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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 ct

Since 1997, w hen a n ew edu cat ional sy st em that encourag es faculties
in st ead of departm ent s in univ er sities is fir st introdu ced, stu dent s hav e
much m ore chan ce to choose and leav e their m ajor s than b efore. A s a
result , colleg es of basic art s an d scien ces confront w ith a seriou s problem
since lot s of stu dent s hav e left their m ajor s at the colleg es . In this paper ,
w e an aly ze and provide a predict iv e m odel for those stu dent s in a
univ er sity u sin g decision trees .

K ey w ord s : 예측모형, 의사결정나무, 전공이탈

1 . 서론

2006년까지 대학지원자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게 되어 갈수록 신입생 유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지방 소재 대학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 사립대학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어려움은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더 큰 어려움은
일단 입학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그 대학에 졸업 때까지 머물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기
회가 많고, 실제로 떠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대학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1997년 학부제 도입 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추구되다 보니까 전공선택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한번 선택한
전공도 전부/ 전과 제도를 통해 쉽게 다른 전공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대
학 내에서도 실용성 있는 전공과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전공간에는 서열화가 진행되어
기초학문 분야에서 응용학문 분야로의 학생유출이 심각한 지경이다. 심지어 일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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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립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인문계를 공부하고 교차지원을 통해 기초과학 분야
에 입학하고 나서는 2학년에 다시 인문, 사회 분야로 전부/ 전과하는 학생들이 비일비
재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전공이탈 학생에 대한
통계적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되게 되는 입력변수 혹은 설명변수는 우
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상자료와 학적자료이다. 물론 전공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중요변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 방대한 자료를 구하기가 쉽
지 않고 설사 구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충실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
는 가장 간단한 신상자료와 학적자료만 이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구축
되는 모형은 모든 변수가 고려된 최적의 모형이라 할 수 없으며 단순히 신상자료와
학적자료에 근거하여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사용하여 전공이탈 학생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전공이탈 학생을 예측하는 모형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모형을 설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의사결정나무로 만들어진 모형은 해석하기 아주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나무
를 보면 어떤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전공이탈율이 높은지 쉽게 판단할 수 있어 해석
이 용이하다.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는 순수하게 자료에 근거하여 가장 설명력이 있
는 변수와 경계값을 찾아나가는 탐색적 방법이기 때문에 가정사항이 거의 필요 없다
는 것이다. 따라서 별다른 부담 없이 범주형 변수나 양적 자료를 입력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나무에서는 변수선택과 교호작용 (int eract ion )의
선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자료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
(generalizat ion )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주어진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공
이탈 학생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설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전공이탈 학생들의
특성을 밝히게 된다. 또한 전공이탈 학생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예측모형을 설정하게
된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1학년까지의 학적자료와 신상자료에 근거하여 이탈할 사후
확률을 추정할 수 있어 사전에 전공이탈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절에서는 분석과 예측모형의 결과를 요약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2 . 전공이탈 학생 분석

2 .1 분석대상 자료

이 논문에서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모 대학교의 기초학문분야인 인문학부, 자연
과학부에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입학한 학생들의 신상자료와 학적자료이다. 인문학
부의 4개 전공과 자연과학부의 9개 전공으로 구성되는 전체 데이터는 학적상태에 따
라 재학, 전과, 졸업, 제적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과 및 제적을 (전공)이탈로, 졸업을
비이탈로 정의하며 재학은 졸업 때까지 이탈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검열자료 (cen sored
dat a )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학생은 모두 2088명
이며 그 중 56.37%인 1177명이 이탈했으며 나머지 43.63%인 911명이 이탈하지 않았
다.

표 1에서 분석에 포함시킬 변수를 요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석에 포함시
킬 설명변수로서 고려된 것은 범주형 변수로 전공, 성별, 주야구분, 입학년도, 교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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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부, 출신지역이 있으며 양적 변수로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각 학기의
성적과 장학금수혜율이 있다.

이 중 입학년도는 전공이탈의 분수령이 된다고 판단되는 학부제 시행을 기준으로
1996년까지의 학부제이전과 1997년 이후의 학부제이후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탈한 학
생들의 성적과 장학금수혜율은 이탈이후 결측값으로 존재하여 그냥 놔두면 반응변수
인 이탈여부에 직접 관련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결측값을 이탈 이전의 평균값으로 대
체하여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반응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는 기초분석으로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
제곱 검정을, 양적 변수에 대해서는 이표본 t - 검정을 시행해 보았다. 그 결과 범주형
변수 중 출신지역의 유의확률이 0.3717, 양적 변수로는 1학년 1학기 장학금수혜율의
유의확률이 0.5667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모든 설명변수는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분석에서 출신지역과
1학년 1학기 장학금수혜율이 이탈여부에 대해 설명력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의사결정나무 자체에 변수선택의 기능이 있기 때
문에 이 변수들을 그냥 분석에 남겨두도록 한다.

