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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significant factors regarding college freshman engineering students and analyses each factors influence 

on student satisfaction in the College of Engineering core curriculum. We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505 students who 
completed their fundamental education for major course learning in the 2011 academic year while attending one college in Gwangju 
and ruled out inadequate respondents. A total sample size 437 students were analyzed. The seven independent variables are 
academic fees, academic term period, academic environment of the classroom, learning material content, time of lecture, student 
sincerity and student need for the program. The dependent variable is fundamental education satisfaction level.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factor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order: learning material content, 
time of lecture, student sincerity, student need for the program, academic fees and academic environment of the classroom. On 
the other side academic term period was not significant. For improving fundamental education satisfaction, there is a need for 
prudent consideration regarding learning material development and lecture times. Also further investigation should take place for 
policies necessary for increasing learner motivation and sincerity, and expand appropriate conditions for learners to become 
self-aware of the education they need within their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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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이공계열　대학　신입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인 우

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

해, 전공 분야의 필수 교과목인 과학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채 

이공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유

수 대학의 이공계열 신입생들조차도 전공 수업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Richard, 

2007).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의 자료에 따르면, 2012

학년도 수능에서 이과형인 수리 ‘가’형을 선택한 수험생은 16만

2천113명(25.1%)으로, 문과형인 수리 ‘나’형을 선택한 응시생 

48만4천974명(74.9%)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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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수리 ‘나’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공계열 대학으로 진학

할 경우, 수학Ⅰ ․ 수학Ⅱ ․ 적분과 통계 ․ 기하와 벡터 등의 내용

을 접하지 못하게 되어, 전공학습을 이수하는데 심각한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공계열 신입생의 학력수준 저

하는 이공계 대학교육 전체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평가도 부정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에 따르면, 기업의 인사 ․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3%가 “대학교육이 기업 인력수요 요구

를 충족시키기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엔지니어들의 사회 ․ 경제

적 위치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공계의 위기를 극복하게 위해서, 정부, 학계, 유관

기관 및 각 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에 설립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공학교육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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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공과대학의 공학교육프로

그램을 인증평가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은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창의 ․ 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대학 차원에서도 신입

생들의 기초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규 ․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대학 신입생 전공기

초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대학 신입생 전공기초교육은 일반적으로 신입생 기초교육, 보

충교육, 보충학습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목적, 유형, 내

용, 방법도 각 대학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학

교는 새내기 대학 프로그램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신입생들의 

기초 학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1). 중앙대학교의 경우에

는 입학 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능력과 영어능력을 평가

를 하는 ‘신입생 학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고 학습능력 미달자에게 공통 교과과정 이수에 앞서 기

초교육 과정을 별도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조신일, 2010). 경북

대학교도 자연계열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수학기초학력 진단

시험을 치루고, 일정 성적에 미달하거나 미응시한 학생들에게 

수학1의 선수과목으로 ‘기초수학’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경북

대학교 기초교육원, 2012). 

이처럼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초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선행연구 추적 결과, 대학 신입생 전

공기초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둔 연

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대학생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이종진 ․ 정향진, 2003; 이제봉, 2008; 하은

옥, 2008; 양창용 ․ 강승필, 2009; 최길성 ․ 이승희, 2011)와 같

은 연구들에서 대학생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방안 정도가 연

구되고 있으며, 그 외 신입생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

성취도의 차이나 기초학력 과목에 대한 수준별 강의와 학업성

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박형빈 ․ 정인철 ․ 이
헌수, 2010; 이정례 외, 2011). 

이 중 대학 신입생 전공기초교육과 유사한 형태의 교육 프로

그램인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사례에 관한 하은옥(2008)

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기초 교과(수학, 물리학)의 성적이 향

상되었고,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수자 또

한 이 프로그램이 학업성취 및 학업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

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목표를 

확인하게 하고,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구체적인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위해 기획

하고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서

는 효과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전공기초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투입

되는 다양한 변인들과 선행연구에서 논의가 되었던 변인들을 대

상으로 전공기초교육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구체적으

로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여 전공기초교육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기초교육 프로그램 만족도2)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교육 만족도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C대학교의 2011학년도 전공기초교육

에 참여한 신입생들 505명이며, 이들은 자발적으로 교육을 신

청하고 참여한 학생들이다. 강의교재는 2010년도에 공과대학

에서 제작한 공통교재를 사용하였다. 각 전공별로 모든 분반이 

수학 과목은 공통으로 수강하고, 과학 과목은 물리와 화학 중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였다. 전공기초교육의 운영방법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전공기초교육에 참여 후 참여자

들에게 제공된 설문조사 도구이다. 

