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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목적
□ 교육수요자(학부생) 만족도 조사 관리의 내실화

◯ 본 조사는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학부생이 느끼고 있는 교육 및 시설, 행정서비
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교육만족도에 대한 일차원적인 조사 보다는 학생이 대학교육에 만족하는데 있
어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함께 파악(GAP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

- 이는 학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소가 기대만큼 제공되지 못할 때 학생의 불만은 더욱 증폭
되고 중도탈락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확률이 크므로 대학 당국에서도 이 항목의 개선에 대한 대
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기 때문

- 만족도 점수 하나만을 측정하는 일차원적인 접근에 비해 중요도의 맥락 내에서 만족도를 분석하
는 것이 정확성과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

- 중요도-만족도 분석(GAP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가 가능하며 비교적 쉽게 교육 서비스
의 수행 정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문제 영역을 정확히 찾아내어 그에 상응하는 개선 노력을 기
울일 수 있음

-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는 대학의 강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분명히 드러내며 학생의 우선순위
에 부합되는 대학교육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단이 됨

Ⅱ. 조사 및 분석 방법
1. 조사 방법

□ 조사 항목 개발

◯ FGI를 통해 모든 학과 공통문항과 각 학과별 선택문항을 도출

◯ 시설/강의/행정 등 큰 카테고리 하에 세부 항목을 균형 있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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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과정을 거쳐 완성한 설문 문항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문 내용

교육서비스

전공수업

적합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
이 되는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
이 될 정도로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
이 될 정도로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성실 우리 학과 전공수업의 교수/강사는 강의에 성실하다. 
(수업시간 준수, 유익한 수업내용, 적절한 강의방식, 공정한 평가 등)  

진로관심 우리 학과 전공 교수는 학생들의 성장 및 진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
려 한다.

인격존중 우리 학과 교수/강사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교과운영 우리 학과 전공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양수업

적합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전
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다
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성실 우리 학교 교양수업의 교수/강사는 강의에 성실하다.
인격존중 우리 학교 교양수업의 교수/강사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교과운영 우리 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서비스

충분한 정보 제공 우리 학교는 홈페이지 게시, 학과별 공지 등을   통해 학사 정보(학사일
정, 커리큘럼, 장학금 등)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 편의성 우리 학교의 행정서비스(수강신청, 학사업무처리, 증명서발급 등)는   이
용하기 편리하다.

요구사항 수렴/반영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고자 한다.
친절성 우리 학교 행정직원분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한다.

경력/진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시설

강의실
청결 강의실은 청결하고 쾌적하다.
설비 강의실에 있는 강의를 위한 설비(화이트보드, 프로젝터 등)는 잘 갖춰져 

있다.
학과특수 우리 학과가 사용하는 특수 강의실(전산실 등)은 학습 여건으로 적합하

다.
실기 연습실 우리 학과가 사용하는 실기 연습실은 이용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다.

도서관 적합성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자료(도서, 정기간행물, 영상물, 전자자료   등)
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편의성 우리 학교 도서관은 열람, 대출, 반납 등 이용하기 편리하다.
생활공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공간을 잘 제공하고 있

다.

학교생활
상담 우리 학교는 진로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잘 지원하고 있다.

학생회 우리 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잘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동아리 활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우리 학교는 동아리활동을 잘 지원

하고 있다.

만족도

자기계발 우리 학교/학과는 나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진로 우리 학교/학과는 나의 진로(취업, 진학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만족도 나는 우리 학교/학과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자긍심 나는 우리 학교/학과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추천의향 나는 수험생들에게 우리 학교/학과를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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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자(표본): 400명 (전체 학생 대비 34.5%)
조사대상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표본수 모집단 표본비율

음악대학

국악과 12 12 12 12 48 140 34.3%

성악과 10 10 10 10 40 120 33.3%

피아노과 11 11 11 11 44 124 35.5%

관현악과 10 10 10 10 40 120 33.3%

작곡가 7 7 7 7 28 80 35.0%

미술대학

동양학과 9 9 9 10 37 108 34.3%

서양학과 9 9 9 10 37 108 34.3%

판화과 8 9 9 9 35 100 35.0%

문학·영상

대학

문예창작과 8 9 9 9 35 100 35.0%

영상시나리오과 7 7 7 7 28 80 35.0%

영상비즈니스과 7 7 7 7 28 80 35.0%

계 98 100 100 102 400 1,160 34.5%

2. 분석 방법
□ GAP 분석(중요도, 만족도)

각 항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부족한 순위로 우선 개선 사항을 파악하는 기법

“중요도”에 있는 각 숫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만족도”에 있는 각 숫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학과별, 학년별 분석
각 항목 결과에 대하여 학과별, 학년별 분석을 하고, ANOVA 분석을 통해 학과별, 학년
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

□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전체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세부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세부 항
목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과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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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결과

1. 전체

1) 기초통계분석

□ 대분류 기준

◯ 교육수요자(학부생)로서 학교생활에서 만족하기 위해 생각하는 각 요소(대분
류)의 중요도는 전공수업(평균 4.17), 시설(평균 4.11), 행정서비스(평균 3.97), 
학교생활(평균 3.84), 교양수업(평균 3.78) 순으로 나타남

◯ 각 요소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전공수업(평균 3.47), 시설(평균 3.38), 학교생
활(평균 3.84), 행정서비스(평균 2.99), 교양수업(평균 2.91) 순으로 나타남

- 보통(3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양수업에 대한 만족도(2.91)가 다소 만족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33으로 보통(3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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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서비스 – 전공수업 

◯ 교육서비스 중 전공수업에 대한 각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적합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
성실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의 교수/강사는 강의에 성실하다. 
(수업시간 준수, 유익한 수업내용, 공정한 평가 등)  

진로관심 우리 학과 전공 교수는 학생들의 성장 및 진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 한다.

인격존중 우리 학과 전공수업의 교수/강사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교과운영 
의견수렴

우리 학과 전공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교육서비스 중 전공수업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공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은 중요도 평균(이하 동일) 4.11, 만족도 평균(이하 
동일) 3.45로 나타남

- 전공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은 중요도 4.18, 만족도 3.51로 나타남
- 전공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은 중요도 3.95, 만족도 3.08로 나타남
-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은 중요도 4.31, 만족도 3.74로 나타남
- 전공교수들의 (학생들 성장 및) 진로관심은 중요도 4.17, 만족도 3.52로 나타남
-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은 중요도 4.41, 만족도 3.90으로 나타남
- 전공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중요도 4.05, 만족도 3.09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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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서비스 – 교양수업 

◯  교육서비스 중 교양수업에 대한 각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적합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
다.

전문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
되어 있다.

다양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
어 있다.

강의 
성실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의 교수/강사는 강의에 성실하다.
(수업시간 준수, 유익한 수업내용, 공정한 평가 등)

인격존중 우리 학교 교양수업의 교수/강사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교과운영 
의견수렴

우리 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교육서비스 중 교양수업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양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은 중요도 평균(이하 동일) 3.61, 만족도 평균(이하 
동일) 2.72로 나타남 

- 교양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은 중요도 3.63, 만족도 2.76으로 나타남
- 교양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은 중요도 3.66, 만족도 2.55로 나타남
-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은 중요도 3.93, 만족도 3.32로 나타남
-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은 중요도 4.04, 만족도 3.47로 나타남
-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중요도 3.79, 만족도 2.6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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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

◯  행정서비스에 대한 각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충분한 
정보제공

우리 학교는 홈페이지 게시, 학과별 공지 등을 통해 학사 정보(학사일정, 커리큘럼, 장학금 등)
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 
편의성

우리 학교의 행정서비스(수강신청, 학사업무처리, 증명서발급 등)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요구사항 
수렴/반영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고자 한다.

친절성 우리 학교 행정직원분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한다.

경력/진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행정서비스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행정서비스의 (학사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은 중요도 평균(이하 동일) 3.97, 만족도 평
균 (이하 동일) 3.14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은 중요도 4.03, 만족도 3.14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의 학생들 요구사항 수렴/반영은 중요도 4, 만족도 2.75로 나타남
- 행정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친절성은 중요도 3.96, 만족도 3.08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의 (경력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경력/진로 정보제공은 중요도 3.88, 만족도 2.85로 

나타남



- 8 -

□ 시설 
◯ 학교시설에 대한 각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강의실

청결 강의실은 청결하고 쾌적하다.

설비 강의실에 있는 강의를 위한 설비(화이트보드, 프로젝터 등)는 잘 갖춰져 있다.

학과특수
[사용하는 학생만 응답] 우리 학과가 사용하는 특수 강의실(전산실, 계단강의실, 리사이트
홀 등)은 학습 여건으로 적합하다.

실기 연습실
[사용하는 학생만 응답] 우리 학과가 사용하는 실기 연습실은 이용하기에 충분하고 적합
하다.

도서관
적합성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자료(도서, 정기간행물, 영상물, 전자자료 등)는 나의 필요를 충
족시킨다.

편의성 우리 학교 도서관은 열람, 대출, 반납 등 이용하기 편리하다.

생활공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공간을 잘 제공하고 있다.

◯ 학교시설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실 청결은 중요도 평균(이하 동일) 4.18, 만족도 평균 (이하 동일) 3.63
으로 나타남 

-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를 위한) 강의실 설비는 중요도 4.04, 만족도 3.28로 나타남 
- 특수 강의실(학습 여건에 적합)에 대한 학과특수는 중요도 4.14, 만족도 3.45로 나타남
- (학생들을 위한) 실기 연습실은 중요도 4.12, 만족도 2.90으로 나타남
- 도서관 자료 이용의 적합성은 중요도 4.15, 만족도 3.62로 나타남
-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은 중요도 4.20, 만족도 3.87로 나타남
-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생활공간은 중요도 3.95, 만족도 2.90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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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

◯ 학교생활에 대한 각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상담 우리 학교는 진로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잘 지원하고 있다.

학생회 우리 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잘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동아리 활동 중인 학생만 응답] 
우리 학교는 동아리활동을 잘 지원하고 있다.

◯ 학교생활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을 위한) 진로나 학교생활 상담지원은 중요도 평균 (이하 동일) 3.86, 만족도 평균 (이
하 동일) 2.87로 나타남

-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는 중요도 3.97, 만족도 3.28로 나타남
-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은 중요도 3.69, 만족도 2.8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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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만족도

◯ 만족도에 대한 각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자기계발 우리 학교/학과는 나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진로 우리 학교/학과는 나의 진로(취업, 진학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만족도 나는 우리 학교/학과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자긍심 나는 우리 학교/학과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추천의향 나는 수험생들에게 우리 학교/학과를 추천하고 싶다.

