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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목적

○ 경운대학교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종합 만족도조사를 통해 경운대학교에서 제공

하는 교육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도를 측정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대학의 

교육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그림 1-1> 조사목적

2. 조사 설계

① 조사대상 : 경운대학교 재학생

②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③ 표본추출방법 : 쿼터에 따른 학과별/학년별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1.41%p

④ 조사기간 : 2016년 11월 22일 ~ 11월 29일

⑤ 분석 방법 :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평균 분석(Mean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항목분석(Klein-grid 

Analysis),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IPA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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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업 진행표

구   분 리서치코리아 경운대학교 최종 산출물 세부일정

조사계획
수립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검토 과업수행계획서 10월 19일

계약 및 업무 협의 계약서 11월 1일

조사
기획

조사 개발 기획 조사 개발 기획서 작성 검토 조사 개발 기획서 11월 7일

설문지 설계　 　 　 　 11월 4일 ~ 11월 18일

　

설문 내용 협의 분석방향 도출 분석방향 도출 분석방향 도출 11월 4일

1차(안) 도출
- 구조화된
설문지 제작

- 1차(안) 확정 설문지 1차(안) 11월 5일 ~ 11월 7일

2차(안) 도출 - 설문 수정/보완 - 2차(안) 확정 설문지 2차(안) 11월 8일 ~ 11월 10일

최종 도출 - 최종 설문 구성 - 최종본 확정 설문지 최종본 11월 14일 ~ 11월 18일

실사
준비

조사도구 제작　 　 　 　 11월 21일 ~ 12월 8일

　

조사 대상 설문 배포 계획
- 조사대상
배포 계획

2016년 배포(안) 11월 21일

조사대상 리스트 확보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교사)

리스트 요청 리스트 제공 조사대상 리스트 11월 28일 ~ 12월 6일

조사 대상 정리 제공 리스트 정리/확정 　 조사 확정 리스트 12월 7일 ~ 12월 8일

조사원 선발 및 교육 　 　 12월 7일 ~ 12월 8일

　
조사원 선발 - 조사원 선발 　 12월 7일

조사원 교육 - 조사원 교육 실시 　 12월 7일 ~ 12월 8일

실사

실사 진행(e-mail, 전화, fax 등) - 조사 실시 　 11월 22일 ~ 12월 30일

　

재학생 1차 배포 배포 11월 22일

재학생 2차 배포 배포 11월 23일

재학생 설문 1차 회수 설문 회수 회수 설문지(1,200부) 11월 24일

재학생 설문 1차 회수 설문 회수 회수 설문지(1,105부) 11월 29일

졸업생/산업체/교사 조사 실사 진행 회수 설문지 12월 9일 ~ 12월 28일

학부모 협조 문자 안 협의 문자 안 검토 12월 15일

학부모 협조 문자 안 확정 문자 수정 안 검토/확정 12월 19일

학부모 문자 발송 문자 발송(약 3,000건) 12월 20일

학부모 조사 실사 진행 회수 설문지 12월 21일 ~ 12월 30일

자료
처리

데이터 검증 및 보완조사 　 　 　 12월 15일 ~ 1월 10일

　

데이터 코딩 및 입력 - 데이터 코딩/입력 　 입력데이터 12월 15일 ~ 1월 10일

데이터 검증 - 회수 조사표 확인/검증 　 　 1월 4일 ~ 1월 10일

보완조사 및 재조사 - 오류 데이터 보완/재조사 　 로데이터 1월 6일 ~ 1월 10일

데이터 분석 　 　
최종데이터,
기초 통계테이블

1월 4일 ~ 1월 13일

　 통계분석
로데이터를 통한
통계분석

　
최종데이터, 
기초 통계테이블

1월 4일 ~ 1월 13일

중간보고 중간보고 발표 중간보고 보고회 참석 중간보고서 1월 6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초안) - 보고서 초안 작성 검토 보고서(초안) 1월

수정 및 보완 - 검토의견 반영 검토 보고서(최종) 1월

최종보고 최종보고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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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표본수

<표 1-1> 표본 수

구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재학생 수 4,397 1,124 1,038 1,087 1,148

표본수 2,299 637 633 547 482

응답율 52.3% 56.7% 61.0% 50.3% 42.0%

<표 1-2> 재학생 세부 표본 특성

구분 학과
학년별 표본

수
재학생

수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IT
에너지
대학

컴퓨터공학과 20 19 21 14 74 139

모바일공학과 17 25 28 14 84 146

신소재에너지학과 21 22 22 22 87 153

건축학과 26 18 11 14 69 126

디지털영상전공 19 20 14 1 54 101

멀티미디어전공 17 17 17 17 68 119

항공
공과대학

항공운항학과 12 12 12 12 48 86

항공관광학부 46 41 17 5 109 218

항공전자공학과 16 18 20 18 72 126

항공정보통신공학과 18 18 18 18 72 130

보건
대학

안경광학과 - - - - - 162

물리치료학과 27 26 26 25 104 185

작업치료학과 22 22 19 21 84 148

치위생학과 36 34 38 36 144 250

임상병리학과 - - - - - 188

보건바이오학과 19 19 19 18 75 135

의료경영학과 23 24 23 24 94 170

간호대학 간호학과 105 95 43 102 345 634

사회
과학대학

경찰행정학부 78 89 93 52 312 423

사회복지학부 37 34 38 3 112 225

군사학과 22 22 22 22 88 153

경호
스포츠대학

경호학부 38 40 28 26 132 252

사회체육학과 18 18 18 18 72 128

계 637 633 547 482 2,299 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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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내용

1) 조사항목

분야 세부 항목

응답자 일반현황
학부(과), 학년, 입학년도, 성별, 거주유형, 주 통학수단,
스쿨버스 이용여부

교육서비스 분야

교양
교양과정 중요도
교양과정 만족도(8문항)
교양과정 전반적 만족도

전공
전공과정 중요도
전공과정 만족도(10문항)
전공과적 전반적 만족도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중요도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만족도(4문항)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학사제도
/학생지도

학사제도/학생지도 중요도
학사제도/학생지도 만족도(5문항)
학사제도/학생지도 전반적 만족도

학습지원
학습지원 중요도
학습지원 만족도(4문항)
학습지원 전반적 만족도

교육의 질
교육의 질 중요도
교육의 질 만족도(6문항)
교육의 질 전반적 만족도

교육시설 분야
교육시설 중요도
교육시설 만족도(14문항)
교육시설 전반적 만족도

행정서비스
취업/창업 지원활동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중요도
행정서비스 만족도(5문항)
행정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취업/창업
지원활동

취업/창업 지원활동 중요도
취업/창업 지원활동 만족도(4문항)
취업/창업 지원활동 전반적 만족도

종합만족도 평가
전반적 만족도
동의 정도(자부심, 소속감, 인지도, 사회평판, 비전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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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족도 설문 구조

<그림 1-2> 만족도 설문 구조

차원 요인 평가요소

교양과정

¤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 출석관리
¤ 교수의 전문지식
¤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습득
¤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
¤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전공과정

¤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의 습득
¤ 출석관리
¤ 교수의 전문지식
¤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 실습, 견학, 인턴십 등 현장학습활동
¤ 프로젝트팀 등의 소그룹단위 교육
¤ 전공과목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
¤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교육서비스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다양성
¤ 학습과의 연동성
¤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학사제도/

학생지도

¤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 대학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지원

학습지원
¤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특강이나 워크샵 개최
¤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 활동
¤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러닝 콘텐츠 제공

교육의 질

¤ 교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과 기법 사용
¤ 과제나 시험에 대해 담당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종합

만족도

교육시설

¤ 강의실 및 실험실의 보유 시설
¤ 강의실 및 실험실의 규모
¤ 도서관 환경 및 도서대여 서비스
¤ 스터디룸, 독서실 등 학습 공간
¤ 스쿨버스 운영 수준
¤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의 학생 자치공간
¤ 실내체육관 시설
¤ 야외 체육시설
¤ 휴게실, 벤치 등 학생 휴식공간
¤ 생활관 시설
¤ 학교 식당
¤ 매점, 분식점, 커피숍, 서점 등 교내 편의시설
¤ 교내 멀티미디어시설, Wi-Fi 등 정보화 시설
¤ 조명, 조경, 통행로 등 교내 캠퍼스 환경

행정서비스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
¤ 업무 처리의 신속성
¤ 학생을 친절하게 대하는 응대성
¤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의 적극성

취업/창업
지원활동

¤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 현장실습, 인턴십 등 현장체험 교육 기회 제공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Ⅰ. 조사개요

2016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재학생) 보고서 / 20 

4. 분석 및 평가 방법

1) 주요 분석 Tool

① CS 모델

- 본 만족도 조사에 적용된 CS(Customer Satisfaction) 모델은 Fishbein의 다속성 태도모

형(multi-attribute model)에 기초하였으며, 대부분의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민‧관 기관

에서 적용하는 만족도 산출 모형임.

- 이 모델은 고객이 인식하는 수준에서 차원에 따른 중요도를 반영하여 만족도를 산출

하는 방식으로 가중평균 방법의 일종임.

※ 다속성 태도모형-Fishbein모형

  어떤 고관여 제품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속성에 대한 광고 등으로 습득한 제품정보를 
바탕으로 신념(belief)을 형성하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attitude)를 갖게 되며 
이를 토대로 구매행동(behavior)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관여 제품에 대한 신념과 태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 다속성 태도모형(multi-attribute model)이다.

  즉 소비자는 제품의 각 속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그 속성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관여 계층구조는 자동차와 같이 제품구매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 소
비자의 태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모형으로 이러한 다속성 태도모형을 설명한 것이 
Fishbein모형이다.

  Fishbein모형은 신념의 강도와 제품속성에 대한 평가로 표현된다.

  신념의 강도는 특정 속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제품속성에 대한 평가
는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속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다속성 태도모형의 수식>

 
 



×

Aj : 대상 j에 대한 태도(attribute)

i : 속성, n=속성의 수

Bij : j가 i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주관적 신념(strength of belief)

Eij : 속성 i에 대한 평가(evaluation)

n : 부각되는 속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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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에서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단순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의 장

단점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음.

<표 1-3>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의 장단점 비교

구분 산술평균 가중평균(CS모델)

장점
▸계산과정이 단순하여

누구나 data만으로 쉽게 계산 가능
▸직관적 해석이 용이

▸응답자가 생각하는 중요도(가중치)를 반
영함으로써 실제 값에 더 가까울 가능
성이 높음

단점

▸실제 중요도는 각기 다르지만 모든 차
원의 중요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사
용되므로 실제 값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

▸로데이타만으로 가중평균 값을 산출할 
수 없고, 가중치 산출방식이나 가중치 
값을 인지하여야 함

- 본 과업에서는 CS 모델을 바탕으로 크게 4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 교육

서비스 차원은 6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그림 1-3> 종합만족도 산출 방식

요인

교양
과정

전공
과정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학사제도
학생지도

학습
지원활동

교육의
질

8문항 10문항 4문항 5문항 4문항 6문항

중요도 산출



차원 교육
서비스

교육
시설

행정
서비스

취업/창업
지원활동

14문항 5문항 4문항

중요도 산출



종합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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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lein-grid Analysis

- Robert Klein에 의해 개발된 모델로써, 소비자의 Needs를 분류하여 만족도 제고를 위

한 가치 요인을 결정하는데 유용함(측정 항목의 성격 분류).

-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직접 평가한 중요도 문항과 각 요소별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

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각 요소가 응답자에게 어느 정

도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항목분석을 위한 방법임.

<그림 1-4> 상대적 중요도 산출

※ 개별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관분석을 통해 산출

※ 상관분석

- 상관관계란 변수간 관계의 유형 및 관계의 강도를 의미함.

- 관계의 강도는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상관관계’라 하며, 상관의 정도는 상관계수로 나타냄.

- 상관관계는 응답값 사이의 관계이므로 ‘해당없음’, 또는 ‘모름/무응답’은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항목별 중요도는 각 항목별 만족도 응답과 전반적 만족도 응답의 상관계수를 구한 
후, (상관계수)²의 합에 대한 각 항목 (상관계수)²값의 비율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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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Klein-grid의 영역별 의미

기본 가치(EXPECTED) 핵심 가치(HIGH IMPACT)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만족 유발
▸충족되더라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크게 높이지는 못함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속성
▸충족될 경우, 만족도를 크게 높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만족 유발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미한 영향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회요인
▸고객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족 요인

무관심 영역(LOW IMPACT) 잠재 가치(HIDDEN)

※ 중요도 : 직접 측정된 속성 중요도

※ 상대적 중요도 :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된 중요도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도출



Ⅰ. 조사개요

2016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재학생) 보고서 / 24 

③ IPA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각 차원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전략적 시사점

을 도출하기 위해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세부 항목의 영역 내 위치를 파악해 

영역별로 의미를 해석함.

- 고객만족도 항목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고객들이 평가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사각형 Box Graph안에 나타냄으로써 향후 지향해야 될 CS 추진활동의 전략

적 방향을 찾아내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

- CS Portfolio 구성

‣ 분석대상 : 전체 및 각 차원(부문)별
‣ 만 족 도 : 각 세부항목 만족도(100점 환산 점수)
‣ 중 요 도 : 각 세부 항목의 중요도(100% 비율)

- 중요도 및 만족도 설정

각 세부항목의 만족도(평균)를 X축에, 중요도를 Y축에 위치하며, 각 항목의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균을 각 축의 중심으로 하여, A, B, C, D 4개 분면을 구성함.

<그림 1-6> IPA의 영역별 의미

A. 중점 개선 영역 C. 유지 강화 영역

B. 점진 개선 영역 D. 현상 유지 영역

구분 영역명칭 의미

A 영역 중점 개선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즉각적인 개선 필요

B 영역 점진 개선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우선순위는 낮으나
만족도 개선이 요구

C 영역 유지 강화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

D 영역 현상 유지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영역으로 자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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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 회귀분석이란 하나나 그 이상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의 추정을 할 수 

있는 통계기법을 말하며, 회귀계수는 사회학에서 인과적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만약 

독립변수가 한 단위에서 증가한다면 종속변수는 많은 단위에서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함.

- 회귀모형의 형태에 따라 하나의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단순회

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 반면에 하나의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라고 함.

- 회귀분석을 통한 확인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선형관계 존재 여부
(2)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유의성 및 영향력
(3) 추정된 회귀모형을 통한 종속변수의 예측치

- 일반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단순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음.

Xi : 독립변수 : X의 i번째 고정된 값
Yi : 독립변수 Xi에서 관측된 i번째 종속 변수
B0, B1 : 회귀선의 절편과 기울기
Ei : 오차이며 Ei ~ n(0, a2)

- 해석

R(상관계수) : 0 < R < 1(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음)
유의확률 : 0.05보다 낮으면 회귀분석 모델에 적합함

※ 본 조사에서는 재학생 만족도를 구성하는 차원(차원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 중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을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결과를 일반적
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용어

※ 잔차(resudial) : 회귀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
※ 비표준화계수 : 원래 측정된 변수의 측정값을 대변하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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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

○ 본 만족도 조사의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음.

구   분 1 2 3 4 5

응답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부문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한 후 각 부문별 만족도에 해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교육서비스>

Ca = [a1×W(a1)] × [a2×W(a2)] × [a3×W(a3)] × [a4×W(a4)] × [a5×W(a5)] × [a6×W(a6)]

Ca : 교육서비스

a1 : 교양과정 만족도 W(a1) : 교양과정 가중치

a2 : 전공과정 만족도 W(a2) : 전공과정 가중치

a3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W(a3)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가중치

a4 : 학사제도/학생지도 만족도 W(a4) : 학사제도/학생지도 가중치

a5 : 학습 지원활동 만족도 W(a5) : 학습 지원활동 가중치

a6 : 교육의 질 만족도 W(a6) : 교육의 질 가중치

   

 <종합만족도>

Csi = [Ca × W(Ca)] × [Cb × W(Cb)] × [Cc × W(Cc)] × [Cd × W(Cd)]

Csi : 종합만족도

Ca : 교육서비스 차원 만족도 W(Ca) : 교육서비스 차원 가중치

Cb : 교육시설 차원 만족도 W(Cb) : 교육시설 차원 가중치

Cc : 행정서비스 차원 만족도 W(Cc) : 행정서비스 차원 가중치

Cd : 취업/창업 지원활동 차원 만족도 W(Cd) : 취업/창업 지원활동 차원 가중치

○ 종합만족도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음.

종합만족도 점수별 해석 방법

1점 미만 매우 미흡한 수준

1~2점 미만 미흡한 수준

2~3점 미만 보통 수준

3~4점 미만 우수한 수준

4점 이상 매우 우수한 수준

※ 이러한 평가는 등간 척도에 의한 기준이며, 평가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다른 해석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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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 자료 검수 및 확인

- 조사된 자료의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는 유선검증

(Validation)을 통한 자료 검수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부실 자료에 대한 재확

인과 보완을 거친 후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통계처리를 함.

○ 자료 처리

- 조사된 자료는 Coding, Editing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

료에 대해 SPSS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평균 분석(Mean Analysis),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항목 분석(Klein-grid Analysis),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IPA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등을 목적에 따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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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답자 특성

구 분 응답수 비율

전 체 2,299 100.0%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19.0%
항공대학 301 13.1%
보건대학 501 21.8%
간호대학 345 15.0%
사회과학대학 512 22.3%
경호스포츠대학 204 8.9%

프라임사업
프라임학과 301 13.1%
비프라임학과 1,998 86.9%

성별
남성 1,161 50.5%
여성 1,138 49.5%

학년

1학년 637 27.7%
2학년 633 27.5%
3학년 547 23.8%
4학년 482 21.0%

입학연도

2009년 이전 25 1.1%
2010년 54 2.3%
2011년 196 8.5%
2012년 231 10.0%
2013년 417 18.1%
2014년 298 13.0%
2015년 408 17.7%
2016년 632 27.5%
무응답 38 1.7%

거주유형

생활관 614 26.7%
자취 797 34.7%
하숙 3 0.1%
자택 844 36.7%
기타 9 0.4%
무응답 32 1.4%

주 통학수단

스쿨버스 1,588 69.1%
시내버스 88 3.8%
도보 425 18.5%
자가용 136 5.9%
저전거/오토바이 8 0.3%
기타 15 0.7%
무응답 39 1.7%

스쿨버스 이용

매일 1,417 61.6%
주 1~2회 228 9.9%
주 3~4회 346 15.1%
거의 이용하지  않음 266 11.6%
무응답 42 1.8%

※ 프라임 학과 : 항공대학의 4개 학과(항공운항학과, 항공관광학부, 항공전자공학과, 항공정보통신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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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SI 분석

1) 만족도 종합

○ 2016년 경운대학교 재학생의 종합 CS 점수는 3.22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

었으며, 차원별로는 교육서비스 차원의 만족도가 3.32점으로 가장 높았음.

○ 교육서비스 차원을 구성하는 요인별로는 전공과정(3.56점), 교육의 질(3.39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1> 만족도 종합

n=2,299 (단위 : 점)

3.18 3.19 3.23
3.56

3.22 3.18
3.393.203.163.22 3.32

종합

CSI

교육

서비스

교육

시설

행정

서비스

취업/창업

지원활동

교양

과정

전공

과정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학사제도

학생지도

학습

지원

교육의

질

교육만족도 차원 교육서비스 세부 속성

○ 종합 CS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 2-2> 종합 CSI 추이

(단위 : 점)

3.11 3.19 3.16 3.22

2013년

(n=1,009)

2014년

(n=1,417)

2015년

(n=2,355)

2016년

(n=2,299)

※ 종합 CSI 추이분석 시 각 연도별 점수는 이전 조사와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CS 점수가 아닌 
각 항목의 만족도 평균값을 사용함(해당 연도별 문항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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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원별 만족도 추이

○ 최근 4년간의 차원별 만족도 추이 분석 결과, 4개 차원의 만족도가 모두 2015년

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육시설 차원의 만족도가 가장 많이 상승함.

○ 교육서비스 : 전년 대비 0.08점 상승(3.24점 → 3.32점)

교육시설 : 전년 대비 0.09점 상승(3.07점 → 3.16점)

행정서비스 : 전년 대비 0.06점 상승(3.12점 → 3.18점)

취업/창업 지원활동 : 전년 대비 0.04점 상승(3.15점 → 3.19점)

<그림 2-3> 차원별 만족도 추이

n=2,299 (단위 : 점)

3.48

3.23 3.29 3.223.24
3.07 3.12 3.15

3.32
3.16 3.18 3.19

3.44 3.49

3.01

교육서비스 교육시설 행정서비스 취업/창업
지원활동

2013년(n=1,009)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표 2-1> 차원별 만족도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 - A)

교육서비스 3.44 3.48 3.24 3.32 0.08

교육시설 3.01 3.23 3.07 3.16 0.09

행정서비스 3.49 3.29 3.12 3.18 0.06

취업/창업
지원활동

- 3.22 3.15 3.19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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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점수 분석

1) 차원 내 속성별 분석

① 교육서비스 차원

○ 교육서비스 전체 만족도는 3.3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3.24점) 대비 0.09점 

상승함.

- 전공과정 만족도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양과정(3.40점),

교육의 질(3.3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육서비스를 구성하는 6개 요인의 만족도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교

양과정 만족도의 상승 폭이 0.08점(3.32점 → 3.40점)으로 가장 컸음.

<그림 2-4> 차원 내 속성별 분석_교육서비스 차원

n=2,299 (단위 : 점)

3.48

3.75

3.313.32
3.16 3.12 3.11

3.31
3.19

3.44 3.56
3.34 3.26 3.20

3.39
3.24

3.493.33
3.55

3.40 3.36

3.173.163.23

교육서비스
전체

교양
과정

전공
과정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학사제도
학생지도

학습
지원

교육의
질

2013년(n=1,009)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 2016년 점수는 이전 조사와의 정확한 추이 분석을 위해 CS점수가 아닌 평균값을 사용함

  (교육서비스 전체 값은 CS점수 사용)

<표 2-2> 교육서비스 차원 만족도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 - A)

교양과정 3.19 3.34 3.32 3.40 0.08 

전공과정 3.56  3.75  3.49  3.55 0.06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3.26  3.16  3.23 0.07 

학사제도
학생지도

　 3.20  3.12  3.16 0.04 

학습지원 　 3.31  3.11  3.17 0.06 

교육의 질 　 3.39 3.31 3.36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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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시설 차원

○ 교육시설 전체 만족도는 3.13점으로 전년(3.08점) 대비 0.05점 상승함.

- 도서관 환경 및 도서대여 서비스 만족도가 3.38점으로 가장 높았음.

○ 교육시설을 구성하는 요인의 만족도 대부분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특히 

학교식당의 상승 폭이 0.57점(2.72점 → 3.29점)으로 가장 컸음.

- 반면, 스터디룸, 독서실 등 학습공간(-0.06점), 스쿨버스 운영 수준(-0.07점),

정보화 시설(-0.02점)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하락함.

<그림 2-5> 차원 내 속성별 분석_교육시설 차원

n=2,299 (단위 : 점)

3.01

3.53
3.71

3.23

2.84

3.08
3.25 3.32

3.09 3.02

3.33 3.38

2.95
2.77

3.12
3.27

3.05

3.39
3.27

3.13
3.03

3.29

교육시설
전체

강의실 및
실험실의
보유 시설

강의실 및
실험실의

규모

도서관 환경
및 도서대여

서비스

스터디룸,
독서실 등
학습 공간

스쿨버스
운영
수준

2013년(n=1,009)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3.01

2.79 2.79 2.79 2.82

3.08 3.01 3.00
2.90

3.01
3.16 3.22

3.003.05
3.17 3.17

2.99 2.92

3.163.133.13
3.01

2.91

교육시설
전체

학생
자치공간

실내체육관
시설

야외
체육시설

학생
휴식공간

생활관
시설

2013년(n=1,009)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3.01 2.94

2.66

3.00
3.08

2.72
2.85

3.17
3.283.29

3.06
3.15

3.35

3.052.983.05

2.71

3.13

교육시설
전체

학교 식당 교내 편의시설 정보화시설 교내 캠퍼스 환경

2013년(n=1,009)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 2016년 점수는 이전 조사와의 정확한 추이 분석을 위해 CS점수가 아닌 평균값을 사용함.

   2013년, 2014년 전체 점수는 제시된 항목들의 평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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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교육시설 차원 만족도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 - A)
강의실 및
실험실의
보유시설

3.39 3.53 3.25 3.29 0.04

강의실 및
실험실의

규모
- - 3.27 3.33 0.06

도서관 환경
및 도서대여

서비스
3.27 3.71 3.32 3.38 0.06

스터디룸,
독서실 등
학습공간

3.12 3.23 3.09 3.03 ▼ 0.06

스쿨버스
운영 수준

2.77 2.84 3.02 2.95 ▼ 0.07

학생
자치공간

3.00 3.01 3.01 0.00

실내체육관
시설

3.17 2.79 3.13 3.16 0.03

야외
체육시설

3.17 2.79 3.16 3.22 0.06

학생
휴식공간

2.99 2.79 3.00 3.01 0.01

생활관 시설 2.92 2.82 2.90 2.91 0.01

학교 식당 2.71 2.94 2.72 3.29 0.57

교내
편의시설

2.98 2.66 2.85 3.06 0.21

정보화 시설 - 3.00 3.17 3.15 ▼ 0.02

캠퍼스 환경 3.05 - 3.28 3.35 0.07



Ⅱ. 조사 결과

2016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재학생) 보고서 / 36 

③ 행정서비스 차원

○ 행정서비스 전체 만족도는 3.16점으로 전년(3.12점) 대비 0.04점 상승함.

-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의 만족도가 3.28점으로 가장 높았음.