설문지는 수강료, 교육기간, 강의실 환경, 교재내용, 강의시간, 

전공기초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이하 교육 필요성), 교

육에 임하는 학생의 성실도(이하 성실도)를 확인하기 위한 9개 

문항으로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694였다. 그

리고 교육 만족도에 대한 8개 문항은 “전공기초교육에 대해 전

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후배들에게 전공기초교육

Table 1 Overview of fundamental education 

대상 교육기간 교육목표 강의시간

신입생 
2.21∼2.25

총5일간(17시간)

전공기초
학습역량 제고

단위수업별 각 
75분 

1) 전공기초교육은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명이고, 전공기초교육 프로
그램의 만족도는 전공기초교육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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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tem composition 

변인 항 목 문항 수

독립변인

수강료

9문항

교육기간

강의실 환경

교재내용

강의시간

교육 필요성 

성실도

종속변인 교육 만족도 8문항

계 17문항

* 이외 3개의 개인정보 문항과 8개의 개방형 문항이 포함됨. 

을 권유하겠습니까?”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38이였다. 이때 모든 설문문항은 5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각 변인

별 구분은 Table 2와 같다. 

3. 분석방법

교육 만족도에 대해 변인들 간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이 종속

변수인 교육 만족도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중다회귀분석(simultaneous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해 우선 표집크기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는데, 효과크

기와 유의수준, 표본크기와 함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G*Power 

3.1.3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통계 검정력을 .95로 유지

한 상태에서 표집크기가 153명 이상이면, 효과크기( )로 약 

13%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값이 .13이상이면 보

통의 효과크기라고 보고됨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 투입된 표집

크기가 400명 이상이므로 충분한 표집크기라고 판단되었다.

Keith(2006)에 따르면, 독립변수들 간의 과도하게 상관이 높

은 경우 중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하여, 표준오차

가 증가하여 변수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다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시 공차(tolerance)

와 분산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확인하였

다. 분석도구로는 SPSS/PC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자료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의 수강료, 교육기간, 강의실 환경, 교

재내용, 강의시간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 필요성, 성실도 그리고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N M SD

수강료 434 3.68 .94

교육기간 434 2.96 .84

강의실 환경 434 3.46 .91

교재내용 434 3.18 .74

강의시간 434 3.15 .74

교육 필요성 434 3.52 1.01

성실도 434 3.14 .87

교육 만족도 434 3.01 .62

* 결측치 N＝3

교육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

타났다. 

Table 3을 살펴보면, 수강료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68(SD

＝.94)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기간에 대한 평균은 2.96(SD＝ 
.84)로 가장 낮았다. 강의실 환경에 대한 평균은 3.46(SD＝ 
.91), 교재내용에 대한 평균은 3.18(SD＝.74), 강의시간에 대한 

평균은 3.15(SD＝.74), 교육 필요성의 평균은 3.52(SD＝1.01), 

성실도에 대한 평균은 3.14(SD＝.87)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

속변수인 교육 만족도는 3.01(SD＝.62)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

우선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인 수강료, 교육기간, 강의실 환경, 교재내용, 강

의시간, 교육 필요성, 성실도와 종속변수인 교육 만족도에 대

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교육 만족도는 교재내용(r＝.48, p＜.001), 강의시간(r＝.48, 

p＜.001), 성실도(r＝.39, p＜.001), 교육 필요성(r＝.35, p＜ 
.001), 수강료(r＝.34, p＜.001), 강의실 환경(r＝.24, p＜.001), 

Table 4 Intercorrelation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만족도 수강료
교육
기간

강의실
환경

교재
내용

강의
시간

교육
필요성

성실도

만족도 1

수강료 .34*** 1

교육기간 .22*** .18*** 1

강의실환경 .24*** .15** .10* 1

교재내용 .48*** .20*** .21*** .21*** 1

강의시간 .48*** .29*** .36*** .15** .38*** 1

교육필요성 .35*** .25*** .13** .08* .25*** .21*** 1

성실도 .39*** .11* .09* .11* .18*** .18***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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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otal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Satisfaction, estimated through Regression