◯ 만족도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계발은 만족도 평균 (이하 동일) 3.37로 나타남
-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는 만족도 3.22로 나타남 
- 우리 학교/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도 3.35로 나타남 
- 우리 학교/학과에 대한 자긍심은 만족도 3.42로 나타남 
- 우리 학교/학과의 추천의향은 만족도 3.29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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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P 분석 
◯  설문 문항 전체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GAP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실기연습실은 중요도 4.12, 만족도 2.90로 가장 중요하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 수렴/반영은 중요도 4, 만족도 2.75로 나타남
-  학교 생활공간은 중요도 3.95, 만족도 2.90으로 나타남
-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전문성은 중요도 3.63, 만족도 2.76로 나타남
-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적합성은 중요도 3.61, 만족도 2.72로 나타남
-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다양성은 중요도 3.66, 만족도 2.55로 나타남
-  교양과목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중요도 3.79, 만족도 2.67로 나타남
-  학교의 동아리 지원은 중요도 3.69, 만족도 2.87로 나타남
-  학교생활과 관련된 상담지원은 중요도 3.86, 만족도 2.87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경력/진로는 중요도 3.88, 만족도 2.85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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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
◯ 종속변수: 전반적인 만족도

- 세부 5문항 평균: 자기계발, 진로, 만족도, 자긍심, 추천의향

◯ 독립변수
- 전공수업 만족도

세부 7문항 평균: 적합성, 전문성, 다양성, 강의 성실성, 진로관심, 인격존중, 교과운영 의견수렴
- 교양수업 만족도

세부 6문항 평균: 적합성, 전문성, 다양성, 강의 성실성, 인격존중, 교과운영 의견수렴
- 행정서비스 만족도

세부 5문항 평균: 충분한 정보제공, 서비스 편의성, 요구사항 수렴/반영, 친절성, 경력/진로
- 학교시설 만족도

세부 7문항 평균: 강의실 청결, 강의실 설비, 학과특수 강의설, 실기 연습실, 도서관 적합성, 도
서관 편의성, 생활공간

- 학교생활 만족도
세부 3문항 평균: 상담, 학생회, 동아리

◯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05 .143 2.829 .005

전공수업 .521 .048 .513 10.887 .000
교양수업 .005 .045 .005 .110 .912
학교행정 .010 .048 .011 .201 .840
학교시설 .214 .051 .202 4.204 .000
학교생활 .113 .048 .117 2.328 .020

-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는 전공수업, 학교시설, 학교생활로 나타남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전공수업 > 학교시설 > 학
교생활 순으로 나타남)

- 교약수업과 학교행정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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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별

1) 기초통계분석 

□ 대분류 기준: 대학별

◯ 음악대학

- 음악대학 학생이 생각하는 각 요소(대분류)의 중요도는 전공수업(평균 4.06), 시설(평균 4.01), 
행정서비스(평균 3.83), 학교생활(평균 3.73), 교양수업(평균 3.57) 순으로 나타남

- 각 요소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전공수업(평균 3.52), 시설(평균 3.43), 행정서비스(평균 3.10), 
학교생활(평균 3.06), 교양수업(평균 3.04) 순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39으로 보통(3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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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대학

- 미술대학 학생이 생각하는 각 요소(대분류)의 중요도는 전공수업(평균 4.22), 시설(평균 4.14), 
행정서비스(평균 3.95), 교양수업(평균 3.87), 학교생활(평균 3.77) 순으로 나타남

- 각 요소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전공수업(평균 3.42), 시설(평균 3.15), 학교생활(평균 2.97), 행
정서비스(평균 2.73) 및 교양수업(평균 2.93) 순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15로 보통(3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

- 문학·영상대학 학생이 생각하는 각 요소(대분류)의 중요도는 전공수업(평균 4.35), 시설(평균 
4.31), 행정서비스(평균 4.30), 학교생활(평균 4.18), 교양수업(평균 4.14) 순으로 나타남

- 각 요소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시설(평균 3.58), 전공수업(평균 3.40), 행정서비스(평균 3.04), 
학교생활(평균 2.94),  및 교양수업(평균 2.88) 순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41로 보통(3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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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 기준: 대학간

◯ 전공수업

- 전공수업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문학·영상대학(평균 4.35), 미술대학(평균 4.22), 음악대학(평균 
4.06) 순으로 나타남

- 전공수업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음악대학(평균 3.52), 미술대학(평균 3.42), 문학·영상대학(평균 
3.40) 순으로 나타남

◯ 교양수업

- 교양수업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문학·영상대학(평균 4.14), 미술대학(평균 3.87), 음악대학(평균 
3.57) 순으로 나타남

- 교양수업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음악대학(평균 3.04), 문학·영상대학(평균 2.88), 미술대학(평균 
2.7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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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

- 행정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문학·영상대학(평균 4.30), 미술대학(평균 3.95), 음악대학(평
균 3.83) 순으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음악대학(평균 3.10), 문학·영상대학(평균 3.04), 미술대학(평
균 2.73) 순으로 나타남

◯ 시설

- 시설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문학·영상대학(평균 4.31), 미술대학(평균 4.14), 음악대학(평균 
4.01) 순으로 나타남

- 시설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문학·영상대학(평균 3.58), 음악대학(평균 3.43), 미술대학(평균 
3.15)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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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

- 학교생활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문학·영상대학(평균 4.18), 미술대학(평균 3.77), 음악대학(평균 
3.73) 순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음악대학(평균 3.06), 미술대학(평균 2.97), 문학·영상대학(평균 
2.94)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 만족도

-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문학·영상대학(평균 3.41), 음악대학(평균 3.39), 미술대학(평
균 3.15)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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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적합성

◯ 대학별 전공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적합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
되어 있다.

◯ 대학별 전공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전공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06, 만족도 3.54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전공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06, 만족도 3.28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전공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28, 만족도 3.4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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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전문성 

◯ 대학별 전공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전문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전문적인 수업들
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학별 전공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전공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10, 만족도 3.58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전공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23, 만족도 3.42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전공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30, 만족도 
3.47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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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다양성

◯ 대학별 전공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다양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학별 전공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전공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85, 만족도 3.13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전공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 만족도 3.08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전공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12, 만족도 2.96으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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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강의성실성

◯ 대학별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강의성실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강의

성실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의 교수/강사는 강의에 성실하다. 
(수업시간 준수, 유익한 수업내용, 공정한 평가 등)  

◯ 대학별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강의성실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
다. 

- 음악대학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강의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4.23, 만족도 3.8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강의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4.35, 만족도 3.7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강의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4.43, 만족도 3.64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고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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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진로관심

◯ 대학별 전공교수들의 (학생들 성장 및) 진로관심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진로관심 우리 학과 전공 교수는 학생들의 성장 및 진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 한다.

◯ 대학별 전공교수들의 (학생들 성장 및) 진로관심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전공교수들의 (학생들 성장 및) 진로관심에 대해 중요도 4.02, 만족도 3.55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전공교수들의 (학생들 성장 및) 진로관심에 대해 중요도 4.32, 만족도 3.51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전공교수들의 (학생들 성장 및) 진로관심에 대해 중요도 4.34, 만족도 3.4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고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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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인격존중 

◯ 대학별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인격존중 우리 학과 전공수업의 교수/강사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 대학별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
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4.26, 만족도 3.89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4.45, 만족도 3.86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4.69, 만족도 
3.93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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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교과운영 의견수렴

◯ 대학별 전공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교과운영 
의견수렴

우리 학과 전공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대학별 전공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
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전공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3.89, 만족도 3.17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전공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4.16, 만족도 3.08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전공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4.30, 만족도 
2.93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고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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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적합성

◯ 대학별 교양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적합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
되어 있다.

◯ 대학별 교양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교양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37, 만족도 2.8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교양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74, 만족도 2.57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교양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03, 만족도 2.76으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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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전문성 

◯ 대학별 교양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전문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전문적인 수업들
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학별 교양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
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교양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43, 만족도 2.9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교양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70, 만족도 2.5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교양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01, 만족도 2.73
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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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다양성

◯ 대학별 교양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다양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학별 교양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교양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41, 만족도 2.7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교양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77, 만족도 2.29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교양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10, 만족도 2.5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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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강의성실성

◯ 대학별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강의 

성실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의 교수/강사는 강의에 성실하다.
(수업시간 준수, 유익한 수업내용, 공정한 평가 등)

◯ 대학별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3.79, 만족도 3.49로, 중요도에 비
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4.04, 만족도 3.11로, 중요도에 비
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4.16, 만족도 3.21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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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인격존중

◯ 대학별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인격존중 우리 학교 교양수업의 교수/강사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 대학별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
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3.87, 만족도 3.52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4.14, 만족도 3.41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4.31, 만족도 
3.48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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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교과운영 의견수렴

◯ 대학별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교과운영 
의견수렴

우리 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대학별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
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3.57, 만족도 2.8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3.86, 만족도 2.47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4.23, 만족도 
2.56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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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충분한 정보제공

◯ 대학별 행정서비스 중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충분한 
정보제공

우리 학교는 홈페이지 게시, 학과별 공지 등을 통해 학사 정보(학사일정, 커리큘럼, 장
학금 등)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 대학별 행정서비스 중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
다.

- 음악대학은 행정서비스의 (학사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3.83, 만족도 
3.16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행정서비스의 (학사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3.91, 만족도 
2.97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행정서비스의 (학사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4.34, 만족
도 3.27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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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서비스 편의성

◯ 대학별 행정서비스 중 서비스 편의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서비스 
편의성

우리 학교의 행정서비스(수강신청, 학사업무처리, 증명서발급 등)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 대학별 행정서비스 중 서비스 편의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3.88, 만족도 3.2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4.06, 만족도 2.77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4.31, 만족도 3.42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
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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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요구사항 수렴/반영

◯ 대학별 행정서비스 중 요구사항 수렴/반영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요구사항 
수렴/반영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고자 한다.

◯ 대학별 행정서비스 중 요구사항 수렴/반영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행정서비스의 학생들 요구사항 수렴/반영에 대해 중요도 3.81, 만족도 2.91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행정서비스의 학생들 요구사항 수렴/반영에 대해 중요도 4.01, 만족도 2.50으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행정서비스의 학생들 요구사항 수렴/반영에 대해 중요도 4.41, 만족도 2.68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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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친절성

◯ 대학별 행정서비스 중 행정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친절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친절성 우리 학교 행정직원분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한다.

◯ 대학별 행정서비스 중 행정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친절성에 대한 각 설문 응
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행정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친절성에 대해 중요도 3.88, 만족도 3.23으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행정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친절성에 대해 중요도 3.92, 만족도 2.77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행정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친절성에 대해 중요도 4.19, 만족도 3.11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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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경력/진로

◯ 대학별 행정서비스 중 행정서비스의 (경력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경력/진로 
정보제공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경력/진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대학별 행정서비스 중 행정서비스의 (경력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경력/진로 
정보제공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행정서비스의 (경력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경력/진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3.74, 만족도 3.01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행정서비스의 (경력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경력/진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3.84, 만족도 2.6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행정서비스의 (경력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경력/진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
도 4.26, 만족도 2.72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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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강의실 청결

◯ 대학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실 청결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강의실 청결 강의실은 청결하고 쾌적하다.

◯ 대학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실 청결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
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실 청결에 대해 중요도 4.07, 만족도 3.76으로, 중요도에 비
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실 청결에 대해 중요도 4.14, 만족도 3.06으로, 중요도에 비
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실 청결에 대해 중요도 4.47, 만족도 4.06으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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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강의실 설비

◯ 대학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를 위한) 강의실 설비에 대한 설
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강의실 설비 강의실에 있는 강의를 위한 설비(화이트보드, 프로젝터 등)는 잘 갖춰져 있다.

◯ 대학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를 위한) 강의실 설비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를 위한) 강의실 설비에 대해 중요도 3.91, 만족도 3.21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를 위한) 강의실 설비에 대해 중요도 4.08, 만족도 3.26으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를 위한) 강의실 설비에 대해 중요도 4.27, 만족도 
3.49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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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강의실 학과특수

◯ 대학별 학교시설 중 특수 강의실(학습 여건에 적합) 학과특수에 대한 설문 문
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강의실 학과특수
[사용하는 학생만 응답] 우리 학과가 사용하는 특수 강의실(전산실, 계단강의실, 리
사이트홀 등)은 학습 여건으로 적합하다.

