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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지방 소재의 J 학의 재학생 

체를 상으로 한 학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 다. 학생의 학 충성도는 학생들의 학업 단 

의도와 더불어 학에서 리하고자 하는 주요한 지표로 학업 단 의도와는 반 로 정 인 측면을 담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만족도 설문 분석 결과, 첫째, 학년 별, 학  구간별 각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학생들의 만족도의 변인  학생들의 학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교수강의, 학업지도, 취업지도, 교육환경, 학생자신에 한 만족

도가 학에 한 충성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 결과에서 학의 충성도를 결정하는 최상 의 결정 요인은 학생 자신의 학교생활에 한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교육만족도∣대학생∣충성도∣로지스틱 회귀분석∣의사결정나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of university education and 

royalty based on analysis of satisfaction survey result of enrolled all students in J regional 

university. The university royalty in addition to drop out rate is one of the key indicators of 

managing university performance and it is differentiated approach that has positive perspectives. 

Based on satisfaction survey result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by 

school year and grade range. Second, the analysis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method that had 

been performed to verify the construct which affecting university royalty of students show that 

satisfaction with lecture, academic guidanc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elf management in 

academic life were the significant impact on royalty. Also, the decision tree analysis show that 

top decision factor is self-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to determine university 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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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육만족도는 성공 이고 효과 인 교육을 측하는 

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어 부분의 교육기 들이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 수 을 높이기 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교육만족도 조사는 

1970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기에는 지원규모, 등록

률, 입학생의 졸업률, 지원자의 질  수  등 과 같은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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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1].

교육만족도는 교육서비스에 해 학생이 경험한 것

을 기반으로 학생이 평가한 결과로 학생의 만족도는 학

생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이에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충성도와 같은 기업

의 마  핵심개념들을 심으로 학생을 소비자 입

장에서 보고 서비스 마  차원의 근을 시도한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 기업의 에서 다루어지는 충성도

의 개념을 학교에 용시켜 볼 때 기본 인 틀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학 충성도는 교육서비스 경험

에 의해 지속 으로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호의 인 

행동의도로 볼 수 있다[4]. 

학충성도는 재학기간 으로 한정하지 않고 졸업 

후 모교에 해 심을 갖거나 직간 으로 여하는 행

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5]. 교육기 의 성공은 학생 충

성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생충성도가 높을수록 교육

기 의 수익이 높아진다[3]. 학생충성도는 장기 인 

에서 학생과 학교와의 계에 향을 주는 아주 요

한 요인이며, 학들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과

의 계마 을 실시하고 있다[6]. 이 듯 학에서의 

교육만족도는 재학생의 정  행동의지  학생충성

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 학생 심

으로 변화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개념은 교육 만족도

와 학생충성도 일 것이다. 교육만족도와 학생충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을 한 정책을 펴야하는 것은 

학발 에 필수 인 조건이 되었다[7]. 학의 교육활동

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은 

학교육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체계 으로 분석함으

로서 학의 교육기능에 한 실을 제 로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한 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8].

따라서 본 연구는 강의 만족도, 학업지도 만족도, 취

업지도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 학생자신에 한 만족

도가 학충성도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 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의 학생 만족도
학들이 학생만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교육서비스의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여 학생들을 만족

시킴으로써 타 학에 비하여 경쟁에서 우 를 차지하

기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Astin[9]은 학생 상으로 학교육에 한 연구를  

시작하 다. 그는 학교육 만족도를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하여 조사하 다. 첫째는 교육의 질, 교수와의 계, 

학우 계, 교육과정, 행정 시설 등과 같이 학생들의 지

각 수 을 조사하여 만족도를 추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는 학생들에 한 교수들의 심 정도, 행정 직원과의 

계, 학생 지원 서비스의 우선순  등 제한된 분야를 

학생들이 평가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교수와 학생의 상

호작용의 양과 질이 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학생만족이란 교육서비스 품질을 경험한 후 서비스 

제공에 한 감정 인 반응으로 교육서비스 품질이 학

생 만족도에 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의 만족정도와 지

각정도, 요구사항을 악하는 것은 학에서 학생들에

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10].

학 재학  경험한 교육서비스의 교육인 라  교

육과정에 한 만족도와 경력개발 로그램의 유익성

은 졸업 후 직장의 경제 ·개인  만족도에 통계 으로

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한 

교육서비스와 물리 인 서비스에 한 만족도는 학

생활에 향을 받고 이것은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주고[12], 학생만족은 학생충성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3]. 