○ 행정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인의 만족도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업무수

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의 상승 폭이 0.12점(3.16점 →

3.28점)으로 가장 컸음.

<그림 2-6> 차원 내 속성별 분석_행정서비스 차원

n=2,299 (단위 : 점)

3.29
3.47

3.27 3.30 3.30
3.12 3.16 3.12 3.13 3.11 3.09

3.28
3.18 3.16 3.133.223.17 3.14 3.17 3.15

3.22
3.16 3.13

행정서비스
전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

업무처리의
신속성

학생을
친절하게 대하는

응대성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
적극성

2013년(n=1,009)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 2016년 점수는 이전 조사와의 정확한 추이 분석을 위해 CS점수가 아닌 평균값을 사용함

   2013년 전체 점수는 제시된 항목들의 평균값임.

<표 2-4> 행정서비스 차원 만족도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 - A)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
3.22 3.47 3.16 3.28 0.12 

업무처리의
신속성

3.14 3.27  3.12  3.18 0.06 

학생을
친절하게 대하는

응대성
3.17 3.30  3.13  3.13 0.00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 3.30  3.11  3.16 0.05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
적극성

3.15 3.22 3.09 3.13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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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창업 지원 차원

○ 취업/창업 지원의 전체 만족도는 3.24점으로 전년(3.15점) 대비 0.09점 상승함.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만족도가 3.23점으로 가장 높았음.

○ 취업/창업 지원을 구성하는 요인의 만족도 대부분이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

데, 특히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의 상승 폭이 0.07점(3.16점 

→ 3.23점)으로 가장 큰 반면, 현장체험 교육기회 제공의 경우 전년 대비 0.01

점 하락(3.18점 → 3.17점)함.

<그림 2-7> 차원 내 속성별 분석_취업/창업 지원 차원

n=2,299 (단위 : 점)

3.15 3.10 3.18 3.17 3.163.24 3.16 3.17 3.22 3.233.263.22 3.29
3.18 3.17

취업/창업
지원활동

전체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현장체험
교육 기회 제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 2016년 점수는 이전 조사와의 정확한 추이 분석을 위해 CS점수가 아닌 평균값을 사용함.

<표 2-5> 취업/창업 지원 차원 만족도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 - A)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3.26 3.10 3.16 0.06 

현장체험
교육기회 제공

3.29 3.18  3.17 ▼ 0.01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18 3.17  3.22 0.05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17 3.16 3.23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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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서비스 내 속성별 만족도 분석

① 교양과정

○ 교육서비스 내 교양과정의 전체 만족도는 3.23점으로 전년(3.32점) 대비 0.09

점 하락함.

- 출석관리(3.57점), 교수의 전문지식(3.62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교양과정을 구성하는 항목의 만족도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특히 교

과목 편성의 다양성,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각 0.14점 

상승)의 상승 폭이 가장 컸음.

<그림 2-8> 교육서비스 내 속성별 만족도 분석_교양과정

n=2,299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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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3.50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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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
전체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출석관리 교수의
전문지식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2013년(n=1,009)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3.34 3.29
3.18 3.22 3.22

3.32 3.33 3.29
3.20 3.26

3.45 3.43
3.31 3.36

3.19
3.09

3.23

교양과정
전체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습득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2013년(n=1,009)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 2016년 점수는 이전 조사와의 정확한 추이 분석을 위해 CS점수가 아닌 평균값을 사용함.

   2013년 전체 점수는 제시된 항목들의 평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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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교양과정 만족도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 - A)

교과목편성의
다양성

- 2.89 3.01 3.15 0.14 

출석관리 - 3.78  3.52  3.57 0.05 

교수의
전문지식

3.29 3.61  3.50  3.62 0.12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진행

3.24 3.52 3.44 3.54 0.10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습득
- 3.29  3.33  3.45 0.12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
- 3.18  3.29  3.43 0.14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사고 배양

- 3.22  3.20  3.31 0.11 

교수와의
원활한소통

3.09 3.22 3.26 3.36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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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공과정

○ 교육서비스 내 전공과정의 전체 만족도는 3.56점으로 전년(3.49점) 대비 0.07

점 상승함.

- 교수의 전문지식(3.79점), 출석관리,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진행(각 3.71점),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3.70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공과정을 구성하는 항목의 만족도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특히 산

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 습득의 상승 폭이 0.10점(3.37점 → 3.47점)으

로 가장 컸음.

<그림 2-9> 교육서비스 내 속성별 만족도 분석_전공과정

n=2,299 (단위 : 점)

3.75 3.67

4.04 3.97 3.92
3.76

3.49 3.37
3.66 3.70 3.65 3.63

3.47
3.71 3.79 3.71 3.70

3.533.653.56 3.56

전공과정
전체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 습득

출석관리 교수의
전문지식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2013년(n=1,009)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3.75
3.61

3.50 3.50
3.65 3.62

3.49
3.37 3.31 3.26

3.42 3.483.43
3.34 3.31

3.46 3.543.56 3.463.56

전공과정
전체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실습, 견학,
인턴십 등

현장학습활동

프로젝트팀 등의
소그룹단위

교육

전공과목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2013년(n=1,009)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 2016년 점수는 이전 조사와의 정확한 추이 분석을 위해 CS점수가 아닌 평균값을 사용함.

   2013년 전체 점수는 제시된 항목들의 평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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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전공과정 만족도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 - A)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습득

- 3.67 3.37 3.47 0.10 

출석관리 - 4.04  3.66  3.71 0.05 

교수의
전문지식

3.65 3.97  3.70  3.79 0.09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진행
3.53 3.92  3.65  3.71 0.06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습득
- 3.76 3.63 3.70 0.07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사고 배양

- 3.61  3.37  3.43 0.06 

실습, 견학, 인턴십 등
현장학습활동

- 3.50  3.31  3.34 0.03 

프로젝트팀 등의
소그룹단위 교육

- 3.50  3.26  3.31 0.05 

전공과목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
- 3.65  3.42  3.46 0.04 

교수와의
원활한소통

3.46 3.62 3.48 3.5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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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교육서비스 내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전체 만족도는 3.22점으로 전년(3.16점)

대비 0.06점 상승함.

-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가 3.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3.27점), 학습과의 연동성(3.22점),

프로그램의 다양성(3.16점)의 순으로 높았음.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항목의 만족도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

데, 특히 학습과의 연동성 항목의 상승 폭이 0.10점(3.12점 → 3.22점)으로 가

장 컸음.

<그림 2-10> 교육서비스 내 속성별 만족도 분석_비교과 교육프로그램

n=2,299 (단위 : 점)

3.16 3.07 3.12
3.22 3.223.22 3.16 3.22 3.29 3.273.223.26 3.30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의
다양성

학습과의
연동성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 2016년 점수는 이전 조사와의 정확한 추이 분석을 위해 CS점수가 아닌 평균값을 사용함.

<표 2-8>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 - A)

프로그램의
다양성

3.30 3.07 3.16 0.09 

학습과의
연동성

- 3.12  3.22 0.10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의 도움정도

3.22  3.22  3.29 0.07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 3.22 3.27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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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사제도/학생지도

○ 교육서비스 내 학사제도/학생지도의 전체 만족도는 3.18점으로 전년(3.12점)

대비 0.06점 상승함.

- 취업/진로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이 3.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대학생활 상담 창구 지원(3.17점),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3.15

점) 등의 순으로 높았음.

○ 학사제도/학생지도를 구성하는 항목의 대부분이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특히 복수전공/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의 상승 폭이 0.08점(3.04점 →

3.12점)으로 가장 큰 반면,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는 0.01점 하락(3.16

점 → 3.15점)하였음.

<그림 2-11> 교육서비스 내 속성별 만족도 분석_학사제도/학생지도

n=2,299 (단위 : 점)

3.12 3.04 3.06
3.16 3.20 3.143.18 3.12 3.11 3.15 3.23 3.17

3.07
3.20 3.18 3.26 3.21 3.25

학사제도/
힉생지도

전체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대학생활
상담 창구 지원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 2016년 점수는 이전 조사와의 정확한 추이 분석을 위해 CS점수가 아닌 평균값을 사용함.

<표 2-9> 학사제도/학생지도 만족도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 - A)

복수전공/부전공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3.07 3.04 3.12 0.08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3.18  3.06  3.11 0.05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제도

3.26  3.16  3.15 ▼ 0.01 

취업/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3.21  3.20 3.23 0.03 

대학생활
상담창구지원

3.25 3.14 3.17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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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습지원

○ 교육서비스 내 학습지원의 전체 만족도는 3.20점으로 전년(3.11점) 대비 0.09

점 상승함.

- 학습공동체 활동지원이 3.1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자재 등의 

제공 대여활동(3.18점), 특강/워크샵 개최(3.17점), 이러닝 콘텐츠 제공(3.12점)

의 순으로 나타남.

○ 학습지원을 구성하는 항목의 모두 전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특강/워크샵 개최의 상승 폭이 0.07점(3.10점 → 3.17점)으로 가장 컸음.

<그림 2-12> 교육서비스 내 속성별 만족도 분석_학습지원

n=2,299 (단위 : 점)

3.11 3.10 3.13 3.15
3.07

3.20 3.17 3.19 3.18 3.12
3.21

3.31 3.30
3.19 3.16

학습지원
전체

특강/워크샵
개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 활동

이러닝
콘텐츠 제공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 2016년 점수는 이전 조사와의 정확한 추이 분석을 위해 CS점수가 아닌 평균값을 사용함.

<표 2-10> 학습지원 만족도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 - A)

특강/워크샵 개최 3.21 3.10 3.17 0.07 

학습공동체 활동지원 3.30  3.13  3.19 0.06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활동

3.19  3.15  3.18 0.03 

이러닝
콘텐츠 제공

3.16  3.07 3.12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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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의 질

○ 교육서비스 내 교육의 질 전체 만족도는 3.39점으로 전년(3.31점) 대비 0.08점 

상승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진행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의

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3.39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교육의 질을 구성하는 항목 모두 전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진행의 상승 폭이 0.09점(3.31점 → 3.40점)으로 가장 

컸음.

<그림 2-13> 교육서비스 내 속성별 만족도 분석_교육의 질

n=2,299 (단위 : 점)

3.43
3.31 3.31 3.25 3.32 3.29 3.34 3.333.39 3.40 3.31 3.37 3.34 3.39 3.363.423.353.303.363.39 3.46

교육의 질
전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수업

시대에
적합한

수업기법 사용

과제/시험에 대한
담당 교수
피드백

강의 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 2016년 점수는 이전 조사와의 정확한 추이 분석을 위해 CS점수가 아닌 평균값을 사용함.

   2013년 전체 점수는 제시된 항목들의 평균값임.

<표 2-11> 교육의 질 만족도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 - A)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진행

3.46 3.31 3.40 0.09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수업

3.36  3.25  3.31 0.06 

시대에 적합한 수업기법 
사용

3.30  3.32  3.37 0.05 

과제/시험에 대한
담당교수 피드백

3.35  3.29 3.34 0.05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3.42 3.34 3.39 0.05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평가

3.43 3.33 3.36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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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별 만족도 분석

1) 차원별 만족도

○ 6개 대학 중 경호스포츠대학의 종합 CS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4가지 차원에

서 모두 타 학과(부)에 비해 높은 만족 수준을 보임.

○ 특히, 사회체육학과에서 종합 CS 점수 및 4개 차원 만족도가 타 학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반면 항공전자공학과에서 종합 CS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경찰행정학부는 교

육서비스 차원, 간호학과에서는 교육시설 차원, 항공관광학부에서는 행정서비

스 차원, 신소재에너지학과에서는 취업/창업 지원활동 차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프라임학과보다 비프라임학과에서의 만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학년별로는 1학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학년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2-14> 차원별 만족도

n=2,299 (단위 : 점)

3.40

3.03 3.14

3.55

3.13 3.23 3.28 3.16
3.41

3.08 3.16 3.223.163.22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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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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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대학

사회

과학

대학

경호

스포츠

대학

프라임 비

프라임

남성 여성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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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차원별 만족도

n=2,299 (단위 : 점, 5점 만점)

구 분 빈도
종합
CSI

교육
서비스

교육
시설

행정
서비스

취업/창업
지원활동

전체 (2,299) 3.22 3.32 3.16 3.18 3.19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16 3.26 3.16 3.15 3.14

컴퓨터공학과 (74) 3.41 3.36 3.33 3.26 3.26

모바일공학과 (84) 3.14 3.28 3.08 3.06 3.13

신소재에너지학과 (87) 2.99 3.15 2.98 3.06 2.88

건축학과 (69) 2.94 3.12 3.05 3.08 3.03

디지털영상전공 (54) 3.28 3.30 3.14 3.20 3.23

멀티미디어전공 (68) 3.25 3.36 3.41 3.30 3.40

항공대학 (301) 3.13 3.33 3.08 3.14 3.10

항공운항학과 (48) 3.33 3.51 3.03 3.15 3.25

항공관광학부 (109) 3.03 3.27 3.02 2.94 2.95

항공전자공학과 (72) 2.92 3.16 2.96 3.12 2.94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35 3.50 3.31 3.45 3.37

보건대학 (501) 3.40 3.47 3.28 3.32 3.36

물리치료학과 (104) 3.34 3.36 3.20 3.26 3.30

작업치료 (84) 3.05 3.32 2.98 3.03 3.17

치위생학과 (144) 3.83 3.85 3.64 3.66 3.78

보건바이오학과 (75) 3.32 3.29 3.25 3.22 3.15

의료경영학과 (94) 3.17 3.29 3.11 3.20 3.12

간호대학 (345) 3.03 3.15 2.87 2.95 3.10

간호학과 (345) 3.03 3.15 2.87 2.95 3.10

사회과학대학 (512) 3.14 3.21 3.12 3.08 3.08

경찰행정학부 (312) 2.97 3.06 3.01 2.95 2.94

사회복지학부 (112) 3.24 3.31 3.11 3.20 3.23

군사학과 (88) 3.61 3.62 3.49 3.40 3.40

경호스포츠대학 (204) 3.55 3.61 3.56 3.56 3.50

경호학부 (132) 3.27 3.33 3.22 3.24 3.16

사회체육학과 (72) 4.08 4.15 4.15 4.14 4.12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13 3.33 3.08 3.14 3.10

비프라임 (1,998) 3.23 3.32 3.17 3.18 3.21

성별
남성 (1,161) 3.28 3.38 3.23 3.26 3.25

여성 (1,138) 3.16 3.26 3.08 3.09 3.13

학년

1학년 (637) 3.41 3.48 3.31 3.43 3.38

2학년 (633) 3.08 3.22 3.04 3.08 3.07
3학년 (547) 3.16 3.28 3.10 3.10 3.13

4학년 (482) 3.22 3.28 3.17 3.06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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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원별 심층 분석

1) 교육서비스

○ 6개 대학 중 경호스포츠대학의 교육서비스 차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세

부 항목 모두 타 학과(부)에 비해 높은 만족 수준을 보임.

○ 특히, 사회체육학과에서 교육서비스 차원 및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타 학

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공 과정은 치위생학과가 가장 높았음.

○ 반면 경찰행정학부에서 교육서비스 차원 만족도와 세부 항목별로 전공과정,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또한 간호학과에서는 교양과정, 비

교과 교육프로그램, 학사제도/학생지도 항목, 건축학과에서는 학습지원 항목

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비프라임학과보다 프라임학과에서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그림 2-15> 차원별 심층 분석_교육서비스

n=2,299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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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차원별 심층 분석_교육서비스

n=2,299 (단위 : 점, 5점 만점)

구 분 빈도
교육

서비스
교양
과정

전공
과정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학사제도
학생지도

학습
지원

교육의
질

전체 (2,299) 3.32 3.23 3.56 3.22 3.18 3.20 3.39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26 3.19 3.46 3.18 3.19 3.19 3.33

컴퓨터공학과 (74) 3.36 3.34 3.62 3.35 3.43 3.39 3.57

모바일공학과 (84) 3.28 3.25 3.52 3.18 3.13 3.18 3.27

신소재에너지학과 (87) 3.15 3.09 3.25 3.03 2.99 3.02 3.23

건축학과 (69) 3.12 3.07 3.41 3.03 2.91 2.91 3.20

디지털영상전공 (54) 3.30 3.19 3.46 3.21 3.43 3.35 3.44

멀티미디어전공 (68) 3.36 3.19 3.53 3.31 3.31 3.31 3.30

항공대학 (301) 3.33 3.23 3.54 3.24 3.23 3.17 3.32

항공운항학과 (48) 3.51 3.17 4.10 3.23 3.25 3.27 3.42

항공관광학부 (109) 3.27 3.19 3.47 3.24 3.17 3.04 3.29

항공전자공학과 (72) 3.16 3.19 3.29 3.10 3.07 2.99 3.18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50 3.36 3.52 3.38 3.46 3.47 3.43

보건대학 (501) 3.47 3.33 3.74 3.41 3.31 3.36 3.59

물리치료학과 (104) 3.36 3.20 3.73 3.36 3.25 3.29 3.50

작업치료 (84) 3.32 3.04 3.70 3.12 2.95 3.07 3.45

치위생학과 (144) 3.85 3.77 4.17 3.76 3.71 3.78 4.02

보건바이오학과 (75) 3.29 3.35 3.35 3.31 3.16 3.23 3.36

의료경영학과 (94) 3.29 3.06 3.46 3.28 3.18 3.16 3.34

간호대학 (345) 3.15 3.03 3.54 2.92 2.82 2.94 3.27

간호학과 (345) 3.15 3.03 3.54 2.92 2.82 2.94 3.27

사회과학대학 (512) 3.21 3.21 3.40 3.14 3.11 3.10 3.29

경찰행정학부 (312) 3.06 3.04 3.15 3.04 2.97 2.94 3.14

사회복지학부 (112) 3.31 3.29 3.63 3.21 3.25 3.20 3.39

군사학과 (88) 3.62 3.68 3.97 3.41 3.44 3.53 3.69

경호스포츠대학 (204) 3.61 3.49 3.74 3.53 3.57 3.61 3.61

경호학부 (132) 3.33 3.20 3.52 3.20 3.33 3.34 3.33

사회체육학과 (72) 4.15 4.00 4.15 4.14 4.01 4.10 4.11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33 3.23 3.54 3.24 3.23 3.17 3.32

비프라임 (1,998) 3.32 3.23 3.56 3.22 3.17 3.21 3.40

성별
남성 (1,161) 3.38 3.32 3.57 3.29 3.27 3.28 3.42

여성 (1,138) 3.26 3.14 3.54 3.15 3.09 3.12 3.36

학년

1학년 (637) 3.48 3.36 3.80 3.36 3.36 3.37 3.56

2학년 (633) 3.22 3.10 3.50 3.09 3.04 3.06 3.31

3학년 (547) 3.28 3.27 3.46 3.24 3.14 3.18 3.35

4학년 (482) 3.28 3.20 3.42 3.18 3.16 3.19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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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설

○ 6개 대학 중 경호스포츠대학의 교육시설 차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세부 

항목 모두 타 학과(부)에 비해 높은 만족 수준을 보임.

○ 특히, 사회체육학과에서 교육시설 차원 및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타 학과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반면 간호학과에서 교육시설 차원 만족도와 세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만족

도가 낮았음. 또한 신소재에너지학과에서는 강의실 및 실험실 보유시설, 강의

실 및 실험실 규모, 항공운항학과에서는 실내체육관시설, 생활관시설, 정보화

시설 항목, 항공전자공학과에서는 야외체육시설, 학교식당, 교내캠퍼스환경 항

목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프라임학과보다 비프라임학과에서의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그림 2-16> 차원별 심층 분석_교육시설

n=2,299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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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차원별 심층 분석_교육시설

n=2,299 (단위 : 점, 5점 만점)

구 분 빈도
교육
시설

강의실
및

실험실
보유시설

강의실
및

실험실 
규모

도서관
환경  및
도서대여
서비스

스터디룸,
독서실

등
학습공간

스쿨
버스
운영
수준

학생
자치
공간

실내
체육관 
시설

전체 (2,299) 3.16 3.29 3.33 3.38 3.03 2.95 3.01 3.16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16 3.23 3.25 3.35 3.10 2.93 3.05 3.18

컴퓨터공학과 (74) 3.33 3.36 3.39 3.30 3.25 3.26 3.12 3.38

모바일공학과 (84) 3.08 3.26 3.23 3.27 3.00 2.79 3.01 3.16

신소재에너지학과 (87) 2.98 2.94 2.93 3.23 2.82 2.70 2.90 2.95

건축학과 (69) 3.05 3.04 3.12 3.38 3.09 2.99 3.00 3.04

디지털영상전공 (54) 3.14 3.15 3.28 3.39 3.15 3.00 3.02 3.21

멀티미디어전공 (68) 3.41 3.67 3.64 3.60 3.40 2.93 3.31 3.39

항공대학 (301) 3.08 3.15 3.20 3.44 3.01 3.06 2.89 3.03

항공운항학과 (48) 3.03 3.50 3.48 3.23 2.71 3.40 2.79 2.79

항공관광학부 (109) 3.02 2.94 3.08 3.39 2.79 2.91 2.74 3.10

항공전자공학과 (72) 2.96 3.11 3.11 3.43 3.15 2.86 2.79 2.88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31 3.25 3.29 3.68 3.39 3.26 3.29 3.22

보건대학 (501) 3.28 3.43 3.45 3.53 3.15 2.96 3.09 3.33

물리치료학과 (104) 3.20 3.24 3.27 3.40 2.87 3.13 3.10 3.32

작업치료 (84) 2.98 2.96 3.12 3.32 2.83 2.65 2.70 3.00

치위생학과 (144) 3.64 3.94 3.88 3.89 3.51 3.22 3.40 3.72

보건바이오학과 (75) 3.25 3.25 3.33 3.44 3.21 2.96 3.00 3.20

의료경영학과 (94) 3.11 3.41 3.40 3.37 3.12 2.68 3.04 3.13

간호대학 (345) 2.87 3.21 3.24 2.96 2.46 2.58 2.65 2.88

간호학과 (345) 2.87 3.21 3.24 2.96 2.46 2.58 2.65 2.88

사회과학대학 (512) 3.12 3.21 3.26 3.36 3.04 2.92 2.98 3.07

경찰행정학부 (312) 3.01 3.04 3.15 3.27 2.91 2.82 2.85 2.95

사회복지학부 (112) 3.11 3.26 3.16 3.39 2.99 2.78 2.98 3.05

군사학과 (88) 3.49 3.76 3.74 3.63 3.56 3.48 3.43 3.48

경호스포츠대학 (204) 3.56 3.64 3.69 3.76 3.58 3.45 3.52 3.59

경호학부 (132) 3.22 3.33 3.37 3.48 3.28 3.10 3.21 3.27

사회체육학과 (72) 4.15 4.21 4.26 4.28 4.13 4.08 4.10 4.18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08 3.15 3.20 3.44 3.01 3.06 2.89 3.03

비프라임 (1,998) 3.17 3.31 3.35 3.37 3.04 2.93 3.02 3.18

성별
남성 (1,161) 3.23 3.33 3.38 3.45 3.19 3.12 3.12 3.17

여성 (1,138) 3.08 3.25 3.28 3.31 2.87 2.77 2.89 3.15

학년

1학년 (637) 3.31 3.45 3.45 3.56 3.22 3.06 3.17 3.33

2학년 (633) 3.04 3.17 3.22 3.28 2.91 2.84 2.86 3.05

3학년 (547) 3.10 3.23 3.31 3.36 2.99 2.92 2.99 3.10

4학년 (482) 3.17 3.32 3.34 3.31 3.00 2.96 3.01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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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교육
시설

야외 
체육
시설

학생 
휴식
공간

생활관
시설

학교
식당

교내
편의
시설

정보화
시설

교내
캠퍼스
환경

전체 (2,299) 3.16 3.22 3.01 2.91 3.29 3.06 3.15 3.35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16 3.23 3.12 2.90 3.26 3.12 3.10 3.32

컴퓨터공학과 (74) 3.33 3.39 3.39 3.12 3.35 3.34 3.36 3.45

모바일공학과 (84) 3.08 3.07 2.99 2.74 3.16 3.04 3.11 3.28

신소재에너지학과 (87) 2.98 3.06 2.86 2.82 3.25 3.05 2.92 3.13

건축학과 (69) 3.05 3.13 3.03 2.81 3.15 2.97 2.76 3.16

디지털영상전공 (54) 3.14 3.20 3.11 2.94 3.19 3.09 2.89 3.33

멀티미디어전공 (68) 3.41 3.57 3.39 2.99 3.46 3.24 3.52 3.64

항공대학 (301) 3.08 3.11 2.94 2.71 3.25 2.98 2.97 3.36

항공운항학과 (48) 3.03 3.00 3.00 2.56 3.08 2.89 2.70 3.35

항공관광학부 (109) 3.02 3.17 2.83 2.72 3.38 2.89 2.94 3.45

항공전자공학과 (72) 2.96 2.83 2.74 2.68 3.06 2.83 2.93 3.08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31 3.35 3.25 2.82 3.35 3.32 3.24 3.51

보건대학 (501) 3.28 3.39 3.12 3.09 3.37 3.08 3.36 3.50

물리치료학과 (104) 3.20 3.38 3.02 2.97 3.38 3.13 3.18 3.41

작업치료 (84) 2.98 3.07 2.77 2.85 3.25 2.86 3.11 3.12

치위생학과 (144) 3.64 3.73 3.51 3.38 3.63 3.24 3.85 3.92

보건바이오학과 (75) 3.25 3.27 3.13 3.22 3.37 3.17 3.32 3.48

의료경영학과 (94) 3.11 3.26 2.96 2.89 3.07 2.88 3.04 3.33

간호대학 (345) 2.87 2.95 2.70 2.60 3.15 2.71 2.84 3.16

간호학과 (345) 2.87 2.95 2.70 2.60 3.15 2.71 2.84 3.16

사회과학대학 (512) 3.12 3.15 2.89 2.93 3.26 3.11 3.20 3.23

경찰행정학부 (312) 3.01 3.02 2.74 2.82 3.17 3.06 3.18 3.15

사회복지학부 (112) 3.11 3.09 3.01 2.96 3.23 3.13 3.14 3.35

군사학과 (88) 3.49 3.67 3.30 3.25 3.63 3.25 3.33 3.36

경호스포츠대학 (204) 3.56 3.60 3.43 3.28 3.50 3.49 3.46 3.64

경호학부 (132) 3.22 3.32 3.00 2.85 3.17 3.15 3.08 3.29

사회체육학과 (72) 4.15 4.11 4.21 4.07 4.10 4.11 4.14 4.28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08 3.11 2.94 2.71 3.25 2.98 2.97 3.36

비프라임 (1,998) 3.17 3.24 3.02 2.94 3.30 3.07 3.18 3.35

성별
남성 (1,161) 3.23 3.24 3.11 2.97 3.34 3.20 3.20 3.37

여성 (1,138) 3.08 3.20 2.91 2.85 3.24 2.92 3.10 3.33

학년

1학년 (637) 3.31 3.41 3.19 2.99 3.49 3.29 3.23 3.49

2학년 (633) 3.04 3.15 2.86 2.79 3.20 2.88 3.07 3.27

3학년 (547) 3.10 3.11 2.93 2.91 3.18 2.99 3.14 3.27

4학년 (482) 3.17 3.19 3.06 2.96 3.27 3.07 3.18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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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서비스

○ 6개 대학 중 경호스포츠대학의 교육서비스 차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세

부 항목 모두 타 학과(부)에 비해 높은 만족 수준을 보임.

