[48] Olsen[49]과 마찬가지로 이론적 

관점에서 행동의도에 대한 품질의 직접효과보다는 고객

만족에 의한 간접효과가 더 일반적 현상으로 수용[32]되

고 있기 때문에 학생만족과 행동의도의 관계로 확장한 

모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관련 전공학생의 만족

과 행동의도 사이의 관계를 부분매개 형태로 구축하였다. 

즉, 학생만족은 학과몰입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학과몰입을 통해 행동의도에 간접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았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조사설계

3.1 표본,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관광관련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대

학생들로서 조사대상 표본은 서울소재 하나의 4년제 대

학(A)과 지방소재의 두개 4년제 대학(B, C)을 선정하고, 

2010년 5월 현재 1학년과 4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

상으로 설문지를 재학생들에게 배포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설문지는 3개 대학별로 각각 100부씩 총 300매를 

배포하여 84.34%인 253부를 회수하였고,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상당수의 설문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결과분석을 위한 최

종 유효표본은 233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

고 있는 SPSS 18.0 패키지와 AMOS 18.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

아보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측정도구의 타

당성 검증을 위한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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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호텔정보시스템의 품질, 수용수준, 그리고, 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였다.

3.2.1 학생만족

학생만족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결과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정도로 정의하였다[11]. 즉, 학생

이 기대했던 바람직한 교육서비스 수준에 대해 실제로 

학교생활을 경험한 후 느낀 것을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학생만족에 대한 측정은 Lee, Lee & 

Yoo[22], 배수원[24], 유연숙[25], 박건희[32] 등이 사용한 

문항 중에서 심리적 만족과 비용적 만족을 수정․보완하여 

각각 5개 문항,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만족의 각 항목은 관광전공 상황에 맞게 조정

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이 타 대학과 비교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만족(stusat1)’, ‘교육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향상되

어 만족(stusat2)’, ‘전반적인 교육서비스에 대해 만족

(stusat3)’, ‘학과 선택의 만족(stusat4)’, 그리고, ‘학과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stusat5)’의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또한, 비용적 만족은 ‘등록금 수준대비 학습 만족도

(stusat6)’, ‘학과제공 프로그램 만족도(stusat7)’, ‘복지혜

택 제공 만족도(stusat8)’, ‘장학금 수혜 만족도(stusat9)’, 

그리고, ‘재무적 혜택 만족도(stusat10)’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학생만족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전

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

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만족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

로 평가하였다.

3.2.2 학과몰입

학과몰입과 관련된 척도는 김철한[50], 노동연[51], 그

리고, 박건희[20] 등이 관계마케팅에서 사용한 학생신뢰

와 학생몰입 중에서 학생몰입의 4개 문항을 수정․보완하

여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관광전공 상황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학과

에 대한 강한 애착(stusat15)’, ‘학과에 대한 소속감

(stusat16)’, ‘소속 학과에 대한 관심도(stusat17)’, 그리고, 

‘소속 학과에 대한 친근감(stusat18)’의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학과몰입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

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에 대한 몰입이 높게 지

각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2.3 행동의도

행동의도와 관련된 척도는 이경철[21]과 박건희[32] 

등이 사용한 긍정적 행동의지와 긍정적 구전 중에서 긍

정적 행동의지와 관련된 4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관광전공 상황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대학 

수험생들에 대한 적극적 추천의지(stusat19)’,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의 진학의지(stusat20)’, ‘추후 학과발전을 위

한 기부의도(stusat21)’, 그리고, ‘타대학 관광관련학과 대

비 애호정도(stusat22)’의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행동의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

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행동의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4.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110명(47.2%), 여학생이 123명(52.8%)

를 차지하며, 학년은 1학년이 114명(48.9%), 4학년이 112

명(48.1%)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 결정시기

는 ‘고 3’과 ‘수능 시험 이후’인 ‘고 3 이후’에 결정하는 

비율이 76%를 차지하였으며, 학교에 대한 결정시기도는 

‘고3 시기’가 9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능 시험 이후가 39.5%(전공결정 시기)와 59.7%(학교결

정시기)로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수능이후의 짧은 기

간 동안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행동의도에 따라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4.2 측정모형

측정 차원 간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L)을 이용하였다. 구성개념과 변

수구성의 최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합도를 평

가하였다. 확인요인분석 결과 심리적 만족 5개 항목 중 1

개, 비용적 만족 5개 항목 중 2개, 학과몰입 4개 항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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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학생  110  47.2