2. 학교충성도
충성도란 환행동을 유발하는 상황  향과 마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품  서비스를 지속 으로 

재 구매 하거나 후원하는 깊은 결속이라고 하 다[13].

교육서비스에 한 재학생 충성도는 교육서비스의 특

성을 고려하여 학생이 교육서비스에 해 호의 인 태

도를 갖고 지속 인 구매(수강)를 유지하면서 졸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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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학에 해 정 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14]. 

학교충성도란 교육서비스를 받은 학생들이 교육서비스 

만족 여부에 따라 모교를 타인에게 추천하거나 동창회 

참가, 기부  납부 등의 방법으로 모교와 우호 인 계

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 다[15]. 이는 충성도

가 높은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도 모교에 한 지속

인 후원을 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 인 후원뿐만 아니

라 사내추천을 통한 후배의 취업지원과 모교에 한 우

호 인 입소문 등으로 학의 장기 인 발 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3]. 따라서 학의 성공은 학교

에 한 학생들의 충성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3. 학생만족도 영역
3.1 교수강의 만족도
학의 경쟁력을 논할 때에는 교육의 질을 빼 놓고 

말할 수가 없다. 재 학 평가에 련하여 교육의 질

은 가장 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말할 때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생활을 성공 으로 하는 졸업생

은 학의 훌륭한 교육 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

에 교육 로그램에 을 맞추기도 하고 교수의 강의

에 한 평가활동의 요소에 을 맞추기도 한다[15].

학교육 만족도는 공 커리큘럼  수업 내용, 교

수진의 능력, 수업의 방식  질에 한 학생들의 주

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수의 교육신념  

능력, 학생들과의 교류가 매우 요하다. 교수의 가르침

과 학생의 배움이 상호작용하여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수업은 하나의 단순한 과업이나 

직무가 아니라 학교육의 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16]. 한 학교육의 만족도에서 교수와의 계에 의

한 변인과 함께 큰 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교육내용을 

제시한다[17]. 

이 듯 학 수업의 질이 학교육의 질이 되는 만큼 

학생들에게 학업압력을 만들어  수 있는 교육과정도 

필요하다. 즉, 학교육의 만족도는 교육내용에 의해서

도 향을 받기 때문이다[18]. 핵심서비스인 교육서비

스는 교수의 강의의 질, 강의 비, 학생과의 면담, 교수

와의 계성 등이 포함된 교수 련 역과 성 평가 

기 , 수업방법, 교육과정 등이 있으며[19], 교육과정

인 측면은 공 커리큘럼  수업 내용, 교수진의 능력, 

수업의 방식 등도 포함된다.

3.2 학업지도 만족도
학 교육서비스란 공 자인 학교 측( 학교, 교수, 

교직원)이 수요자인 학생에게 교육  목  달성에 

련된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인 학

생에게 물질 ·정신  만족을 실 시켜 주는 일체의 활

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0].

교육서비스는 인  상호작용 서비스이며 많은 

을 요구하는 사람 심의 인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자

인 교수와 학생과의 직 인 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교육 서비스품질에 많

은 향을 미친다. 교수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학생들

의 재학 가능성, 학업성취 그리고 개인  성장에 향

을 끼치기 때문에 요한 요인이 된다[1]. 

이 듯 학교 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높이기 해서는 

교직원들의 능력  학생들에 한 서비스의 안정이 최

우선시 되어야 한다[21]. 따라서 학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신속하고 정확하

게 지원 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학생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22].

3.3 취업지도 만족도
부모로부터 심리 으로 독립한 학생들은 재학 

에 진로탐색에 극 이며 자신의 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23]. 공에 해 뚜렷한 목

표의식을 가진 학생들은 공과 련된 분야에서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해 비교  일  비할 

가능성이 높다[24]. 

학에서도 학생들의 취업과 경력개발의 요성을 

인식하고 취업지원센터나 경력개발센터를 구축하여 

학생들을 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지원

로그램(취업캠 , 취업동아리, 지원시  면  특강, 

학기별 취업강좌,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보다 일자리에 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25]가 있어 학의 취업지원제도가 직업만족도에 정

인 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직 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 진학률의 증가, 기업의 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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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학생의 소기업 취업 기피가 맞물리면서 청년

실업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학생을 한 진로지도

가 사회 으로 실히 요청되고 있다[26].