○ 특히, 사회체육학과에서 행정서비스 차원 및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타 학

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반면 항공관광학부에서 행정서비스 차원 만족도와 세부 항목 만족도가 전반

적으로 낮았음. 또한 간호학과에서는 업무처리의 신속성, 경찰행정학부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프라임학과보다 비프라임학과에서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그림 2-17> 차원별 심층 분석_행정서비스

n=2,299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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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차원별 심층 분석_행정서비스

n=2,299 (단위 : 점, 5점 만점)

구 분 빈도
행정

서비스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

업무
처리의
신속성

학생을
친절하게
대하는
응대성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
적극성

전체 (2,299) 3.18 3.28 3.18 3.13 3.16 3.13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15 3.21 3.10 3.18 3.16 3.10

컴퓨터공학과 (74) 3.26 3.22 3.14 3.40 3.32 3.24

모바일공학과 (84) 3.06 3.15 3.06 3.07 3.02 2.98

신소재에너지학과 (87) 3.06 3.19 2.98 3.08 3.08 2.98

건축학과 (69) 3.08 3.18 3.07 3.04 3.06 3.01

디지털영상전공 (54) 3.20 3.25 3.15 3.21 3.23 3.19

멀티미디어전공 (68) 3.30 3.30 3.24 3.33 3.31 3.30

항공대학 (301) 3.14 3.28 3.16 3.08 3.09 3.06

항공운항학과 (48) 3.15 3.38 3.10 3.13 3.13 3.02

항공관광학부 (109) 2.94 3.17 2.96 2.84 2.90 2.82

항공전자공학과 (72) 3.12 3.26 3.24 3.06 3.04 3.00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45 3.42 3.42 3.43 3.42 3.52

보건대학 (501) 3.32 3.41 3.32 3.23 3.33 3.30

물리치료학과 (104) 3.26 3.31 3.25 3.21 3.28 3.25

작업치료 (84) 3.03 3.12 3.08 2.92 3.05 3.00

치위생학과 (144) 3.66 3.81 3.60 3.55 3.69 3.63

보건바이오학과 (75) 3.22 3.24 3.29 3.11 3.21 3.23

의료경영학과 (94) 3.20 3.30 3.21 3.12 3.19 3.16

간호대학 (345) 2.95 3.14 2.95 2.89 2.91 2.86

간호학과 (345) 2.95 3.14 2.95 2.89 2.91 2.86

사회과학대학 (512) 3.08 3.19 3.10 3.02 3.05 3.05

경찰행정학부 (312) 2.95 3.05 2.96 2.91 2.91 2.92

사회복지학부 (112) 3.20 3.24 3.22 3.14 3.22 3.19

군사학과 (88) 3.40 3.63 3.44 3.24 3.33 3.34

경호스포츠대학 (204) 3.56 3.55 3.56 3.57 3.53 3.57

경호학부 (132) 3.24 3.30 3.24 3.27 3.19 3.22

사회체육학과 (72) 4.14 4.01 4.14 4.14 4.17 4.21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14 3.28 3.16 3.08 3.09 3.06

비프라임 (1,998) 3.18 3.28 3.18 3.14 3.17 3.15

성별
남성 (1,161) 3.26 3.33 3.25 3.24 3.25 3.23

여성 (1,138) 3.09 3.23 3.10 3.02 3.08 3.04

학년

1학년 (637) 3.43 3.49 3.43 3.40 3.42 3.38

2학년 (633) 3.08 3.22 3.07 3.03 3.06 3.03

3학년 (547) 3.10 3.19 3.09 3.05 3.11 3.06

4학년 (482) 3.06 3.17 3.07 3.01 3.01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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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창업 지원

○ 6개 대학 중 경호스포츠대학의 취업/창업 지원활동 차원 만족도가 가장 높았

으며, 세부 항목 모두 타 학과(부)에 비해 높은 만족 수준을 보임.

○ 특히, 사회체육학과에서 취업/창업 지원활동 차원 및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

도가 타 학과(부)에 비해 가장 높았음.

○ 반면 신소재에너지학과에서 취업/창업 지원활동 차원 만족도와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았음. 또한 항공관광학부에서는 현장체험 

교육 기회 제공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프라임학과보다 비프라임학과에서의 취업/창업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

대적으로 높았음.

○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그림 2-18> 차원별 심층 분석_취업/창업 지원

n=2,299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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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차원별 심층 분석_취업/창업 지원

n=2,299 (단위 : 점, 5점 만점)

구 분 빈도
취업/창업
지원활동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현장체험
교육 기회

제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체 (2,299) 3.19 3.16 3.17 3.22 3.23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14 3.04 3.13 3.18 3.21

컴퓨터공학과 (74) 3.26 3.08 3.18 3.44 3.34

모바일공학과 (84) 3.13 3.01 3.20 3.16 3.17

신소재에너지학과 (87) 2.88 2.80 2.87 2.91 2.93

건축학과 (69) 3.03 2.96 3.04 3.00 3.12

디지털영상전공 (54) 3.23 3.17 3.17 3.25 3.33

멀티미디어전공 (68) 3.40 3.32 3.38 3.42 3.47

항공대학 (301) 3.10 3.13 3.03 3.10 3.12

항공운항학과 (48) 3.25 3.38 3.23 3.21 3.19

항공관광학부 (109) 2.95 3.05 2.78 2.94 3.03

항공전자공학과 (72) 2.94 2.88 2.99 2.94 2.96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37 3.34 3.33 3.44 3.38

보건대학 (501) 3.36 3.32 3.36 3.38 3.39

물리치료학과 (104) 3.30 3.22 3.17 3.36 3.46

작업치료 (84) 3.17 3.07 3.31 3.17 3.12

치위생학과 (144) 3.78 3.79 3.83 3.78 3.71

보건바이오학과 (75) 3.15 3.11 3.12 3.19 3.20

의료경영학과 (94) 3.12 3.08 3.09 3.11 3.23

간호대학 (345) 3.10 3.04 3.11 3.13 3.11

간호학과 (345) 3.10 3.04 3.11 3.13 3.11

사회과학대학 (512) 3.08 3.08 3.04 3.11 3.10

경찰행정학부 (312) 2.94 2.93 2.88 2.97 2.97

사회복지학부 (112) 3.23 3.21 3.21 3.28 3.23

군사학과 (88) 3.40 3.43 3.40 3.38 3.39

경호스포츠대학 (204) 3.50 3.46 3.46 3.54 3.54

경호학부 (132) 3.16 3.15 3.12 3.18 3.18

사회체육학과 (72) 4.12 4.03 4.06 4.19 4.19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10 3.13 3.03 3.10 3.12

비프라임 (1,998) 3.21 3.16 3.20 3.24 3.24

성별
남성 (1,161) 3.25 3.21 3.25 3.28 3.28

여성 (1,138) 3.13 3.11 3.10 3.16 3.17

학년

1학년 (637) 3.38 3.36 3.35 3.41 3.40

2학년 (633) 3.07 3.04 3.03 3.08 3.13

3학년 (547) 3.13 3.09 3.12 3.17 3.15

4학년 (482) 3.19 3.13 3.20 3.21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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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

1) 교양과정

○ 6개 대학 중 경호스포츠대학에서 교양과정 요인 만족도 및 세부 항목 만족도

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특히 사회체육학과에서 교양과정 요인 및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타 학과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 항목은 군사학과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프라임학과와 비프라임학과에서의 교양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동일한 수준으

로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별로는 프라임학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그림 2-19>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_교양과정

n=2,299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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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_교양과정

n=2,299 (단위 : 점, 5점 만점)

구 분 빈도
교양
과정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출석
관리

교수의
전문
지식

교육
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사회
구성원 
및 

직업인
으로서
필요한
지식
습득

사회
구성원
및 

직업인
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교수와
의

원활한
소통

전체 (2,299) 3.23 3.15 3.57 3.62 3.54 3.45 3.43 3.31 3.36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19 3.03 3.39 3.48 3.44 3.30 3.32 3.21 3.31
컴퓨터공학과 (74) 3.34 3.08 3.39 3.57 3.57 3.43 3.47 3.31 3.49
모바일공학과 (84) 3.25 3.04 3.63 3.48 3.57 3.34 3.35 3.29 3.35
신소재에너지학과 (87) 3.09 3.00 3.17 3.45 3.36 3.17 3.17 3.06 3.22
건축학과 (69) 3.07 3.01 3.32 3.57 3.47 3.24 3.25 3.12 3.31
디지털영상전공 (54) 3.19 3.07 3.41 3.41 3.30 3.22 3.30 3.17 3.15
멀티미디어전공 (68) 3.19 2.99 3.46 3.43 3.32 3.38 3.37 3.30 3.30

항공대학 (301) 3.23 3.17 3.64 3.66 3.62 3.50 3.48 3.37 3.44
항공운항학과 (48) 3.17 2.98 3.75 3.71 3.79 3.52 3.40 3.40 3.73
항공관광학부 (109) 3.19 3.15 3.61 3.71 3.61 3.51 3.50 3.30 3.29
항공전자공학과 (72) 3.19 3.14 3.54 3.63 3.53 3.39 3.40 3.24 3.35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36 3.36 3.69 3.61 3.61 3.56 3.61 3.61 3.55

보건대학 (501) 3.33 3.28 3.62 3.67 3.62 3.55 3.52 3.40 3.48
물리치료학과 (104) 3.20 3.15 3.50 3.60 3.52 3.38 3.37 3.25 3.40
작업치료 (84) 3.04 3.06 3.63 3.64 3.55 3.49 3.40 3.20 3.19
치위생학과 (144) 3.77 3.65 3.94 4.02 3.96 3.95 3.92 3.78 3.78
보건바이오학과 (75) 3.35 3.16 3.47 3.47 3.45 3.39 3.39 3.28 3.45
의료경영학과 (94) 3.06 3.16 3.39 3.40 3.41 3.31 3.27 3.23 3.37

간호대학 (345) 3.03 2.96 3.61 3.66 3.51 3.45 3.34 3.18 3.12
간호학과 (345) 3.03 2.96 3.61 3.66 3.51 3.45 3.34 3.18 3.12

사회과학대학 (512) 3.21 3.12 3.56 3.57 3.45 3.32 3.39 3.22 3.28
경찰행정학부 (312) 3.04 2.95 3.46 3.42 3.29 3.16 3.15 3.08 3.11
사회복지학부 (112) 3.29 3.19 3.62 3.63 3.54 3.38 3.35 3.28 3.49
군사학과 (88) 3.68 3.63 3.84 4.03 3.92 3.84 4.28 3.66 3.60

경호스포츠대학 (204) 3.49 3.48 3.72 3.75 3.75 3.75 3.70 3.68 3.68
경호학부 (132) 3.20 3.27 3.53 3.54 3.60 3.51 3.45 3.43 3.40
사회체육학과 (72) 4.00 3.85 4.07 4.14 4.04 4.21 4.14 4.15 4.18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23 3.17 3.64 3.66 3.62 3.50 3.48 3.37 3.44
비프라임 (1,998) 3.23 3.15 3.56 3.61 3.53 3.44 3.43 3.30 3.35

성별
남성 (1,161) 3.32 3.23 3.60 3.65 3.58 3.48 3.53 3.40 3.45
여성 (1,138) 3.14 3.08 3.55 3.59 3.50 3.41 3.34 3.22 3.26

학년

1학년 (637) 3.36 3.30 3.67 3.79 3.70 3.60 3.64 3.47 3.49
2학년 (633) 3.10 3.03 3.51 3.54 3.49 3.38 3.34 3.19 3.29
3학년 (547) 3.27 3.11 3.54 3.57 3.48 3.39 3.35 3.28 3.33
4학년 (482) 3.20 3.16 3.57 3.54 3.49 3.41 3.37 3.3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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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과정

○ 6개 대학 중 경호스포츠대학에서 전공과정 요인 만족도 및 세부 항목 만족도

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특히 치위생학과와 사회체육학과에서 전공과정 요인 및 세부항목에 대한 만

족도가 타 학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치위생학과에서는 산업

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 습득, 출석관리, 교수의 전문지식,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진행,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항목이, 사회체육학과에서

는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실습, 견학, 인턴십 등 현장학습 활

동, 프로젝트팀 등의 소그룹단위 교육, 전공과목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

는 과제,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항목이 가장 높았음.

○ 프라임학과보다 비프라임학과에서 전공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

았음.

○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20>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_전공과정

n=2,299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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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_전공과정

n=2,299 (단위 : 점, 5점 만점)

구 분 빈도
전공
과정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

습득

출석관리
교수의

전문지식

교육
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전공
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전체 (2,299) 3.56 3.47 3.71 3.79 3.71 3.70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46 3.34 3.52 3.68 3.60 3.55

컴퓨터공학과 (74) 3.62 3.23 3.59 3.73 3.69 3.56

모바일공학과 (84) 3.52 3.38 3.77 3.73 3.69 3.58

신소재에너지학과 (87) 3.25 3.14 3.26 3.64 3.53 3.47

건축학과 (69) 3.41 3.38 3.38 3.79 3.65 3.56

디지털영상전공 (54) 3.46 3.43 3.40 3.55 3.42 3.51

멀티미디어전공 (68) 3.53 3.54 3.69 3.62 3.59 3.59

항공대학 (301) 3.54 3.51 3.72 3.88 3.77 3.71

항공운항학과 (48) 4.10 4.13 4.10 4.29 4.25 4.19

항공관광학부 (109) 3.47 3.50 3.65 3.87 3.78 3.69

항공전자공학과 (72) 3.29 3.19 3.61 3.83 3.60 3.57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52 3.44 3.68 3.65 3.62 3.56

보건대학 (501) 3.74 3.65 3.86 3.93 3.89 3.90

물리치료학과 (104) 3.73 3.56 3.80 3.87 3.80 3.76

작업치료 (84) 3.70 3.61 3.83 3.94 3.94 4.00

치위생학과 (144) 4.17 4.17 4.26 4.33 4.31 4.31

보건바이오학과 (75) 3.35 3.19 3.61 3.55 3.48 3.56

의료경영학과 (94) 3.46 3.35 3.54 3.66 3.65 3.63

간호대학 (345) 3.54 3.53 3.73 3.81 3.74 3.77

간호학과 (345) 3.54 3.53 3.73 3.81 3.74 3.77

사회과학대학 (512) 3.40 3.30 3.65 3.65 3.53 3.52

경찰행정학부 (312) 3.15 3.08 3.51 3.45 3.31 3.27

사회복지학부 (112) 3.63 3.43 3.69 3.73 3.66 3.69

군사학과 (88) 3.97 3.92 4.11 4.26 4.16 4.20

경호스포츠대학 (204) 3.74 3.59 3.79 3.90 3.83 3.88

경호학부 (132) 3.52 3.35 3.60 3.67 3.63 3.70

사회체육학과 (72) 4.15 4.04 4.14 4.31 4.19 4.21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54 3.51 3.72 3.88 3.77 3.71

비프라임 (1,998) 3.56 3.47 3.70 3.78 3.70 3.70

성별
남성 (1,161) 3.57 3.46 3.72 3.83 3.73 3.71

여성 (1,138) 3.54 3.49 3.69 3.76 3.69 3.70

학년

1학년 (637) 3.80 3.72 3.86 4.00 3.93 3.90

2학년 (633) 3.50 3.41 3.67 3.79 3.68 3.67

3학년 (547) 3.46 3.34 3.63 3.65 3.57 3.55

4학년 (482) 3.42 3.38 3.63 3.68 3.62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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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전공
과정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실습,
견학,

인턴십 등
현장학습

활동

프로젝트
팀 등의
소그룹
단위
교육

전공과목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전체 (2,299) 3.56 3.43 3.34 3.31 3.46 3.54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46 3.33 3.27 3.21 3.41 3.53
컴퓨터공학과 (74) 3.62 3.47 3.35 3.27 3.34 3.59

모바일공학과 (84) 3.52 3.44 3.42 3.27 3.51 3.58

신소재에너지학과 (87) 3.25 3.07 3.07 3.05 3.22 3.36

건축학과 (69) 3.41 3.38 3.21 3.12 3.44 3.65

디지털영상전공 (54) 3.46 3.32 3.17 3.21 3.47 3.52

멀티미디어전공 (68) 3.53 3.35 3.40 3.34 3.54 3.53

항공대학 (301) 3.54 3.45 3.21 3.31 3.46 3.58
항공운항학과 (48) 4.10 3.92 3.94 3.92 4.02 4.15

항공관광학부 (109) 3.47 3.33 2.78 3.06 3.34 3.52

항공전자공학과 (72) 3.29 3.26 3.15 3.13 3.22 3.32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52 3.51 3.44 3.49 3.52 3.56

보건대학 (501) 3.74 3.58 3.57 3.52 3.65 3.72
물리치료학과 (104) 3.73 3.59 3.37 3.47 3.60 3.69

작업치료 (84) 3.70 3.51 3.74 3.37 3.58 3.57

치위생학과 (144) 4.17 3.97 4.13 3.98 4.10 4.08

보건바이오학과 (75) 3.35 3.31 3.13 3.23 3.31 3.39

의료경영학과 (94) 3.46 3.29 3.16 3.24 3.34 3.57

간호대학 (345) 3.54 3.45 3.38 3.25 3.27 3.30

간호학과 (345) 3.54 3.45 3.38 3.25 3.27 3.30

사회과학대학 (512) 3.40 3.26 3.07 3.11 3.31 3.40

경찰행정학부 (312) 3.15 3.05 2.81 2.89 3.10 3.22

사회복지학부 (112) 3.63 3.40 3.33 3.23 3.43 3.57

군사학과 (88) 3.97 3.80 3.69 3.74 3.93 3.82

경호스포츠대학 (204) 3.74 3.68 3.70 3.67 3.75 3.85
경호학부 (132) 3.52 3.47 3.46 3.39 3.46 3.56

사회체육학과 (72) 4.15 4.07 4.14 4.18 4.26 4.39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54 3.45 3.21 3.31 3.46 3.58

비프라임 (1,998) 3.56 3.43 3.36 3.32 3.46 3.54

성별
남성 (1,161) 3.57 3.48 3.41 3.36 3.52 3.61

여성 (1,138) 3.54 3.39 3.27 3.27 3.39 3.48

학년

1학년 (637) 3.80 3.64 3.50 3.49 3.65 3.79

2학년 (633) 3.50 3.35 3.19 3.23 3.44 3.51

3학년 (547) 3.46 3.32 3.28 3.26 3.35 3.44
4학년 (482) 3.42 3.41 3.39 3.27 3.34 3.39



Ⅱ. 조사 결과

2016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재학생) 보고서 / 62 

3)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6개 대학 중 경호스포츠대학에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요인 만족도 및 세부 

항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특히 사회체육학과에서 전공과정 요인 및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타 학과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간호학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만

족 수준을 보임.

○ 프라임학과에서의 만족도가 비프라임학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학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그림 2-21>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_비교과 교육프로그램

n=2,299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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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_비교과 교육프로그램

n=2,299 (단위 : 점, 5점 만점)

구 분 빈도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다양성

학습과의
연동성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전체 (2,299) 3.22 3.16 3.22 3.29 3.27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18 3.14 3.15 3.26 3.20

컴퓨터공학과 (74) 3.35 3.07 3.23 3.45 3.24

모바일공학과 (84) 3.18 3.20 3.08 3.29 3.13

신소재에너지학과 (87) 3.03 3.03 3.10 3.16 3.08

건축학과 (69) 3.03 3.09 3.10 3.13 3.09

디지털영상전공 (54) 3.21 3.22 3.04 3.09 3.22

멀티미디어전공 (68) 3.31 3.28 3.32 3.43 3.50

항공대학 (301) 3.24 3.19 3.27 3.29 3.35
항공운항학과 (48) 3.23 3.13 3.19 3.40 3.33

항공관광학부 (109) 3.24 3.23 3.33 3.28 3.31

항공전자공학과 (72) 3.10 2.94 3.07 3.10 3.22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38 3.42 3.44 3.44 3.56

보건대학 (501) 3.41 3.33 3.37 3.45 3.44

물리치료학과 (104) 3.36 3.16 3.17 3.41 3.37

작업치료 (84) 3.12 3.18 3.22 3.29 3.14

치위생학과 (144) 3.76 3.66 3.71 3.75 3.78

보건바이오학과 (75) 3.31 3.27 3.37 3.40 3.36

의료경영학과 (94) 3.28 3.18 3.23 3.23 3.33

간호대학 (345) 2.92 2.90 3.00 3.05 2.96

간호학과 (345) 2.92 2.90 3.00 3.05 2.96

사회과학대학 (512) 3.14 3.05 3.09 3.17 3.18

경찰행정학부 (312) 3.04 2.94 2.96 3.07 3.09

사회복지학부 (112) 3.21 3.12 3.21 3.21 3.20

군사학과 (88) 3.41 3.34 3.41 3.48 3.48

경호스포츠대학 (204) 3.53 3.52 3.56 3.62 3.58

경호학부 (132) 3.20 3.27 3.26 3.30 3.23

사회체육학과 (72) 4.14 3.99 4.13 4.21 4.22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24 3.19 3.27 3.29 3.35

비프라임 (1,998) 3.22 3.16 3.21 3.29 3.25

성별
남성 (1,161) 3.29 3.22 3.27 3.36 3.33

여성 (1,138) 3.15 3.11 3.16 3.21 3.20

학년

1학년 (637) 3.36 3.34 3.35 3.46 3.45

2학년 (633) 3.09 3.03 3.08 3.16 3.12

3학년 (547) 3.24 3.17 3.23 3.24 3.27
4학년 (482) 3.18 3.10 3.21 3.27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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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제도/학생지도

○ 6개 대학 중 경호스포츠대학에서 학사제도/학생지도 요인 만족도 및 세부 항

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특히 사회체육학과에서 학사제도/학생지도 요인 및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가 타 학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간호학과에서는 전반적으

로 가장 낮은 만족 수준을 보임.

○ 프라임학과에서의 만족도가 비프라임학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학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그림 2-22>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_학사제도/학생지도

n=2,299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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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_학사제도/학생지도

n=2,299 (단위 : 점, 5점 만점)

구 분 빈도
학사제도
학생지도

복수전공
이나

전공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취업 및
진로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대학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지원
전체 (2,299) 3.18 3.12 3.11 3.15 3.23 3.17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19 3.12 3.08 3.21 3.21 3.17

컴퓨터공학과 (74) 3.43 3.24 3.19 3.39 3.36 3.30

모바일공학과 (84) 3.13 3.12 3.09 3.26 3.24 3.21

신소재에너지학과 (87) 2.99 3.02 2.98 3.06 2.98 2.99

건축학과 (69) 2.91 2.99 2.88 3.04 3.12 3.10

디지털영상전공 (54) 3.43 3.17 3.17 3.17 3.33 3.13

멀티미디어전공 (68) 3.31 3.19 3.21 3.37 3.28 3.29

항공대학 (301) 3.23 3.10 3.13 3.22 3.25 3.17

항공운항학과 (48) 3.25 3.13 3.31 3.08 3.46 3.17

항공관광학부 (109) 3.17 3.06 3.07 3.20 3.12 3.16

항공전자공학과 (72) 3.07 2.97 2.97 3.15 3.01 2.89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46 3.28 3.24 3.42 3.54 3.46

보건대학 (501) 3.31 3.19 3.24 3.26 3.39 3.33

물리치료학과 (104) 3.25 2.97 3.04 3.05 3.28 3.29

작업치료 (84) 2.95 3.01 3.05 2.74 3.12 3.05

치위생학과 (144) 3.71 3.50 3.61 3.67 3.78 3.68

보건바이오학과 (75) 3.16 3.24 3.19 3.34 3.19 3.18

의료경영학과 (94) 3.18 3.06 3.09 3.28 3.31 3.22

간호대학 (345) 2.82 2.91 2.86 2.56 2.92 2.90
간호학과 (345) 2.82 2.91 2.86 2.56 2.92 2.90

사회과학대학 (512) 3.11 3.04 3.02 3.14 3.11 3.05
경찰행정학부 (312) 2.97 2.94 2.92 2.97 2.93 2.90

사회복지학부 (112) 3.25 3.21 3.16 3.27 3.23 3.16

군사학과 (88) 3.44 3.20 3.18 3.59 3.59 3.45

경호스포츠대학 (204) 3.57 3.56 3.50 3.67 3.65 3.57

경호학부 (132) 3.33 3.33 3.17 3.39 3.36 3.26

사회체육학과 (72) 4.01 4.00 4.13 4.17 4.19 4.14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23 3.10 3.13 3.22 3.25 3.17

비프라임 (1,998) 3.17 3.13 3.11 3.14 3.22 3.17

성별
남성 (1,161) 3.27 3.17 3.16 3.29 3.33 3.26

여성 (1,138) 3.09 3.07 3.06 3.01 3.12 3.08

학년

1학년 (637) 3.36 3.31 3.30 3.36 3.42 3.33

2학년 (633) 3.04 3.02 3.02 2.90 3.10 3.06

3학년 (547) 3.14 3.05 3.06 3.19 3.17 3.14
4학년 (482) 3.16 3.09 3.05 3.15 3.20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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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지원

○ 6개 대학 중 경호스포츠대학에서 학습지원 요인 만족도 및 세부 항목 만족도

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특히 사회체육학과에서 학사제도/학생지도 요인 및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가 타 학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건축학과에서는 전반적으

로 가장 낮은 만족 수준을 보임.