학년

1학년  114  48.9

 여학생  123  52.8 4학년  112  48.1

 합계  233  100.0 무응답  7  3.0

전공

결정 

시기

중졸 이전  15  6.4

학교

결정

시기

중졸 이전  4  1.7

고 1/2  38  16.3 고 1/2  12  5.2

고 3  85  36.5 고 3  74  31.8

수능 시험 이후  92  39.5 수능 시험 이후  139  59.7

무응답  3  1.3 무응답  4  1.7

전공

결정자

본인 결정  207  88.8

연령

18세 이하  49  21.0

보모님 결정  7  3.0 19세 이상 - 21세 이하  63  27.0

선생님 결정  7  3.0 22세 이상 - 24세 이하  71  30.5

기타  4  1.7 25세 이상  35  15.0

무응답  8  3.4 무응답  15   6.4

[표 2] 변수의 확인요인분석 결과

연구

변수

측정 항목 요인

부하량

C.R.

(t값)

표준 

요인부하량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

Cronbach's

a최초 항목수 최종항목

심리적

만족
5

stusat3 0.994 11.25 0.815

0.84 0.63 .81stusat2 0.945 10.673 0.762

stusat1 1 0.735

비용적

만족
5

stusat9 1 0.869

0.87 0.70 .86stusat8 0.794 13.723 0.812

stusat10 0.826 13.47 0.797

학과몰입 4

stusat15 1 0.83

0.87 0.69 .86stusat16 0.967 15.351 0.879

stusat17 0.89 13.212 0.777

긍정적

행동의도
4

stusat19 1 0.795
0.69 0.52 .72

stusat20 0.97 10.312 0.712

측정모델 적합도
x2=81.441, df=38, p=0.00, CMIN/DF=2.143, GFI=0.943, AGFI=0.900, CFI=0.968, 

RMR=0.045, RMSEA=0.070, NFI=0.943, IFI=0.969

[표 3] 각 연구단위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M SD

1. 심리만족  1  3.1273  .78266

2. 비용만족  .482(**) 1  2.8226  .86603

3. 학과몰입  .601(**)  .333(**) 1  3.1874  .88011

4. 긍정행동의도  .576(**)  .363(**)  .694(**) 1  2.8691  .96771

** p<0.01.

1개 항목, 그리고, 긍정적 행동의도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 제외되었다. 확인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이 

df=38, x2=81.441(p=0.000), CMIN/DF=2.143, GFI=0.943, 

AGFI=0.900, CFI=0.968, RMSEA=0.070, NFI=0.943으로 

적합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단위들에 대한 표

준 요인 부하량이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52]. Cronbach's a를 통해 신뢰도를 보면 모든 

척도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72-.86), 평균

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일반적인 

기준인 0.5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측정변수들은 해당 연구개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

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중타당성은 충족되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요인

들 사이의 판별타당성의 충족정도와 요인간의 관계의 방

향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표 3과 같이 분석하였다. 요인들의 측정오차를 줄이고 

단일차원으로 구성개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총합척

도(summated scale)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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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안모델의 구조모형 추정결과

경로(가설)
심리만족→

학과몰입

심리만족→

행동의도

학과몰입→

행동의도(H2)

비용만족→학과

몰입(H1-2)

비용만족→행동의

도(H3-2)

공변량(전체효과) 0.89** 0.82** 0.66** -0.06 0.05

직접효과 0.89** 0.24 0.66** -0.06 0.08

간접효과 0.58** -0.03

** p<0.01.

상관관계분석 결과 각 요인간의 관계가 가설에서 설정

한 바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 있고, 척도의 판별타당성

을 평가하는 방법 중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AVE값이 구

성개념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는 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53]. 엄격한 기준에서 볼 때에도 측정척도의 판별

타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3 구조모형 평가 및 연구가설 검증

그림 2와 표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로 구성된 

구조모형의 개별 추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심리적 만족

은 학과몰입(t=7.36, p<0.01)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행동의도(t=1.81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과몰입은 행동의도(t=6.7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학생만족이 높을수록 학교 또는 학과와 관계된 조직

