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I. 서 론
1)

우수한 이공계 인재 육성과 활용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2004년 제정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

공계지원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법)’ 제3조에서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공계지원법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는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이공계 진학을 장려하고자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

을 대상으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원

하는 장학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데이

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핵심동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공계 인재 육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는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4만 명

을 양성하는 전략을 2019년 기본계획으로 발표하였다(과학기

술정보통신부, 2019). 

2004년 이공계지원법이 제정된 후 지난 15년 동안 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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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육성과 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12년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할 경우 이공계 국가장학금을 

환수하도록 이공계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이공계 진학

생의 학업중단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11∼2013년 

서울대 이공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학업중도 포기자 

496명 중 14.5% 해당하는 72명은 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에 재입학하였으며(매일경제, 2014), 약학대학 

편입생의 전 소속대학 전공은 화학 26.6%, 생물·생명 25.9%, 

공학 25.9% 등 이공계가 전체의 78.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동아일보, 2017). 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국가에

서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의 중도탈락 학생 수는 455명으로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비 손실액은 연

간 2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2018). 또한, 

2014년 이후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경쟁률은 하향곡선을 보였

으며, 2018년에는 공과대학과 자연대학 대학원 모두 정원 미달 

사태를 보여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

다(서울경제, 2018). 따라서 우수한 인재들의 이공계 진학을 촉

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공계에 진학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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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하다. 

초중등교육과 달리 학생들의 선택이 자유로운 고등교육에서 

이공계 진학을 장려하는 재정적 지원과 이공계 이탈 현상에 강

제성을 두는 정책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은 대학을 선

택하여 진학한 이후에도 재수, 편입 등 대학 재선택을 위한 자

발적 학업중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발적 학업중

단은 대학선택 단계에서 학생이 원하지 않았거나 선택의 여지

가 없었을 경우 나타날 경향이 크다(Kim, 2014). 또한, 학생들

이 입학할 당시 대학과 전공에 대한 선호도의 유형은 대학생활

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지근 외, 2015). 이뿐만 아니라 

학생의 대학선택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자신의 선택에 대

한 평가를 통해 소속대학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며, 소속대학

에 대한 확신 정도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김은경, 2016; 

신붕섭, 2013). 따라서 학생의 대학선택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

에도 적응, 학업지속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대학선택 단계에서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학선택과 학업중단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김성식, 2008; 손준종, 2002; Paulsen & St. John, 

2002; St. John et al., 1996), 대학선택과 학업중단의 관계를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Stage & Hossler, 2000). 

국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선택요인을 밝

히고자 단일대학 또는 단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손준종, 2002; 신붕섭, 2013), 전국 2, 4년제 대학

생을 대상으로 대학선택요인을 학업중단의 영향요인으로써 탐

색하였다(김성식, 2008). 또한, 대학선택요인이 학업중단에 미

치는 영향에서 단일대학의 전공계열별 차이를 밝히는 연구도 

진행되었다(김은경, 2016). 특히 이공계열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공에 따라 대학선택요인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김선남·임재식, 2019) 이공계 진학생의 학업중단을 예

방하기 위하여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대학선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공계 학생의 학업중단에 관한 연구

는 주로 단일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

성(이명화·이정민, 2015; 정애경 외, 2013), 적응, 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주영주 외, 2012; 최미정·

정진, 2017), 대학선택요인과 학업중단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는 미비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자발적 학업중단이 발생할 확률

이 가장 높은 시기는 1학년이라는 점에서(김수연, 2012) 이공

계 신입생들의 학업중단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학업중단을 예

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선택요

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연구문제를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학업중단의도

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 및 전공선호도, 대학선택요인에 

따른 학업중단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선택요인은 학

업중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를 통해 국가의 

이공계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정책 마련 시 재정적 지원 이

외 방안 마련과 대학에서 이공계 신입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등록관리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업중단의 개념과 측정방법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은 학생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학

에 속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학생이 졸업장을 받기 전

까지는 대학에 재학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을 명확

히 알기는 어렵다(이병식, 2013). 연구자들도 학업중단을 다양

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등교육체제 밖으로 이동하는 유

형과 고등교육체제 내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여 학업을 지

속하는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Spady, 1970), 수준에 따라 

대학기관 차원의 이동, 전공 변경, 수강 변경(또는 이수나 철회) 

등의 수업 차원으로 나누기도 한다(Hagedorn, 2012, p.91). 