○ 프라임학과보다 비프라임학과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학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그림 2-23>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_학습지원

n=2,299 (단위 : 점)

3.36

2.94
3.10

3.61

3.17 3.21 3.28
3.12

3.37
3.06 3.18 3.193.173.20 3.19

학습

지원

IT

에너지

대학

항공

대학

보건

대학

간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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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비

프라임

남성 여성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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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_학습지원

n=2,299 (단위 : 점, 5점 만점)

구 분 빈도
학습
지원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특강이나
워크샵
개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
활동

자가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러닝
콘텐츠
제공

전체 (2,299) 3.20 3.17 3.19 3.18 3.12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19 3.14 3.15 3.16 3.13

컴퓨터공학과 (74) 3.39 3.23 3.22 3.35 3.41

모바일공학과 (84) 3.18 3.11 3.12 3.17 3.10

신소재에너지학과 (87) 3.02 3.10 3.06 2.97 2.99

건축학과 (69) 2.91 2.88 2.93 2.88 2.80

디지털영상전공 (54) 3.35 3.26 3.28 3.22 3.28

멀티미디어전공 (68) 3.31 3.29 3.35 3.40 3.25

항공대학 (301) 3.17 3.19 3.18 3.12 3.10

항공운항학과 (48) 3.27 3.23 3.35 3.48 3.13

항공관광학부 (109) 3.04 3.08 3.07 2.97 3.01

항공전자공학과 (72) 2.99 3.10 2.96 2.89 2.94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47 3.43 3.44 3.35 3.39

보건대학 (501) 3.36 3.37 3.37 3.35 3.28

물리치료학과 (104) 3.29 3.30 3.32 3.24 3.22

작업치료 (84) 3.07 3.23 3.18 3.10 3.06

치위생학과 (144) 3.78 3.69 3.74 3.79 3.66

보건바이오학과 (75) 3.23 3.15 3.13 3.15 3.12

의료경영학과 (94) 3.16 3.23 3.20 3.16 3.09

간호대학 (345) 2.94 2.94 2.94 2.92 2.84
간호학과 (345) 2.94 2.94 2.94 2.92 2.84

사회과학대학 (512) 3.10 3.05 3.08 3.09 2.99
경찰행정학부 (312) 2.94 2.95 2.94 2.91 2.87

사회복지학부 (112) 3.20 3.16 3.17 3.16 3.08

군사학과 (88) 3.53 3.27 3.45 3.65 3.32

경호스포츠대학 (204) 3.61 3.46 3.55 3.56 3.50

경호학부 (132) 3.34 3.13 3.24 3.21 3.20

사회체육학과 (72) 4.10 4.06 4.11 4.21 4.06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17 3.19 3.18 3.12 3.10

비프라임 (1,998) 3.21 3.17 3.19 3.19 3.12

성별
남성 (1,161) 3.28 3.21 3.27 3.25 3.18

여성 (1,138) 3.12 3.13 3.11 3.10 3.06

학년

1학년 (637) 3.37 3.31 3.35 3.34 3.26

2학년 (633) 3.06 3.06 3.08 3.06 2.98

3학년 (547) 3.18 3.17 3.18 3.15 3.10
4학년 (482) 3.19 3.14 3.14 3.17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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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의 질

○ 6개 대학 중 경호스포츠대학에서 교육의 질 요인 만족도 및 세부 항목 만족

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특히 사회체육학과에서 교육의 질 요인 및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타 학

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찰행정학부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 수준을 보임.

○ 프라임학과보다 비프라임학과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

았음.

○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학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그림 2-24>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_교육의 질

n=2,299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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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심층 분석_교육의 질

n=2,299 (단위 : 점, 5점 만점)

구 분 빈도
교육의

질

교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체계적인
강의진행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
기법사용

과제나
시험에
대해
담당

교수의
피드백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전체 (2,299) 3.39 3.40 3.31 3.37 3.34 3.39 3.36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3.33 3.25 3.21 3.31 3.31 3.33 3.27

컴퓨터공학과 (74) 3.57 3.30 3.27 3.42 3.36 3.58 3.51

모바일공학과 (84) 3.27 3.25 3.10 3.29 3.23 3.30 3.42

신소재에너지학과 (87) 3.23 3.22 3.28 3.22 3.27 3.27 3.21

건축학과 (69) 3.20 3.14 3.12 3.14 3.23 3.19 3.12

디지털영상전공 (54) 3.44 3.26 3.17 3.41 3.31 3.30 3.13

멀티미디어전공 (68) 3.30 3.33 3.30 3.42 3.48 3.34 3.18

항공대학 (301) 3.32 3.42 3.33 3.33 3.26 3.34 3.31
항공운항학과 (48) 3.42 3.73 3.65 3.63 3.56 3.58 3.58

항공관광학부 (109) 3.29 3.36 3.27 3.19 3.11 3.30 3.24

항공전자공학과 (72) 3.18 3.21 3.08 3.17 3.18 3.18 3.17

항공정보통신공학과 (72) 3.43 3.51 3.47 3.49 3.36 3.38 3.38

보건대학 (501) 3.59 3.54 3.48 3.53 3.49 3.57 3.58

물리치료학과 (104) 3.50 3.37 3.30 3.45 3.38 3.47 3.47

작업치료 (84) 3.45 3.45 3.37 3.43 3.42 3.40 3.57

치위생학과 (144) 4.02 3.99 3.88 3.91 3.89 4.00 3.97

보건바이오학과 (75) 3.36 3.23 3.24 3.19 3.33 3.36 3.35

의료경영학과 (94) 3.34 3.35 3.33 3.38 3.20 3.35 3.32

간호대학 (345) 3.27 3.37 3.21 3.26 3.15 3.28 3.22

간호학과 (345) 3.27 3.37 3.21 3.26 3.15 3.28 3.22

사회과학대학 (512) 3.29 3.31 3.18 3.23 3.26 3.29 3.29
경찰행정학부 (312) 3.14 3.14 3.06 3.06 3.10 3.17 3.18

사회복지학부 (112) 3.39 3.47 3.24 3.36 3.42 3.29 3.39

군사학과 (88) 3.69 3.68 3.53 3.64 3.65 3.68 3.56

경호스포츠대학 (204) 3.61 3.58 3.63 3.67 3.64 3.64 3.53

경호학부 (132) 3.33 3.33 3.36 3.32 3.34 3.33 3.20

사회체육학과 (72) 4.11 4.03 4.13 4.32 4.18 4.22 4.13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32 3.42 3.33 3.33 3.26 3.34 3.31

비프라임 (1,998) 3.40 3.39 3.31 3.37 3.35 3.40 3.37

성별
남성 (1,161) 3.42 3.41 3.35 3.41 3.40 3.43 3.43

여성 (1,138) 3.36 3.38 3.28 3.32 3.27 3.36 3.30

학년

1학년 (637) 3.56 3.59 3.49 3.52 3.49 3.56 3.52

2학년 (633) 3.31 3.33 3.22 3.30 3.26 3.32 3.30

3학년 (547) 3.35 3.33 3.23 3.31 3.29 3.34 3.31

4학년 (482) 3.33 3.30 3.30 3.32 3.29 3.3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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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원별 중요도 분석

1) 교육서비스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서비스 차원 중 전공과정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음.

<그림 2-25> 차원별 중요도 분석_교육서비스

n=2,299 (단위 : %)

50.5%

2.2%2.1%

11.7% 13.0%

20.1%

교양과정 전공과정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학사제도/
학생지도

학습 지원 교육의 질

※ 무응답은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음.

○ 응답자 특성에 상관없이 전공과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경호스포

츠대학에서는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라는 응답도 비교적 높았음.

<표 2-23> 차원별 중요도 분석_교육서비스

n=2,299 (단위 : 명, %)

구 분 빈도
교양
과정

전공
과정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학습
지원

교육의
질

무응답

전체 (2,299) 2.1% 50.5% 2.2% 11.7% 13.0% 20.1% 0.4%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2.1% 55.3% 2.5% 11.2% 9.6% 18.6% 0.7%
항공대학 (301) 2.0% 49.2% 2.7% 11.6% 14.6% 19.9%  
보건대학 (501) 2.6% 50.5% 2.0% 11.8% 14.2% 18.6% 0.4%
간호대학 (345) 0.9% 50.7% 2.0% 10.4% 13.3% 22.0% 0.6%
사회과학대학 (512) 2.0% 49.0% 2.5% 10.5% 12.7% 23.0% 0.2%
경호스포츠대학 (204) 3.4% 46.1% 1.0% 18.1% 14.7% 16.2% 0.5%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2.0% 49.2% 2.7% 11.6% 14.6% 19.9%  
비프라임 (1,998) 2.1% 50.8% 2.2% 11.8% 12.7% 20.1% 0.5%

성별
남성 (1,161) 1.9% 50.0% 2.6% 12.1% 12.0% 21.1% 0.4%
여성 (1,138) 2.3% 51.1% 1.8% 11.4% 14.0% 19.0% 0.4%

학년

1학년 (637) 2.4% 54.2% 1.6% 9.6% 13.5% 18.4% 0.5%
2학년 (633) 2.7% 48.5% 1.9% 13.0% 13.7% 19.9% 0.3%
3학년 (547) 1.3% 52.1% 3.1% 11.9% 12.4% 19.2%  
4학년 (482) 1.9% 46.7% 2.5% 12.9% 11.8% 23.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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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설

○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스쿨버스 운영 수준, 강의실 및 실험실 보유 시설, 스터

디룸, 독서실 등 학습 공간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26> 차원별 중요도 분석_교육시설

n=2,299 (단위 : %)

2.4%

6.4%

4.8%

4.0%

2.9%

1.7%

1.8%

5.0%

20.7%

9.6%

12.6%

17.7%

3.2%

5.7%

강의실 및 실험실의 보유 시설

강의실 및 실험실의 규모

도서관 환경 및 도서대여 서비스

스터디룸, 독서실 등 학습 공간

스쿨버스 운영 수준

학생 자치공간

실내체육관 시설

야외 체육시설

학생 휴식공간

생활관 시설

학교 식당

교내 편의시설

정보화시설

교내 캠퍼스 환경

※ 무응답은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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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에 상관없이 스쿨버스 운영 수준이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항공대학에서는 강의실 및 실험실의 보유시설이 가장 높았음.

<표 2-24> 차원별 중요도 분석_교육시설

n=2,299 (단위 : 명, %)

구 분 빈도

강의실 
및 

실험실의  
보유시설

강의실 
및 

실험실의 
규모

도서관 
환경 및 
도서대여 
서비스

스터디룸, 
독서실 

등 
학습공간

스쿨버스 
운영 
수준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의 
학생  

자치공간

실내체육
관 시설

전체 (2,299) 17.7% 5.7% 3.2% 12.6% 20.7% 5.0% 1.8%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18.6% 4.8% 2.1% 7.8% 20.6% 9.4% 2.8%
항공대학 (301) 26.6% 6.0% 3.0% 12.3% 16.6% 4.7% 1.0%
보건대학 (501) 18.0% 6.6% 3.4% 11.8% 25.1% 2.2% 2.0%
간호대학 (345) 18.6% 4.6% 4.6% 22.9% 23.5% 3.5% 0.6%
사회과학대학 (512) 15.0% 5.5% 3.9% 14.1% 19.1% 4.5% 1.2%
경호스포츠대학 (204) 7.8% 7.4% 1.5% 4.4% 15.2% 6.9% 4.4%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26.6% 6.0% 3.0% 12.3% 16.6% 4.7% 1.0%
비프라임 (1,998) 16.4% 5.7% 3.3% 12.7% 21.3% 5.1% 2.0%

성별
남성 (1,161) 18.1% 6.6% 2.8% 10.9% 16.6% 5.9% 2.8%
여성 (1,138) 17.4% 4.7% 3.7% 14.4% 24.9% 4.0% 0.8%

학년

1학년 (637) 18.1% 5.5% 2.4% 11.3% 21.0% 3.9% 2.0%
2학년 (633) 18.3% 6.3% 3.8% 11.7% 22.4% 5.2% 1.7%
3학년 (547) 16.5% 4.8% 3.3% 14.4% 20.3% 5.3% 1.6%
4학년 (482) 18.0% 6.2% 3.5% 13.5% 18.5% 5.8% 1.9%

구 분
야외

체육시설

휴게실,
벤치 등
학생

휴식공간

생활관
시설

학교
식당

매점,
분식점,
커피숍,
서점 등
교내

편의시설

교내
멀티미디
이시설,
Wi-Fi 등
정보화
시설

조명, 
조경, 

통행료 등
교내

캠퍼스
환경

무응답

전체 2.4% 6.4% 4.8% 4.0% 9.6% 2.9% 1.7% 1.4%

학과(부)

IT에너지대학 3.0% 4.8% 5.0% 3.4% 10.6% 3.9% 1.6% 1.6%
항공대학 1.0% 6.3% 6.0% 5.0% 6.6% 3.3% 1.3% 0.3%
보건대학 1.2% 6.0% 3.2% 4.6% 11.8% 1.6% 1.8% 0.8%
간호대학 0.9% 2.0% 1.7% 2.6% 9.3% 1.7% 0.6% 2.9%
사회과학대학 3.9% 10.4% 4.5% 2.9% 7.8% 2.9% 2.5% 1.8%
경호스포츠대학 5.4% 8.8% 12.3% 6.9% 11.3% 5.4% 2.0% 0.5%

프라임
사업

프라임 1.0% 6.3% 6.0% 5.0% 6.6% 3.3% 1.3% 0.3%
비프라임 2.7% 6.5% 4.6% 3.8% 10.0% 2.9% 1.8% 1.6%

성별
남성 4.4% 6.5% 6.8% 4.2% 7.4% 3.4% 1.8% 1.6%
여성 0.4% 6.3% 2.7% 3.7% 11.8% 2.4% 1.6% 1.1%

학년

1학년 2.0% 6.3% 7.5% 3.3% 9.6% 4.6% 2.0% 0.5%
2학년 2.1% 5.7% 3.3% 4.1% 8.5% 2.5% 2.7% 1.6%
3학년 2.2% 8.6% 4.4% 3.7% 10.4% 2.0% 0.5% 2.0%
4학년 3.7% 5.2% 3.5% 5.0% 10.0% 2.3% 1.2% 1.7%



Ⅱ. 조사 결과

2016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재학생) 보고서 / 73 

3) 행정서비스

○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학생을 친절하게 대

하는 응대성, 업무처리의 신속성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27> 차원별 중요도 분석_행정서비스

n=2,299 (단위 : %)

19.7%

23.1%

11.7%

22.4%22.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

업무처리의
신속성

학생을
친절하게 대하는

응대성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
적극성

※ 무응답은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음.

○ 학과(부)별 IT에너지대학은 업무처리 신속성, 항공대학, 사회과학대학, 경호스

포츠대학은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보건대학, 간호대학은 학생을 친

절하게 대하는 응대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음.

<표 2-25> 차원별 중요도 분석_행정서비스

n=2,299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

업무
처리의
신속성

학생을
친절하게
대하는
응대성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
적극성

무응답

전체 (2,299) 11.7% 22.2% 22.4% 23.1% 19.7% 1.0%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12.6% 23.9% 19.5% 22.2% 19.5% 2.3%
항공대학 (301) 9.6% 20.3% 22.6% 22.9% 24.6%  
보건대학 (501) 11.8% 22.0% 25.1% 21.0% 19.8% 0.4%
간호대학 (345) 11.3% 22.9% 24.6% 20.6% 18.8% 1.7%
사회과학대학 (512) 13.5% 21.7% 21.5% 22.1% 20.7% 0.6%
경호스포츠대학 (204) 8.3% 22.5% 19.6% 37.7% 11.3% 0.5%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9.6% 20.3% 22.6% 22.9% 24.6%  
비프라임 (1,998) 12.0% 22.5% 22.3% 23.2% 18.9% 1.1%

성별
남성 (1,161) 11.3% 23.8% 19.7% 26.4% 17.8% 1.0%
여성 (1,138) 12.0% 20.7% 25.0% 19.9% 21.5% 0.9%

학년

1학년 (637) 10.4% 18.4% 23.4% 25.6% 21.5% 0.8%
2학년 (633) 12.8% 21.0% 23.5% 21.3% 20.9% 0.5%
3학년 (547) 13.0% 24.5% 21.2% 21.8% 18.5% 1.1%
4학년 (482) 10.4% 26.3% 20.7% 23.9% 17.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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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창업 지원

○ 취업/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인턴십 등 현장체험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그림 2-28> 차원별 중요도 분석_취업/창업 지원

n=2,299 (단위 : %)

45.5%

19.8%
22.6%

8.7%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현장실습, 인턴십 등
현장체험 교육 기회 제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무응답은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음.

○ 응답자 특성에 상관없이 현장실습, 인턴십 등 현장체험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표 2-26> 차원별 중요도 분석_취업/창업 지원

n=2,299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현장실습,
인턴십 등
현장체험
교육 기회

제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무응답

전체 (2,299) 22.6% 45.5% 19.8% 8.7% 3.5%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23.2% 40.8% 18.6% 10.6% 6.9%
항공대학 (301) 16.9% 52.5% 20.6% 7.6% 2.3%
보건대학 (501) 24.2% 47.1% 17.8% 7.0% 4.0%
간호대학 (345) 22.3% 50.1% 20.3% 5.2% 2.0%
사회과학대학 (512) 24.0% 44.7% 21.5% 8.4% 1.4%
경호스포츠대학 (204) 23.0% 34.8% 21.1% 16.7% 4.4%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16.9% 52.5% 20.6% 7.6% 2.3%
비프라임 (1,998) 23.5% 44.4% 19.7% 8.8% 3.7%

성별
남성 (1,161) 22.0% 40.6% 21.8% 11.2% 4.5%
여성 (1,138) 23.3% 50.4% 17.8% 6.1% 2.5%

학년

1학년 (637) 19.0% 49.3% 21.4% 7.7% 2.7%
2학년 (633) 22.1% 49.9% 15.8% 8.8% 3.3%
3학년 (547) 25.6% 39.7% 20.8% 8.8% 5.1%
4학년 (482) 24.7% 41.1% 21.8% 9.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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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

1) 교양과정

○ 교육서비스 차원의 교양과정은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진행, 사회구성원/직업

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습득, 출석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29>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_교양과정

n=2,299 (단위 : %)

7.3%7.0%
9.7%

16.0%

20.5%

14.9%

8.0%

15.4%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출석관리 교수의
전문지식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진행

사회구성원/
직업인으로서

필요 지식
습득

사회구성원/
직업인으로서

필요 인성
함양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배양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 무응답은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음.

○ 학과(부)별 교양과정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를 보임.

<표 2-27>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_교양과정

n=2,299 (단위 : 명, %)

구 분 빈도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출석
관리

교수의
전문
지식

교육
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사회
구성원

및
직업인
으로서
필요한
지식습득

사회
구성원

및
직업인
으로서
필요한
인성함양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무응답

전체 (2,299) 14.9% 15.4% 8.0% 20.5% 16.0% 9.7% 7.0% 7.3% 1.3%

학과
(부)

IT에너지대학 (436) 13.5% 18.8% 10.8% 18.1% 15.6% 6.7% 9.2% 6.4% 0.9%
항공대학 (301) 16.3% 8.3% 9.6% 19.3% 19.3% 15.0% 5.0% 6.0% 1.3%
보건대학 (501) 17.4% 13.8% 5.6% 21.0% 16.8% 9.8% 6.2% 7.4% 2.2%
간호대학 (345) 15.4% 9.3% 7.8% 18.6% 21.2% 11.3% 7.8% 7.5% 1.2%
사회과학대학 (512) 14.3% 18.0% 6.6% 26.2% 11.3% 8.0% 7.4% 7.0% 1.2%
경호스포츠대학 (204) 10.3% 27.0% 9.3% 15.2% 12.7% 9.3% 4.4% 10.8% 1.0%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16.3% 8.3% 9.6% 19.3% 19.3% 15.0% 5.0% 6.0% 1.3%
비프라임 (1,998) 14.7% 16.5% 7.8% 20.7% 15.5% 8.9% 7.3% 7.5% 1.4%

성별
남성 (1,161) 12.6% 18.6% 7.9% 18.3% 14.9% 10.1% 8.1% 8.2% 1.3%
여성 (1,138) 17.2% 12.2% 8.1% 22.7% 17.0% 9.2% 5.8% 6.3% 1.4%

학년

1학년 (637) 12.2% 20.3% 5.3% 19.2% 17.3% 10.0% 7.1% 7.7% 0.9%
2학년 (633) 15.0% 15.5% 7.0% 19.9% 14.8% 10.7% 8.2% 7.7% 1.1%
3학년 (547) 15.7% 12.4% 10.4% 22.5% 16.6% 7.7% 6.6% 6.9% 1.1%
4학년 (482) 17.2% 12.4% 10.2% 20.7% 14.9% 10.0% 5.6% 6.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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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과정

○ 교육서비스 차원의 전공과정은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에 대한 중

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30>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_전공과정

n=2,299 (단위 : %)

1.2%

4.0%

3.9%

7.3%

8.0%

10.4%

11.0%

37.3%

4.7%

12.0%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 습득

출석관리

교수의 전문지식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실습, 견학, 인턴십 등 연장학습활동

프로젝트팀 등의 소그룹단위 교육

전공과목 학스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 무응답은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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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에 상관없이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이라는 응답이 가

장 높은 가운데, 경호스포츠대학에서는 출석관리라는 응답도 비교적 높았음.

<표 2-28>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_전공과정

n=2,299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산업체에서
활용가능한
전문지식

습득

출석관리
교수의

전문지식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전체 (2,299) 10.4% 7.3% 8.0% 11.0% 37.3%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14.9% 7.3% 8.9% 9.4% 32.6%
항공대학 (301) 13.0% 5.0% 8.0% 8.3% 33.9%
보건대학 (501) 10.6% 4.6% 8.8% 11.4% 39.7%
간호대학 (345) 11.6% 3.5% 6.1% 10.7% 47.2%
사회과학대학 (512) 5.1% 9.2% 7.2% 14.5% 40.6%
경호스포츠대학 (204) 7.4% 19.1% 9.3% 9.3% 21.6%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13.0% 5.0% 8.0% 8.3% 33.9%
비프라임 (1,998) 10.0% 7.7% 8.0% 11.4% 37.8%

성별
남성 (1,161) 12.0% 10.2% 7.1% 9.9% 33.9%
여성 (1,138) 8.7% 4.3% 9.0% 12.1% 40.9%

학년

1학년 (637) 9.7% 8.5% 5.8% 10.4% 38.5%
2학년 (633) 11.2% 7.1% 7.9% 10.0% 36.5%
3학년 (547) 9.3% 6.2% 9.7% 11.9% 36.6%
4학년 (482) 11.2% 7.3% 9.1% 12.2% 37.8%

구 분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실습, 견학,
인턴십 등
현장학습

활동

프로젝트
팀 등의

소그룹단위
교육

전공과목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무응답

전체 4.7% 12.0% 1.2% 4.0% 3.9% 0.2%

학과(부)

IT에너지대학 7.1% 11.0% 1.4% 3.9% 3.0% 0.5%
항공대학 3.7% 16.9% 1.3% 6.3% 3.3% 0.3%
보건대학 3.4% 12.4% 0.6% 4.0% 4.6%  
간호대학 3.5% 12.2%  2.6% 2.3% 0.3%
사회과학대학 5.3% 9.0% 2.0% 4.3% 2.9%  
경호스포츠대학 4.9% 13.7% 2.0% 2.9% 9.8%  

프라임
사업

프라임 3.7% 16.9% 1.3% 6.3% 3.3% 0.3%
비프라임 4.9% 11.3% 1.2% 3.7% 4.0% 0.2%

성별
남성 6.0% 9.5% 2.1% 4.6% 4.6% 0.3%
여성 3.3% 14.7% 0.3% 3.5% 3.2% 0.1%

학년

1학년 3.9% 13.0% 0.6% 4.9% 4.6% 0.2%
2학년 5.4% 14.1% 0.6% 4.4% 2.7% 0.2%
3학년 5.7% 12.2% 1.8% 2.7% 3.8%  
4학년 3.7% 7.9% 1.9% 3.9% 4.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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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교육서비스 차원의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은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에 대한 중

요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그림 2-31>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_비교과 교육프로그램

n=2,299 (단위 : %)

20.1%

37.0%

22.4%
19.7%

프로그램의 다양성 학습과의 연동성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 무응답은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음.