◯ 대학별 학교시설 중 특수 강의실(학습 여건에 적합) 학과특수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특수 강의실(학습 여건에 적합) 학과특수에 대해 중요도 4.16, 만족도 3.62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특수 강의실(학습 여건에 적합) 학과특수에 대해 중요도 4.07, 만족도 3.10으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특수 강의실(학습 여건에 적합) 학과특수에 대해 중요도 4.22, 만족도 3.46으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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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실기연습실

◯ 대학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을 위한) 실기 연습실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실기 연습실
[사용하는 학생만 응답] 우리 학과가 사용하는 실기 연습실은 이용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다.

◯ 대학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을 위한) 실기 연습실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실기 연습실에 대해 중요도 4.02, 만족도 2.82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실기 연습실에 대해 중요도 4.29, 만족도 2.88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실기 연습실에 대해 중요도 4.24, 만족도 3.29로, 중요도에 비
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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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도서관 적합성

◯ 대학별 학교시설 중 도서관 자료 이용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
다.

항목 설  문  문  항

도서관 적합성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자료(도서, 정기간행물, 영상물, 전자자료 등)는 나의 필
요를 충족시킨다.

◯ 대학별 학교시설 중 도서관 자료 이용의 적합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
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도서관 자료 이용의 적합성에 대해 중요도 4.01, 만족도 3.68로,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도서관 자료 이용의 적합성에 대해 중요도 4.25, 만족도 3.45로,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도서관 자료 이용의 적합성에 대해 중요도 4.36, 만족도 3.73으로, 중요도에 비
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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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도서관 편의성

◯ 대학별 학교시설 중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도서관 편의성 우리 학교 도서관은 열람, 대출, 반납 등 이용하기 편리하다.

◯ 대학별 학교시설 중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4.10, 만족도 3.85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4.23, 만족도 3.72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4.40, 만족도 4.12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
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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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생활공간

◯ 대학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생활공간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생활공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공간을 잘 제공하고 있다.

◯ 대학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생활공간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생활공간에 대해 중요도 3.84, 만족도 3.06으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생활공간에 대해 중요도 3.90, 만족도 2.60으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생활공간에 대해 중요도 4.25, 만족도 
2.91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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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상담

◯ 대학별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위한) 진로나 학교생활 상담지원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상담 우리 학교는 진로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잘 지원하고 있다.

◯ 대학별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위한) 진로나 학교생활 상담지원에 대한 각 설
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나 학교생활 상담지원에 대해 중요도 3.87, 만족도 3.28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나 학교생활 상담지원에 대해 중요도 3.98, 만족도 3.26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나 학교생활 상담지원에 대해 중요도 4.18, 만족도 3.35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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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학생회

◯ 대학별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학생회 우리 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잘 활동하고 있다.

◯ 대학별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
과 같다.

- 음악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에 대해 중요도 3.87, 만족도 3.28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에 대해 중요도 3.98, 만족도 3.26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
도가 낮고 대학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에 대해 중요도 4.18, 만족도 3.35로,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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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동아리

◯ 대학별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동아리 [동아리 활동 중인 학생만 응답] 
우리 학교는 동아리활동을 잘 지원하고 있다.

◯ 대학별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에 대해 중요도 3.54, 만족도 2.95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미술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에 대해 중요도 3.56, 만족도 2.9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에 대해 중요도 4.24, 만족도 2.65로, 중요도에 비
해 만족도가 낮고, 대학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고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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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자기계발 

◯ 대학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설문 문
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자기계발 우리 학교/학과는 나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

◯ 대학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계발에 대해 만족도 3.36으로 나타남 
- 미술대학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계발에 대해 만족도 3.31로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계발에 대해 만족도 3.46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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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진로

◯ 대학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진로 우리 학교/학과는 나의 진로(취업, 진학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 대학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각 설문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만족도 3.28로 나타남 
- 미술대학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만족도 2.97로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만족도 3.40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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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만족도

◯ 대학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
다.
항목 설  문  문  항

만족도 나는 우리 학교/학과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대학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
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우리 학교/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도 3.40으로 나타남 
- 미술대학은 우리 학교/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도 3.15로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우리 학교/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도 3.49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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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자긍심

◯ 대학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 자긍심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자긍심 나는 우리 학교/학과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 대학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 자긍심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
다.

- 음악대학은 우리 학교/학과 자긍심에 대해 만족도 3.55로 나타남 
- 미술대학은 우리 학교/학과 자긍심에 대해 만족도 3.23으로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우리 학교/학과 자긍심에 대해 만족도 3.34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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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추천의향

◯ 대학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 추천의향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추천의향 나는 수험생들에게 우리 학교/학과를 추천하고 싶다.

◯ 대학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 추천의향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대학은 우리 학교/학과 추천의향에 대해 만족도 3.36으로 나타남 
- 미술대학은 우리 학교/학과 추천의향에 대해 만족도 3.10으로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은 우리 학교/학과 추천의향에 대해 만족도 3.36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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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P 분석
◯ 음악대학 설문 문항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GAP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실기연습실은 중요도 4.02, 만족도 2.82로 가장 중요하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 수렴/반영은 중요도 3.81, 만족도 2.91로 나타남
-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전문성은 중요도 3.43, 만족도 2.90으로 나타남
-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적합성은 중요도 3.37, 만족도 2.80으로 나타남
-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다양성은 중요도 3.41, 만족도 2.70으로 나타남
-  교양과목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중요도 3.57, 만족도 2.84로 나타남
-  학교의 동아리 지원은 중요도 3.54, 만족도 2.95로 나타남
-  학교생활과 관련된 상담지원은 중요도 3.79, 만족도 2.96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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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대학 설문 문항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GAP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실기연습실은 중요도 4.29, 만족도 2.88로 가장 중요하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편의성은 중요도 4.06, 만족도 2.77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 수렴/반영은 중요도 4.01, 만족도 2.50으로 나타남
-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전문성은 중요도 3.70, 만족도 2.54로 나타남
-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적합성은 중요도 3.74, 만족도 2.57로 나타남
-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다양성은 중요도 3.77, 만족도 2.29로 나타남
-  교양과목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중요도 3.86, 만족도 2.47로 나타남
-  학교의 동아리 지원은 중요도 3.56, 만족도 2.90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과 관련된 상담지원은 중요도 3.76, 만족도 2.74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은 중요도 3.91, 만족도 2.97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친절성은 중요도 3.92, 만족도 2.77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경력/진로는 중요도 3.84, 만족도 2.64로 나타남  
-  학교의 생활공간은 중요도 3.90, 만족도 2.60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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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영상대학 설문 문항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GAP 분석은 다음과 같다.

 
-  행정서비스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 수렴/반영은 중요도 4.41, 만족도 2.68로 가장 중요하고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남
-  전공과목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중요도 4.30, 만족도 2.93으로 나타남
-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전문성은 중요도 4.01, 만족도 2.73으로 나타남
-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적합성은 중요도 4.03, 만족도 2.76으로 나타남
-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다양성은 중요도 4.10, 만족도 2.54로 나타남
-  교양과목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중요도 4.23, 만족도 2.56으로 나타남
-  학교의 동아리 지원은 중요도 4.24, 만족도 2.65로 나타남
-  학교생활과 관련된 상담지원은 중요도 4.12, 만족도 2.83으로 나타남
-  학교의 생활공간은 중요도 4.25, 만족도 2.91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경력/진로는 중요도 4.26, 만족도 2.72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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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산분석

음악대학 미술대학 문학·영상대학 유의확률
전공수업 3.52 3.42 3.41 0.468
교양수업 3.04 2.73 2.86 0.012
학교행정 3.10 2.72 3.05 0.003
학교시설 3.42 3.16 3.62 0.000
학교생활 3.09 2.98 3.01 0.539

전반적 만족도 3.39 3.15 3.42 0.035

◯ 각 대학별 전공수업 만족도, 교양수업 만족도, 학교행정 만족도, 학교시설 만족
도, 학교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 전공수업 만족도의 경우 각 대학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 교양수업 만족도의 경우 음악대학 > 문학·영상대학 > 미술대학 순이며 대학별 차이가 유의함
- 학교행정 만족도의 경우 음악대학 > 문학·영상대학 > 미술대학 순이며 대학별 차이가 유의함
- 학교시설 만족도의 경우 문학·영상대학 > 음악대학 > 미술대학 순이며 대학별 차이가 유의함
-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우 각 대학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 전박적인 만족도의 경우 학·영상대학 > 음악대학 > 미술대학 순이며 대학별 차이가 유의함
-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된 전공수업의 다양성은 중요도 4.12, 만족도 2.96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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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귀분석
◯ 음악대학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17 .197 1.606 .110

전공수업 .559 .070 .531 7.934 .000
교양수업 .020 .072 .020 .282 .778
학교행정 -.123 .069 -.130 -1.797 .074
학교시설 .229 .080 .206 2.860 .005
학교생활 .208 .067 .215 3.078 .002

- 음악대학 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는 전공수업, 학교시설, 학교생활로 나타남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전공수업 > 학교생활 > 학
교시설 순으로 나타남)

◯ 미술대학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07 .294 1.722 .088

전공수업 .403 .087 .400 4.649 .000
교양수업 .005 .080 .005 .057 .955
학교행정 .203 .095 .225 2.135 .035
학교시설 .293 .094 .302 3.123 .002
학교생활 -.079 .109 -.078 -.728 .468

- 미술대학 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는 전공수업, 학교행정, 학교시설로 나타남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전공수업 > 학교시설 > 학
교행정 순으로 나타남)

◯ 문학·영상대학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127 .314 3.586 .001

전공수업 .633 .102 .695 6.194 .000
교양수업 -.051 .085 -.061 -.596 .553
학교행정 .105 .105 .128 1.001 .320
학교시설 -.036 .106 -.032 -.342 .733
학교생활 .029 .094 .034 .314 .755

- 문학·영상대학 학생의 경우 전공수업만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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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년별
1) 기초통계분석

□ 대분류 기준: 학년별
◯ 1학년

- 1학년 학생이 생각하는 각 요소(대분류)의 중요도는 전공수업(평균 4.25), 시설(평균 4.20), 행
정서비스(평균 4.11), 교양수업(평균 3.92), 학교생활(평균 3.90) 순으로 나타남

- 각 요소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전공수업(평균 3.90), 시설(평균 3.75), 행정서비스(평균 3.51), 
학교생활(평균 3.48), 교양수업(평균 3.36) 순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75로 보통(3점)보다 높게 즉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
남

◯ 2학년

- 2학년 학생이 생각하는 각 요소(대분류)의 중요도는 전공수업(평균 4.30), 시설(평균 4.18), 행
정서비스(평균 3.98), 학교생활(평균 3.97), 교양수업(평균 3.85) 순으로 나타남

- 각 요소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전공수업(평균 3.41), 시설(평균 3.39), 학교생활(평균 2.86), 행
정서비스(평균 2.85), 교양수업(평균 2.7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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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13으로 보통(3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3학년

- 3학년 학생이 생각하는 각 요소(대분류)의 중요도는 시설(평균 4.20), 전공수업(평균 4.17), 행
정서비스(평균 4.09), 학교생활(평균 3.96), 교양수업(평균 3.91) 순으로 나타남