또한, 자발성을 기준으로 학업중단이 대학에 의해 학생의 의사

와 무관하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소

속대학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로 구분되기도 한다(Tinto, 

1975). 더 나아가서, 후자의 경우도 학생이 소속대학에서 일정 

기간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시 학업을 지속하는 휴학, 소속대

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는 재수, 편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들은 학업중단의도에도 주목해왔는데, 이

는 학업중단 행동에 관한 생각이나 계획을 의미한다.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서 실제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

에 그 행동에 대한 의도를 행동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업중단은 학업중단의도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학업중단의도는 자퇴, 휴학, 전과, 재수, 편입 등 구체적인 학업

중단의 계획으로 측정하거나(김경화, 2015; 김경희, 2011; 박

은주·이혜경, 2016; 박한샘, 2017; 신혜숙 ·김미현, 2018), 거

꾸로 생각해서 학업지속의도나(Hausmann et al., 2007; 

Morrow & Ackermann, 2012), 재등록의도로 측정하기도 한

다(노동연 외, 2013; 신붕섭·이석열, 2003; 이석열, 2008; 황현

주, 2005).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의도를 학생이 향후 자발적으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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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전공에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정의하

였다. 세부적으로는 전과, 재수, 편입, 휴학 등 학생이 자발적으

로 소속대학 또는 전공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2. 대학선택의 개념과 선택요인의 분류

대학선택이란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적 포부를 형성해가며 최

종적으로 특정 대학을 선택하는데 이르는 총체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Hossler et al., 1989). 즉, 학생의 대학선택은 대학에 

지원하여 최종 선택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고자 

생각하는 단계를 포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학선택 모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

회학적 모형은 학생의 직업 또는 교육의 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요인을 탐색하며, 경제학적 모형은 이익

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추구하는 학생 개인의 선호와 제약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Jackson, 1982). 두 이론적 모형은 대학

선택에 관한 학생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대학선택

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고자 두 

이론적 관점의 결합모형이 제시되었다(Hossler et al, 1989). 

대표적으로 Hossler & Gallagher(1987)는 대학선택과정을 동

기형성(predisposition) 단계, 탐색(search) 단계, 선택(choice) 

단계로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Kotler & Fox(1985, 1995)는 

대학선택과정을 선택한 대학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재

등록하는 과정까지 확장하였는데, 이는 대학선택에 재학생 정

원관리(enrollment management)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모형은 대학선택을 학업지속(또는 중단)과 연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학선택과정의 복잡성과 더불어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양하다. Chapman(1981)은 최종 대학의 선택 단계에

서는 학생개인특성과 외부적 영향요인을 통해 형성된 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일반적 기대가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세부적으로 학생개인특성에는 사회경제적 배경, 적성, 교육포부 

수준, 고등학교 성적 등이 포함되며, 외부적 영향요인은 부모, 

교사 등 유의미한 사람들의 영향, 대학기관의 고정적 특성, 대

학기관의 예비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노력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손준종(2002)은 대학선택요인을 교육요인, 환경요

인, 유의미한 타자요인, 특성요인, 이념요인, 성적요인으로 구분

하였으며, 주삼환 외(2003)는 장래성과 이미지, 학문 프로그램, 

대학명성, 재정적 접근성, 대학환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김선

남·임재식(2019)은 명성 중시형, 진로 중시형, 경제적 지원 중

시형으로 대학선택요인을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외부적 영향요

인뿐만 아니라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내부적 선택요인도 

대학지원동기의 주요한 이유로 밝혀짐에 따라(노효련, 2012) 

대학선택요인은 학생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관한 내적요인과 대

학기관의 특성, 주변요인, 합격여부 등 외적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선택은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의 대학선택요

인에 주목하여 학생이 특정 대학을 최종 선택한 단계로 한정하

였다. 더불어, 대학선택요인은 현재 소속대학을 선택할 당시 중

요시한 이유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포함하였다.