○ 응답자 특성에 상관없이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

데, 경호스포츠대학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라는 응답도 비교적 높았음.

<표 2-29>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_비교과 교육프로그램

n=2,299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학습과의
연동성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무응답

전체 (2,299) 22.4% 20.1% 37.0% 19.7% 0.8%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22.7% 24.8% 33.9% 17.9% 0.7%
항공대학 (301) 21.6% 15.3% 41.2% 21.3% 0.7%
보건대학 (501) 21.4% 20.2% 37.1% 21.2% 0.2%
간호대학 (345) 21.2% 19.7% 35.7% 22.0% 1.4%
사회과학대학 (512) 22.7% 18.8% 39.8% 17.6% 1.2%
경호스포츠대학 (204) 26.5% 21.6% 31.9% 19.1% 1.0%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21.6% 15.3% 41.2% 21.3% 0.7%
비프라임 (1,998) 22.5% 20.9% 36.3% 19.5% 0.9%

성별
남성 (1,161) 22.1% 21.6% 35.4% 19.6% 1.2%
여성 (1,138) 22.6% 18.6% 38.6% 19.8% 0.4%

학년

1학년 (637) 21.0% 22.0% 37.0% 19.3% 0.6%
2학년 (633) 22.4% 20.7% 35.5% 20.7% 0.6%
3학년 (547) 23.4% 19.0% 37.1% 19.6% 0.9%
4학년 (482) 22.8% 18.3% 38.6% 19.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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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제도/학생지도

○ 교육서비스 차원의 학사제도/학생지도는 취업 및 진로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

실한 지원,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제도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음.

<그림 2-32>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_학사제도/학생지도

n=2,299 (단위 : %)

4.1%

42.3%

5.9%

39.2%

6.7%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대학생활
상담 창구 지원

※ 무응답은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음.

○ 응답자 특성에 상관없이 취업 및 진로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이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보건대학, 간호학과에서는 체계적이고 다양

한 장학금제도라는 응답도 가장 높았음.

<표 2-30>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_학사제도/학생지도
n=2,299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취업 및
진로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대학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지원

무응답

전체 (2,299) 5.9% 6.7% 39.2% 42.3% 4.1% 1.7%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6.7% 6.9% 31.7% 46.6% 6.7% 1.6%
항공대학 (301) 5.0% 5.0% 38.9% 47.8% 2.3% 1.0%
보건대학 (501) 5.6% 7.0% 45.1% 35.9% 2.8% 3.6%
간호대학 (345) 3.8% 9.9% 49.9% 33.6% 2.0% 0.9%
사회과학대학 (512) 7.2% 4.9% 38.1% 43.4% 5.5% 1.0%
경호스포츠대학 (204) 6.4% 7.8% 26.5% 52.9% 4.9% 1.5%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5.0% 5.0% 38.9% 47.8% 2.3% 1.0%
비프라임 (1,998) 6.0% 7.0% 39.3% 41.5% 4.4% 1.8%

성별
남성 (1,161) 6.3% 7.9% 32.2% 46.4% 5.2% 2.0%
여성 (1,138) 5.4% 5.5% 46.4% 38.1% 3.1% 1.4%

학년

1학년 (637) 5.2% 4.6% 42.5% 43.2% 3.5% 1.1%
2학년 (633) 5.7% 7.1% 38.2% 43.4% 4.1% 1.4%
3학년 (547) 5.7% 7.7% 38.0% 42.4% 4.6% 1.6%
4학년 (482) 7.3% 8.1% 37.6% 39.6% 4.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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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지원

○ 교육서비스 차원의 학습지원은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음.

<그림 2-33>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_학습지원

n=2,299 (단위 : %)

44.3%

30.7%

12.9%
10.3%

특강/워크샵
개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 활동

이러닝
콘텐츠 제공

※ 무응답은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음.

○ 응답자 특성에 상관없이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

데, 간호대학에서는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라는 응답도 비교

적 높았음.

<표 2-31>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_학습지원

n=2,299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학습능력에
도움을 주는
특강이나
워크샵
개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

활동

자가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러닝
콘텐츠 
제공

무응답

전체 (2,299) 12.9% 44.3% 30.7% 10.3% 1.8%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14.9% 40.6% 31.0% 11.7% 1.8%
항공대학 (301) 12.0% 47.2% 30.9% 7.3% 2.7%
보건대학 (501) 15.0% 42.5% 31.3% 8.8% 2.4%
간호대학 (345) 8.1% 44.1% 38.6% 6.7% 2.6%
사회과학대학 (512) 13.9% 46.7% 25.2% 14.1% 0.2%
경호스포츠대학 (204) 10.8% 47.1% 28.4% 12.3% 1.5%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12.0% 47.2% 30.9% 7.3% 2.7%
비프라임 (1,998) 13.1% 43.9% 30.6% 10.8% 1.7%

성별
남성 (1,161) 13.7% 43.8% 29.2% 11.3% 2.0%
여성 (1,138) 12.1% 44.8% 32.2% 9.3% 1.6%

학년

1학년 (637) 12.9% 47.9% 28.1% 9.3% 1.9%
2학년 (633) 10.7% 42.3% 34.8% 10.7% 1.4%
3학년 (547) 13.2% 44.2% 29.6% 11.7% 1.3%
4학년 (482) 15.6% 42.3% 29.9% 9.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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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의 질

○ 교육서비스 차원의 교육의 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진행에 대한 중요

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34>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_교육의 질

n=2,299 (단위 : %)

12.1%

4.2%

12.0%

34.8%

13.6%

22.8%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수업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

사용

과제/시험에 대해
담당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 무응답은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음.

○ 응답자 특성에 상관없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진행이라는 응답이 전반적

으로 높은 가운데, IT에너지대학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

의 수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표 2-32> 교육서비스 차원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_교육의 질

n=2,299 (단위 : 명, %)

구 분 빈도

고교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과
기법 
사용

과제나
시험에
대해

담당교수로
부터의
피드백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무응답

전체 (2,299) 34.8% 22.8% 13.6% 12.0% 4.2% 12.1% 0.5%

학과(부)

IT에너지대학 (436) 25.7% 26.1% 18.1% 14.2% 5.5% 9.9% 0.5%
항공대학 (301) 39.9% 19.9% 13.0% 10.0% 3.0% 14.3%  
보건대학 (501) 38.1% 21.4% 14.0% 10.6% 3.2% 12.2% 0.6%
간호대학 (345) 36.2% 28.1% 8.7% 12.2% 2.9% 10.7% 1.2%
사회과학대학 (512) 37.5% 22.5% 12.3% 11.5% 4.1% 11.7% 0.4%
경호스포츠대학 (204) 29.9% 15.2% 15.2% 14.7% 7.8% 16.7% 0.5%

프라임
사업

프라임 (301) 39.9% 19.9% 13.0% 10.0% 3.0% 14.3%  
비프라임 (1,998) 34.1% 23.2% 13.7% 12.3% 4.4% 11.8% 0.6%

성별
남성 (1,161) 32.5% 21.9% 16.5% 12.1% 4.8% 11.8% 0.3%
여성 (1,138) 37.3% 23.7% 10.5% 11.9% 3.5% 12.4% 0.7%

학년

1학년 (637) 36.1% 24.0% 13.0% 10.7% 3.6% 11.9% 0.6%
2학년 (633) 38.4% 21.8% 12.2% 12.5% 3.2% 11.7% 0.3%
3학년 (547) 32.7% 21.4% 13.9% 12.6% 5.3% 13.7% 0.4%
4학년 (482) 30.9% 24.1% 15.8% 12.4% 5.0% 1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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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서비스 세부 속성 중요도 분석

○ 교육서비스 차원을 구성하는 6개 요인, 37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6개 요인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35> 교육서비스 세부 속성 중요도 분석

n=2,299 (단위 : %)

교양
차원
(8)

0.2%

5.2%

3.7%

5.6%

18.9%

2.4%

6.1%

0.6%

2.0%

2.0%

0.5%

0.4%

0.8%

0.4%

0.7%

0.8%

4.6%

5.0%

0.5%

1.7%

5.7%

4.0%

1.3%

7.0%

4.6%

2.7%

2.4%

0.8%

2.4%

0.3%

0.2%

0.3%

0.4%

4.0%

0.3%

0.2%

0.1%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출석관리

교수의 전문지식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진행

사회구성원/직업인으로서 필요 지식 습득

사회구성원/직업인으로서 필요 인성 함양

문제해결능력/창의적 사고 배양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 습득

출석관리

교수의 전문지식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실습, 견학, 인턴십 등 연장학습활동

프로젝트팀 등의 소그룹단위 교육

전공과목 학스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프로그램의 다양성

학습과의 연동성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복수전공/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대학생활 상담 창구 지원

특강/워크샵 개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 활동

이러닝 콘텐츠 제공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수업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 사용

과제/시험에 대해 담당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전공
차원
(10)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4)

학사제도
학생지도

(5)

학습지원
(4)

교육의
질
(6)

※ 세부 속성 중요도 = (각 항목별 중요도 × 해당 요인의 중요도)

예)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0.3%) = (14.9%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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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족도 제고를 위한 분석

1) 차원별 가치 발굴

① 교육시설

○ Klein Grid 분석 결과, 교육시설의 핵심 고객 가치는 학습공간, 교내 편의시

설이며, 기본 고객 가치는 스쿨버스, 강의실/실험실 시설로 나타남.

○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휴식공간, 학생자치공간, 정보화시설, 캠퍼스환경,

실내체육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6> 차원별 가치 발굴_교육시설

n=2,299

학습 공간

스쿨버스

학생 자치공간

교내 편의시설

강의실/실험실 시설

강의실/실험실 규모

도서관

실내체육관야외 체육시설

휴식공간

생활관

교내식당

정보화시설

캠퍼스 환경

상대적 중요도

중
요
도

기본 고객 가치

무관심 영역 잠재 고객 가치

핵심 고객 가치

※ 중요도 : 직접 측정된 속성 중요도

※ 상대적 중요도 :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된 중요도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도출. 이하 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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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서비스

○ 행정서비스의 핵심 고객 가치는 응대성, 신뢰성이며, 기본 고객 가치는 신속

성으로 나타남.

○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7> 차원별 가치 발굴_행정서비스

n=2,299

전문성

신속성

응대성
신뢰성

적극성

상대적 중요도

중
요
도

기본 고객 가치

무관심 영역 잠재 고객 가치

핵심 고객 가치



Ⅱ. 조사 결과

2016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재학생) 보고서 / 85 

③ 취업/창업 지원

○ 취업/창업 지원의 핵심 고객 가치는 나타나지 않아 필수적인 서비스로 생각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투

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8> 차원별 가치 발굴_취업/창업 지원

n=2,299

취업 정보 제공

현장체험 기회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상대적 중요도

중
요
도

기본 고객 가치

무관심 영역 잠재 고객 가치

핵심 고객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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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서비스 차원 내 요소별 가치 발굴

① 교양과정

○ 교양과정에 대한 핵심 가치는 지식 습득이며, 기본 가치는 적절한 강의진행,

다양한 편성으로 나타남.

○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교수와의 소통, 문제해결 능력을 위한 투자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9> 교육서비스 차원 내 요소별 가치 발굴_교양과정

n=2,299

지식 습득

인성 함양

다양한 편성

출석관리

교수 전문성

적절한 강의진행

문제해결능력

교수와의 소통

상대적 중요도

중
요
도

기본 고객 가치

무관심 영역 잠재 고객 가치

핵심 고객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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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공과정

○ 전공과정에 대한 핵심 가치는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적인 지식, 교육목적에 맞는 적절한 강의진행이며, 기본 가

치는 실습, 견학, 인턴십 등 현장학습 활동으로 나타남.

○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실용적 과제, 교수와의 소통, 문제해결 능력을 위

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40> 교육서비스 차원 내 요소별 가치 발굴_전공과정

n=2,299

산업체 활용가능

지식

교수의 전문성

적절한 강의 진행

전공지식 습득

문제해결능력

현장학습활동

소그룹단위 교육

실용적 과제
교수와의 소통

상대적 중요도

중
요
도

기본 고객 가치

무관심 영역 잠재 고객 가치

핵심 고객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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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가치는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 도움으

로 나타남.

○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투

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41> 교육서비스 차원 내 요소별 가치 발굴_비교과 교육프로그램

n=2,299

프로그램 다양성

학습 연동성

자기계발 도움

학교의 지원

상대적 중요도

중
요
도

기본 고객 가치

무관심 영역 잠재 고객 가치

핵심 고객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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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사제도/학생지도

○ 학사제도/학생지도에 대한 핵심 가치는 취업/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

한 지원이며, 기본 가치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로 나타남.

○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대학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42> 교육서비스 차원 내 요소별 가치 발굴_학사제도/학생지도

n=2,299

유연한 학사제도

재수강 제도

장학금 제도

취업/진로 지원

상담 창구

상대적 중요도

중
요
도

기본 고객 가치

무관심 영역 잠재 고객 가치

핵심 고객 가치



Ⅱ. 조사 결과

2016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재학생) 보고서 / 90 

⑤ 학습지원

○ 학습지원의 핵심 고객 가치는 학습공동체 지원,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 활동으로 나타남.

○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러닝 콘텐츠 제공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43> 교육서비스 차원 내 요소별 가치 발굴_학습지원

n=2,299

특강/워크샵 개최

학습공동체 지원

기자재 제공/대여

이러닝 콘텐츠 제공

상대적 중요도

중
요
도

기본 고객 가치

무관심 영역 잠재 고객 가치

핵심 고객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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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의 질

○ 교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이 교육의 질에 대한 핵

심 고객 가치로 나타났으며,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기본 고객 가치로 나타남.

○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강의평가 항목 구성

의 적절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44> 교육서비스 차원 내 요소별 가치 발굴_교육의 질

n=2,299

성적 평가 기준

체계적 강의 진행

학습자 수준 반영

적절한 수업방법
과제/시험 피드백

적절한 강의평가

항목

상대적 중요도

중
요
도

기본 고객 가치

무관심 영역 잠재 고객 가치

핵심 고객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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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

① 교육시설

○ 상관계수(R)가 0.826으로 상관계수가 높으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680으로

나타나 결정계수 모형이 좋은 것으로 분석됨.

<표 2-33>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_모형요약_교육시설

모형 상관계수(R) 설명력(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826a 0.682 0.680 0.50637

a. 예측값: (상수), 조명, 조경, 통행로 등 교내 컴퍼스 환경, 스쿨버스 운영 수준, 생활관 시
설, 도서관 환경 및 도서대여 서비스, 학교 식당, 강의실 및 실험실의 보유 시설, 교내 
멀티미디어시설, Wi-Fi 등 정보화 시설, 야외 체육시설,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의 학생 
자치공간, 매점, 분식점, 커피숍, 서점 등 교내 편의시설, 스터디룸, 독서실 등 학습 공
간, 휴게실, 벤처 등 학생 휴식공간, 강의실 및 실험실의 규모, 실내체육관 시설

b. 종속변수: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2-34>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산분석_교육시설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1,225.092 14 87.507 341.269 0.000
잔차 572.319 2,232 0.256 　 　
합계 1,797.411 2,246 　 　 　

○ 교육시설 차원의 유의한 항목들 중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으로 학생 휴식공간(0.145), 스쿨버스 운영 수준(0.134), 교내 편의시

설(0.122), 교내 캠퍼스 환경(0.110) 등의 순임.

<표 2-35>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계수)_교육시설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136 0.054 　 -2.516 0.012
강의실 및 실험실의 보유 시설 0.073 0.021 0.070 3.475 0.001
강의실 및 실험실의 규모 0.068 0.022 0.064 3.121 0.002
도서관 환경 및 도서대여 서비스 0.038 0.017 0.037 2.201 0.028
스터디룸, 독서실 등 학습 공간 0.071 0.016 0.077 4.307 0.000
스쿨버스 운영 수준 0.107 0.012 0.134 9.150 0.000
학생 자치공간 0.080 0.017 0.083 4.598 0.000
실내체육관 시설 0.036 0.021 0.036 1.757 0.079
야외 체육시설 -0.011 0.020 -0.011 -0.553 0.580
학생 휴식공간 0.128 0.017 0.145 7.732 0.000
생활관 시설 0.077 0.014 0.088 5.418 0.000
학교 식당 0.086 0.015 0.094 5.923 0.000
교내 편의시설 0.108 0.015 0.122 6.958 0.000
정보화 시설 0.076 0.015 0.085 5.197 0.000
교내 컴퍼스 환경 0.108 0.016 0.110 6.63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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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서비스

○ 상관계수(R)가 0.831로 상관계수가 높으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689로

나타나 결정계수 모형이 좋은 것으로 분석됨.

<표 2-36>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_모형요약_행정서비스

모형 상관계수(R) 설명력(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831a 0.690 0.689 0.44749

a. 예측값: (상수),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의 적극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
성, 학생을 친절하게 대하는 응대성, 업무 처리의 신속성,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b. 종속변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직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2-37>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산분석_행정서비스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994.029 5 198.806 992.822 0.000

잔차 446.742 2,231 0.200 　 　

합계 1,440.771 2,236 　 　 　

○ 행정서비스 차원의 유의한 항목들 중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으로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의 적극성(0.229), 학생을 친절하게 

대하는 응대성(0.213),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0.202) 등의 순임.

<표 2-38>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계수)_행정서비스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318 0.045 　 7.114 0.000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 0.158 0.020 0.145 8.086 0.000

업무 처리의 신속성 0.151 0.019 0.154 7.749 0.000

학생을 친절하게 대하는
응대성 0.189 0.018 0.213 10.622 0.000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0.189 0.022 0.202 8.708 0.000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의 적극성 0.210 0.020 0.229 10.38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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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업/창업 지원활동

○ 상관계수(R)가 0.876으로 상관계수가 높으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767로

나타나 결정계수 모형이 좋은 것으로 분석됨.

<표 2-39>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_모형요약_취업/창업 지원활동

모형 상관계수(R) 설명력(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876a 0.768 0.767 0.36696

a. 예측값: (상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인턴십 등 현장체험 교육 기회 제
공,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b. 종속변수: 취업/창업 지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2-40>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산분석_취업/창업 지원활동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1,010.326 4 252.582 1,875.752 0.000

잔차 305.535 2,269 0.135 　 　

합계 1,315.861 2,273 　 　 　

○ 취업/창업 지원활동 차원의 유의한 항목들 중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통해 가

장 영향력 있는 모형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0.284), 취업 지원 프로그

램 운영(0.280), 현장체험 교육 기회 제공(0.228),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0.194)

의 순임.

<표 2-41>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계수)_취업/창업 지원활동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198 0.036 　 5.498 0.000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0.192 0.016 0.194 11.876 0.000

현장체험 교육 기회 제공 0.210 0.014 0.228 14.610 0.000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0.270 0.018 0.280 14.789 0.000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0.279 0.017 0.284 16.18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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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서비스 차원 내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

① 교양과정

○ 상관계수(R)가 0.703으로 상관계수가 높으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493으로

나타남.

<표 2-42>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_모형요약_교양과정

모형 상관계수(R) 설명력(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703a 0.495 0.493 0.60472

a. 예측값: (상수),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 
출석관리,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교수의 전문지식,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습득

b. 종속변수: 교양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2-43>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산분석_교양과정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811.426 8 101.428 277.364 0.000

잔차 829.012 2,267 0.366 　 　

합계 1,640.438 2,275 　 　 　

○ 교육서비스 차원 내 교양 요인의 유의한 항목들 중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통

해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으로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0.329),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0.153),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0.152) 등의 순임.

<표 2-44>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계수)_교양과정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479 0.067 　 7.107 0.000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0.317 0.020 0.329 16.101 0.000

출석관리 -0.008 0.019 -0.008 -0.424 0.672

교수의 전문지식 0.054 0.025 0.051 2.123 0.034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0.053 0.026 0.051 2.078 0.038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습득 0.082 0.025 0.081 3.294 0.001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 0.039 0.014 0.053 2.825 0.005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0.151 0.024 0.152 6.257 0.000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0.144 0.020 0.153 7.29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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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공과정

○ 상관계수(R)가 0.807로 상관계수가 높으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650으로

나타나 결정계수 모형이 좋은 것으로 분석됨.

<표 2-45>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_모형요약_전공과정

모형 상관계수(R) 설명력(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807a 0.651 0.650 0.48921

a. 예측값: (상수),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현장학습활동, 출석관리,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의 습득, 교수의 전문지식,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소그룹단위 교
육,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전공과목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제,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b. 종속변수: 전공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2-46>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산분석_전공과정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1,008.603 10 100.860 421.428 0.000
잔차 539.928 2,256 0.239 　 　
합계 1,548.531 2,266 　 　 　

○ 교육서비스 차원 내 전공 요인의 유의한 항목들 중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통

해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으로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0.172), 전공분야에 필요

한 전공지식 습득(0.166),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의 습득(0.163) 등

의 순임.

<표 2-47>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계수)_전공과정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200 0.056 　 3.582 0.000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의 습득 0.158 0.018 0.163 8.608 0.000

출석관리 0.024 0.018 0.024 1.339 0.181

교수의 전문지식 0.051 0.022 0.049 2.312 0.021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0.116 0.024 0.115 4.918 0.000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0.167 0.023 0.166 7.282 0.000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0.100 0.019 0.104 5.119 0.000

현장학습활동 0.070 0.016 0.082 4.366 0.000

소그룹단위 교육 0.028 0.019 0.030 1.446 0.148
전공과목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제 0.071 0.020 0.077 3.622 0.000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0.158 0.017 0.172 9.091 0.000



Ⅱ. 조사 결과

2016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재학생) 보고서 / 97 

③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상관계수(R)가 0.846으로 상관계수가 높으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715로

나타나 결정계수 모형이 좋은 것으로 분석됨.

<표 2-48>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_모형요약_비교과 교육프로그램

모형 상관계수(R) 설명력(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846a 0.716 0.715 0.42463

a. 예측값: (상수),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학습과의 연동성, 프로그램의 다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b. 종속변수: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표 2-49>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산분석_비교과 교육프로그램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1,036.079 4 259.020 1,436.528 0.000

잔차 411.827 2,284 0.180 　 　

합계 1,447.907 2,288 　 　 　

○ 교육서비스 차원 내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요인의 유의한 항목들 중 표준화계

수 베타값을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

과 지원(0.293), 학습과의 연동성(0.229),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의 도움 정

도(0.226), 프로그램의 다양성(0.210)의 순임.

<표 2-50>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계수)_비교과 교육프로그램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243 0.040 　 6.025 0.000

프로그램의 다양성 0.203 0.017 0.210 11.723 0.000

학습과의 연동성 0.226 0.018 0.229 12.399 0.000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0.217 0.018 0.226 12.024 0.000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0.274 0.016 0.293 16.59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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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사제도/학생지도

○ 상관계수(R)가 0.840으로 상관계수가 높으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706으로

나타나 결정계수 모형이 좋은 것으로 분석됨.

<표 2-51>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_모형요약_학사제도/학생지도

모형 상관계수(R) 설명력(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840a 0.706 0.706 0.42308

a. 예측값: (상수), 대학생할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지원, 체계적이고 다양
한 장학금 제도,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b. 종속변수: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2-52>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산분석_학사제도/학생지도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981.062 5 196.212 1,096.193 0.000

잔차 407.928 2,279 0.179 　 　

합계 1,388.991 2,284 　 　 　

○ 교육서비스 차원 내 학사제도/학생지도 요인의 유의한 항목들 중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으로 대학생할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지원(0.253),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0.234),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0.213) 등의 순임.

<표 2-53>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계수)_학사제도/학생지도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245 0.042 　 5.868 0.000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0.177 0.018 0.171 9.617 0.000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0.125 0.017 0.127 7.264 0.000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0.171 0.013 0.213 13.364 0.000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0.215 0.017 0.234 12.350 0.000

대학생할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지원

0.240 0.018 0.253 13.68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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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습지원

○ 상관계수(R)가 0.855로 상관계수가 높으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730으로

나타나 결정계수 모형이 좋은 것으로 분석됨.

<표 2-54>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_모형요약_학습지원

모형 상관계수(R) 설명력(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855a 0.730 0.730 0.40762

a. 예측값: (상수),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러닝 콘텐츠 제공,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특강이나 워크샵 개최,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활동, 실제적으로 도
움이 되는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b. 종속변수: 학습지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2-55>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산분석_학습지원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1,025.170 4 256.292 1,542.532 0.000

잔차 378.823 2,280 0.166 　 　

합계 1,403.993 2,284 　 　 　

○ 교육서비스 차원 내 학습지원 요인의 유의한 항목들 중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으로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러닝 콘텐츠 제

공(0.287),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활동(0.264),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0.253),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특강이나 워

크샵 개최(0.163)의 순임.

<표 2-56>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계수)_학습지원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203 0.040 　 5.113 0.000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특강이나 워크샵 개최 0.166 0.017 0.163 9.812 0.000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0.254 0.019 0.253 13.621 0.000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활동 0.246 0.016 0.264 15.278 0.000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러닝 콘텐츠 제공 0.282 0.017 0.287 16.19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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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의 질

○ 상관계수(R)가 0.833으로 상관계수가 높으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693으로

나타나 결정계수 모형이 좋은 것으로 분석됨.