- 각 요소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전공수업(평균 3.36), 시설(평균 3.22), 학교생활(평균 2.98), 교
양수업(평균 2.92), 행정서비스(평균 2.87) 순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33으로 보통(3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4학년

- 4학년 학생이 생각하는 각 요소(대분류)의 중요도는 전공수업(평균 3.99), 시설(평균 3.90), 행
정서비스(평균 3.72), 학교생활(평균 3.55), 교양수업(평균 3.47) 순으로 나타남

- 각 요소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전공수업(평균 3.23), 시설(평균 3.22), 학교생활(평균 2.79), 행
정서비스(평균 2.77), 교양수업(평균 2.71) 순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15로 보통(3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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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 기준: 학년간

◯ 전공수업

- 전공수업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2학년(평균 4.30), 1학년(평균 4.25), 3학년(평균 4.17), 4학년
(평균 3.99) 순으로 나타남

- 전공수업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1학년(평균 3.90), 2학년(평균 3.41), 3학년(평균 3.36), 4학년
(평균 3.23) 순으로 나타남

◯ 교양수업

- 교양수업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1학년(평균 3.92), 3학년(평균 3.91), 2학년(평균 3.85), 4학년
(평균 3.47) 순으로 나타남

- 교양수업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1학년(평균 3.36), 3학년(평균 2.92), 2학년(평균 2.71) 및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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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평균 2.71) 순으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

- 행정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1학년(평균 4.11), 3학년(평균 4.09), 2학년(평균 3.98), 4학
년(평균 3.72) 순으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1학년(평균 3.51), 3학년(평균 2.87), 2학년(평균 2.85) 및 4
학년(평균 2.77) 순으로 나타남

◯ 시설

- 시설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1학년(평균 4.20) 및 3학년(평균 4.20), 2학년(평균 4.18), 4학년
(평균 3.90) 순으로 나타남

- 시설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1학년(평균 3.75), 2학년(평균 3.39), 3학년(평균 3.22) 및 4학년
(평균 3.22)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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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

- 학교생활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2학년(평균 3.97), 3학년(평균 3.96), 1학년(평균 3.90), 4학년
(평균 3.55) 순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1학년(평균 3.48), 3학년(평균 2.98), 2학년(평균 2.86), 4학년
(평균 2.79)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 만족도

-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학년(평균 3.75), 3학년(평균 3.33), 4학년(평균 3.15), 2학년
(평균 3.1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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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적합성 

◯ 학년별 전공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적합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학년별 전공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전공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19, 만족도 3.94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전공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24, 만족도 3.38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3학년은 전공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07, 만족도 3.27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전공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96, 만족도 3.24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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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전문성

◯ 학년별 전공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전문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학년별 전공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전공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28, 만족도 3.9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학년은 전공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24, 만족도 3.51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전공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25, 만족도 3.3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전공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99, 만족도 3.29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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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다양성

◯ 학년별 전공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다양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학년별 전공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전공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11, 만족도 3.72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학년은 전공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4.05, 만족도 2.83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전공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91, 만족도 2.91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전공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78, 만족도 2.91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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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강의성실성

◯ 학년별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강의성실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강의

성실성
우리 학과 전공수업의 교수/강사는 강의에 성실하다. 
(수업시간 준수, 유익한 수업내용, 공정한 평가 등)  

◯ 학년별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강의성실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
다. 

- 1학년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강의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4.40, 만족도 4.05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강의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4.43, 만족도 3.7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3학년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강의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4.27, 만족도 3.68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강의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4.14, 만족도 3.49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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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진로관심

◯ 학년별 전공교수들의 (학생들 성장 및) 진로관심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진로관심
우리 학과 전공 교수는 학생들의 성장 및 진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 한
다.

◯ 학년별 전공교수들의 (학생들 성장 및) 진로관심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전공교수들의 (학생들 성장 및) 진로관심에 대해 중요도 4.26, 만족도 3.92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전공교수들의 (학생들 성장 및) 진로관심에 대해 중요도 4.34, 만족도 3.53으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3학년은 전공교수들의 (학생들 성장 및) 진로관심에 대해 중요도 4.13, 만족도 3.43으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전공교수들의 (학생들 성장 및) 진로관심에 대해 중요도 3.99, 만족도 3.21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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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인격존중

◯ 학년별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인격존중 우리 학과 전공수업의 교수/강사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 학년별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
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4.45, 만족도 4.15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4.54, 만족도 3.87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3학년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4.48, 만족도 3.85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전공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4.19, 만족도 3.72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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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업 – 교과운영 의견수렴

◯ 학년별 전공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교과운영 
의견수렴

우리 학과 전공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학년별 전공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
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전공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4.08, 만족도 3.58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전공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4.23, 만족도 3.04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3학년은 전공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4.07, 만족도 3.01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전공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3.86, 만족도 2.77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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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적합성

◯ 학년별 교양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적합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
되어 있다.

◯ 학년별 교양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교양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76, 만족도 3.16으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교양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64, 만족도 2.39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교양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79, 만족도 2.81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4학년은 교양수업의 적합성(적합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30, 만족도 2.56으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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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전문성

◯ 학년별 교양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전문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전문적인 수업들
로 구성되어 있다.

◯ 학년별 교양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
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교양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74, 만족도 3.21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교양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69, 만족도 2.49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교양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83, 만족도 2.74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4학년은 교양수업의 전문성(전문적인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30, 만족도 2.63으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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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다양성

◯ 학년별 교양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다양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학년별 교양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교양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83, 만족도 2.91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학년은 교양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70, 만족도 2.30으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교양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77, 만족도 2.56으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교양수업의 다양성(다양한 수업으로 구성)에 대해 중요도 3.38, 만족도 2.45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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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강의성실성

◯ 학년별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강의 

성실성
우리 학교 교양수업의 교수/강사는 강의에 성실하다.
(수업시간 준수, 유익한 수업내용, 공정한 평가 등)

◯ 학년별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4.14, 만족도 3.79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학년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4.02, 만족도 3.17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4.03, 만족도 3.29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강의 성실성에 대해 중요도 3.58, 만족도 3.08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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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인격존중

◯ 학년별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인격존중 우리 학교 교양수업의 교수/강사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 학년별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
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4.17, 만족도 3.88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4.20, 만족도 3.49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3학년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4.13, 만족도 3.42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교양수업 교수/강사의 학생들을 향한 인격존중에 대해 중요도 3.70, 만족도 3.16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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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교과운영 의견수렴

◯ 학년별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교과운영 
의견수렴

우리 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학년별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
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3.88, 만족도 3.24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3.87, 만족도 2.41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3.91, 만족도 2.7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4학년은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도 3.57, 만족도 2.36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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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충분한 정보제공

◯ 학년별 행정서비스 중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충분한 
정보제공

우리 학교는 홈페이지 게시, 학과별 공지 등을 통해 학사 정보(학사일정, 커리큘럼, 장
학금 등)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 학년별 행정서비스 중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
다.

- 1학년은 행정서비스의 (학사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4.06, 만족도 3.53으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행정서비스의 (학사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3.97, 만족도 3.03으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행정서비스의 (학사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4.13, 만족도 2.96으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고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행정서비스의 (학사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3.72, 만족도 3.05
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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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서비스 편의성 

◯ 학년별 행정서비스 중 서비스 편의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서비스 
편의성

우리 학교의 행정서비스(수강신청, 학사업무처리, 증명서발급 등)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 학년별 행정서비스 중 서비스 편의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4.18, 만족도 3.55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
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학년은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4, 만족도 3.03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4.15, 만족도 2.99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
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3.80, 만족도 3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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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요구사항 수렴/반영

◯ 학년별 행정서비스 중 요구사항 수렴/반영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요구사항 
수렴/반영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고자 한다.

◯ 학년별 행정서비스 중 요구사항 수렴/반영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행정서비스의 학생들 요구사항 수렴/반영에 대해 중요도 4.16, 만족도 3.41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학년은 행정서비스의 학생들 요구사항 수렴/반영에 대해 중요도 3.95, 만족도 2.50으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행정서비스의 학생들 요구사항 수렴/반영에 대해 중요도 4.15, 만족도 2.67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행정서비스의 학생들 요구사항 수렴/반영에 대해 중요도 3.79, 만족도 2.45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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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친절성

◯ 학년별 행정서비스 중 행정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친절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친절성 우리 학교 행정직원분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한다.

◯ 학년별 행정서비스 중 행정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친절성에 대한 각 설문 응
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행정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친절성에 대해 중요도 4.18, 만족도 3.6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학년은 행정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친절성에 대해 중요도 4.02, 만족도 2.99로, 중요도에 비
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행정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친절성에 대해 중요도 4.04, 만족도 2.98로, 중요도에 비
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행정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친절성에 대해 중요도 3.64, 만족도 2.79로, 중요도에 비
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78 -

□ 행정서비스-경력/진로

◯ 학년별 행정서비스 중 행정서비스의 (경력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경력/진로 
정보제공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경력/진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학년별 행정서비스 중 행정서비스의 (경력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경력/진로 
정보제공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행정서비스의 (경력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경력/진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3.97, 
만족도 3.4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행정서비스의 (경력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경력/진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3.95, 
만족도 2.7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행정서비스의 (경력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경력/진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4, 만
족도 2.72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4학년은 행정서비스의 (경력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경력/진로 정보제공에 대해 중요도 3,66, 
만족도 2.58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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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강의실 청결

◯ 학년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실 청결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강의실 청결 강의실은 청결하고 쾌적하다.

◯ 학년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실 청결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
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실 청결에 대해 중요도 4.29, 만족도 3.92로,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학년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실 청결에 대해 중요도 4.21, 만족도 3.61로,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실 청결에 대해 중요도 4.28, 만족도 3.55로,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실 청결에 대해 중요도 3.96, 만족도 3.49로,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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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강의실 설비

◯ 학년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를 위한) 강의실 설비에 대한 설
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강의실 설비 강의실에 있는 강의를 위한 설비(화이트보드, 프로젝터 등)는 잘 갖춰져 있다.

◯ 학년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를 위한) 강의실 설비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를 위한) 강의실 설비에 대해 중요도 4.07, 만족도 3.54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를 위한) 강의실 설비에 대해 중요도 4.09, 만족도 3.33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를 위한) 강의실 설비에 대해 중요도 4.19, 만족도 3.17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4학년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강의를 위한) 강의실 설비에 대해 중요도 3.82, 만족도 3.13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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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강의실 학과특수

◯ 학년별 학교시설 중 특수 강의실(학습 여건에 적합) 학과특수에 대한 설문문항
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강의실 학과특수
[사용하는 학생만 응답] 우리 학과가 사용하는 특수 강의실(전산실, 계단강의실, 리
사이트홀 등)은 학습 여건으로 적합하다.

◯ 학년별 학교시설 중 특수 강의실(학습 여건에 적합) 학과특수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특수 강의실(학습 여건에 적합) 학과특수에 대해 중요도 4.18, 만족도 3.81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특수 강의실(학습 여건에 적합) 학과특수에 대해 중요도 4.26, 만족도 3.58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특수 강의실(학습 여건에 적합) 학과특수에 대해 중요도 4.27, 만족도 3.32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4학년은 특수 강의실(학습 여건에 적합) 학과특수에 대해 중요도 3.91, 만족도 3.15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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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실기연습실

◯ 학년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을 위한) 실기 연습실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실기 연습실
[사용하는 학생만 응답] 우리 학과가 사용하는 실기 연습실은 이용하기에 충분하
고 적합하다.