3. 대학선택과 학업중단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선

택행위에 동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향후 대학생활에 

영향을 준다.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실제 행

동은 의도를 통해 예측할 수 있으며,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주

는 동기적 요인이다. 행위자의 관점에서 행동에 대한 자신의 평

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지각하는 사회적 압력, 수행능력에 대

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

며, 이러한 내외적 영향을 받은 의도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대학선택에서 자신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인식 등

의 영향으로 형성된 학생의 의도는 실제 대학생활 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 동기로 볼 수 있으며, 대학선택에서의 동기는 입학 

이후 대학생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자발적 학업중단을 설

명하는 Tinto(1993)의 통합적 모형에서도 대학생활 참여에 앞

서 입학 초기 의도와 헌신을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여 입학 이전 

대학선택과 입학 이후 학업중단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대학선택에 대한 다양한 이유는 동기의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대학생활의 성과 차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의 동기에 관한 대표적 이론으로 

Deci & Ryan(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행동을 끌어내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내재

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로 동기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행동에 대한 자율성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내재적 동기

는 내재적 만족을 위한 행동으로 자율성이 가장 높으며, 무동기

는 행동에 대한 자율성이 없는 상태이다. 외재적 동기는 행동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는 정도에 따라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러한 동

기의 유형에 따라 교육성과에 차이가 존재하며, 자율성이 높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동기뿐만 아니라 외재적 동기의 

내재화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yan & Deci, 2000). 

따라서 대학선택이라는 행동을 이끌어 내는 동기는 학생의 자

율성 정도에 따라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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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학선택의 동기 유형은 대학생활의 성과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대학선택과 학업중단의 연결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로 

Attinasi(1989)는 기존 학업중단의 이론적 모형은 입학 이후 

대학생활과 학업중단 관계로 범위를 한정하여, 학업중단 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맥락과 관점이 제외되는 한계점을 지적하였

다. 이에 학생관점에서 입학 이전 대학선택과정과 입학 이후 학

업중단의 결정 관계를 탐색하였으며, 입학 이전 대학선택에서 

형성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는 대학진학뿐만 아니라 입학 이

후 학업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Tinto(1993)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신입생의 자발적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전환단계는 고등학교를 떠나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의 구성원으로 필요한 지식과 규범 등

을 익혀야 하는 시기로, 이에 대한 부담감은 입학 이전 대학선

택에서 갖는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 정도에 달려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후 Braxton et al.(1995)은 Tinto(1993)의 통합

적 모형에서 대학에 대한 기대를 학업중단의 영향요인으로 포

함하여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대학특성 중 학문개발, 대학환경

에 대한 기대가 학업중단의도에 대한 직접효과로 유의하지 않

았으나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으며, 대학선택과 학업중단의 관계

를 연결 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학선택을 학업중단의 영향요인으로 탐색한 연구로 Villella 

& Hu(1990)는 대학선택 변수와 학업중단과의 관계를 실증적

으로 탐색하였으며, 대학선택 변수가 학업중단에 직간접적 영

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대학선택단계에서부터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학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

였다. 또한, St. John et al.(1996)은 대학선택요인이 학업지속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대학선택요인은 

학업지속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후 경제적 요인에서 사회경제적 수준, 인종별 대학선

택과 학업지속의 결합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Paulsen & St. John, 2002; St. John et al., 2005). 

이밖에도, 대학선택과 학업중단을 결합한 이론적 모형을 탐색

한 연구에서 Stage & Rushin(1993)은 대학선택 단계 중 대학

진학계획, 교육적 포부로 구성된 동기형성(predisposion) 단계

와 학업지속과의 관계를 결합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후 

Stage & Hossler(2000)는 기존의 대학선택과 학업중단의 관

계를 탐색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선택 과정에서부터 학업

중단에 이르는 학생중심 이론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대학선택 

과정에서 학생의 의도와 동기를 학업중단을 예측하는 주요 요

인으로 주목하였다. 또한, Wolniak et al.(2012)은 학생의 학습

과 학업지속의 관계를 밝히는 이론적 모형에서 학업지속의 영

향요인으로 대학선택을 포함하여 대학선택과 학업지속의 관계

를 밝히고자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학업중단과 대학선택의 관계

를 주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손준종(2002)은 단일대학의 신

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요인, 환경요인, 유의미한 타자요인, 특성

요인, 이념요인, 성적요인으로 구성된 대학선택요인과 전과, 편

입 등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선택요인 중 성적요인이 전과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식(2008)은 전국 2, 4년제 대학

생을 대상으로 적성고려, 성적고려로 정의한 대학선택요인을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탐색하였으며, 학업중단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질적연구를 통해 학업

지속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원치 않은 대학에 진학

했거나 선택의 여지 없이 흥미 없는 전공을 선택한 경우 낮은 

학업성취와 학업을 중단하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Kim, 

2014). 또한, 마케팅 관점에서 대학선택과 재등록의 관계를 탐

색한 연구에서 전공계열별 대학선택 확신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대학특성과 관련된 대학선택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김은경, 2016).