<표 2-57>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_모형요약_교육의 질

모형 상관계수(R) 설명력(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833a 0.694 0.693 0.41494

a. 예측값: (상수),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과 기
법 사용, 과제나 시험에 대한 담당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학습
자 중심의 수업, 교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b. 종속변수: 교육의 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2-58>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산분석_교육의 질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886.902 6 147.817 858.513 0.000
잔차 391.877 2,276 0.172 　 　
합계 1,278.779 2,282 　 　 　

○ 교육서비스 차원 내 교육의 질 요인의 유의한 항목들 중 표준화계수 베타값

을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으로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0.250), 강의

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0.173), 교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

의 진행(0.160) 등의 순임.

<표 2-59> 회귀분석을 통한 만족 요인 분석(계수)_교육의 질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283 0.045 　 6.346 0.000

교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0.157 0.018 0.160 8.710 0.000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0.134 0.017 0.144 7.981 0.000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과 기법 사용 0.143 0.017 0.150 8.457 0.000

과제나 시험에 대한 담당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0.112 0.015 0.126 7.317 0.000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0.162 0.017 0.173 9.362 0.000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0.217 0.015 0.250 14.727 0.000



Ⅱ. 조사 결과

2016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재학생) 보고서 / 101 

9.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요인 도출

1) 차원별 가치 발굴

① 교육서비스

○ 교육서비스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중점 개선 영역에 포함된 요인은 프로그

램의 다양성, 학습과의 연동성,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의 관심과 지원, 복수전공/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체계적이고 다양

한 장학금 제도,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대학생활 상

담 창구 지원, 특강/워크샵 개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기자재 등의 제공/

대여 활동, 이러닝 콘텐츠 제공으로 나타남.

<그림 2-45> 차원별 가치 발굴_교육서비스

n=2,299

2_10

1_1

1_2

1_3

1_41_5

1_6

1_7

1_8

2_1

2_2

2_32_4

2_5

2_6

2_7

2_8

2_9

3_1
3_2

3_3

3_4

4_1

4_2

4_3

4_44_5

5_1

5_2

5_3
5_4

6_1
6_2

6_36_4

6_5

6_6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Ⅱ. 조사 결과

2016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재학생) 보고서 / 102 

<교양과정>

1_1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1_2  출석관리
1_3  교수의 전문지식 1_4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진행
1_5  사회구성원/직업인으로서 필요 지식 습득 1_6  사회구성원/직업인으로서 필요 인성 함양
1_7  문제해결능력/창의적 사고 배양 1_8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전공과정>

2_1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 습득 2_2  출석관리
2_3  교수의 전문지식 2_4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2_5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2_6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2_7  실습, 견학, 인턴십 등 현장학습활동 2_8  프로젝트팀 등의 소그룹단위 교육
2_9  전공과목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 2_10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3_1  프로그램의 다양성 3_2  학습과의 연동성
3_3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3_4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학사제도/학생지도>

4_1  복수전공/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4_2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4_3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4_4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4_5  대학생활 상담 창구 지원

<학습지원>

5_1  특강/워크샵 개최 5_2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5_3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 활동 5_4  이러닝 콘텐츠 제공

<교육의 질>

6_1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6_2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수업
6_3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 사용 6_4  과제/시험에 대해 담당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6_5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6_6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영역명칭 대처 방안 해당 요인

중점 개선 영역
(12)

중요도 ▲
만족도 ▼

즉각적인 개선 필요

프로그램의 다양성, 학습과의 연동성,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
학금 제도,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대학생활 상담 창구 지원, 특강/워크샵 개최, 학습
공동체 활동 지원,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 활동, 이러닝 
콘텐츠 제공

점진 개선 영역
(8)

중요도 ▼
만족도 ▼

우선순위는 낮으나
만족도 개선이 요구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문제해결능력/창의적 사고 배양,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실습, 견학, 인턴십 등 현장학습
활동, 프로젝트팀 등의 소그룹단위 교육, 체계적인 재수
강 제도,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수업, 과제/시험에 대
해 담당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유지 강화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

해당 없음

현상 유지 영역
(17)

중요도 ▼
만족도 ▲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영역으로 자원 배분

출석관리, 교수의 전문지식,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진행,  
사회구성원/직업인으로서 필요 지식 습득, 사회구성원/
직업인으로서 필요 인성 함양,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 습득, 출석관리, 교수의 전문지식,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문
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전공과목 학습에 실
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효율
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 
사용,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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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시설

○ 교육시설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중점 개선 영역에 포함된 요인은 스쿨버스,

학습공간, 교내 편의시설로 나타남.

<그림 2-46> 차원별 가치 발굴_교육시설

n=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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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설
캠퍼스 환경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영역명칭 대처 방안 해당 요인

중점 개선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즉각적인 개선 필요
스쿨버스, 학습공간,
교내 편의시설

점진 개선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우선순위는 낮으나
만족도 개선이 요구

생활관, 휴식공간, 학생 자치공간,
정보화시설, 실내 체육관

유지 강화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

강의실/실험실 시설

현상 유지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영역으로 자원 배분

교내식당, 강의실/실험실 규모,
도서관, 야외 체육시설,
캠퍼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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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서비스

○ 행정서비스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중점 개선 영역에 포함된 요인은 적극성,

응대성으로 나타남.

<그림 2-47> 차원별 가치 발굴_행정서비스

n=2,299

전문성

신속성

응대성

신뢰성
적극성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 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영역명칭 대처 방안 해당 요인

중점 개선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즉각적인 개선 필요 적극성, 응대성

점진 개선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우선순위는 낮으나
만족도 개선이 요구

유지 강화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

신뢰성

현상 유지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영역으로 자원 배분

신속성,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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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창업 지원

○ 취업/창업 지원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중점 개선 영역에 포함된 요인은 취

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그림 2-48> 차원별 가치 발굴_취업/창업 지원

n=2,299

취업 정보 제공

현장체험 기회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 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영역명칭 대처 방안 해당 요인

중점 개선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즉각적인 개선 필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점진 개선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우선순위는 낮으나
만족도 개선이 요구

취업 정보 제공,
현장체험 기회

유지 강화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

현상 유지

영역
중요도 ▼
만족도 ▲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영역으로 자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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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이슈 진단

1) 경운대에 대한 인식

○ 재학생들은 경운대의 사회적 인지도를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는 보통 이상 수

준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전가능성(3.46점) > 소속감(3.35점) > 자부심(3.21점) > 사회평판(3.09점) >

인지도(2.82점)의 순이었음.

○ 대내적 요인인 발전가능성, 소속감, 자부심이 대외적 요인(사회적 평판, 인지

도)보다 높게 나타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음.

○ 각 항목별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부정적 응답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음.

<그림 2-49> 경운대에 대한 인식

n=2,299

9.0%

14.9%

7.5%

50.3%

47.0%

44.4%

26.8%

33.3%

16.1%

20.1%

33.8%

6.3%

7.7%

4.3%

2.8%

7.5%

2.3%

3.7%

2.6%

27.3%

13.4%

43.5%

55.2% 5.6%

12.2%

0.3%

0.3%

0.3%

0.4%

0.6%

자부심

소속감

인지도

사회평판

발전가능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구분

나는 우리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우리 
대학의 

구성원으로
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대학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의 
평판은 좋다

우리 대학은 
비전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자부심 소속감 인지도 사회평판 발전가능성

5점 평균 (점) 3.21 3.35 2.82 3.09 3.46

긍정 (%)
(매우 그렇다+ 그렇다)

33.1% 41.0% 20.4% 25.7%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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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생과의 인식 비교

○ 경운대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5가지 항목 모

두 졸업생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자부심에 대한 격차가 

가장 컸음.

<그림 2-50> 경운대학교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식 비교

재학생(n=2,299), 졸업생(n=205) / (단위 : 점)

▸재학생 - 졸업생

[재학생 vs 졸업생]

3.75

3.213.26

3.21

3.35

2.82
3.09

3.46
3.74 3.67

자부심

소속감

인지도사회평판

발전가능성

재학생

졸업생

<표 2-60> 경운대학교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식 비교

재학생(n=2,299) / 졸업생(n=205) (단위 : 점)

구 분

나는 우리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우리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대학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의 평판은 

좋다

우리 대학은 
비전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자부심 소속감 인지도 사회평판 발전가능성

재학생 (A) 3.21 3.35 2.82 3.09 3.46

졸업생 (B) 3.75 3.67 3.21 3.26 3.74

차이 (A-B) ▼ 0.54 ▼ 0.32 ▼ 0.39 ▼ 0.17 ▼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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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개선

○ 경운대 교육시설 중 매점, 분식점, 커피숍, 서점 등 교내 편의시설에 대한 개

선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다양성(같은 것이라도 여러 

개가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측면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음.

○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시설의 경우 시설(더 최신의, 더 좋은) 측면의 요구가,

체육관, 야외체육시설, 휴식공간 등 교내 문화 시설은 규모(더 넓게, 더 크게,

더 많이) 측면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또한 정보화시설의 경우 다

른 시설에 비해 개선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시설(더 최신의, 더 좋은)

측면의 요구가 가장 높았음.

<그림 2-51> 시설 개선

n=2,299 (단위 : %)

29.8%

19.1%

33.9%

16.3%
20.4% 20.5%

46.2%

11.7%12.6%

22.9%

39.9%

23.5%

교육시설 교내 문화 시설 교내 편의시설 정보화 시설

규모측면 시설측면 다양성 측면

<표 2-61> 시설 개선

n=2,299 (단위 : %)

구 분 교육시설 교내 문화 시설 교내 편의시설 정보화 시설

규모측면 22.9% 23.5% 39.9% 12.6%

시설측면 29.8% 19.1% 33.9% 16.3%

다양성 측면 20.4% 20.5% 46.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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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층질문 분석

1) 교육서비스

① 만족사항

○ 경운대학교 교육서비스(교양, 전공, 비교과프로그램,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학

습지원 교육의 질 등)의 만족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     용

1  전공

- 전문적인 수업 내용 (27)
-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편성 (23)
- 적절한 수업 진행방식 (13)
- 다양한 전공과목 편성을 통해 폭넓은 지식 습득 (9)
- 진로에 도움이 되는 수업 방향 (8)
- 실습을 위한 맞춤형 준비 가능(5)
- 전공 수업을 통한 실력 향상 (5)

2  교양

- 다양한 분야의 교양과목 편성 (13)
- 영어 위주 교과목의 개설 (3)
- 질 높은 강의 내용 (3)
- 부담 없이 듣기 좋았음. (2)
-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됨. (2)
- 흥미를 유발하는 새로운 과목이 많이 개설됨. (2)
- 운동·코어 관련 과목을 통해서 자기관리가 가능 (2)
-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교양 과목 (1)
- 교양과목을 통해 전공분야 이외의 지식 습득 가능 (1)

3 교수

- 전문적 지식과 실력 (30)
- 수강하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자세하고 탁월한 설명 (16)
- 해당 과목에 적절한 강의 및 교육 방식 (13)
- 교수와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 (9)
- 친절함 (8)
-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7)
- 철저한 수업 준비 (5)
- 학생들에 대한 높은 관심도 (5)
- 명확한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진 학생지도 (2)
- 질문을 잘 받아줌. (1)
- 출석체크를 정확하게 함. (2)
-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함. (1)
- 다양한 교수진 구성 (1)
- 현직 종사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수업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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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

- 전공에 알맞은 실습 교육 (3)
- 체계적인 실습교육 (2)
- 전공 실습기회가 많음. (2)
- 다양한 기관에서 임상 실습이 가능함. (1)
- 실습 실험이 있는 점이 유익함. (1)
- 항공 관련 학과의 경우, 실습비 지원을 통해 비행실습이 원활해짐. (1)
- 실습 수업 시 한 사람씩 꼼꼼하게 지도 해주는 점이 도움 됨. (1)

5 비교과 프로그램

-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잘 구성되어 있음. (44)
- 어학 및 해외 관련시스템이 잘 갖추어짐. (7)
-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한 발전이 가능함. (7)
- 특강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5)
-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었음. (5)
- 링크 프로그램 관련 교육의 질이 높아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됨. (5)
- 어학연수 지원율이 높음. (4)
- 취업 연계교육이 도움이 되었음. (4)
- 이음프로그램을 통한 교류 및 멘토링 활동이 도움이 됨. (5)
- 창업 위주의 특강 및 지원이 도움이 됨. (2)
- 프라임 사업을 통한 지원이 개인적인 역량 발전에 도움이 됨. (2)
-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2)
-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적이 향상되면 어학연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1)

6 학사제도

- 장학금 제도를 통한 수혜율이 높음. (18)
- 자동수강신청을 통한 시간표 작성 부담감 감소 (9)
- 타 학교와의 교류를 통한 교육시스템이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 (2)
- 유용한 야간교육 (1)
-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됨. (1)
- 효율적인 군사학과 제도 (1)

7 학습지원

- 학생 지도 및 지원 측면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음. (4)
- 취업상담센터 관련 지원이 잘 되어있어 도움이 됨. (3)
-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정을 받아 학습지원이 더 좋아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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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만족사항

○ 경운대학교 교육서비스(교양, 전공, 비교과프로그램,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학

습지원 교육의 질 등)의 불만족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     용

1 장학금 제도

- 장학금 제도가 부족함. (29)
- 장학금액이 적음. (9)
- 장학금 수혜자 비율이 낮음. (4)
- 장학금 제도의 공고 미흡. (4)
- 장학금이 특정 학과에만 많이 지원됨.(3)
- 장학금 제도 기준이 까다로움. (2)
-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 필요함. (2)
- 체계적이지 않음.(2)

2 교양

- 교양 과목의 다양성 부족 (77)
- 학과 전공과 관련 없는 교양 수업 내용 (43)
- 불필요하게 이수 해야될 교양과목이 너무 많음. (19)
- 수업이 지루하고 흥미가 없음. (8)
- 교양 수업 및 과제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중이 높다보니 전공공부 시간이 부족함. (5)
- 교양 수업에 대한 선택이 불가하거나 혹은 한정적임. (3)
- 영어수업의 경우 수준별 학생 수준에 따른 편차가 심함. (1)
- 제2외국어 및 영어 스피킹 강의 부족 (1)
- 운동 혹은 자기관리할 수 있는 과목 부족 (1)
- 유사한 교양들이 많음. (1)
- 타과 교양을 듣기가 어려움. (1)

3 전공

- 현장 실습 및 실험과목 부족 (33)
- 전공과목이 부족함. (5)
- 항공관광학과의 항공사 실습 기회가 부족함. (4)
- 경찰행정학과의 경우 중요한 핵심요지에서 동떨어진 커리큘럼 (2)
- 항공정보통신 관련 전공과목이 너무 적음. (1)
- 신소재에너지과의 경우 학과 고유의 전문적 과정이 없음. (1)

4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11)
- 홍보 부족 및 비활성화 (7)
- 억지로 참석하게 함. (5)
-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잘 안됨. (3)
- 학생들의 전공이나 선호와 관계없이 취업/창업 프로그램이 진행됨. (2)
- 교환학생 선발 인원수가 적음. (1)
- 동아리의 다양성이 필요함.(1)
- 링크사업단을 너무 기계적으로 시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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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수업 강의료가 점점 올라가서 부담스러움. (1)
- 너무 늦은 시간에 함. (1)
- 역사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함. (1)
- 교환학생의 경우 영어권 국가가 적음 (1)
- 학교 행사와 수업이 겹칠 때 출석인정이 안됨 (1)
- 교내 봉사를 찾기 힘듦. (1)
- 불필요함. (1)
- 학과별 어학연수 인원 분배의 불공평함.(학과별 토익점수 차가 심함) (1)

5 학사제도

- 자동수강신청으로 인해 수강 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35)
- 복수전공 관련 설명 및 신청기간 부족 (2)
- 1학년 교양이 너무 많음. (1)
- 과목별 수용 인원이 적음. (2)
- 재수강이 힘듦. (1)
- 출석이 안 좋은 학생에 대한 제재가 없음. (1)
-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이 불편함. (1)
- 모바일공학과 고학년 신평캠퍼스에서 수업하는 것 (1)
- 학사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1)
- 병결시 공결인정을 해주지 않음. (1).

6 학습지원

- 실험장비나 재료가 부족함. (5)
- 학습지원이 부족 (5)
- 특정 학과에만 지원을 몰아서 해줌. (4)
- 체계적이지 못함. (2)
- 실습비 지원 부족 (1)
-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부족 (1)

7 수업

- 학생들의 컨닝을 방관함. (9)
- 성적 평가의 불공정성. (7)
- 출결체크를 명확히 하지 않음. (6)
- 진도를 너무 급하게 나감. (6)
- 향후 직업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인지 모르겠음. (4)
- 토론식 수업과 같은 활동적인 수업보다도 주입식 교육 위주임. (4)
- 교육의 폭이 좁음. (전체적인 과목의 다양성 부족) (4)
- 계절학기가 원활하지 못함. (3)
- 하나의 과목을 완전히 배우기 전에 종강됨. (3)
- 쉬는 시간이 없음. (2)
- 자격증 강좌가 없음. (2)
- 고학년의 경우 취업이나 자격증/국가고시 준비로 인해 과제나 실습과목이 많을 경우 부담됨. (2)
- 역사 관련 수업이 적음. (1)
- 전공이 매년 수정됨. (1)
- 잦은 휴강에 비해 보강이 없음. (1)
- 조별과제의 불공정성 (1)
- 매학기마다 비슷한 수업은 같은 것을 처음부터 반복함. (1)
- 수업시간을 넘기는 경우. (1)
- 수업 시간차가 많음. (1)
- 오전수업이 너무 많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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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수

- 전문성이 부족함. (9)
-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함. (8)
- 수업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함. (5)
- 강의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5)
-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강의할 경우 지루함. (4)
- 2시간 수업 중 1시간이 자율학습시간임. (2)
- 과목명과 맞지 않는 강의. (2)
- 책의 내용은 광범위한데 PPT는 요약이 다 되어있어 수업을 알아들을 수 없음. (1)
- 책만 읽음. (1)
- 과제나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함. (1)
- 쉬는 시간을 주지 않음. (1)
- 교수님을 대하기 어려움. (1)
-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짐. (1)

9 학생복지

- 상담(진로, 취업, 개인적 상담 등)할 곳이 부족함. (4)

10 기타

- 홍보부족 (6)
- 불필요한 설문조사 (1)
- 신평캠퍼스 학생들을 챙기지 않음. (1)
- 체계적이고 익명이 보장되는 강의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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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선방안

○ 경운대학교 교육서비스(교양, 전공, 비교과프로그램,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학

습지원 교육의 질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     용

1 교양

- 교양과목의 다양화 요망 (31)
- 교양수업 선택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음. (16)
- 전공과 관련 있는 교양과목 수강할 수 있기를 희망 (16)
- 교양과목 증설 (10)
- 교양과목 비중 축소 (3)
- 교양교수님들의 자질 향상 필요 (3)
- 1학년도 전공기초수업과 교양수업을 적절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2)
- 교양과목은 시험대신 레포트로 대체하기를 희망 (2)
- 문화 관련 교양 개설 희망 (2)
- 1, 2학년 교양에 토익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음. (1)
- 교양과목 개선 (1)
- 교양과목은 전문지식과 재미가 겸했으면 좋겠음. (1)
- 교양과목이 사회생활과 관련 있는 수업들로 개편되기를 희망 (1)
- 교양수업시간의 적절함 필요 (1)
- 문화 관련 교양수업 개설 희망 (1)
- 수준별 교양수업 개설 희망 (1)
- 역사 관련 교양과목 개설 희망 (1)
- 자기개발에 중점을 준 교양과목 개설 희망 (1)
- 전공과 별개의 교양수업 수강 희망 (1)
- 좀 더 활동적인 교양수업 개설 희망 (1)
- 학교 차원에서 교양과목 부분에 적극적 투자 (1)
- 학년별 적절한 교양수업 배분 요망 (1)
-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양이 개설되기를 희망 (1)
- 흥미 위주의 교양과목 개설 희망 (1)

2 전공

- 항공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강의 및 지원 필요 (13)
- 전공과목 증설 (9)
- 경찰공무원 준비에 도움되는 과목 개설 희망 (5)
- 전공과목 비중 확대 (5)
- 부전공 선택이 활성활 되기를 희망 (2)
- 전공 관련 시설 구축 요망 (2)
- 전공 관련 실기과목 개설 희망 (2)
- 3, 4학년의 전공수업 수 확대 (1)
- EMC과목도 항공전자공학과에서 강의하면 좋을 것 같음. (1)
- 보건바이오 전공에 맞게 강의 개편 희망 (1)
- 신평캠퍼스에서도 일정 학생 수 이상 지원 시 전공 외 다른 수업 개설 희망 (1)
- 전공 관련 프로그램 개설 희망 (1)
- 전공과목에 대해 깊게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 (1)
- 전공과목을 하루에 하나씩 듣기를 희망 (1)
- 전공에 맞는 강의 필요 (1)
- 학생들이 접하는 전공을 잘 이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개인시간 늘릴수 있기를 희망 (1)
- 항공관련 교과목 확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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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과프로그램

-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개설 필요 (5)
- 비교과프로그램 질 향상 (5)
- 체험 프로그램 확대 (4)
- 프로그램 혹은 과제 수 축소 희망 (4)
- 비교과프로그램 증설 (1)
- 비교과프로그램 홍보 희망 (1)
- 사전 직업선호도 조사 후 프로그램 진행 희망 (1)
- 신평동에서도 프로그램 개설 희망 (1)
- 역사 관련 비교과프로그램 개설 필요 (1)

4 학사제도

- 장학금제도의 다양성과 기회 및 금액 확대 필요 (33)
- 본인희망에 따른 강의선택이 가능하기를 희망 (15)
- 교과과정의 체계적인 개선 (9)
- 시간표를 좀 더 적절하게 만들면 좋겠음. (4)
- 타 학과 수업도 수강 할 수 있기를 희망 (4)
- 장학금제도의 공정성 필요 (3)
- 교환학생 수 확대 (2)
- 프로그램을 선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2)
- F학점을 받게 되면 그 학점을 주지 말고 재수강할 수 있기를 희망 (1)
- 인성교육 과목 개설 희망 (1)
- 자기계발 관련 과목 개설 희망 (1)

5 학습지원

- 불만사항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대처 (2)
- 학습관련 지원 확대 (2)
- 더 많은 실습 지원 및 비용 지원 희망 (1)
- 시설방문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희망 (1)
- 실습 시 부족한 지원금으로 인해 학생의 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개선해야 함. (1)
- 심층있는 교육서비스, 교육기회 확대 (1)
- 어학연수 선별 기준에 자소서의 비중이 확대되기를 희망 (1)
- 특강 공지가 잘 이루어 지지 않으며, 특강 참여 학생에게 출석 인증서 제공이 필요함 (1)
- 학과에서 학생들을 위해 추진해야 함. (1)
- 학교 시스템 개혁이 필요 (1)
- 학내에서 봉사를 한다면 미리 알려주어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1)
- 학생에게 학교가 좀 더 관심과 투자가 필요 (1)
- 학습정보 제공 희망 (1)

6 수업

- 교육의 질 향상 (7)
- 과목 수 확대 (6)
- 수업에 있어 더 이해 깊은 설명 필요 (6)
- 철저한 시험감독 필요 (6)
- 현장실습 기회의 확대 (5)
- 공정한 성적평가 필요 (3)
- 수업시간 확대 (3)
- 쉬는 시간준수 (3)
- 다양한 학습 방식 필요 (2)
- 수업관련 내용만으로 수업하기를 희망 (2)
- 수준에 맞는 수업 희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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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 희망 (2)
- 출석체크를 더 잘해야 함 (2)
- 2시간 연강 수업 희망 (1)
- 4학년 2학기의 과제 수 혹은 실습과목축소 (1)
- 공강을 줄여 시간의 효율성 강조. (1)
- 국어관련 수업, 한자관련 수업, 국사 과목 확대 희망 (1)
- 보다 실용적인 학문배우기를 희망 (1)
- 설문조사를 통한 수업과목 개선 (1)
- 수업개설시 비품, 구매사항을 학생에게 물어봐주었으면 좋겠음. (1)
- 수업자료 미리 제공 (1)
- 수준미달의 강의 개설이 되지 않기를 희망 (1)
- 실기수업비중 확대 (1)
- 실습 위주의 수업 확대 필요 (1)
- 실용적이고 도움 되는 과제 희망 (1)
- 실험수업 비중 확대 (1)
- 영어수업 수 확대 (1)
- 인성이 부족한 학생들을 규율대로 처리하기 바람. (1)
- 중간고사 성적 공개 요망 (1)
- 출석체크 기계 도입 희망 (1)
- 퀴즈나 매주 시험을 쳤으면 좋겠음. (1)
- 특강은 희망자만 수강하기를 원함. (1)

7 취업

- 취업과 관련하여 정보 및 강의를 통한 더 많은 지원 희망 (4)
- 취업 프로그램 개설 희망 (2)
- 교수님들이 취업에 힘써주기를 희망 (1)
- 취업관련 과목 개설 희망 (1)

8 교수

- 교수님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필요 (14)
- 교수진 개편 희망 (4)
- 적절한 과목의 적절한 교수님 배치 요망 (4)
- 교수의 공정성 필요 (2)
- 학생 문제를 상담 해줄수 있는 교수 외의 전문 인력 배치 필요 (2)
- 다양한 교수진이 있었으면 좋겠음. (1)

9 학생복지

-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대 (1)
- 다양한 동아리 개설 및 학교 지원 필요 (1)
- 학업우수 장학금을 성적순이 아닌 공헌도가 높은 학생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기를 희망 (1)

10 기타

- 신입생 충원 (2)
- 학생들에게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음. (2)
- 교직원 충원 (1)
- 보다 명백하고 청렴한 학교를 위해 학생 및 또는 학생회를 통한 학교측에서 회계보고를 하기 