◯ 학년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을 위한) 실기 연습실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실기 연습실에 대해 중요도 4.25, 만족도 3.4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실기 연습실에 대해 중요도 4.19, 만족도 2.8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실기 연습실에 대해 중요도 4.22, 만족도 2.66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실기 연습실에 대해 중요도 3.90, 만족도 2.76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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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도서관 적합성

◯ 학년별 학교시설 중 도서관 자료 이용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
다.

항목 설  문  문  항

도서관 적합성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자료(도서, 정기간행물, 영상물, 전자자료 등)는 나의 필
요를 충족시킨다.

◯ 학년별 학교시설 중 도서관 자료 이용의 적합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
음과 같다.

- 1학년은 도서관 자료 이용의 적합성에 대해 중요도 4.26, 만족도 3.97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
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학년은 도서관 자료 이용의 적합성에 대해 중요도 4.18, 만족도 3.61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도서관 자료 이용의 적합성에 대해 중요도 4.13, 만족도 3.41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
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도서관 자료 이용의 적합성에 대해 중요도 4.06, 만족도 3.55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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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도서관 편의성

◯ 학년별 학교시설 중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도서관 편의성 우리 학교 도서관은 열람, 대출, 반납 등 이용하기 편리하다.

◯ 학년별 학교시설 중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4.24, 만족도 4.05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
게 나타남 

- 2학년은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4.27, 만족도 3.96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3학년은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4.25, 만족도 3.7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
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에 대해 중요도 4.09, 만족도 3.79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
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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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생활공간

◯ 학년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생활공간에 대한 설
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생활공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공간을 잘 제공하고 있다.

◯ 학년별 학교시설 중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생활공간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생활공간에 대해 중요도 4.09, 만족도 3.5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생활공간에 대해 중요도 4.04, 만족도 2.77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생활공간에 대해 중요도 4.10, 만족도 2.68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4학년은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생활공간에 대해 중요도 3.60, 만족도 2.65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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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상담

◯ 학년별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위한) 진로나 학교생활 상담지원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상담 우리 학교는 진로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잘 지원하고 있다.

◯ 학년별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위한) 진로나 학교생활 상담지원에 대한 각 설
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나 학교생활 상담지원에 대해 중요도 3.85, 만족도 3.33으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나 학교생활 상담지원에 대해 중요도 3.96, 만족도 2.74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나 학교생활 상담지원에 대해 중요도 4.01, 만족도 2.82로, 중요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4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나 학교생활 상담지원에 대해 중요도 3.63, 만족도 2.63으로, 중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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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학생회

◯ 학년별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학생회 우리 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잘 활동하고 있다.

◯ 학년별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
과 같다.

- 1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에 대해 중요도 4.13, 만족도 3.71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에 대해 중요도 4.12, 만족도 3.24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에 대해 중요도 3.99, 만족도 3.19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4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에 대해 중요도 3.66, 만족도 3.03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
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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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동아리

◯ 학년별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동아리 [동아리 활동 중인 학생만 응답] 
우리 학교는 동아리활동을 잘 지원하고 있다.

◯ 학년별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에 대해 중요도 3.71, 만족도 3.4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남 

- 2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에 대해 중요도 3.83, 만족도 2.61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
도가 낮고 학년별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3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에 대해 중요도 3.89, 만족도 2.92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
도가 낮고, 학년별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4학년은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지원에 대해 중요도 3.36, 만족도 2.70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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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자기계발 

◯ 학년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설문 문
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자기계발 우리 학교/학과는 나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

◯ 학년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계발에 대해 만족도 3.74로 나타남 
- 2학년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계발에 대해 만족도 3.25로 나타남 
- 3학년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계발에 대해 만족도 3.32로 나타남
- 4학년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계발에 대해 만족도 3.19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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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진로

◯ 학년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진로 우리 학교/학과는 나의 진로(취업, 진학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 학년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각 설문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만족도 3.67로 나타남 
- 2학년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만족도 3.06으로 나타남 
- 3학년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만족도 3.22로 나타남 
- 4학년은 (우리 학교/학과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만족도 2.9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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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만족도

◯ 학년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
다.
항목 설  문  문  항

만족도 나는 우리 학교/학과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학년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
음과 같다.

- 1학년은 우리 학교/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도 3.80으로 나타남 
- 2학년은 우리 학교/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도 3.12로 나타남 
- 3학년은 우리 학교/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도 3.35로 나타남
- 4학년은 우리 학교/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도 3.1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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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자긍심

◯ 학년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 자긍심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자긍심 나는 우리 학교/학과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 학년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 자긍심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
다.

- 1학년은 우리 학교/학과 자긍심에 대해 만족도 3.79로 나타남 
- 2학년은 우리 학교/학과 자긍심에 대해 만족도 3.18로 나타남 
- 3학년은 우리 학교/학과 자긍심에 대해 만족도 3.47로 나타남
- 4학년은 우리 학교/학과 자긍심에 대해 만족도 3.26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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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추천의향

◯ 학년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 추천의향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설  문  문  항

추천의향 나는 수험생들에게 우리 학교/학과를 추천하고 싶다.

◯ 학년별 만족도 중 우리 학교/학과 추천의향에 대한 각 설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은 우리 학교/학과 추천의향에 대해 만족도 3.74로 나타남 
- 2학년은 우리 학교/학과 추천의향에 대해 만족도 3.02로 나타남 
- 3학년은 우리 학교/학과 추천의향에 대해 만족도 3.30으로 나타남
- 4학년은 우리 학교/학과 추천의향에 대해 만족도 3.14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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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P 분석
◯ 1학년 설문 문항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GAP 분석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다양성은 중요도 3.83, 만족도 2.91로 가장 중요하고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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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설문 문항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GAP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실기연습실은 중요도 4.19, 만족도 2.84로 가장 중요하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된 전공수업의 다양성은 중요도 4.05, 만족도 2.83으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친절성은 중요도 4.02, 만족도 2.99로 나타남
-  학교의 생활공간은 중요도 4.04, 만족도 2.77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 수렴/반영은 중요도 3.95, 만족도 2.50으로 나타남
-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전문성은 중요도 3.69, 만족도 2.49로 나타남
-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적합성은 중요도 3.64, 만족도 2.39로 나타남
-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다양성은 중요도 3.70, 만족도 2.30으로 나타남
-  교양과목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중요도 3.87, 만족도 2.41로 나타남
-  학교의 동아리 지원은 중요도 3.83, 만족도 2.61로 나타남
-  학교생활과 관련된 상담지원은 중요도 3.96, 만족도 2.74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경력/진로는 중요도 3.95, 만족도 2.70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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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설문 문항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GAP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실기연습실은 중요도 4.22, 만족도 2.66으로 가장 중요하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편의성은 중요도 4.15, 만족도 2.99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 수렴/반영은 중요도 4.15, 만족도 2.67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은 중요도 4.13, 만족도 2.96으로 나타남 
-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전문성은 중요도 3.83, 만족도 2.74로 나타남
-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적합성은 중요도 3.79, 만족도 2.81로 나타남
-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다양성은 중요도 3.77, 만족도 2.56으로 나타남
-  교양과목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중요도 3.91, 만족도 2.70으로 나타남
-  학교의 동아리 지원은 중요도 3.89, 만족도 2.92로 나타남
-  학교생활과 관련된 상담지원은 중요도 4.01, 만족도 2.82로 나타남
-  학교의 생활공간은 중요도 4.10, 만족도 2.68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경력/진로는 중요도 4, 만족도 2.72로 나타남 
-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된 전공수업의 다양성은 중요도 3.91, 만족도 2.91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친절성은 중요도 4.04, 만족도 2.9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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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설문 문항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GAP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실기연습실은 중요도 3.90, 만족도 2.76으로 가장 중요하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전공과목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중요도 3.86, 만족도 2.77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 수렴/반영은 중요도 3.79, 만족도 2.45로 나타남
-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된 전공수업의 다양성은 중요도 3.78, 만족도 2.91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친절성은 중요도 3.64, 만족도 2.79로 나타남
-  학교 생활공간은 중요도 3.60, 만족도 2.65로 나타남
-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전문성은 중요도 3.30, 만족도 2.63으로 나타남
-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적합성은 중요도 3.30, 만족도 2.56으로 나타남
-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된 교양수업의 다양성은 중요도 3.38, 만족도 2.45로 나타남
-  교양과목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중요도 3.57, 만족도 2.36으로 나타남
-  학교의 동아리 지원은 중요도 3.36, 만족도 2.70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과 관련된 상담지원은 중요도 3.63, 만족도 2.63으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서 경력/진로는 중요도 3.66, 만족도 2.5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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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산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유의확률
전공수업 3.90 3.41 3.36 3.23 0.000
교양수업 3.36 2.72 2.92 2.71 0.000
학교행정 3.51 2.52 2.86 2.77 0.000
학교시설 3.75 3.40 3.23 3.23 0.000
학교생활 3.5 2.92 2.98 2.8 0.000

전반적 만족도 3.75 3.13 3.33 3.15 0.000

◯ 각 학년별 전공수업 만족도, 교양수업 만족도, 학교행정 만족도, 학교시설 만족
도, 학교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 전공수업 만족도의 경우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순이며 학년별 차이가 유의함
- 교양수업 만족도의 경우 1학년 > 3학년 > 2학년 > 4학년 순이며 학년별 차이가 유의함
- 학교행정 만족도의 경우 1학년 > 3학년 > 4학년 > 2학년 순이며 학년별 차이가 유의함
- 학교시설 만족도의 경우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순이며 학년별 차이가 유의함
-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우 1학년 > 3학년 > 2학년 > 4학년 순이며 학년별 유의하지 않음
- 전박적인 만족도의 경우 1학년 > 3학년 > 4학년 > 2학년 순이며 학년별 차이가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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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귀분석
◯ 1학년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641 .355 1.807 .074

전공수업 .483 .110 .445 4.376 .000
교양수업 .092 .101 .100 .912 .364
학교행정 -.135 .107 -.161 -1.262 .210
학교시설 .218 .104 .240 2.098 .039
학교생활 .163 .089 .189 1.832 .070

- 1학년 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전공수업, 학교시설로 나타남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전공수업 > 학교시설 순으로 나타남)

◯ 2학년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79 .317 -.565 .574

전공수업 .509 .100 .488 5.085 .000
교양수업 -.058 .094 -.058 -.615 .540
학교행정 .053 .097 .051 .543 .588
학교시설 .363 .108 .306 3.361 .001
학교생활 .117 .102 .121 1.147 .254

- 2학년 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전공수업, 학학교시설로 나타남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전공수업 > 학교시설 순으로 나타남)

◯ 3학년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00 .285 1.051 .296

전공수업 .725 .092 .662 7.874 .000
교양수업 -.002 .091 -.002 -.025 .980
학교행정 .080 .087 .092 .924 .358
학교시설 .131 .084 .129 1.554 .124
학교생활 -.017 .086 -.016 -.200 .842

- 3학년 학생의 경우 전공수업만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4학년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070 .293 3.654 .000

전공수업 .454 .094 .523 4.831 .000
교양수업 -.116 .081 -.132 -1.434 .155
학교행정 -.025 .096 -.029 -.258 .797
학교시설 .164 .128 .151 1.284 .202
학교생활 .164 .118 .169 1.389 .168