이처럼 학업중단과 대학선택과의 연결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학업중단의 발생과정과 영향요인을 밝히

기 위한 연구범위는 대학입학 이후 대학생활에서 입학이전 대

학선택과정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학업중단을 예

방하기 위한 노력은 학생의 대학선택에서부터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이 특정 대

학기관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기관에 갖는 기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생활의 적응과 학업지속으로 이어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공계 진

학생들의 자발적 학업중단 현상은 사회적으로 금전적 손실뿐

만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는 시간적 손실도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선택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공계 학생

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대학선택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이공계 신입생의 대학선택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전국 4년제 30개 일반대학의 이공계 

신입생 1,6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연구재단



김송림･이병식

공학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202030

의 재정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 글로벌 고등교육 연구센터 주

관 하에 현대리서치에서 수집한 2013년 3월 신입생 대상 조사

자료(1차년도)와 대학정보공시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연

구에 사용된 설문조사지는 미국 UCLA 고등교육 연구소(HERI)

에서 개발한 대학생 설문조사 문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설문

내용은 개인배경 및 대학입학 이전 고등학교 생활, 대학선택이

유 등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배경 및 대학선택에 

관한 설문내용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 방법은 층화추출방법으로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중 대학소재지, 대학유형, 대학규모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

학 수를 배정한 후 무선으로 선정하였다.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사범)계열, 자연(이학)계열, 공학계열 등 5개로 

나누어 국내 4년제 일반대학생들의 전공 분포 비율을 반영하

고 학과를 무선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이공계 신입생에 해당하는 자연(이학)계열 786명, 

공학계열 882명으로 총 1,66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

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2013학년도 대학입학 이전 대학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측정변수에 해당

하는 문항의 결측치는 일괄삭제(listwise deletion)하여 사용하

였다. 최종 표본은 1차년도 설문조사에서 연구에 필요한 문항에 

모두 응답하고 대학진학 경험이 없는 2013년 이공계 신입생 총 

1,484명이다.

2. 분석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중단의도는 자발적 학업중단에 해

당하는 전과, 재수, 편입, 휴학 중 향후 행할 가능성이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학업중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탐색한 영향요인으로 개인배경

특성(김수연, 2006; 박승철, 2012; 조장식, 2011; 남수경, 

2015; 최미정·정진, 2017), 대학기관특성(이병식, 2003; 정제

영 외, 2015; 구성우 외, 2016), 선호도(Braxton et al., 2000; 

Wolniak et al., 2012)로 구분하였으며, 변수에 대한 구체적 내

용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대학선택요인은 손준종(2002), 신붕섭·이석열(2003), 김성

식(2008), 노효련(2012), 신붕섭(2013), 김은경(2016), 김선

남·임재식(2019)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조하여 내적요인과 외

적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외적요인은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

여 주성분분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값은 0.6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0.6 이상으로 양호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Variable Coding

구분 변수명 변수내용 및 척도

종속변수 학업중단의도 있음=1, 없음=0

독립
변수

개인
배경
특성

성별 여자=1. 남자=0

고교계열 문과=1, 이과=0

고교내신성적 하=1, 중하=2, 중=3, 중상=4, 상=5

고교진로경험
(α=.868)

고교 진로경험 활동에 관한 2개 문항
의 평균값
(안 했음=0, 가끔=1, 자주=2)

대학 학비 마련 걱정
걱정 없음=1, 조금 걱정=2,

어느 정도 걱정=3, 걱정 많음=4

대학진학 첫 세대
입학 당시 부모 최종학력이 고교졸
업 이하인 경우
첫 세대=1, 첫 세대 아님=0

대학입학유형 수시=1, 정시=0

대학
기관
특성

대학소재지 수도권=1, 비수도권=0

대학설립유형 국립=1, 사립=0

대학규모
대학알리미 2018년 재학생 수 자료 
5,000명 단위 4점 척도

대학 
평판도 및 
연구 활동

최종 등록률 대학알리미 2018년 자료(단위: %)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

대학알리미 2017년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 자료의 평균값

교육 여건

기숙사수용률 대학알리미 2018년 자료(단위: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알리미 2018년 자료(단위: 명)