3.4 교육환경 만족도
학생들의 학 교육환경에 한 만족도는 심리

인 만족도와 더불어 학생들의 가치 과 향후 삶의 만

족도에 상호작용을 한다[24].

교육서비스 품질  유형성은 학의 물리  시설이

나 교육장비, 안내자료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유형 인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만족도에 향을 미

친다[21]. 물리  서비스는 학서비스의 구성요소  

하나로써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강의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기자재 

 도서 과 기숙사와 같은 휴식 공간 등 학생들이 학

교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시설물을 의미한다.

학은 교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행정 차, 행정시스

템 등의 행정서비스, 학교에서의 생활을 해 필요한 

편의시설, 캠퍼스의 설계나 분 기 등도 학교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에 포함된다[27]. 이러한 물리 인 서비스

는 학생활에 향을 주고 궁극 으로는 삶의 질에도 

향을 다. 한 학생충성도의 경우에도 직 인 교

육서비스품질과의 계 에서 교육시설  환경과 행

정서비스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3.5 학생자신에 대한 만족도
학교육에 한 학생들의 지각된 만족은 자기조

 행동과 학업성취에 향을 다[28]. 학생들의 자기

결정 의지는 진로탐색, 진로 비행동, 진로결정에 향

을 미친다. 인간의 기본 인 자기결정 욕구는 자율성, 

유능감, 계성에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만족되면 내

가치가 증가하고 이는 의사결정에도 직 인 향을 

미친다[29].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 심과 함께 학

업실력, 기 감, 특별활동을 들고 있다. 그 에서도 자

심은 만족도와 강하게 련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학에 한 자 심을 높이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

움이 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지방 소재의 J 학 재학생 체 상으로 

2015년 6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수강신청페이지에

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 교육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교육 만족도와 학교에 한 충

성도의 계를 검증하 다. 해당 교육 만족도 설문은 

부정 인 측면에 해당되는 학업 단의도, 정 인 측

면에 해당되는 학교충성도가 있는지의 부분과 각 역

별 학 만족도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상 인원은 재학생 11,737명의 80.34%에 해당

되는 9,429명이 참여하 으며 이  5  리커트 척도에 

해당하는 모든 설문문항에 해 모두 동일한 답변을 한  

2,181명의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나머지 7,248명의 설문 결과를 

심으로 분석하 다. 학생들은 학년  해당 년도의 

학 을 심으로 일차 으로 구분하 으며 학 의 경

우 4.0이상을 4그룹으로, 3.0이상 4.0미만을 3그룹, 2.0이

상 3.0미만을 2그룹, 0이상 2.0미만을 1그룹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 다. 각 학년 별, 2015학년 1학기 학  그룹

별 변인들의 기술  통계 값은 [표 1]에 제시하 다.

표 1. 학년 및 학점구간 별 응답 빈도

학년 학년별 빈도 비율(%)
학
구간

학 구간 비율(%)

1 1,646 22,7 1 837 11.5
2 1,838 25.4 2 1,544 21.3
3 1,777 24.5 3 3,670 50.6
4 1,989 27.4 4 1,197 16.5
계 7,248 100 계 7,248 100%

2. 측정도구
만족도는 교수강의, 학업지도, 취업지도, 교육환경, 

학생자신 5가지 변수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표 2]에 

각 변인의 평균  표 편차 신뢰도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5가지 변인의 신뢰도(Cronbach α)값은 교수강의 

0.91, 학업지도 0.86, 취업지도 0.89, 교육환경 0.84, 학생

자신 0.8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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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만족도 변인별 기초통계량 및 신뢰도
변인 아이템수 평균(순 ) 표 편차 신뢰도

교수강의 4 3.528(1) 0.745 0.912
학업지도 4 3.414(2) 0.772 0.857
취업지도 4 3.270(4) 0.769 0.891
교육환경 4 3.268(5) 0.809 0.843
학생자신 4 3.337(3) 0.714 0.803

3. 자료분석방법
첫째, 학년 별, 학  구간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를 악하기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 다.

둘째, 학생들의 학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과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을 실시하 다. 