다음으로 양적 변수들인 성적 및 장학금수혜율 자료는 각 학기마다 관찰되어 8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자분석(factor an aly sis )을 통해 소수의 인자를 찾아보도록 하겠
다. 8개의 성적 및 장학금수혜율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지며 분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분산행렬을 이용한 주성분방법에 의한 인자분석을 시도하였다. 성적 및 장학금수혜
율의 최대분산을 설명하는 인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8.5%와 65.4%로
서 매우 높아 인자수를 2개만 놓고 Varim ax 회전을 시킨 후 얻은 인자적재행렬
(factor loadin g s m atrix )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자료

변수 변수내용과 코딩

전공

인문학부: 인문학부와 4개 전공
[1, 2, 3, 4, 5]

자연과학부: 자연과학부와 9개 전공
[6, 7, 8, 9, 10, 11, 12, 13, 14, 15]

성별 남자 = 1, 여자 = 2

주야구분 주간 = 1, 야간 = 2

입학년도 학부제이전 = 1, 학부제이후 = 2

교직이수여부 이수 = 1, 미이수 = 0

출신지역 세 개의 지역: 1, 2, 3

성적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

장학금수혜율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의 장학금/ 등록금*100%

이탈여부 이탈 = 1, 비이탈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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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1 인자2
성적11 0.36240 0.86240
성적12 0.47185 0.79360
성적21 0.61797 0.62531
성적22 0.74998 0.48643
성적31 0.82091 0.43798
성적32 0.85319 0.39320
성적41 0.82525 0.44351
성적42 0.81690 0.38966

인자1 인자2
장학11 0.42796 0.42865
장학12 0.23154 0.90354
장학21 0.37322 0.75905
장학22 0.62889 0.52583
장학31 0.73983 0.41402
장학32 0.83248 0.34972
장학41 0.86560 0.26689
장학42 0.85889 0.27980

성적 자료의 경우 첫 번째 인자는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에, 두

번째 인자는 1학년의 성적에 해당되며 2학년 1학기 성적은 약간 애매하다. 장학금수

혜율 자료의 경우 첫 번째 인자는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의 장학금수혜율

에, 두 번째 인자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해당되며 1학년 1학기 장학금수혜

율은 약간 애매하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두 개의 인자는 전과/ 전부가 허용되는 시점

인 2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해당되는 변수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과/ 전부가 시작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성적

과 장학금수혜율 자료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2 이탈학생 분석

2.1에서 고려한 신상자료와 학적자료에 근거하여 이탈학생을 설명하는 의사결정나
무 분석을 시도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하는데는 카이
제곱 검정에 기초한 CHAID 알고리즘(Hatigan , 1975), 지니 지수(Gini index )에 기초
한 CART 알고리즘 (Breim an , F riedm an , Olsh en , an d Ston e, 1984) 그리고 엔트로피
(entropy )에 기초한 C4.5 알고리즘 (Quinlan , 1993) 등이 있다. 표본크기에 비례하는 사
전확률을 부여하고 분석대상 자료에 대해 앞의 세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더니 거
의 비슷한 정분류율 (correct classification rat e)을 보이지만 C4.5의 정분류율이 분석용
자료 (t r ainin g dat a )에 대해 82.1% , 평가용 자료 (v alidation data )에 80.4%로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와 C4.5 알고리즘을 채택하였다. 분석용과 평가용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오분류행렬은 표 2에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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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종 의사결정나무의 오분류행렬

예측
실제

분석용 평가용

이탈 비이탈 전체 이탈 비이탈 전체

이탈 464 146 610 220 81 301

비이탈 105 684 789 54 334 388

전체 569 830 1399 274 415 689

C4.5에 의해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의사결정나무는 그림 1에 주어져 있다. 그림 1에
주어진 의사결정나무는 총 15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4학년 1, 2학기 성적, 입학
년도가 각기 두 번씩 나타났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되며, 성별과 전공이 각
기 세 번씩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라 생각되며, 교직이수여부와 2학년
2학기 장학금수혜율이 각기 한번씩 나타났다. 이 의사결정나무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때 이탈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4학년 1, 2학기의 성적이 낮다;
2) 입학년도가 학부제이후이다;
3) 성별이 남자이다;
4) 인문학부에 속한 전공이다;
5) 교직을 이수하지 않는다;
6) 2학년 2학기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앞의 2.1에서 얻은 성적과 장학금수혜율 자료에 대한 두 개의 인자점수를 각각 원

자료 대신에 넣고 의사결정 모형을 설정해 보았더니 가지의 수가 18개 늘어나면서 분
석용 자료에 대한 정분류율은 비슷하지만 평가용 자료에 대한 정분류율이 상당부분
떨어졌다. 아마 이것은 4학년 1, 2학기 성적이 최종 모형으로 설정된 그림 1의 의사결
정나무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대신에 인자점수를 넣으면 4학년 성적에 상응
하게 설명력이 충분한 변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3 . 전공이탈 학생 예측