선호
도

대학 선택 당시 선호 정도(3점 척도)

전공 선택 당시 선호 정도(3점 척도)

대학
선택
요인

현재 소속대학 선택한 이유의 중요도(3점 척도)

내적요인 학생중시 내가 원했기 때문(3점 척도)

외적요인

대학환경
(α=.795)

대학크기, 홈페이지, 시설, 친한 친구 
진학, 종교적 성향 등 5개 문항의 
평균값

재정적 접근성
(α=.614)

학비, 장학금, 통학거리 등 3개 문항
의 평균값

대학명성 및 
장래성

(α=.623)

학문적 명성, 졸업생 취업 등 2개 
문항의 평균값

합격 가능성
(α=.659)

타 대학 합격 가능성, 소속대학 이외 
합격대학 여부 등 2개 문항의 평균값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활

용하였다.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학업중단의도의 차이검정을 위해 교차

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학업중단의도의 영향요

인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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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 이분변수일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

기법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업중단의도가 있는 집단

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되는 이분변수이므로 종속변수에 대

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학업중단의도 차이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학업중단의도 차이를 검정하고자 교차

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 3

과 같다. 개인배경특성에서 학업중단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분석변수는 대학진학 첫 세대가 유의수준 p < .01 수준, 대

학입학유형은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학업중단의도에서 첫 세대의 학업중단의도는 45.8%, 첫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54%로 첫 세대보다 학업중단의도가 높

았다. 대학입학유형에서는 수시전형의 학업중단의도는 46.3%

였으나, 정시전형은 58.3%로 학업중단의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Table 2 The result of crosstabs on student background 
variables

개인배경특성
학업중단의도

전체 2

없음 있음

성별
여자 323(50.0) 323(50.0) 646(100) .601

(p=.438)남자 402(48.0) 436(52.0) 838(100)

고교 계열
문과 75(49.0) 78(51.0) 153(100) .002

(p=.966)이과 650(48.8) 681(51.2) 1,331(100)

고교 내신 
성적

상 112(49.8) 113(50.2) 226(100)

2.639

(p=.620)

중상 270(49.5) 275(50.5) 545(100)

중 241(48.1) 260(51.9) 501(100)

중하 77(45.3) 93(54.7) 170(100)

하 25(58.1) 18(41.9) 43(100)

대학 학비 
마련 걱정

없음 140(46.7) 160(53.3) 300(100)

2.072

(p=.558)

조금 있음 228(48.5) 242(51.5) 470(100)

어느 정도 
있음

178(52.0) 164(48.0) 342(100)

많음 179(48.1) 193(51.9) 372(100)

대학 진학 
첫 세대

첫 세대 279(54.2) 236(45.8) 515(100)
8.935

(p=.003)첫 세대 
아님

446(46.0) 523(54.0) 969(100)

대학입학

유형

수시 474(53.7) 408(46.3) 882(100) 20.782

(p=.000)정시 251(41.7) 351(58.3) 602(100)

전체 725(48.9) 759(51.1) 1,484(100)

Table 3 The result of t-test on high school career experience

학업중단의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고교 진로
경험

없음 725 .972 .554 .821

(p=.412)있음 759 .949 .562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학업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성별, 고교계열, 고교내신성적, 대학학비 마련 걱정, 고

교진로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대학 및 전공선호도, 대학선택요인에 따른 학업

중단의도 차이

대학 및 전공선호도, 대학선택요인에 따른 학업중단의도의 차

이를 검정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Table 

4와 같이 대학선호도와 전공선호도에서는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학선호도의 평균값에

서 학업중단의도가 없는 집단은 2.11, 학업중단의도가 있는 집

단은 1.9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선호도의 평균값에

서도 학업중단의도가 없는 집단의 평균값은 학업중단의도가 있

는 집단의 평균값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소속대학을 선택한 이유의 중요도로 구성된 대학선택요인에

서는 아래의 Table 5와 같이 내적요인과 대학명성 및 장래성을 

제외한 외적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요인의 학생중시는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Table 4 The result of t-test on preference