IV. 연구결과

1. 각 그룹 별 만족도의 차이
학년 별, 학  구간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악하기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 다. 교수

강의 측면에서는 학년 별 만족도의 차이는 있었으며 5

가지 만족도 역에서 체 으로 1학년의 만족도가 

다른 학년보다 높게 나왔다. 학 구간별 교수강의 만족

도의 차이는 학  4.0이상의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  3.0이상 4.0미만 그룹이 

2.0이상 3.0미반 그룹보다 만족도가 높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년 및 학점구간에 따른 교수강의 평균의 차이

변인
학년
학 구간

평균 표 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교수강의

1 3.621 0.732
10.920/0.000** 1>2,3,42 3.523 0.733

3 3.492 0.755
4 3.503 0.772
1 3.473 0.818 

9.783/0.000** 4>1,2,3
3>2

2 3.471 0.748 
3 3.538 0.722 
4 3.611 0.747 

 *p<0.05, **p<0.01

학업지도 측면에서는 교수강의와 마찬가지로 1학년의 

만족도가 다른 학년보다 높았으나 학  구간별로는 학업

지도에 한 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년 및 학점구간에 따른 학업지도 평균의 차이

변인
학년
학 구간

평균 표 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학업지도

1 3.572 0.712 
31.490/0.000**

1>2,3,4
2>42 3.423 0.731

3 3.354 0.801 
4 3.345 0.812 
1 3.378 0.806 

2.527/0.056 -2 3.388 0.760 
3 3.419 0.763 
4 3.458 0.792 

 *p<0.05, **p<0.01

취업지도는 학업지도의 거의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나

타내었다. 학년 별 만족도는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만

족도가 높았으나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 다. 학  구간 집단별로는 만족도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년 및 학점구간에 따른 취업지도 평균의 차이

변인
학년
학 구간

평균 표 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취업지도

1 3.412 0.733 
26.646.0.000** 1>2,3,4

2>4
2 3.284 0.724 
3 3.222 0.792 
4 3.195 0.813
1 3.270 0.829 

0.056/0.982 -2 3.275 0.758 
3 3.266 0.756 
4 3.273 0.783 

*p<0.05, **p<0.01

교육환경 만족도는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  구간 별로 교육 환경에 한 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년 및 학점구간에 따른 교육환경 평균의 차이

변인
학년
학 구간

평균 표 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교육환경

1 3.462 0.794 
41.532/0.000** 1>2,3,42 3.213 0.782 

3 3.205 0.831 
4 3.227 0.826
1 3.270 0.829 

0.056/0.982 -2 3.275 0.758 
3 3.266 0.756 
4 3.273 0.783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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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신에 한 만족도는 교수강의와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보 다. 특히 학  구간 집단 별로 학 이 4.0이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학생 자신에 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3.0을 기 으로 3.0이상과 이하에서 학생 자신

에 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년 및 학점구간에 따른 학생자신 평균의 차이
변인 학년

학점구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학생자신

1 3.452 0.712 
20.428/0/000** 1>2,3,42 3.333 0.683 

3 3.291 0.734 
4 3.290 0.721 
1 3.286 0.769 

13.536/0.000** 4>1,2,3
3>2

2 3.265 0.730 
3 3.349 0.696 
4 3.428 0.696 

 *p<0.05, **p<0.01

2. 대학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에 충성도가 있는지에 해서 학교에 한 자부

심이 있는지 , 아니오로 답변을 하도록 하 으며 

라고 한 집단과 아니오라고 답변한 집단별로 각 만족도

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충성도가 있는 집단과 

충성도가 없는 집단의 평균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했

으며 모든 만족도 측면에서 충성도가 높은 집단의 평균

이 더 높았다.

표 8. 충성도 유무에 따른 t-test

구분

충성도
유

(n=4927)

충성도
무

(n=2321) t값 p값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교수강의 3.682 0.691 3.202 0.750 -26.810 0.000**
학업지도 3.573 0.729 3.077 0.755 -26.694 0.000**
취업지도 3.422 0.727 2.947 0.758 -25.243 0.000**
교육환경 3.423 0.766 2.939 0.799 -24.764 0.000**
학생자신 3.493 0.667 3.006 0.697 -28.145 0.000**
학점 3.092 1.100 3.023 1.147 -2.429 0.015*

*p<0.05, **p<0.01

학생들의 학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해서 범주형 자료로 설문을 한 충성도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표 9. 충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변수 B S.E. Wald OR 95