바람 (1)
-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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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설

① 만족사항

○ 경운대학교 교육시설(강의실, 도서관, 스쿨버스, 학교식당 등)의 만족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     용

1 강의실

- 쾌적한 강의실 환경 (61)
- 강의실 크기(규모)가 다양함. (14)
- 강의실이 많음. (9)
- 강의실 냉난방이 잘 되어있음. (5)
- 전공 관련 실습 및 실험환경이 갖추어져 있음. (3)
- 책걸상이 좋아짐 .(1)
- 강의실마다 wifi가 연결 가능함. (1)
- 군사학과 강의시설이 매우 만족스러움. (1)

2 도서관

- 학습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시설과 분위기 (64)
-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이 발전됨. (19)
- 도서관 장서들이 많아짐. (13)
- 도서관 내 화장실이 깨끗해짐. (3)
- 도서관이 신설되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남. (3)
- 도서관 이용이 자유로움. (1)
- 도서관 질서를 서로 잘 지켜줌. (1)
- 도서관 내 프린터 시설이 잘 되어있음. (1)
- 도서관 개방시간이 적절함. (1)
- 책을 제외한 다른 자료들(예: DVD)도 접할 수 있어서 좋음. (1)

3 스쿨버스

- 스쿨버스 배차간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편리함. (55)
- 스쿨버스 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함. (48)
- 스쿨버스를 많이 운행함. (31)
- 스쿨버스가 무료임. (21)
- 버스 기사들이 친절함. (7)
- 귀향버스가 있어서 편리함. (2)
- 스쿨버스 이용 환경이 쾌적함. (6)
- 스쿨버스 업체 개선 이후 시간이 잘 맞음. (3)
- 학생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노력하는 측면이 보임. (2)
- 스쿨버스 대기 질서 (1)

4 학생식당

-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이 개선됨. (153)
- 식당의 메뉴가 다양해짐. (69)
- 식당 음식의 질이나 맛이 좋아짐. (40)
- 관리 상태가 깔끔하고 쾌적함. (33)
- 식당 시설 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함. (27)
- 기숙사카드로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음. (6)
- 가격이 저렴함. (2)

5 기타사항

- 금연구역이나 주변 편의시설이 많아져서 만족함. (1)
- 기숙사 통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짐. (1)
- 청소관리가 잘 되어서 화장실과 강의실이 쾌적해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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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만족사항

○ 경운대학교 교육시설(강의실, 도서관, 스쿨버스, 학교식당 등)의 불만족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     용

1 강의실

- 책걸상 일체형 책상이 상당히 불편함. (28)
- 시설이 낙후되어 일부 강의실 냉난방이 잘 되지 않음 (19)
- 책걸상, 컴퓨터 등 강의시설이 낡거나 망가진 것이 많이 있음. (18)
- 강의실 공간이 협소함. (9)
- 강의실이 부족함. (8)
- 강의실 청소상태가 좋지 못함. (5)
- 강의실 실험기계의 상태가 열악함. (3)
- 강의실마다 시설 차이가 심함. (3)
- 햇빛이 너무 강한 강의실의 경우 커튼을 쳐도 빔프로젝트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음. (2)
- 3호관 내 대형강의실 부재 및 열악한 환경 (2)
- 강의실 안쪽에서는 wifi가 잘 잡히지 않음. (2)
- 빔프로젝트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시청각자료 수업이 불편함. (2)
- 빈 강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2)
- 13호관 내 강의실 컴퓨터 기자재 미설치 (1)
- 2호관 강의실이 다른 곳에 비해 시설이 낙후됨. (1)
- 워킹실이 부족함. (1)
- 방음이 잘 되지 않음. (1)
- 메이크업실이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함. (1)
- 강의실 뒤쪽은 칠판이 잘 보이지 않음. (1)
- 환기가 되지 않는 강의실의 경우 공기가 탁함. (1)
- 책상이 대부분 오른손잡이여서 왼손잡이의 경우 불편함. (1)

2 도서관

- 학기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너무 길게 하여 이용에 상당히 불편함을 겪음. (50)
- 도서관 자리 부족 (18)
- 시설이 많이 낡음. (10)
-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9)
- 도서관의 규모가 작음. (7)
- 인쇄 및 프린트 비용이 비쌈. (5)
- 도서관 장서가 적고 오래됨. (5)
- 도서관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4)
- 시끄러움. (3)
- 도서관 운영시간이 짧음 (2)
- wifi가 원활하지 못함. (2)
- 간호학과 전용 열람실이 없음. (2)
- 도서관 열람실, 자료 정보실, 인쇄실 등이 한곳에 모여있어 매우 소란스러움. (2)
- 도서관 프린트 부족 (2)
- 24시간 개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함. (2)
- 신평동 캠퍼스에 도서관이 없어서 책을 빌리러 본교까지 가야함. (2)
- 스터디룸 부재 (1)
-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프린트 카드가 아까움. (1)
- 화장실이 불편함. (1)
- 냉난방이 원활하지 않음. (1)
- 전자좌석 시스템이 없어 책을 마구 두고 다녀서 불편함. (1)
- 도서관 4~5층을 평소에 개방하지 않음. (1)
- 8호관, 11호관, 13호관 등의 경우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음. (1)
- 도서관 위치가 체육 공간 옆이라 시끄러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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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쿨버스

-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불편함. (100)
- 구미역 스쿨버스가 너무 적게 운행됨. (87)
- 스쿨버스가 부족함. (64)
- 버스기사들의 불친절한 태도 (57)
- 공지된 스쿨버스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음. (35)
-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항상 만차. (16)
- 인동에서 만차가 되어 옥계에서 타는 학생들은 서서 이용하거나 아예 이용하지 못함. (15)
- 주말에 스쿨버스를 운행하지 않음. (13)
- 스쿨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어 춥거나 더울 때 매우 힘듦. (12)
- 스쿨버스에 붙어있는 스티커로 인해 내릴 곳을 놓침. (11)
- 버스기사들의 난폭한 운전 (5)
- 막차가 너무 일러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은 통행이 매우 불편함. (2)
- 버스 대기 줄이 아무리 길어도 예비차량이 오지 않음. (2)
- 버스 내리는 곳에서 강의실이 멀어서 힘듦. (2)
- 버스의 청소 및 관리상태가 좋지 않음. (2)
- 스쿨버스 관련 건의사항을 들어주지 않음. (1)
- 형곡/송정 스쿨버스가 없어짐. (1)
- 행사기간 중 스쿨버스 운행의 한계. (1)
- 스쿨버스가 신호위반을 많이 함. (1)

4 학생식당

- 식당이 1개로 줄어들어서 자리가 부족함. (84)
-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음. (55)
- 가격 대비 질이 매우 낮음. (28)
- 식당이 하나뿐인데, 너무 멀리 위치함. (10)
- 가격 대비 양이 적음. (7)
- 불친절한 직원 (6)
- 학생식당의 독점 운영으로 인해 만족도가 떨어짐. (4)
- 음식이 너무 짬. (3)
- 식당에 메뉴가 너무 적음. (2)
- 시험기간에는 천원학식이 없음. (1)

5 기숙사

- 시설이 노후됨. (6)
- 비효율적인 점호 (2)
- 냉난방에 원활하지 않음. (2)
- 기숙사 인원 대부분이 1학년인 점 (1)
- 샤워시설, 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함. (1)
- 여자 기숙사 부족함. (1)
- wifi가 잘 안됨. (1)

6 편의시설

- 온수가 나오지 않음. (3)
- 주차장이 너무 협소함. (1)
- 한겨울에 눈이 쌓이면 언덕 높은 곳에 있는 강의실 이동시 매우 불편함. (1)

7 기타

- 신평동 캠퍼스 스쿨버스가 매우 적음. (4)
- 강의실 청소를 학생에게 시키지 않았으면 함. (1)
- 스쿨버스 대기실 옆 흡연공간 때문에 힘듦. (1)
- 신평동 캠퍼스 강의실 문 닫는 시간이 너무 빠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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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선방안

○ 경운대학교 교육시설(강의실, 도서관, 스쿨버스, 학교식당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     용

1 강의실

- (책걸상 일체형, 나무의자 등에 대해서) 책상과 의자 교체 (14)
- 강의실 수 증설 (3)
- 빈 강의실 개방 및 활용 (3)
- 컴퓨터마다 강의 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 요망 (3)
- 강의실에 시계 부착 (2)
- 강의실 방음 필요 (1)
- 강의실 중 3호관은 컴퓨터 사용이 가능 요망 (1)
- 각 강의실 wifi 비밀번호 공유 (1)
- 강의실 냉난방 시설 점검 및 개선 (1)
- 뒷좌석에서도 강의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조치 요망 (1)
- 학생 수에 맞는 강의실 배정 (1)
- 강의실 내 환기시설 필요 (1)

2 도서관

- 공사는 방학 중에 진행 (11)
- 열람실 좌석 수 증설 (8)
- 도서관 장서 수 확대 (6)
- 열람실 내 좌석 칸만이 설치 요망 (3)
- 24시간 개방 열람실 확대 (3)
- 도서관 내에 프린트 위치 이동 (1)
- 도서관조명 개선 (2)
- 도서관 프린트 카드 충전 사용 가능 희망 (1)
- 프린트 및 자료 열람도 24시간이 가능하기를 원함. (1)
- 냉난방 시설의 원활한 운영 (1)

3 스쿨버스

- 배차시간 개선 (162)
- 스쿨버스 운행 확대 (146)
- 주말에도 스쿨버스 이용 희망 (18)
- 버스 기사 친절 교육 (14)
- 비행기 스티커 제거 (4)
- 스쿨버스 예비 차량 확보 (3)
- 스쿨버스 승강장 내 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천장이나 벤치 설치를 바람. (3)
- 스쿨버스 경유지 중 신평캠퍼스 추가 요망 (2)
- 운전이 능숙한 기사 채용을 원함. (1)
- 강의실 부근까지 버스가 운행되기를 희망함. (1)
- 버스 기사 추가 채용 요망 (1)
- 생활관 옆 학교 정문에서도 버스 탑승이 가능했으면 함. (1)
- 스쿨버스 정류장 옆 화장실 설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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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식당

- 이용 가능한 학생식당 수 확대 요망 (54)
- 위생적인 관리 필요 (33)
- 학생식당 메뉴의 다양한 확대 (8)
- 음식의 질 향상 (7)
- 가격 인하 (5)
- 버섯식당 및 분식당 재운영 요망 (4)
- 조리사 교체 요망 (2)
- 음식 포장 가능하기를 희망 (1)
- 식당 직원 교대 근무 희망 (1)
- 학생식당에 대기줄 선을 표시해두기를 원함. (1)
- 학생식당 티켓 구매기 추가 설치 (1)
- 번호표로 음식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길 희망함. (1)

5 편의시설

- 매점 및 카페 확대 (26)
- 공강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 필요 (17)
- 편의점 결제 시 카드결제 확대 (2)
- 체육관 확대 개방 (1)

6 기숙사

-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 희망 (6)
- 냉난방 기기 추가 설치 요망 (2)
- 기숙사 관리앱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외박을 할 수 있기를 원함. (1)
- 생활관 wifi 설치 희망 (1)
- 생활관 내 독서실 공간 확대 (1)
- 생활관 내 화장실 좌식 변기 설치 희망 (1)

7 기타

- 교내 식수 교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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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서비스 및 취업/창업 지원활동

① 만족사항

○ 경운대학교 행정서비스 및 취업/창업 지원활동의 만족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

음과 같음.

구분 내     용

1 행정서비스

- 친절한 직원 (31)
- 신속한 업무처리(8)
- 학생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 반영 (4)
- 공지사항을 문자로 전송해주어서 편리함. (3)
-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설명 (2)
-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2)
- 통합정보시스템이 잘 되어있음. (2)
- 전화 응대를 잘 해줌. (2)
- 분실물 보관을 잘 해줌. (1)
-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음.(1)

2 취업 지원활동

-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많음. (634)
- 개별 취업상담이 도움이 됨. (26)
- 관련 동아리 활동 및 각종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정보 입수 (17)
- 멘토 프로그램이 많이 도움 됨. (8)
- 취업 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도움이 됨. (6)
- 취업 지원이나 모집 사항에 대한 게시판 공지가 만족스러움. (4)
- 취업센터가 많은 도움이 됨. (4)
-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와 서비스 (3)
- 다양한 기관으로 실습 배치 (2)
- 관련 동아리 활동이 도움이 됨. (2)
- 특히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함. (2)
- 학교의 취업률이 높아서 자랑스러움. (1)
- 취업 관련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좋음. (1)
- 외부강사의 전문적인 상담 (1)
- 학과 특성에 맞는 지원 (1)
- 링크사업단의 활발한 지원이 도움이 됨. (1)
-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1)
- 희망사다리를 통해 방학 때 자격증 공부 가능 (1)
- 많은 기업들이 학교에 취업 관련 문의 (1)

3 창업 지원활동

-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잘 구성됨. (31)
- 다양한 정보 지원 (16)
- 창업 동아리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됨. (9)
- 창업 동아리의 활발한 활동 (3)
-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함. (3)
- 창업 지원 강의가 많음. (2)
- 창업 대회가 도움이 됨. (2)
-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1)
- 창업센터가 많은 도움이 됨. (1)

4 기타 지원활동

- 프라임 사업 이후 다양한 각종 지원활동 (3)
- 다양한 특강 (2)
- 외부 기업의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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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만족사항

○ 경운대학교 행정서비스 및 취업/창업 지원활동의 불만족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     용

1 행정서비스

- 불친절함. (66)
- 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 속도 (17)
- 건의사항 수렴 및 소통의 기회 부족 (3)
- 각 부서별로 담당 업무를 확실히 모름. (2)
- 공지사항을 잘 알 수가 없음.(2)
- 공지 없이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음.(5)
- 서류 제출 시간이 너무 촉박함. (3.)
- 일처리 중 문제 발생 시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직원이 있음. (1)
- 행정 서비스 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 부족 (1)
- 각종 증명서 출력이 불편함. (1)
- 교내 게시판 활용도가 매우 낮음. (1)

2 취업 지원활동

- 인턴십 및 실습 프로그램이 부족함. (9)
- 전공과 무관한 것들도 많음 (2)
- 강제적임. (2)
- 형식적인 취업지원 상담사의 태도 (2)
- 게시판 부족 (1)
- 대구 경북권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나 지원이 부족함. (1)
- 워크숍이나 현장 학습이 적은 편임. (1)
- 실습비 지원 부족으로 타 지역으로 실습 시 경제적 부담 (1)
-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1)
- 각 회사에서 필요한 취업요건을 잘 알려주지는 못함. (1)
- 각 학과에 맞는 세부 취업정보 부족 (1)

3 창업 지원활동

- 동아리에 속해야만 지원을 받음. (1)
- 창업 관련 프로그램의 강제성 (1)

4 기타 지원활동

- 홍보가 부족함. (39)
- 몇 가지 봉사를 출석인정을 해주지 않음. (1)
- 각종 프로그램 활동이 소수에 한정되어 있음. (1)
- 신평캠퍼스에서도 등록금 납입 증명서를 출력할 수 없음. (1)
- 설문조사 후에도 개선되는 점이 없음. (1)



Ⅱ. 조사 결과

2016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재학생) 보고서 / 124 

③ 개선방안

○ 경운대학교 행정서비스 및 취업/창업 지원활동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

음과 같음.

구분 내     용

1 행정서비스

- 친절한 서비스 및 응대를 원함. (28)
- 학생들에 대한 관심 증가 (4)
- 각종 정보에 대한 사전 공지 요망 (2)
- 사무 인원 증가 (2)
- 서류 제출시간을 6시까지 연장 요망 (1)
- 사전 공지된 날짜와 시간에 맞게 일정을 진행해주길 원함. (1)
-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고려해주기를 희망함. (1)
- 학적 관련 어플 개발 (1)
- 정보의 정확성 제고 (1)
- 교직원 태도 평가 점수제 도입을 원함. (1)
- 무인증명서발권기 추가 설치 (1)
- 업무를 좀더 조직적으로 세분화 하기를 원함. (1)
- 대학지도나 지원프로그램 관련한 카달로그(책자)를 만들어서 나눠주었으면 함. (1)

2 취업 및 창업 지원활동

-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추가 (9)
- 자격증 프로그램 개설 (4)
- 각 학과별 특성이나 필요사항을 확인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해주길 바람. (4)
-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회의 폭 확대 (3)
- 각 학과별로 취업현황이나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주기를 바람. (1)
- 관련 상담사를 많이 배치시켜 세분화. (1)
- 구미의 많은 업체들과 협력하여 많은 학생들을 추천해주면 좋을 듯함. (1)
-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알고 싶음. (1)
- 정확한 취업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1)
- 4학년 특강을 희망함. (1)
- 평생 이음 동아리의 활발한 운영. (1)
- 창업 동아리 업적 공개 (1)
- 현재 취업 현황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예정표 공개 (1)
- 교내 홈페이지에 취업 및 창업 지원활동 및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게시하길 희망함. (1)
- 취업 및 창업에 관련된 동아리를 좀 더 활성화하기를 원함. (1)
- 학과와 상관없이 학교 자체에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를 희망함. (1)
- 외부강사 뿐만 아니라 성공한 본교 졸업생의 초청 강연 희망 (1)
- 창업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기를 원함. (1)
- 실습에 대한 각종 약점들을 계절학기를 통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었으면 함. (1)

3 기타 지원활동

- 인터넷, 기숙사 전단지 각종 게시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 (36)
- 교육 워크샵 실행 (1)
- 근로장학생의 월급지급이 너무 늦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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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학교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은 다음

과 같음.

구분 내     용

1 강의실

- 노후 시설 보수 (13)
- 일체형 책상 및 의자 분리형으로 교체 (10)
- 실습 부품 부족 (5)
- 강의실 내부 청결한 환경 (2)
- 강의실 컴퓨터 업그레이드 (2)
- 강의실 및 실습실 더 많이 필요 (1)
- 실습 장비 최신장비로 교체 (2)

2 교육서비스

-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희망(인턴십, 어학연수, 실습 등) (11)
- 공정한 성적 처리 (8)
- 교양과목 확대 (6)
- 자율적인 시간표 구성 (4)
- 학점과 연계되는 취업 프로그램 개설 (4)
- 실습 자재 및 비교과 과목 개설을 위한 지원금 확대 (3)
- 취업 및 진로 상담실 마련 (3)
- 강의 수준 향상 (3)
- 동아리활동 활성화 (3)
- 수업 질 향상 (2)
- 취업 연계 과목 확대 (2)
- 자격증 취득 과목 개설 (2)
- 취업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1)
- 각 과마다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필요 (1)

3 행정서비스

- 폭 넓은 장학제도 구축(41)
- 다양한 사업 지원의 학과별 고른 배분 (14)
- 경운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7)
- 학생과 직원, 교수들의 소통의 장이 필요함 (6)
- 학교 알리미 등 학교 홍보에 관한 어플 개발 (5)
- 등록금 인하 (3)
- 학생들도 등록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함 (3)
- 행정업무 처리 속도 개선 (3)
- 프로젝트 진행 시 공지된 날짜를 엄수하기를 원함 (1)

4 교육 시설(스쿨버스)

- 버스 운행 노선 확대 (109)
- 스쿨버스 정류장 마련 (16)
- 버스 기사분들의 친절도 향상을 희망함. (11)
- 스쿨버스가 학교 안까지 운행하기를 희망함. (8)
- 버스 운행 시간 연장 (7)
- 교내 공사를 학기 중에 하여 불편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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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도 스쿨버스 운행을 희망 (6)
- 버스 출발 및 도착시간 준수 (5)
- 학업 공간(도서관, 독서실) 환경 개선 (4)
- 스쿨버스 내부 비행기 스티커 위치 조절 및 재부착 (3)
- 버스 도착 시, 도착지 안내 (1)
- 스쿨버스 운행 시간 연장 (1)
-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1)

5 교육 시설(기숙사)

- 기숙사 내부 쾌적한 환경(노후된 시설 보수, 냉난방 적정 온도, 밝은 전등으로 교체)(48)
- 기숙사 층장에게 과한 권리 부여 및 이에 대한 남용 근절 (15)
- 여학생 수용 인원 확대 (7)
- 점호 횟수 및 시간 축소 (5)
- 통금시장 연장 (5)
- 기숙사 합격 여부에 대한 빠른 공지 (2)
- 공정한 벌점제도(2)
- 기숙사 내 와이파이 구축(2)
- 기숙사 내에서 프린터기 사용 장소 필요함(1)
- 기숙사 식권카드 활용도 제고 (1)
- 명절에도 기숙사에 학생들이 있을수 있도록 개방하기를 원함(1).
- 2학년들도 기숙사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함(1)

6 교육 시설(기타 편의시설)

- 편의시설(매점, 카페, 휴게실, 체육관 등) 확대(113)
- 학생 식당 위생 개선(15)
- 겨울철 온수 공급을 희망함(14)
- 교내 쾌적한 환경 : 흡연구역 확장, 냉난방 시설 구축 등(8)
- 교내 와이파이 설치 필요(6)
- 교내 주차장 확장 (5)
- 동아리방 확대 (5)
- 야간 운동장 사용시 불을 켜주기를 희망함 .(4)
- 프린트 및 스캐너 기기 설치된 공간 필요 (4)
- 내부 환경 청결 (1)
- 교내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를 희망함 (1)
- 도서관 내 다양한 장서 확보를 희망함 (1)
- 학교 내 CCTV 설치 (1)
- 학교 식당이 많이 생기기를 희망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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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결과 요약

1) CS 점수 종합

○ 2016년 경운대학교 종합 교육 만족도 조사는 전년과 동일한 CS 모델을 적용하

여 분석함.

○ 재학생의 종합 CS 점수는 3.2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4가지 차원 중 교육서비스 

차원의 만족도가 3.32점으로 가장 높았음.

○ 교육서비스 차원을 구성하는 요인별로는 전공과정(3.56점), 교육의 질(3.39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3-1> CS 점수 종합

n=2,299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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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CS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 3-2> 종합 CSI 추이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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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n=2,355)

2016년

(n=2,299)

※ 종합 CSI 추이분석 시 각 연도별 점수는 이전 조사와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CS 점수가 아닌 
각 항목의 만족도 평균값을 사용함(해당 연도별 문항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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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원별 만족도 추이 및 중요도

○ 2015년 만족도 대비 4개 차원의 만족도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며, 중요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후 만족 수준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4가지 차원에 대한 중요도는 큰 차이 없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취

업/창업 지원활동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3-3> 차원별 만족도 추이 및 중요도

n=2,299 (단위 : 점)

<차원별 만족도 추이>

3.48

3.23 3.29 3.223.24
3.07 3.12 3.15

3.32
3.16 3.18 3.19

3.44 3.49

3.01

교육서비스 교육시설 행정서비스 취업/창업
지원활동

2013년(n=1,009) 2014년(n=1,417) 2015년(n=2,355) 2016년(n=2,299)

<차원별 중요도>

24.2% 23.1%
26.0% 26.8%

교육서비스 교육시설 행정서비스 취업/창업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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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대학과의 만족도 비교

○ 타 대학의 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경운대학교는 중간 정도 수준

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그림 3-4> 타 대학과의 만족도 비교

(단위 : 점)

2.92

3.75 3.62

3.02

3.93

3.22
2.96

3.25 3.27 3.13

경운대학교
(2016년)

A대학
(대경권)
2016년

B대학
(대경권)
2015년

C대학
(대경권)
2016년

D대학
(수도권)
2015년

E대학
(수도권)
2015년

F대학
(수도권)
2016년

G대학
(수도권)
2015년

H대학
(수도권)
2016년

I대학
(충청권)
2016년

⑥ ⑧ ① ⑨ ⑤ ④ ⑦ ⑩ ② ③

※ 타 대학과의 만족도 비교는 평가 영역 및 세부 항목, 평가시점, 응답 규모 등 측정 기준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으며, 대학 간 만족도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임. A대학, C대학, F대학, G대학은 100점 만점의 점수를 5점 기준으로 환산함(점수 ÷20).

○ 타 대학과 비교하여 교육서비스와 취업/창업 지원은 높은 수준이나, 교육시설,

행정서비스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됨.

○ 교육 서비스의 세부 항목별로는 전반적으로 타 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

나, 학습지원 부분에 대한 만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3-1> 타 대학과의 만족도 비교

구 분
종합

만족도
교육
시설

행정
서비스

취업
창업교육

서비스
교양
과정

전공
과정

비교과
교육

학사제도
학생지도

학습
지원

교육의
질

경운대 3.22 3.32 3.23 3.56 3.22 3.18 3.20 3.39 3.16 3.18 3.19 
A 대학 3.02 
B 대학 3.93 3.86 3.93 3.98 3.90 3.94 
C 대학 2.96 3.31 2.75 3.04 2.69 2.83 
D 대학 3.25 3.17 3.14 3.35 2.89 3.17 3.26 3.26 3.32 3.40 3.23 
E 대학 3.27 3.24 3.29 3.21 
F 대학 3.13 3.06 3.15 3.14 3.10 
G 대학 2.92 3.01 3.16 2.64 2.67 
H 대학 3.75 
I 대학 3.62 

※ 각 대학별 만족도 구성 항목 및 차원이 달라 경운대학교 평가 체계를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비교 가능한 유사 항목 부분만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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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1) 차원별 개선사항

① 교육서비스

<그림 3-5> 교육서비스 차원_개선사항 우선순위

n=2,299

2_10

1_1

1_2

1_3

1_41_5

1_6

1_7

1_8

2_1

2_2

2_32_4

2_5

2_6

2_7

2_8

2_9

3_1 3_2

3_3

3_4

4_1

4_2

4_3

4_44_5

5_1

5_2

5_3
5_4

6_1
6_2

6_36_4

6_5

6_6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교양과정>
1_1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1_2  출석관리
1_3  교수의 전문지식 1_4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진행
1_5  사회구성원/직업인으로서 필요 지식 습득 1_6  사회구성원/직업인으로서 필요 인성 함양
1_7  문제해결능력/창의적 사고 배양 1_8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전공과정>
2_1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 습득 2_2  출석관리
2_3  교수의 전문지식 2_4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2_5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2_6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2_7  실습, 견학, 인턴십 등 현장학습활동 2_8  프로젝트팀 등의 소그룹단위 교육
2_9  전공과목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 2_10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3_1  프로그램의 다양성 3_2  학습과의 연동성
3_3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3_4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학사제도/학생지도>
4_1  복수전공/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4_2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4_3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4_4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4_5  대학생활 상담 창구 지원

<학습지원>
5_1  특강/워크샵 개최 5_2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5_3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 활동 5_4  이러닝 콘텐츠 제공

<교육의 질>
6_1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6_2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수업
6_3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 사용 6_4  과제/시험에 대해 담당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6_5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6_6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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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

- 교양과정의 IPA 분석 결과, 중점 개선 분야는 다양한 편성, 문제해결능력, 교

수와의 소통으로 분석됨.