앞의 2절에서는 학생들의 신상자료와 학적자료를 이용하여 전공이탈 학생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전공이탈 학생을 예측하는 모

형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학생의 신상자료와 학적자료가 주어지면 이 학

생이 전공을 이탈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해 보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3, 4학년에 얻을 수 있는 학적자료인 성적 및 장학금수혜율 자료

는 대부분 이탈이 일어난 후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한

다. 실제로 이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과/ 전부는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학년까지 얻을 수 있는 학적자료만

사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전공, 성별, 주야구분, 입학년도, 교직이수여부, 출신지역

은 그냥 사용하고 성적 및 장학금수혜율 자료는 1학년 1, 2학기 자료만 사용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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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종 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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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나무에 의한 예측모형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표본크기에 비례하는 사전확률을 부여하고 의사

결정나무를 형성하는 세 가지 알고리즘인 CHAID, CART 및 C4.5를 적용한 결과를

얻었더니 C4.5의 결과가 분석용 자료에 대한 정분류율이 78.7%, 평가용 자료에 대한

정분류율이 75.6%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 예측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C4.5에 의한 의사결정나무 모형이 분석용 및 평가용 자료에 적

용되어 얻은 오분류행렬은 표 3에 주어져 있다.

표 2. 최종 예측용 의사결정나무의 오분류행렬

예측
실제

분석용 평가용

이탈 비이탈 전체 이탈 비이탈 전체

이탈 455 155 610 210 91 301

비이탈 143 646 789 77 311 388

전체 598 801 1399 287 402 689

C4.5에 의해 최종 예측모형으로 선정된 의사결정나무는 그림 2에 주어져 있다. 이

모형에서는 가지가 총 12개이며 성별이 한번, 입학년도가 두 번 나타났으며 가장 중

요한 변수로 생각되며, 전공은 네 번, 1학년 1, 2학기 성적이 각각 두 번 나타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로 생각된다. 이 예측모형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경우에 이탈율이 높아지게 된다:
1) 성별이 남자이다;
2) 입학년도가 학부제이후이다;
3) 1학년 1, 2학기 성적이 낮다.

전공의 경우 이탈율이 높은 전공이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이 예측모

형을 새로운 학생에게 적용했을 때 평가용 자료에 대한 정분류율인 75.6%정도의 적중

률을 보이게 되지만, 사후확률이 상위 10%인 학생들에게만 적용했을 때 85.7%, 상위

20%인 학생들에게만 적용했을 때 82.5%의 정분류율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전과/ 전
부 때문에 고민하는 인문학부와 자연과학부에서 이탈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사후확률이 상위 10% 혹은 20%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대책을 시행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 결론

이 연구에서는 기초학문분야인 인문학부와 자연과학부 학생들의 신상자료와 학적자

료에만 근거하여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전공이탈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

공이탈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4학년 1, 2학기의 성적이 낮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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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예측용 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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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년도가 학부제이후이다; 3) 성별이 남자이다; 4) 인문학부에 속한 전공이다; 5) 교

직을 이수하지 않는다; 6) 2학년 2학기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이 결과는 우리가 상식

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적, 입학년도, 성별,
교직이수, 장학금에 관한 결과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학년까지의 학적자료와 신상자료에 근거하여 이탈학생들에 대한 예

측 모형을 설정해 보았다. 그 결과 이탈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이 남자이다; 2) 입학년도가 학부제이후이다; 3) 1학년 1, 2학기 성적이 낮다.
이 예측모형을 잘 이용하면 기초학문분야인 인문학부와 자연과학부의 이탈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학생의 신상자료와 학적자료에 근거

하여 가정사항이 거의 없는 비모수적, 탐색적 방법인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학생

들의 전공이탈을 설명하고 예측해 보는데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 모형이

최적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탈율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입력변

수가 모두 고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공별 취업률 같은

변수가 전과/ 전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지만 이 자료는 구하

기도 힘들고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아 이 분석에서 빠졌다. 또한 입학 시

교차지원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 생각하지만 이 자료도 구하기가 힘들어 이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의사결정나무가 아닌 다른 모형에 의한 분석은 고려되지 않

았기 때문에 이 모형이 최적이라 할 수 없다. 의사결정나무가 사용된 이유는 여러 가

지가 있지만 가정사항이 거의 필요 없고 해석이 용이하여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분

석대상 자료에 언급하고 싶다. 이 자료는 어느 한 대학교의 자료에 국한되어 있고 학

부제이후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가 그리 많지 않아 특히 남자로서 이탈하지 않은 학생

들의 자료는 상당히 빈약하다. 따라서 보다 일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 대

학교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자료가 좀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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