% CI
유의
확률

교수강의 0.384 0.056 47.624 1.469 1.317
-1.638 0.000

학업지도 0.136 0.059 5.246 1.146 1.020
-1.287 0.022

취업지도 0.152 0.056 7.373 1.165 1.043
-1.300 0.007

교육환경 0.088 0.041 4.478 1.092 1.006
-1.184 0.034

학생자신 0.595 0.053 127.092 1.813 1.635
-2.011 0.000

학점 - - - 1 - -
모형의 카이제곱(자유도), 유의확률 1063.843(5) 0.000

Hosmer-Lemeshow 검정의 카이제곱, 
유의확률 47.957 0.000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교수강의, 학업지도, 취업지

도, 교육환경, 학생자신에 한 만족도가 학에 한 

충성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학생자신에 한 β값이 가장 컸으며 학 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 인 모형의 

합도는 떨어지고 있어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를 통

해 충성도를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충성도에 따른 의사결정나무는 분석은 CAHID[30] 

알고리즘을 사용하 으며 최 나무 깊이를 3, 부모 노

드의 최소 이스를 100, 자식노드의 최소 이스는 50, 

분기 기 의 유의수 은 0.05로 설정하 고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학의 충성도를 결정하는 최상의 결

정 요인은 학생 자신의 학교생활에 한 만족도이며 

체 나무 구조 마디들 에서 학에 한 충성도가 가

장 높은 확률의 마디는 노드 22로 학생 자신의 학교 만

족도가 4 과이고 교수강의가 3.5 과인 경우 학교에 

충성도가 있을 확률이 8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충성도가 가장 낮은 확률이 높은 노드는 노드 7로 

학생자신의 만족도가 2.250이하이고 학업지도에 한 

만족도가 2.250이하로 충성도가 있을 확률이 가장 낮은 

24.5%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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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학의 충성도에 따른 의사결정나무 

Ⅴ. 결론 

경 학 인 에서 학을 교육 서비스 조직으로 

보고 기존의 균형잡힌 성과표(Balanced Score Card, 

BSC)에서 제시한 고객 의 지표들을 학에서도 일

부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이탈율에 해당하는 학

생들의 학업 단 의도 등은 학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한 지표 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충성도 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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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맥락에서 학에서 리하고자 하는 지표 의 하

나이지만 학업 단의도와는 달리 인 측면에서 

근한다는 에서 다른 지표들과는 근 방법이 다르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교육만족도 설문을 통하

여 교수강의, 학업지도, 취업지도, 교육환경, 학생자신

의 학 만족도 련 변인과 해당 학기의 성  구간 등

의 변인이 학충성도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만족도와 학충성도의 계를 분석하기 해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교수강의, 학업지도, 취업지도, 교육환경, 학생자신에 

한 만족도가 학생의 학에 한 충성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 은 충성도에 

한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다. 

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학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최상  변수는 학생 자신의 학교생활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학업 단의도와 각 만족도와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 학생의 학업 단 의도를 결정하

는 최상 의 변수가 학생자신이 단한 학생자신의 

학생활 만족도로 나타났다[31]는 연구결과와 같다. 따라

서 학생 자신의 만족도를 높여 다면 학생의 학업 단 

의도를 낮추고 학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이 듯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의 교육서

비스에 해당하는 교수강의, 교육환경, 취업  학업 지원 

로그램에 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학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이 간과해서 안

되는 것 의 하나가 학생이 학에 응할 수 있도록 학

생에 한 지속 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다. 

학생 자신에 한 만족도를 높이기 한 지원으로 선

후배 간의 교우 계  학생의 진로에 한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학교에서 선후배 간의 교류  학과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래 간의 교류  선후배 간의 교류의 장을 만

들어야 하며 과거의 학 문화가 최근에 와서 격히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에서 과거에는 요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지되었던 선후배 간의 의사소

통에 한 진 부분도 학의 지원 로그램의 주요한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동아리 등의 학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만족 요인 

의 하나이다. 기존의 학 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은 학

생 개인이 주도 으로 선택하고 활동해야 하는 로그

램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학교가 주도 으로 동아리의 

다양성  활동의 충실성 등도 고려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

한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 향상을 해 입학 기

부터 체계 으로 진로를 계발하여 본인이 만족할 수 있

는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학이 진로  상담 체

계를 구축해서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한 사립 학 학생들의 만족도 

 충성도에 한 내용을 분석한 연구로 학이 치한 

곳과 설립 유형에 따라서 다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

라서 분석 결과가 모든 학에 용될 수는 없으므로  

향후 학의 유형에 따른 만족도  충성도에 한 비

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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