- 4학년 학생의 경우 전공수업만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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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은 전공수업, 도서관, 강의실임
◯ 전공수업 교수들의 학생들에 대한 인격존중에 대한 만족도는 3.90로 가장 높음
◯ 도서관의 이용(열람, 대출, 반납 등) 편의성이 3.87로 2위
◯ 전공수업 교수들의 강의 성실성에 대한 만족도는 3.74로 3위
◯ 청결하고 쾌적한 강의실에 대한 만족도는 3.63으로 4위
◯ 도서관의 자료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는 3.62로 5위
◯ 전공수업 교수들이 학생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3.52로 6위
◯ 전공수업 내용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3.51로 7위

□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할 요소는 음악대학·미술대학의 실기연습실
◯ 실기연습실 설문 문항

- 우리 학과가 사용하는 실기 연습실은 이용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다.
◯ 중요도 대비 만족도를 분석한 GAP분석에 따르면 중요도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

고 있는 요소는 실기연습실로 나타남
- 음악대학: 중요도 4.02, 만족도 2.82
- 미술대학: 중요도 4.29, 만족도 2.88

□ 교양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보통 3점을 기준으로 교양수업은 2.91점으로 불만족한다기 보다는 보통에서 조

금 낮게 평가함
- 교양수업에 대한 대학별 만족도 평가를 보면 미술대학 학생이 2.7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

게 만족함
- 교양수업에 대한 학년별 만족도 평가를 보면 2학년과 4학년 학생이 2.71점으로 가장 낮게 만족

함
◯ 교양수업의 다양성, 교과운영 의견수렴, 적합성, 전문성 순으로 만족도가 낮음

- 교양수업에 대한 각 세부 항목의 만족도는 다양성(2.55), 교과운영 의견수렴(2.67), 적합성
(2.72), 전문성(2.76)로 나타남

□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교양수업의 다양성, 교과운영 의견수렴, 적합성, 전문성 순으로 만족도가 낮음

- 교양수업 교과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만족도는 2.55(보통: 3점 기준)로 모든 요소 중 가
장 낮음

- 행정서비스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고자 한다는 항목에 대한 만족도
는 2.75로 하위 4위

◯ 홈페이지에 학생요구 의견수렴 기능을 추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학생 공감이 
형성되면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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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A]
FGI(focus group interview) 내용

[1차] 17.04.04(수) 창조관 306호 18:00-19:10
[2차] 17.04.07(금) 창조관 306호 13:00-14:00
[3차] 17.04.12(수) 창조관 306호 17:00-18:00
[4차] 17.04.14(금) 창조관 306호 09:30-10:50

□ 수업
◯ 전공수업

- 입학 전부터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교수님의 강의가 메리트가 있음
- 현재 전임교수님들에 대한 수업 만족도는 높지만, 교수님의 작가적 성향에 따라 학생이 하고자

하는 졸업 전시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
-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한 전공과목 감소

(전공선택의 폭이 좁아지다보니 정정기간 중 오리엔테이션이 의미가 없음)
- 종강 후에 전문적 지식 또는 실기능력이 향상될 수만 있다면 전공수업의 갯수가 늘지 않아도 만

족할 수 있음
-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좀 더 심화된 수업내용 필요
-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학생 뿐만 아니라 해당 과 교수들에게도 필요

(강의평가에 대한 실질적 반영, 수업 참관, 동료 평가 등)
- 학교 교육 이념(타 학교와의 차별성)이 교수진에게 공유 되어있는가
- 전문대학처럼 시간표가 거의 짜여 져서 나오는 방식에 대한 불만
- 타과와의 융합(교류) 수업의 필요

(각 과의 커리큘럼이 실기 중심이다보니 타과생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음)
- 커리큘럼 안에 전 대학 공통과목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공연 및 영상 등) 대학별 포트폴리오

가 나올 수 있는 방법 필요
(하나의 공연을 진행할 때, 음대에서는 공연을 준비하고 미대에서는 무대 미술, 영상대학에서는 
영상배경이나 촬영 등을 함께 한다면 한 번의 예산만으로 각 대학이 모두 경험을 쌓고 포트폴리
오가 생김)

- 강의제목이 강의내용과 부합한다면 학생들의 혼란이 적어질 것
- 자신이 전공하는 악기 외에도 다른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수업 필요
- 직업이 구체화되기 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므로 전공과목도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함
- 실기 실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 상주해주시는 강사님 필요
- 타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추계예대만의 특성이지만 졸업 후 바로 작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

기 때문에 시각디자인과와 같은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취업에 어려움이 있음
(전공 수업으로 기술 강의가 있긴 하나 입문 수준이라 개별적인 추가 학습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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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수업
- 현재 교양수업의 수준이 너무 낮음
- 교양수업이 개편되었다고는 하나 기존에 진행되던 수업에서 이름만 바뀐 경우가 많고 많은 인원

을 수용하지 못함
(심화학습은 물론이고 기본 소양을 쌓기에도 부족한 수준의 수업이다보니 수업집중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음)

- 교양과목의 수가 늘었다기보다, 사이버 강의가 실강이 되거나 전공과목이었던 수업이 교양으로 
이동된 것이라 사실상 기존과 동일함

- 교양과목에서 다른 예술분야의 기초과목을 다뤘으면 좋겠음
(다른 대학의 예술과목도 수강하고 싶으나 원하는 수업을 타과에서 못 듣게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아서 참여하기 어려움)

- 수준도 낮고 선택의 폭이 좁다보니 만족도와는 상관없이 학점만 채우려고 듣는 경우가 많아 자
연스레 수업의 집중도도 낮아짐

□ 시설
◯ 강의실

- 오후 6시 이후 강의실 사용의 어려움 (팀플, 개인작업 등)
- 창조관 강의실이 통유리다보니 빔프로젝트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실기 수업을 진행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함

◯ 추계기념관 노후
- 추계기념관 건물 노후화로 연습실 내 안전문제 우려

(연습실 마다 설치된 라지에이터가 물과 스팀을 심하게 분출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
- 라지에이터에서 발생하는 물기로 인해 학교에서 관리하는 특수악기의 손상이 우려되고, 청소하

는데에도 불편함이 있음
(개인 악기로 연습할 때에도 연습실 내 습기로 인해 악기 손상의 위험이 있고, 잦은 악기 손상
은 실제 실력향상에도 영향을 끼침)

- 수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낙후된 건물(모델 수업 시 필요한 조명 두 개를 켜면 그 강의실과 같
은 층 전체의 전기가 나감)

- 추계기념관은 고가의 악기가 보관되고 있는 건물이라 분실시 위험부담이 큼
(학교 측에 CCTV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정작 필요한 연습실 복도에는 설치가 되지 않고 유동인
구가 많은 1층 로비를 중심으로 설치되다보니 도난사고를 예방하기엔 사실상 무용지물)

- 연습실 또는 건물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한 학생만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보안 시스템 필요
◯ 연습실/작업실

- 쾌적하고 편리하게 운영되는 연습실 필요(예술대학이라고는 하나 타 종합대학의 예술대학보다 
낙후된 시설)

- 연습실 예약 시스템 도입 필요(연습실은 많지만 예약 시스템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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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아침 일찍 등교해 수기로 예약하는 불편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연습실 개방 시간의 확대(학기 내내 개방 시간 확대가 아닌 시험 기간만이라도 새벽시간까지 연

습실을 개방해주었으면 함)
- 개인 작업 공간 부족(개인 작업 시 제대로 된 공간을 배정받지 못해 복도로 나와서 작업해야하

는 열악한 환경)
- 많은 양의 작업도구나 완성된 그림을 옮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매 전시마다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모됨(층별 리프트만이라도 있었으면 함)
◯ 도서관

- 도서관 시설(최신 서적 유입이 느리고, 예술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낡은 자료가 대
부분)

□ 기타
-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교과과정 개편의 이유 및 등록금 동결에 대한 전달 부

족)
- 학교와 학생간의 소통(문제가 이미 발생했을 때 학교와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과

정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를 할 필요가 있음
- 대학 내에서 교과과정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피드백을 받지 못함

(행정 기관에 건의 및 문의를 했을 때 불충분한 답변)
- 실기 능력에 대한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 입시제도 수정 필요(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곡 입시로

는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자유곡이 아닌 시험 몇 달 전 지정곡을 발표하여 분별력을 
높였으면 함. 실기 시험으로 수준 높은 학생들이 입학한다면 콩쿨 입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
연스레 학교 홍보로 이어질 수 있음)

- 성폭력 상담소의 실질적인 운영의 부재(전문 상담사가 아닌 대학 교수가 상담원으로 편성이 되
어있다보니 문의를 수시로 접수받기도 어렵고 전문성과 신뢰도도 떨어짐)

- 대외적인 학교 홍보 필요(예술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학교 이름 조차 알지 못함) 
- 타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예술대학으로써의 차별성 부족(연주회 같은 음악행사가 자주 진행되었

으면 좋겠음)
- 한 직원에게 쏠리는 업무량이 많다보니 행정처리속도나 친절도가 떨어짐 교직원 충원 필요

(지금보다 많은 분야의 근로 학생 운영이 대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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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B]
설문지

추계예술대학교 『2017년 1학기 교육수요자(학부생)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본 조사에 참여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학교가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학교가 되기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5월

문의: 서영덕(영상비즈니스과 부교수)

설문 응답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와 “만족도”를 구분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래 1번 문항은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입니다.

□ 이 문항이 내가 우리 학교 생활에 만족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요도”에

그리고

□ 이 문항에 대해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는 “만족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항은
내가 학교 생활에
만족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이 문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각 학과 전공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도 만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매우
만족
한다

1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
는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중요도”에 있는 각 숫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만족도”에 있는 각 숫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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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을 시작합니다. 각 문항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구분하여 응답(체크)하여 주십시오.

각 학과 전공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도 만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매우
만족
한다

1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
는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2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
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3
우리 학과 전공수업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
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4
우리 학과 전공수업의 교수/강사는 강의에 성실하다. 
(수업시간 준수, 유익한 수업내용, 공정한 평가 등)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5
우리 학과 전공 교수는 학생들의 성장 및 진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6
우리 학과 전공수업의 교수/강사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
해준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7 우리 학과 전공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교양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도 만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매우
만족
한다

8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
는 적합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9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전문적인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10
우리 학교 교양수업은 나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11
우리 학교 교양수업의 교수/강사는 강의에 성실하다.
(수업시간 준수, 유익한 수업내용, 공정한 평가 등)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12
우리 학교 교양수업의 교수/강사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13 우리 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학교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도 만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매우
만족
한다

14
우리 학교는 홈페이지 게시, 학과별 공지 등을 통해 학사 정보
(학사일정, 커리큘럼, 장학금 등)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15
우리 학교의 행정서비스(수강신청, 학사업무처리, 증명서발급 등)
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16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고자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17 우리 학교 행정직원분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18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 취업,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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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도 만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매우
만족
한다

19 강의실은 청결하고 쾌적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20
강의실에 있는 강의를 위한 설비(화이트보드, 프로젝터 등)는 잘 
갖춰져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21
[사용하는 학생만 응답] 우리 학과가 사용하는 특수 강의실(전산
실, 계단강의실, 리사이트홀 등)은 학습 여건으로 적합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22
[사용하는 학생만 응답] 우리 학과가 사용하는 실기 연습실은 
이용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23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자료(도서, 정기간행물, 영상물, 전자자
료 등)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24 우리 학교 도서관은 열람, 대출, 반납 등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25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휴식, 모임, 스터디를 위한 공간을 잘 제

공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도 만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매우
만족
한다

26
우리 학교는 진로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잘 지원하고 있
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27 우리 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잘 활동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28
[동아리 활동 중인 학생만 응답] 
우리 학교는 동아리활동을 잘 지원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다음 문항에 대해 응답(체크)하여 주십시오.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9 우리 학교/학과는 나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30 우리 학교/학과는 나의 진로(취업, 진학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31 나는 우리 학교/학과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32 나는 우리 학교/학과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33 나는 수험생들에게 우리 학교/학과를 추천하고 싶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응답자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크하여 주십시오.