몰입을 높게 지각할 것이라는 가설 H1을 검증한 결과, 학

생만족 중에서 심리적 만족이 높을수록 학과몰입을 높게 

지각할 것이라는 H1-1의 가설은 지지되었고, 학생만족 

중에서 비용적 만족이 높을수록 학과몰입을 높게 지각할 

것이라는 H1-2의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

는 배수원[24]과 박건희[32]이 교육서비스품질과 학생만

족, 관계품질, 그리고 행동의도의 구조적 영향관계에서 

학생만족과 관계품질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

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서비스품질이 학생만

족, 대학이미지, 그리고 행동의지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이경철[23]의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생의 학과 혹은 학교에 대한 관계에 학과몰입 정도

가 높을수록 긍정적 행동의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H2를 검증한 결과, t값이 6.71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

하게 나타나 학과몰입은 긍정적 행동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수범․이성희․류미라[54]의 고객과의 접촉활동, 서비스제공

자와 고객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형성하게 되는 영향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서비스품질, 학생만족, 관계품질 

그리고, 행동의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배수원[24]의 연

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에 대해서 신뢰감과 애착

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때, 학생들은 자신의 모교에 

입학할 것을 추천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보이고 있다. 

학생만족이 높을수록 긍정적 행동의도가 높아질 것이

라는 가설 H3을 검정한 결과, 심리적 만족과 비용적 만족 

모두 0.01 신뢰수준에서 연구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이

러한 결과는 특히, 대학생의 대학교육서비스 평가준거가 

서비스품질, 학생만족, 그리고 행동의지에 영향을 대상으

로 한 이경철[23]의 연구에서는 학생만족의 각 요인들이 

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학생만족 중에서 심리

만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차이

가 있다. 

[그림 2] 모델의 연구결과

5. 결론

본 연구는 관광전공 대학생들의 학과와 학교에 대한 

학생만족이 학과몰입, 나아가 긍정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매개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가설을 설

정하고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관광

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 1개교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 2곳을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였다. 

각 대학별로 100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최

종 유효표본은 233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처

리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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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심리적 만족은 긍정적 행동의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에 대

한 긍정적 행동의도가 높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즉, 

‘관광전공 대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교육

서비스향상에 대한 만족’, 혹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

이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애정’, ‘학과에 

대한 소속감’, 혹은 ‘학과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학생만족의 비용(재무)적 만족은 학과몰입과 긍정적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비용적 만족(2.8226)이 심리적 만족

(3.1273)보다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비용적 만족도를 구성하는 

복지혜택, 장학금 수혜혜택, 혹은 재무적 만족과 같은 학

교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고,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더라

도 일부의 학생들에게 편중되는 문제점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대학생의 조직에 대한 관계몰입은 긍정적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심

리적 만족과 비용적 만족이 긍정적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행동의도에 비용적 만족은 학과몰

입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심

리적 만족은 학과몰입을 매개로 하여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만족 중에서 심리적 만족은 학과몰입과 긍정적 행

동의도에서 완전매개효과(full mediation effect)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만족이 심리

적 정서적 만족에서 전공학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행동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과몰입의 매개(간접)효과를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심리적 만족과 비용적 만족이 결과변수인 긍정적 행동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긍정적 

행동의도가 조직으로부터 보상되는 공식적인 부분이 없

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학생만족 중에서 비용적 만족은 

학과몰입을 매개로 하여 긍정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지만, 심리적 만족이 학과몰입을 매개로 하여 긍

정적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교육문화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긍정적 행동의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보면 비용만족보다는 심리적 만족이 더 큰 의

미를 가지며 대학생들은 비용만족보다는 심리적 만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긍정적 행동의도

에 대한 학과몰입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대학생들의 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만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긍정적 행동의 결

정요인으로서 지각된 심리적 만족과 학과몰입에 대한 영

향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학과의 긍정적 행동의도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만족과 학과몰입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학생들의 긍정적 행동의도는 교수나 학교의 요구에 

의해 대학생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학점과 

같은 공식적인 보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어

렵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동기유발이 중요하다. 또한, 대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긍정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는 학과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애착을 갖도록 관리할 필

요가 있다. 특히, 학년별 선후배 관계의 활동지원,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지속을 위한 지원,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정

보교류 및 관계형성 등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학생만족과 긍정적 행동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학과몰입의 효과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학과몰입뿐

만 아니라 학생신뢰 등과 같은 다양한 매개변인의 효과

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표본의 선정과 관련된 한계점이다. 설문의 대상

이 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재 관광관

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보다는 관광관련 학과를 졸업

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

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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