선호도 학업중단의도 빈도(명) 평균 표준 편차 t

대학
없음 725 2.11 .639 5.833

(p=.000)있음 759 1.91 .670

전공
없음 725 2.52 .567 8.682

(p=.000)있음 759 2.24 .658

Table 5 The result of t-test on college choice factors

대학선택요인 학업중단의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내적
요인

학생중시
없음 725 2.42 0.616 7.107

(p=.000)있음 759 2.19 0.643

외적
요인

대학명성 
및 장래성

없음 725 1.71 0.538 .139

(p=.889)있음 759 1.70 0.565

대학
환경

없음 725 1.25 0.329 -4.213

(p=.000)있음 759 1.33 0.411

재정적

접근성

없음 725 1.45 0.478 -3.452

(p=.001)있음 759 1.54 0.518

합격
가능성

없음 725 1.58 0.624 -6.294

(p=.000) 있음 759 1.7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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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중단의도가 없는 집단이 학업중단

의도가 있는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았다. 외적요인 중 대학환경과 

합격가능성은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 학업중단의도가 있는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다. 또한, 재정

적 접근성에서는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 학업중단의도가 있는 집단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3. 학업중단의도의 영향요인 분석

학업중단의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한 로지스틱 회

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Table 6과 같다.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에 따라 유의수준 p < .05 수

준에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개인배경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로 드러난 대학진학 첫 세대와 

대학입학유형은 학업중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 첫 세대는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대학

진학 첫 세대가 아닌 경우 학업중단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 

대학입학유형에서는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정시일 때 학

업중단의도를 갖게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교내신성적은 

유의수준 p < .10 수준에서 내신성적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

를 갖게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기관특성에서는 대학소재지가 수도권일 때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학업중단의도를 갖게 될 확률이 높았다. 기숙사수

용률은 유의수준 p < .10 수준에서 기숙사수용률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았으며, 그 외 대학기관특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에서는 차이검정 결과와 달리 전공선호도에서만 학업

중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호

도는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선호도가 낮을수록 학업중단

의도를 갖게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선택요인에서는 차이검정 결과와 동일하게 외적요인의 대

학명성 및 장래성은 학업중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내적요인의 학생중시는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대학선택의 이유로 학생이 중요시한 정도가 낮을

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갖게 될 확률이 높았다. 외적요인의 영향요

인을 살펴보면, 대학환경은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대학선

택 시 대학환경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갖게 될 확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접근성은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재정적 접근성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갖

는 확률이 높았다. 합격가능성은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합격

가능성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갖게 될 확률이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외적요인의 영향요인은 내적요인과 반대로 

학업중단의도에 정적 효과를 미치는 차이점을 알 수 있다.

Table 6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intention 
to dropout

분석변수(N=1,484) B S.E. Wald Exp(B)

개인
배경
특성

성별(여자=1)  -.066   .117   .315   .936

고교계열(문과=1)  -.155   .195   .631   .856

고교내신성적  .112   .068 2.736+  1.119

고교진로경험  .074   .104   .510  1.077

대학 학비 마련 걱정   .044   .054   .663  1.045

대학진학 첫 세대
(첫 세대=1)

 -.273   .121   5.113*   .761

대학입학유형(수시=1)  -.372   .125 8.838**   .690

대학
기관
특성

대학소재지(수도권=1)  .599   .197 9.219**  1.821

대학설립유형(국립=1)   .031   .194   .026  1.032

대학규모   .078   .087   .793  1.081

대학 
평판도 및 
연구활동

최종등록률  -.049   .037   1.731   .953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

 -.405  .766  .280  .667

교육여건

기숙사수용률   .017   .010 2.793+  1.017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019   .017   1.265  1.019

선호
도

대학  -.148   .107   1.895   .863

전공  -.633   .098 41.782***   .531

대학
선택
요인

내적 요인 학생중시  -.397   .103 14.844***  .672

외적 요인

대학명성 및 
장래성

-.045   .125   .128   .956

대학환경   .674   .179 14.268***  1.963

재정적 접근성   .290   .133 4.722*  1.336

합격가능성   .295   .096 9.404**  1.343

상수항  4.443 3.255 1.863 85.026

Hosmer와 Lemeshow 검정 χ2=6.875(p=.550)

-2 Log 우도 1871.765

Cox & Snell R2 .117

Nagelkerke R2 .156

p < .10+, p < .05*, p < .01**, p < .001***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이공계 신입생의 대학선택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전국 4년제 30개 일반대학의 이공계 