<그림 3-6> 교양과정 분석 결과

다양한 편성

출석관리

교수 전문성

적절한 강의진행

지식 습득

인성 함양

문제해결능력

교수와의 소통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전공과정>

- 전공과정의 IPA 분석 결과, 중점 개선 분야는 산업체 활용 가능 지식, 실용적 

과제, 문제해결 능력, 교수와의 소통으로 분석됨.

<그림 3-7> 전공과정 분석 결과

산업체

활용가능

지식

출석관리

교수의 전문성

적절한 강의 진행

전공지식 습득

문제해결능력

현장학습활동

소그룹단위 교육

실용적 과제
교수와의

소통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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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IPA 분석 결과, 학습 연동성,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요구됨.

<그림 3-8>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분석 결과

프로그램 다양성

학습 연동성 자기계발 도움

학교의 지원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학사제도/학생지도>

- 학사제도/학생지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유연한 학사제도, 장학금 제도, 재

수강 제도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3-9> 학사제도/학생지도 분석 결과

유연한 학사제도

재수강 제도

장학금

제도

취업/진로 지원

상담 창구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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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 학습지원에 대한의 IPA 분석 결과, 중점 개선 분야는 이러닝 콘텐츠 제공으로 

분석됨.

<그림 3-10> 학습지원 분석 결과

특강/워크샵 개최

학습공동체 지원

기자재 제공/대여

이러닝 콘텐츠 제공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교육의 질>

- 교육의 질에 대한 IPA 분석 결과, 학습자 수준 반영, 과제/시험 피드백에 대

한 점진적인 개선이 요구됨.

<그림 3-11> 교육의 질 분석 결과

체계적 강의 진행

학습자 수준 반영

적절한 수업방법

과제/시험 피드백

적절한 강의평가 항목

성적 평가 기준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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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시설

- 교육시설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스쿨버스, 학습공간, 교내 편의시설이 중점 

개선 영역에 포함되어 시급한 해결 방안이 요구됨.

<그림 3-12> 교육시설 분석 결과

교내 편의시설

강의실/실험실 시설

강의실/실험실 규모

도서관

학습 공간

스쿨버스

학생

자치공간
실내체육관 야외 체육시설

휴식공간
생활관

교내식당

정보화시설
캠퍼스 환경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③ 행정서비스

- 행정서비스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적극성, 응대성(친절성)이 중점 개선 영역

으로 분석됨.

<그림 3-13> 행정서비스 분석 결과

전문성

신속성

응대성

신뢰성
적극성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 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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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창업 지원

- 취업/창업 지원의 IPA 분석 결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점 개선이 요구됨.

<그림 3-14> 취업/창업 지원 분석 결과

취업 정보 제공

현장체험 기회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중
요
도

중점개선 영역

점진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유지강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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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① 교육서비스

- 교육서비스 차원 내 교양 요인의 상관계수(R)가 0.703으로 높은 수준이며, 수

정된 R2(설명력)이 0.493으로 나타남.

-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은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0.329)임.

<표 3-2> 교양과정 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479 0.067 　 7.107 0.000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0.317 0.020 0.329 16.101 0.000
출석관리 -0.008 0.019 -0.008 -0.424 0.672
교수의 전문지식 0.054 0.025 0.051 2.123 0.034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0.053 0.026 0.051 2.078 0.038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습득 0.082 0.025 0.081 3.294 0.001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 0.039 0.014 0.053 2.825 0.005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0.151 0.024 0.152 6.257 0.000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0.144 0.020 0.153 7.294 0.000

- 교육서비스 차원 내 전공 요인의 상관계수(R)가 0.807로 높은 수준이며, 수정

된 R2(설명력)이 0.650으로 나타남.

-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은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0.172)임.

<표 3-3> 전공과정 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200 0.056 　 3.582 0.000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의 습득 0.158 0.018 0.163 8.608 0.000

출석관리 0.024 0.018 0.024 1.339 0.181
교수의 전문지식 0.051 0.022 0.049 2.312 0.021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0.116 0.024 0.115 4.918 0.000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0.167 0.023 0.166 7.282 0.000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0.100 0.019 0.104 5.119 0.000

현장학습활동 0.070 0.016 0.082 4.366 0.000
소그룹단위 교육 0.028 0.019 0.030 1.446 0.148
전공과목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제 0.071 0.020 0.077 3.622 0.000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0.158 0.017 0.172 9.09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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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서비스 차원 내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요인의 상관계수(R)가 0.846으로 높

은 수준이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715로 나타남.

-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은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0.293)임.

<표 3-4>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243 0.040 　 6.025 0.000
프로그램의 다양성 0.203 0.017 0.210 11.723 0.000
학습과의 연동성 0.226 0.018 0.229 12.399 0.000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0.217 0.018 0.226 12.024 0.000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0.274 0.016 0.293 16.599 0.000

- 교육서비스 차원 내 학사제도/학생지도 요인의 상관계수(R)가 0.840으로 높

은 수준이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706으로 나타남.

-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은 대학생할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지

원(0.253)임.

<표 3-5> 학사제도/학생지도 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245 0.042 　 5.868 0.000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0.177 0.018 0.171 9.617 0.000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0.125 0.017 0.127 7.264 0.000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0.171 0.013 0.213 13.364 0.000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0.215 0.017 0.234 12.350 0.000

대학생할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지원

0.240 0.018 0.253 13.68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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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서비스 차원 내 학습지원 요인의 상관계수(R)가 0.855로 높은 수준이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730으로 나타남.

-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은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러닝 콘텐츠 제공

(0.287)임.

<표 3-6> 학습지원 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203 0.040 　 5.113 0.000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특강이나 워크샵 개최 0.166 0.017 0.163 9.812 0.000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0.254 0.019 0.253 13.621 0.000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활동 0.246 0.016 0.264 15.278 0.000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러닝 콘텐츠 제공 0.282 0.017 0.287 16.190 0.000

- 교육서비스 차원 내 교육의 질 요인의 상관계수(R)가 0.833으로 높은 수준이

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693으로 나타남.

-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은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0.250)임.

<표 3-7> 교육의 질 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283 0.045 　 6.346 0.000

교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0.157 0.018 0.160 8.710 0.000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0.134 0.017 0.144 7.981 0.000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과 기법 사용 0.143 0.017 0.150 8.457 0.000

과제나 시험에 대한 담당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0.112 0.015 0.126 7.317 0.000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0.162 0.017 0.173 9.362 0.000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0.217 0.015 0.250 14.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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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시설

- 교육시설 차원의 상관계수(R)가 0.826으로 높은 수준이며, 수정된 R2(설명력)

이 0.680으로 나타남.

-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은 학생 휴식공간(0.145)임.

<표 3-8> 교육시설 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136 0.054 　 -2.516 0.012
강의실 및 실험실의 보유 시설 0.073 0.021 0.070 3.475 0.001
강의실 및 실험실의 규모 0.068 0.022 0.064 3.121 0.002
도서관 환경 및 도서대여 서비스 0.038 0.017 0.037 2.201 0.028
스터디룸, 독서실 등 학습 공간 0.071 0.016 0.077 4.307 0.000
스쿨버스 운영 수준 0.107 0.012 0.134 9.150 0.000
학생 자치공간 0.080 0.017 0.083 4.598 0.000
실내체육관 시설 0.036 0.021 0.036 1.757 0.079
야외 체육시설 -0.011 0.020 -0.011 -0.553 0.580
학생 휴식공간 0.128 0.017 0.145 7.732 0.000
생활관 시설 0.077 0.014 0.088 5.418 0.000
학교 식당 0.086 0.015 0.094 5.923 0.000
교내 편의시설 0.108 0.015 0.122 6.958 0.000
정보화 시설 0.076 0.015 0.085 5.197 0.000
교내 컴퍼스 환경 0.108 0.016 0.110 6.639 0.000

③ 행정서비스

- 행정서비스 차원의 상관계수(R)가 0.831로 높은 수준이며, 수정된 R2(설명력)

이 0.689로 나타남.

-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은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의 적극성(0.229)임.

<표 3-9> 행정서비스 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318 0.045 　 7.114 0.000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 0.158 0.020 0.145 8.086 0.000

업무 처리의 신속성 0.151 0.019 0.154 7.749 0.000
학생을 친절하게 대하는
응대성 0.189 0.018 0.213 10.622 0.000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0.189 0.022 0.202 8.708 0.000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의 적극성 0.210 0.020 0.229 10.38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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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창업 지원

- 취업/창업 지원활동 차원의 상관계수(R)가 0.876으로 높은 수준이며, 수정된 

R2(설명력)이 0.767로 나타남.

-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0.284)임.

<표 3-10> 취업/창업 지원활동 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본오차 베타

1

(상수) 0.198 0.036 　 5.498 0.000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0.192 0.016 0.194 11.876 0.000

현장체험 교육 기회 제공 0.210 0.014 0.228 14.610 0.000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0.270 0.018 0.280 14.789 0.000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0.279 0.017 0.284 16.18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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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IPA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공통 개선요인 분석

모형
IPA  분석

(중점개선/점진개선)
회귀분석

(영향력 높은 요인)
특징 및 개선 방향

교육
서비스

교양과정
다양한 교과목 편성
문제해결 능력

다양한 교과목 편성
다양한 교과목의 편성을 
통해 만족 수준 제고

전공과정

산업체 활용 가능 지식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실용적 과제
문제해결 능력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학생-교수간 친밀성 강
화를 위해 교수와의 소
통의 시간을 마련
(예: 2주에 한 시간...)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점진개선)
학습과의 연동성
프로그램 다양성

학교의 관심과 지원
학습과의 연동성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을 
학습에 접목시킬 수 있
도록 하여 학교의 관심
과 지원이 필요

학사제도
/학생지도

(점진개선)
유연한 학사제도
재수강 제도
장학금 제도

대학생활에 필요한 문
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지원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
원

거시적 관점에서는 학사
제도, 재수강제도, 장학
금제도에 대한 개선에 
요구되며, 실제 학교생
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및 취/창업에 대한 실질
적 소통의 창구가 마련
되어야 할 것임.

학습지원 이러닝 콘텐츠 제공 이러닝 콘텐츠 제공
자가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이러닝 콘텐츠의 제공

교육의 질
(점진개선)
학습자 수준 반영
과제/시험 피드백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학습자 수준을 반영한 
수업, 과제/시험에 대한 
피드백 등과 함께 성정 
평가의 공정성 확보, 적
절한 강의평가 항목 구
성 역시 감안

교육시설
스쿨버스
학습공간
교내 편의시설

학생 휴식공간
스쿨버스
교내 편의시설

스쿨버스와 관련한 전반
적인 요인 점검과 함께 
교내 편의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위한 지원

행정서비스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
소통 적극성
학생을 친절히 대하는 
응대성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
소통 적극성
학생을 친절히 대하는 
응대성

학생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
며, 친절한 응대를 위한 
교육 필요

취업/창업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 및 취업을 위한 학
교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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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들은 교육서비스 부분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인 반면, 강의

실 및 실험실, 도서관, 스쿨버스, 휴식공간, 학교식당 등 교육시설에 대한 만

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제공해 주는 복지 

부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과업에서 사용된 IPA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만족도 제고에 영향

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복지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았음. 따라서 경운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효

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행정 및 학사제도 수립 시 이를 고려할 필요성

이 있음.

○ IPA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교육서비스 차원의 비교과프로그램, 학사제도/학생

지도, 학습지원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들, 교육시설 차원의 스쿨버스, 학습공

간, 교내 편의시설 확충, 행정서비스 차원의 적극성과 응대성, 취/창업 지원 

차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한 다양한 정

책을 통해 재학생들의 만족 수준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회귀분석 결과, 만족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유의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다고 판단됨.

○ 회귀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교양과정의 교과목편성의 다양성, 전공과정의 교수

와의 원활한 소통,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학교의 관심과 지원, 학사제도/학

생지도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문제 상담 창구지원, 학습지원의 자가학습을 위

한 이러닝콘텐츠 제공, 교육의 질의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시설 차원의 학

생휴식공간 마련, 행정서비스 차원의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의 적극성,

취/창업 지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재정 확보를 통한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학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각종 공지사항 등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

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스마트폰

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발한 보급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

기 위해 학생들의 접촉 빈도가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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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 장학금 수혜의 수준과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각자의 특성과 장

점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학생들의 주 관심사인 진로에 대한 지원 역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진로와 관련한 상담에서부터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 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학생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설을 위해 보다 적극

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의 

탄력적 운영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투명한 평가결과와 학

생과 교수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고 그

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학생들이 요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개선 의지가 필요하며, 또한 만족도의 시계열 분석을 기초로 하

여 학사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면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되며, 심층질문(정성부문)에 나타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

고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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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 조사 재학생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우리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만족하

는 대학 교육서비스를 발굴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각 설문

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개선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설문 결과는 조사 목적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뿐,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 주관기관: 경운대학교 교무처, 기획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총괄사업단

■ 수행기관: 경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리서치코리아

문의 : (주)리서치코리아 Tel : 053-422-5004

1 응답자 일반 현황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모든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작성해
주십시오.

DQ1.
학부(과)

IT에너지대학
□ 01) 컴퓨터공학과 □ 02) 모바일공학과 □ 03) 신소재에너지학과
□ 04) 건축학과 □ 05) 디지털영상전공         □ 06) 멀티미디어전공

항공대학
□ 07) 항공운항학과 □ 08) 항공관광학부 □ 09) 항공전자공학과
□ 10) 항공정보통신공학과

보건대학
□ 11) 안경광학과 □ 12) 물리치료학과 □ 13) 작업치료
□ 14) 치위생학과 □ 15) 임상병리학과 □ 16) 보건바이오학과
□ 17) 의료경영학과

간호대학 □ 18) 간호학과

사회과학대학 □ 19) 경찰행정학부 □ 20) 사회복지학부 □ 21) 군사학과

경호스포츠대학 □ 22) 경호학부 □ 23) 사회체육학과 

DQ2. 학년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4) 4학년

DQ3. 입학년도
□ 1) 2009년 이전 □ 2) 2010년 □ 3) 2011년 □ 4) 2012년
□ 5) 2013년 □ 6) 2014년 □ 7) 2015년 □ 8) 2016년

DQ4. 성별 □ 1) 남성 □ 2) 여성

DQ5. 거주유형
□ 1) 생활관 □ 2) 자취 □ 3) 하숙 □ 4) 자택
□ 5) 기타 (                     )

DQ6. 주 통학수단
□ 1) 스쿨버스 □ 2) 시내버스 □ 3) 도보 □ 4) 자가용
□ 5) 자전거/오토바이 □ 6) 기타 (                     )

DQ7. 스쿨버스 이용 □ 1) 매일 □ 2) 주 1~2회 □ 3) 주 3~4회 □ 4) 거의 이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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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서비스 분야

다음은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교양

※ 지금부터는 교양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서비스 중 교양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Q1. 귀하께서는 대학의 교양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 2) 출석관리

□ 3) 교수의 전문지식 □ 4)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 5)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습득 □ 6)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

□ 7)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 8)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Q2. 다음은 우리 대학의 교양과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2) 출석관리 ① ② ③ ④ ⑤

3) 교수의 전문지식 ① ② ③ ④ ⑤

4)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① ② ③ ④ ⑤

5)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습득 ① ② ③ ④ ⑤

6) 사회구성원 및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 ① ② ③ ④ ⑤

7)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① ② ③ ④ ⑤

8)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① ② ③ ④ ⑤

Q3. 귀하께서는 우리 대학의 교양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Part 2. 전공

※ 지금부터는 전공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서비스 중 전공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Q4. 귀하께서는 대학의 전공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의 습득 □ 2) 출석관리

□ 3) 교수의 전문지식 □ 4)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 5)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 6)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 7) 실습, 견학, 인턴십 등 현장학습활동 □ 8) 프로젝트팀 등의 소그룹단위 교육

□ 9) 전공과목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 □ 10)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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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다음은 우리 대학의 전공과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의 습득 ① ② ③ ④ ⑤

2) 출석관리 ① ② ③ ④ ⑤

3) 교수의 전문지식 ① ② ③ ④ ⑤

4) 교육목적에 맞는 강의 진행 ① ② ③ ④ ⑤

5)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① ② ③ ④ ⑤

6)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 배양 ① ② ③ ④ ⑤

7) 실습, 견학, 인턴십 등 현장학습활동 ① ② ③ ④ ⑤

8) 프로젝트팀 등의 소그룹단위 교육 ① ② ③ ④ ⑤

9) 전공과목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 ① ② ③ ④ ⑤

10)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 ① ② ③ ④ ⑤

Q6. 귀하께서는 우리 대학의 전공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Part 3.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지금부터는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어학강좌, 특강, 동아리, 학내 봉사활동, 공연,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우리 대학의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Q7. 귀하께서는 대학의 비교과교육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프로그램의 다양성 □ 2) 학습과의 연동성
□ 3)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 4)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Q8. 다음은 우리 대학의 비교과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프로그램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2) 학습과의 연동성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① ② ③ ④ ⑤

4)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 ① ② ③ ④ ⑤

Q9. 귀하께서는 우리 대학의 비교과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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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 지금부터는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의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Q10. 귀하께서는 대학의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 2)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 3)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 4)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 5) 대학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지원

Q11. 다음은 우리 대학의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수가 용이한 학사제도 ① ② ③ ④ ⑤

2) 체계적인 재수강 제도 ① ② ③ ④ ⑤

3)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① ② ③ ④ ⑤

4) 취업 및 진로 문제에 대한 학교의 충실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대학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지원 ① ② ③ ④ ⑤

Q12. 귀하께서는 우리 대학의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Part 5. 학습지원

※ 지금부터는 학습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의 학습 지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Q13. 귀하께서는 대학의 학습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특강이나 워크샵 개최

□ 2)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 3)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 활동

□ 4)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러닝 콘텐츠 제공

Q14. 다음은 우리 대학의 학습지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특강이나 워크샵 개최 ① ② ③ ④ ⑤

2)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제공/대여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러닝 콘텐츠 제공 ① ② ③ ④ ⑤

Q15. 귀하께서는 우리 대학의 학습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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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교육의 질

※ 지금부터는 교육의 질(Quality)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의 질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Q16. 귀하께서는 대학의 교육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교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 2)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 3)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과 기법 사용

□ 4) 과제나 시험에 대해 담당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 5)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 6)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Q17. 다음은 우리 대학의 교육의 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교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진행 ① ② ③ ④ ⑤

2)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① ② ③ ④ ⑤

3)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수업방법과 기법 사용 ① ② ③ ④ ⑤

4) 과제나 시험에 대해 담당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① ② ③ ④ ⑤

5) 강의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6) 명확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① ② ③ ④ ⑤

Q18. 귀하께서는 우리 대학의 교육의 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Part 7. 교육서비스 종합 평가

Q19. 귀하께서는 대학의 교육서비스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교양과정 □ 2) 전공과정

□ 3)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4)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 5) 학습 지원 □ 6) 교육의 질

Q20. 앞에서 평가하신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학습지원, 교육의 

질을 모두 고려했을 때, 우리 학교의 교육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부록 1. 조사표

2016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재학생) 보고서 / 154 

3 교육시설 분야

다음은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21. 귀하께서는 대학의 교육시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01) 강의실 및 실험실의 보유 시설         □ 02) 강의실 및 실험실의 규모

□ 03) 도서관 환경 및 도서대여 서비스         □ 04) 스터디룸, 독서실 등 학습 공간

□ 05) 스쿨버스 운영 수준         □ 06)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의 학생 자치공간

□ 07) 실내체육관 시설         □ 08) 야외 체육시설

□ 09) 휴게실, 벤치 등 학생 휴식공간         □ 10) 생활관 시설

□ 11) 학교 식당         □ 12) 매점, 분식점, 커피숍, 서점 등 교내 편의시설

□ 13) 교내 멀티미디어시설, Wi-Fi 등 정보화 시설 □ 14) 조명, 조경, 통행로 등 교내 캠퍼스 환경

Q22. 다음은 우리 대학의 교육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강의실 및 실험실의 보유 시설 ① ② ③ ④ ⑤

2) 강의실 및 실험실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3) 도서관 환경 및 도서대여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4) 스터디룸, 독서실 등 학습 공간 ① ② ③ ④ ⑤

5) 스쿨버스 운영 수준 ① ② ③ ④ ⑤

6)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의 학생 자치공간 ① ② ③ ④ ⑤

7) 실내체육관 시설 ① ② ③ ④ ⑤

8) 야외 체육시설 ① ② ③ ④ ⑤

9) 휴게실, 벤치 등 학생 휴식공간 ① ② ③ ④ ⑤

10) 생활관 시설 ① ② ③ ④ ⑤

11) 학교 식당 ① ② ③ ④ ⑤

12) 매점, 분식점, 커피숍, 서점 등 교내 편의시설 ① ② ③ ④ ⑤

13) 교내 멀티미디어시설, Wi-Fi 등 정보화 시설 ① ② ③ ④ ⑤

14) 조명, 조경, 통행로 등 교내 캠퍼스 환경 ① ② ③ ④ ⑤

Q23. 귀하께서는 우리 대학의 교육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 우리 대학의 교육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Q24. 우리 대학의 교육 시설과 관련하여 규모측면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

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규모 측면의 개선이라 함은 각 시설에 대해 '더 넓게', '더 크게', '더 

많이'와 같은 개념이 해당됩니다.

□ 1)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시설

□ 2) 체육관, 야외체육시설, 휴식공간 등 교내 문화 시설

□ 3) 매점, 분식점, 커피숍, 서점 등 교내 편의시설

□ 4) 교내 멀티미디어시설, Wi-Fi 등 정보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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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우리 대학의 교육 시설과 관련하여 시설측면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

인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시설 측면의 개선이라 함은 '더 최신의', '더 좋은'과 같은 개념

이 해당됩니다.

□ 1)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시설

□ 2) 체육관, 야외체육시설, 휴식공간 등 교내 문화 시설

□ 3) 매점, 분식점, 커피숍, 서점 등 교내 편의시설

□ 4) 교내 멀티미디어시설, Wi-Fi 등 정보화 시설

Q26. 우리 대학의 교육 시설과 관련하여 다양성측면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

엇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다양성 측면의 개선이라 함은 '같은 것이라도 여러 개가 있는', '선

택의 폭이 넓어지는'과 같은 개념이 해당됩니다.

□ 1)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시설

□ 2) 체육관, 야외체육시설, 휴식공간 등 교내 문화 시설

□ 3) 매점, 분식점, 커피숍, 서점 등 교내 편의시설

□ 4) 교내 멀티미디어시설, Wi-Fi 등 정보화 시설

Q27. 귀하께서는 우리 대학의 교육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① ② ③ ④ ⑤

4 행정서비스 및 취업/창업 지원활동 평가

다음은 우리 대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직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행정서비스

Q28. 귀하께서는 대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직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 □ 2) 업무 처리의 신속성

□ 3) 학생을 친절하게 대하는 응대성 □ 4)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 5)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의 적극성

Q29. 다음은 우리 대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직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2) 업무 처리의 신속성 ① ② ③ ④ ⑤

3) 학생을 친절하게 대하는 응대성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성 ① ② ③ ④ ⑤

5) 건의사항 수용 등 의사소통의 적극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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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귀하께서는 우리 대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직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Part 2. 취업 및 창업 지원활동

Q31. 귀하께서는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 2) 현장실습, 인턴십 등 현장체험 교육 기회 제공

□ 3)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Q32. 다음은 우리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2) 현장실습, 인턴십 등 현장체험 교육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3)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4)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Q33. 귀하께서는 우리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5 종합만족도 평가

Q34. 귀하께서는 우리 대학의 교육서비스, 시설, 행정서비스 및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등 모든 점

을 고려할 때 우리 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Q35.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대학은 잘 알려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의 평판은 좋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대학은 비전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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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층질문

질문 1
교육서비스(교양, 전공, 비교과프로그램,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학습지원 교육의 질 

등)의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만족
사항

불만족
사항

개선방안

질문 2
교육시설(강의실, 도서관, 스쿨버스, 학교식당 등)의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무

엇이든 좋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만족
사항

불만족
사항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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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행정서비스 및 취업/창업 지원활동의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만족
사항

불만족
사항

개선방안

질문 4
앞서 평가한 교육서비스, 교육시설, 행정서비스 부문 뿐 아니라 우리 대학 전반의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