가. 응답자 대학: ① 음악대학 ② 미술대학 ③ 문학·영상대학

나. 응답자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다. 응답자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설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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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C] 설문조사 결과 통계표
설문항목 전체

대학별 학년별
음악대학 미술대학 문학·영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수업 항목 전체 - 중요도 4.17 4.06 4.22 4.35 4.25 4.30 4.17 3.99
전공수업 항목 전체 - 만족도 3.47 3.52 3.42 3.40 3.90 3.41 3.36 3.23

전공수업 적합성-중요도 4.11 4.06 4.06 4.28 4.19 4.24 4.07 3.96
전공수업 적합성-만족도 3.45 3.54 3.28 3.44 3.94 3.38 3.27 3.24
전공수업 전문성-중요도 4.18 4.10 4.23 4.30 4.28 4.24 4.25 3.99
전공수업 전문성-만족도 3.51 3.58 3.42 3.47 3.94 3.51 3.34 3.29
전공수업 다양성-중요도 3.95 3.85 4.00 4.12 4.11 4.05 3.91 3.78
전공수업 다양성-만족도 3.08 3.13 3.08 2.96 3.72 2.83 2.91 2.91

전공수업 강의성실성-중요도 4.31 4.23 4.35 4.43 4.40 4.43 4.27 4.14
전공수업 강의성실성-만족도 3.74 3.80 3.70 3.64 4.05 3.74 3.68 3.49

전공교수 진로관심-중요도 4.17 4.02 4.32 4.34 4.26 4.34 4.13 3.99
전공교수 진로관심-만족도 3.52 3.55 3.51 3.44 3.92 3.53 3.43 3.21
전공교수 인격존중-중요도 4.41 4.26 4.45 4.69 4.45 4.54 4.48 4.19
전공교수 인격존중-만족도 3.90 3.89 3.86 3.93 4.15 3.87 3.85 3.72
전공교과 의견수렴-중요도 4.05 3.89 4.16 4.30 4.08 4.23 4.07 3.86
전공교과 의견수렴-만족도 3.09 3.17 3.08 2.93 3.58 3.04 3.01 2.77

교양수업 항목 전체 - 중요도 3.78 3.57 3.87 4.14 3.92 3.85 3.91 3.47
교양수업 항목 전체 - 만족도 2.91 3.04 2.73 2.88 3.36 2.71 2.92 2.71

교양수업 적합성-중요도 3.61 3.37 3.74 4.03 3.76 3.64 3.79 3.30
교양수업 적합성-만족도 2.72 2.80 2.57 2.76 3.16 2.39 2.81 2.56
교양수업 전문성-중요도 3.63 3.43 3.70 4.01 3.74 3.69 3.83 3.30
교양수업 전문성-만족도 2.76 2.90 2.54 2.73 3.21 2.49 2.74 2.63
교양수업 다양성-중요도 3.66 3.41 3.77 4.10 3.83 3.70 3.77 3.38
교양수업 다양성-만족도 2.55 2.70 2.29 2.54 2.91 2.30 2.56 2.45

교양수업 강의성실-중요도 3.93 3.79 4.04 4.16 4.14 4.02 4.03 3.58
교양수업 강의성실-만족도 3.32 3.49 3.11 3.21 3.79 3.17 3.29 3.08
교양교수 인격존중-중요도 4.04 3.87 4.14 4.31 4.17 4.20 4.13 3.70
교양교수 인격존중-만족도 3.47 3.52 3.41 3.48 3.88 3.49 3.42 3.16
교양교과 의견수렴-중요도 3.79 3.57 3.86 4.23 3.88 3.87 3.91 3.57
교양교과 의견수렴-만족도 2.67 2.84 2.47 2.56 3.24 2.41 2.70 2.36

행정서비스 항목 전체 - 중요도 3.97 3.83 3.95 4.30 4.11 3.98 4.09 3.72
행정서비스 항목 전체 - 만족도 2.99 3.10 2.73 3.04 3.51 2.85 2.87 2.77

행정 정보제공-중요도 3.97 3.83 3.91 4.34 4.06 3.97 4.13 3.72
행정 정보제공-만족도 3.14 3.16 2.97 3.27 3.53 3.03 2.96 3.05

행정 편의성-중요도 4.03 3.88 4.06 4.31 4.18 4.00 4.15 3.80
행정 편의성-만족도 3.14 3.20 2.77 3.42 3.55 3.03 2.99 3.00

행정 의견수렴-중요도 4.00 3.81 4.01 4.41 4.16 3.95 4.15 3.79
행정 의견수렴-만족도 2.75 2.91 2.50 2.68 3.41 2.50 2.67 2.45

행정 친절성-중요도 3.96 3.88 3.92 4.19 4.18 4.02 4.04 3.64
행정 친절성-만족도 3.08 3.23 2.77 3.11 3.60 2.99 2.98 2.79

행정 경력진로-중요도 3.88 3.74 3.84 4.26 3.97 3.95 4.00 3.66
행정 경력진로-만족도 2.85 3.01 2.64 2.72 3.44 2.70 2.72 2.58

시설 항목 전체 - 중요도 4.11 4.01 4.14 4.31 4.20 4.18 4.20 3.90
시설 항목 전체 - 만족도 3.38 3.43 3.15 3.58 3.75 3.39 3.22 3.22

강의실 청결성-중요도 4.18 4.07 4.14 4.47 4.29 4.21 4.28 3.96
강의실 청결성-만족도 3.63 3.76 3.06 4.06 3.92 3.61 3.55 3.49

강의실 설비-중요도 4.04 3.91 4.08 4.27 4.07 4.09 4.19 3.82
강의실 설비-만족도 3.28 3.21 3.26 3.49 3.54 3.33 3.17 3.13

강의실 학과특수-중요도 4.14 4.16 4.07 4.22 4.18 4.26 4.27 3.91
강의실 학과특수-만족도 3.45 3.62 3.10 3.46 3.81 3.58 3.32 3.15

실기연습실-중요도 4.12 4.02 4.29 4.24 4.25 4.19 4.22 3.90
실기연습실-만족도 2.90 2.82 2.88 3.29 3.40 2.84 2.66 2.76

도서관 적합성-중요도 4.15 4.01 4.25 4.36 4.26 4.18 4.13 4.06
도서관 적합성-만족도 3.62 3.68 3.45 3.73 3.97 3.61 3.41 3.55
도서관 편의성-중요도 4.20 4.10 4.23 4.40 4.24 4.27 4.25 4.09
도서관 편의성-만족도 3.87 3.85 3.72 4.12 4.05 3.96 3.74 3.79

생활공간-중요도 3.95 3.84 3.90 4.25 4.09 4.04 4.10 3.60
생활공간-만족도 2.90 3.06 2.60 2.91 3.54 2.77 2.68 2.65

학교생활 항목 전체 - 중요도 3.84 3.73 3.77 4.18 3.90 3.97 3.96 3.55
학교생활 항목 전체 - 만족도 3.01 3.06 2.97 2.94 3.48 2.86 2.98 2.79

학교생활 상담-중요도 3.86 3.79 3.76 4.12 3.85 3.96 4.01 3.63
학교생활 상담-만족도 2.87 2.96 2.74 2.83 3.33 2.74 2.82 2.63

학생회-중요도 3.97 3.87 3.98 4.18 4.13 4.12 3.99 3.66
학생회-만족도 3.28 3.28 3.26 3.35 3.71 3.24 3.19 3.03
동아리-중요도 3.69 3.54 3.56 4.24 3.71 3.83 3.89 3.36
동아리-만족도 2.87 2.95 2.90 2.65 3.40 2.61 2.92 2.70

전반적 만족도항목 전체 - 만족도 3.33 3.39 3.15 3.41 3.75 3.13 3.33 3.15
자기계발 3.37 3.36 3.31 3.46 3.74 3.25 3.32 3.19
진로도움 3.22 3.28 2.97 3.40 3.67 3.06 3.22 2.98

만족도 3.35 3.40 3.15 3.49 3.80 3.12 3.35 3.18
자긍심 3.42 3.55 3.23 3.34 3.79 3.18 3.47 3.26

추천의향 3.29 3.36 3.10 3.36 3.74 3.02 3.30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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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항목 순위

◯ 중요도
전체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4.41

2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4.31

3 도서관 편의성 4.20

4 전공수업 전문성 4.18

5 강의실 청결성 4.18

6 전공교수 진로관심 4.17

7 도서관 적합성 4.15

8 강의실 학과특수 4.14

9 실기연습실 4.12

10 전공수업 적합성 4.11

11 전공교과 의견수렴 4.05

12 교양교수 인격존중 4.04

13 강의실 설비 4.04

14 행정 편의성 4.03

15 행정 의견수렴 4.00

16 행정 정보제공 3.97

17 학생회 3.97

18 행정 친절성 3.96

19 전공수업 다양성 3.95

20 생활공간 3.95

21 교양수업 강의성실 3.93

22 행정 경력진로 3.88

23 학교생활 상담 3.86

24 교양교과 의견수렴 3.79

25 동아리 3.69

26 교양수업 다양성 3.66

27 교양수업 전문성 3.63

28 교양수업 적합성 3.61

 

음악대학

순
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4.26

2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4.23

3 강의실 학과특수 4.16

4 도서관 편의성 4.10

5 전공수업 전문성 4.10

6 강의실 청결성 4.07

7 전공수업 적합성 4.06

8 전공교수 진로관심 4.02

9 실기연습실 4.02

10 도서관 적합성 4.01

11 강의실 설비 3.91

12 전공교과 의견수렴 3.89

13 행정 편의성 3.88

14 행정 친절성 3.88

15 교양교수 인격존중 3.87

16 학생회 3.87

17 전공수업 다양성 3.85

18 생활공간 3.84

19 행정 정보제공 3.83

20 행정 의견수렴 3.81

21 학교생활 상담 3.79

22 교양수업 강의성실 3.79

23 행정 경력진로 3.74

24 교양교과 의견수렴 3.57

25 동아리 3.54

26 교양수업 전문성 3.43

27 교양수업 다양성 3.41

28 교양수업 적합성 3.37

 

미술대학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4.45

2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4.35

3 전공교수 진로관심 4.32

4 실기연습실 4.29

5 도서관 적합성 4.25

6 도서관 편의성 4.23

7 전공수업 전문성 4.23

8 전공교과 의견수렴 4.16

9 강의실 청결성 4.14

10 교양교수 인격존중 4.14

11 강의실 설비 4.08

12 강의실 학과특수 4.07

13 행정 편의성 4.06

14 전공수업 적합성 4.06

15 교양수업 강의성실 4.04

16 행정 의견수렴 4.01

17 전공수업 다양성 4.00

18 학생회 3.98

19 행정 친절성 3.92

20 행정 정보제공 3.91

21 생활공간 3.90

22 교양교과 의견수렴 3.86

23 행정 경력진로 3.84

24 교양수업 다양성 3.77

25 학교생활 상담 3.76

26 교양수업 적합성 3.74

27 교양수업 전문성 3.70

28 동아리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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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영상대학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4.69