신입생 1,48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학업중단의도에서 대학진학 첫 세

대와 대학입학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중단의도는 

대학진학 첫 세대가 아닌 경우, 대학입학유형 중 정시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업중단의도는 대학 및 전공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명성 및 장래성을 제외한 대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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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요인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중단의도는 대학 및 

전공선호도가 낮은 경우 높았으며, 대학선택요인에서는 내적요

인의 학생중시가 낮은 경우 높았다. 반면 대학선택요인의 외적

요인에서는 대학환경, 재정적 접근성, 합격가능성이 높은 경우 

학업중단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업중단의도의 영향요인

에서는 개인배경특성 중 대학진학 첫 세대, 대학입학유형이 유

의하였으며, 대학진학 첫 세대가 아닌 경우, 정시일수록 학업중

단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 대학기관특성에서는 대학소재지

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수도권일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갖

게 될 확률이 높았다. 대학 및 전공선호도에서는 전공선호도가 

유의하였으며, 전공선호도가 낮을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갖는 확

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선택요인에서는 내적요인의 학생중시, 

외적요인에서 대학환경, 재정적 접근성, 합격가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대학선택에서 내적요인의 학생중시에 대한 중

요성이 낮을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갖게 될 확률이 높았으나, 외

적요인의 대학환경, 재정적 접근성, 합격가능성은 중요성이 높

을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밝힌 주요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공계 신입

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이공계 신입생의 대학입학유형에 따른 학과 또는 대학

차원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

입학유형 중 정시가 학업중단의도를 갖게 될 확률이 높게 나타

난 것은 정시전형 입학생의 입학 초기 자발적 자퇴 비율이 높고

(박승철, 2012), 수능위주 전형의 중도탈락이 높게 나타난(강기

수·조규판, 2017)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수시전형 입학생은 지

원 대학에 대한 정보탐색과 지원 결정 시기가 정시전형 입학생

보다 이르며, 대학에서 수시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예비

입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영향에 따른 차이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입학유형에 따른 대학선택과 소속대학에 대한 

확신의 차이는 이후 학업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시전형뿐만 아니라 정시전형 입학생의 자발적 학업중

단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이공계 신입생들의 대학선택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대학선택의 동기 유형에 따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

선택요인의 외적요인을 중시할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가질 확률

이 높았으나, 내적요인을 중시할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가질 확

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선택의 행동에 대한 자율성의 정

도에 따라 외적요인은 대학환경, 재정적 측면, 합격 가능성 등 

결과를 얻기 위한 대학선택으로 자율성이 낮은 외재적 동기이

며, 내적요인은 자신의 흥미, 적성에 따른 대학선택으로 자율성

이 높은 내재적 동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의 유형

에 따라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기존 연

구결과와도 일치한다(김익형·김영은, 2018; 임대규 외 2016; 

Deci et al., 1991). 특히 Vallerand & Bissonnette(1992)의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뿐만 아니라 자율성이 높은 동일시 조절, 

통합 조절에 해당하는 외재적 동기도 학업지속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내재적 

동기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에 대한 

충족으로 유지되며(Ryan & Deci, 2000), 이러한 요인이 대학

생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은주·김

민규, 2014; 홍연수·김인수, 2016). 이는 대학에서 학업중단 확

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재적 동기로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성이 높은 외재적 동기로 변

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을 충

족할 수 있는 대학의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결

과에서 전공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가질 확률이 낮

다는 점은 전공에 대한 확신과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지원 프

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공계 신입생의 학업중

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을 선택한 이유와 전공의 선호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학생별 동기 수준과 유형을 파악하

여 학생의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학의 지원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재정적 지원 이외 이공계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갖고 선호도를 높

이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학선택은 고등교육 진학에 대

한 포부에서부터 특정 대학기관을 선택하는 단계적 과정임에 

따라 단계별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공선호도와 대학선택요인에서 내적요인의 학생

중시가 낮을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갖게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공계 학생 대상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흥미가 학업중

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명화·이정민, 2018)과 일

관된 결과이다. 또한, 대학선택에서 재정적 접근성을 중시할수

록 학업중단의도의 확률이 높아지는 연구결과는 이공계 인재육

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재정적 지원은 이공계 진

학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작용 될 수 있으나, 이공계 인재육성을 

위한 장기적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이공계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등교육 진학에 

대한 포부를 형성하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이공계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고, 대학진학 시기에는 성적과 합격 가능성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학과 전공에 대한 충분한 정

보 수집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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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학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시정책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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