독립변수 B SE    , 

수강료 .09 .03 .14 4.20***

 
F＝51.620***

교육기간 .00 .03 .00  .78

강의실환경 .06 .03 .09 3.59*

교재내용 .21 .03 .25 5.32***

강의시간 .21 .04 .25 5.15***

교육필요성 .09 .02 .15 4.76***

성실도 .17 .03 .24 6.79***

  

교육기간(r＝.2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교육 만족도에 대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각 변인들의 상대

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 중다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는 .73∼.94로 1

에 근접하였으며, VIF 계수는 1.07∼1.37으로 값이 10 미만이

므로 중다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교육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결과

표에 의하면, 교육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연구의 독립변

수들로 구성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F＝51.620, p＜.001). 이들 변인들은 교육 만족도에 대해 

약 46%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값이 .13 이상 

.26 미만이면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에 해당하고, .26 이상이면 

높은 효과크기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연구의 독립변인이 

교육 만족도에 대해 갖는 영향력 .46은 상당히 높은 효과크기

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준화계수를 확인한 결과, 교육 만족도에 대해 

교재내용, 강의시간, 성실도, 교육 필요성, 수강료, 강의실 환경 

순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는 보통 

－1.0에서 ＋1.0의 값으로 나타내어지는데, 가 .10 이상 .25 

미만일 경우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이며, .25 이상일 경우에 효

과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재내용과 강의시간은 

교육 만족도에 대해 갖는 효과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성실도와 교육의 필요성, 수강료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력 즉 효과의 크기는 중간 수준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교육 만족도는 교육에 제공되는 교재와 

강의시간의 적절성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교육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 만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전공기초교육에 대한 느낀 점에 대한 응답률을 제

Fig. 1 Response ratio 

Table 6 Analysis of open-ended question 

구분 내용 응답자수 

교육기간 추가적인 기초교육 필요 14

강의시간 75분 수업이 힘들다 8

교재 교재 분량이 너무 많다 6

기타
다른 교양교육도 필요
교재내용과 시험내용의 일치

각 1

시하면 Fig. 1과 같다.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2개 답안에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례수 대신 %를 사용하여 표

시하였다. 약 32%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좋았다고 느꼈으며, 약 26%는 내용

이 다소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강의내용 외에도 교수님이 해 주신 말씀이 대학생활이나 진

로선택 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에 대한 개방형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고, 내용은 주로 기초교육이 더 이루어졌

으면 한다는 것과 75분 수업 즉 강의시간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교재 분량이 많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 외 다른 교양교

육이 필요하다던가, 교재내용과 시험(진단평가)의 내용을 일치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C대학의 2011학년도 공과대학 신입생 전공기

초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기초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설문 분석 결과, 학생들은 수강료나 강의실 환경 등에 대해

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기초교육에 대해

서도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 만족도에 

대하여 각 변인들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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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결정하는 변인을 밝히기 

위해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교육에 제공되는 교재내용과 강의시간이 동일하게 

교육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다음으

로 학생의 교육에 임하는 성실성 정도와 교육의 필요성 인식정

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기간에 대해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성실성과 교육의 필

요성과 같은 변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하은옥

(2008)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이 같은 논의가 충분

히 설득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개방형 설문문항 분석결과, 75분의 강의시간이 힘들다는 건

의사항은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교육 만족도에 대한 강의

시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에 주목하게 만든다. 이는 75분 수

업에 불만족한 학생들이 강의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그 영

향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고등학교 수업 모듈보다 더 많은 

수업 시간은 신입생들에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재 분량이 많다는 

건의사항 역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교재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강의내용의 만족도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전공기초교육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별도의 수강료가 없겠지만, C대학에서처럼 비정규 과

정으로 운영하는 경우, 적정 수준의 수강료 부과는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유독 교육기간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교육기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도가 강의내용의 만족도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형 설문문항 분석결과, 상대적

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추가적인 기초교육을 더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연구에서 변인으로 선택한 교육기간(5일간 총 17

시간)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만큼 적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대학 신입생 전공기초교육 프로그램의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목해야 할 핵심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각 대학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전공기초교육 교육 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는 적절한 교재의 개

발과 단위별 학습량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도 학생들이 교육에 성실

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공 진입에 있어서 기초교과 역량

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교육 혹은 세심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마다 행 ․ 재정적 지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제시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근거한 변인들과 기타 각 대학에서 중요하

게 생각하는 요인들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면 보

다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후

속 연구에서 전공기초교육과 같은 신입생 기초능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대학의 만족도 변인을 연구하

여 보다 일반화 된 변인 혹은 요인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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