2 강의실 청결성 4.47

3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4.43

4 행정 의견수렴 4.41

5 도서관 편의성 4.40

6 도서관 적합성 4.36

7 행정 정보제공 4.34

8 전공교수 진로관심 4.34

9 교양교수 인격존중 4.31

10 행정 편의성 4.31

11 전공수업 전문성 4.30

12 전공교과 의견수렴 4.30

13 전공수업 적합성 4.28

14 강의실 설비 4.27

15 행정 경력진로 4.26

16 생활공간 4.25

17 동아리 4.24

18 실기연습실 4.24

19 교양교과 의견수렴 4.23

20 강의실 학과특수 4.22

21 행정 친절성 4.19

22 학생회 4.18

23 교양수업 강의성실 4.16

24 전공수업 다양성 4.12

25 학교생활 상담 4.12

26 교양수업 다양성 4.10

27 교양수업 적합성 4.03

28 교양수업 전문성 4.01

 

1학년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4.45

2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4.40

3 강의실 청결성 4.29

4 전공수업 전문성 4.28

5 도서관 적합성 4.26

6 전공교수 진로관심 4.26

7 실기연습실 4.25

8 도서관 편의성 4.24

9 전공수업 적합성 4.19

10 강의실 학과특수 4.18

11 행정 편의성 4.18

12 행정 친절성 4.18

13 교양교수 인격존중 4.17

14 행정 의견수렴 4.16

15 교양수업 강의성실 4.14

16 학생회 4.13

17 전공수업 다양성 4.11

18 생활공간 4.09

19 전공교과 의견수렴 4.08

20 강의실 설비 4.07

21 행정 정보제공 4.06

22 행정 경력진로 3.97

23 교양교과 의견수렴 3.88

24 학교생활 상담 3.85

25 교양수업 다양성 3.83

26 교양수업 적합성 3.76

27 교양수업 전문성 3.74

28 동아리 3.71

 

2학년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4.54

2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4.43

3 전공교수 진로관심 4.34

4 도서관 편의성 4.27

5 강의실 학과특수 4.26

6 전공수업 전문성 4.24

7 전공수업 적합성 4.24

8 전공교과 의견수렴 4.23

9 강의실 청결성 4.21

10 교양교수 인격존중 4.20

11 실기연습실 4.19

12 도서관 적합성 4.18

13 학생회 4.12

14 강의실 설비 4.09

15 전공수업 다양성 4.05

16 생활공간 4.04

17 행정 친절성 4.02

18 교양수업 강의성실 4.02

19 행정 편의성 4.00

20 행정 정보제공 3.97

21 학교생활 상담 3.96

22 행정 의견수렴 3.95

23 행정 경력진로 3.95

24 교양교과 의견수렴 3.87

25 동아리 3.83

26 교양수업 다양성 3.70

27 교양수업 전문성 3.69

28 교양수업 적합성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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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4.48

2 강의실 청결성 4.28

3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4.27

4 강의실 학과특수 4.27

5 도서관 편의성 4.25

6 전공수업 전문성 4.25

7 실기연습실 4.22

8 강의실 설비 4.19

9 행정 편의성 4.15

10 행정 의견수렴 4.15

11 전공교수 진로관심 4.13

12 교양교수 인격존중 4.13

13 도서관 적합성 4.13

14 행정 정보제공 4.13

15 생활공간 4.10

16 전공수업 적합성 4.07

17 전공교과 의견수렴 4.07

18 행정 친절성 4.04

19 교양수업 강의성실 4.03

20 학교생활 상담 4.01

21 행정 경력진로 4.00

22 학생회 3.99

23 전공수업 다양성 3.91

24 교양교과 의견수렴 3.91

25 동아리 3.89

26 교양수업 전문성 3.83

27 교양수업 적합성 3.79

28 교양수업 다양성 3.77

 

4학년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4.19

2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4.14

3 도서관 편의성 4.09

4 도서관 적합성 4.06

5 전공수업 전문성 3.99

6 전공교수 진로관심 3.99

7 강의실 청결성 3.96

8 전공수업 적합성 3.96

9 강의실 학과특수 3.91

10 실기연습실 3.90

11 전공교과 의견수렴 3.86

12 강의실 설비 3.82

13 행정 편의성 3.80

14 행정 의견수렴 3.79

15 전공수업 다양성 3.78

16 행정 정보제공 3.72

17 교양교수 인격존중 3.70

18 행정 경력진로 3.66

19 학생회 3.66

20 행정 친절성 3.64

21 학교생활 상담 3.63

22 생활공간 3.60

23 교양수업 강의성실 3.58

24 교양교과 의견수렴 3.57

25 교양수업 다양성 3.38

26 동아리 3.36

27 교양수업 전문성 3.30

28 교양수업 적합성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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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전체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3.90

2 도서관 편의성 3.87

3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3.74

4 강의실 청결성 3.63

5 도서관 적합성 3.62

6 전공교수 진로관심 3.52

7 전공수업 전문성 3.51

8 교양교수 인격존중 3.47

9 전공수업 적합성 3.45

10 강의실 학과특수 3.45

11 교양수업 강의성실 3.32

12 학생회 3.28

13 강의실 설비 3.28

14 행정 편의성 3.14

15 행정 정보제공 3.14

16 전공교과 의견수렴 3.09

17 행정 친절성 3.08

18 전공수업 다양성 3.08

19 생활공간 2.90

20 실기연습실 2.90

21 학교생활 상담 2.87

22 동아리 2.87

23 행정 경력진로 2.85

24 교양수업 전문성 2.76

25 행정 의견수렴 2.75

26 교양수업 적합성 2.72

27 교양교과 의견수렴 2.67

28 교양수업 다양성 2.55

 

음악대학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3.89

2 도서관 편의성 3.85

3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3.80

4 강의실 청결성 3.76

5 도서관 적합성 3.68

6 강의실 학과특수 3.62

7 전공수업 전문성 3.58

8 전공교수 진로관심 3.55

9 전공수업 적합성 3.54

10 교양교수 인격존중 3.52

11 교양수업 강의성실 3.49

12 학생회 3.28

13 행정 친절성 3.23

14 강의실 설비 3.21

15 행정 편의성 3.20

16 전공교과 의견수렴 3.17

17 행정 정보제공 3.16

18 전공수업 다양성 3.13

19 생활공간 3.06

20 행정 경력진로 3.01

21 학교생활 상담 2.96

22 동아리 2.95

23 행정 의견수렴 2.91

24 교양수업 전문성 2.90

25 교양교과 의견수렴 2.84

26 실기연습실 2.82

27 교양수업 적합성 2.80

28 교양수업 다양성 2.70

 

미술대학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3.86

2 도서관 편의성 3.72

3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3.70

4 전공교수 진로관심 3.51

5 도서관 적합성 3.45

6 전공수업 전문성 3.42

7 교양교수 인격존중 3.41

8 전공수업 적합성 3.28

9 강의실 설비 3.26

10 학생회 3.26

11 교양수업 강의성실 3.11

12 강의실 학과특수 3.10

13 전공교과 의견수렴 3.08

14 전공수업 다양성 3.08

15 강의실 청결성 3.06

16 행정 정보제공 2.97

17 동아리 2.90

18 실기연습실 2.88

19 행정 친절성 2.77

20 행정 편의성 2.77

21 학교생활 상담 2.74

22 행정 경력진로 2.64

23 생활공간 2.60

24 교양수업 적합성 2.57

25 교양수업 전문성 2.54

26 행정 의견수렴 2.50

27 교양교과 의견수렴 2.47

28 교양수업 다양성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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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영상대학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도서관 편의성 4.12

2 강의실 청결성 4.06

3 전공교수 인격존중 3.93

4 도서관 적합성 3.73

5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3.64

6 강의실 설비 3.49

7 교양교수 인격존중 3.48

8 전공수업 전문성 3.47

9 강의실 학과특수 3.46

10 전공수업 적합성 3.44

11 전공교수 진로관심 3.44

12 행정 편의성 3.42

13 학생회 3.35

14 실기연습실 3.29

15 행정 정보제공 3.27

16 교양수업 강의성실 3.21

17 행정 친절성 3.11

18 전공수업 다양성 2.96

19 전공교과 의견수렴 2.93

20 생활공간 2.91

21 학교생활 상담 2.83

22 교양수업 적합성 2.76

23 교양수업 전문성 2.73

24 행정 경력진로 2.72

25 행정 의견수렴 2.68

26 동아리 2.65

27 교양교과 의견수렴 2.56

28 교양수업 다양성 2.54

 

1학년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4.15

2 도서관 편의성 4.05

3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4.05

4 도서관 적합성 3.97

5 전공수업 전문성 3.94

6 전공수업 적합성 3.94

7 전공교수 진로관심 3.92

8 강의실 청결성 3.92

9 교양교수 인격존중 3.88

10 강의실 학과특수 3.81

11 교양수업 강의성실 3.79

12 전공수업 다양성 3.72

13 학생회 3.71

14 행정 친절성 3.60

15 전공교과 의견수렴 3.58

16 행정 편의성 3.55

17 강의실 설비 3.54

18 생활공간 3.54

19 행정 정보제공 3.53

20 행정 경력진로 3.44

21 행정 의견수렴 3.41

22 실기연습실 3.40

23 동아리 3.40

24 학교생활 상담 3.33

25 교양교과 의견수렴 3.24

26 교양수업 전문성 3.21

27 교양수업 적합성 3.16

28 교양수업 다양성 2.91

 

2학년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도서관 편의성 3.96

2 전공교수 인격존중 3.87

3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3.74

4 도서관 적합성 3.61

5 강의실 청결성 3.61

6 강의실 학과특수 3.58

7 전공교수 진로관심 3.53

8 전공수업 전문성 3.51

9 교양교수 인격존중 3.49

10 전공수업 적합성 3.38

11 강의실 설비 3.33

12 학생회 3.24

13 교양수업 강의성실 3.17

14 전공교과 의견수렴 3.04

15 행정 편의성 3.03

16 행정 정보제공 3.03

17 행정 친절성 2.99

18 실기연습실 2.84

19 전공수업 다양성 2.83

20 생활공간 2.77

21 학교생활 상담 2.74

22 행정 경력진로 2.70

23 동아리 2.61

24 행정 의견수렴 2.50

25 교양수업 전문성 2.49

26 교양교과 의견수렴 2.41

27 교양수업 적합성 2.39

28 교양수업 다양성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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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전공교수 인격존중 3.85

2 도서관 편의성 3.74

3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3.68

4 강의실 청결성 3.55

5 전공교수 진로관심 3.43

6 교양교수 인격존중 3.42

7 도서관 적합성 3.41

8 전공수업 전문성 3.34

9 강의실 학과특수 3.32

10 교양수업 강의성실 3.29

11 전공수업 적합성 3.27

12 학생회 3.19

13 강의실 설비 3.17

14 전공교과 의견수렴 3.01

15 행정 편의성 2.99

16 행정 친절성 2.98

17 행정 정보제공 2.96

18 동아리 2.92

19 전공수업 다양성 2.91

20 학교생활 상담 2.82

21 교양수업 적합성 2.81

22 교양수업 전문성 2.74

23 행정 경력진로 2.72

24 교양교과 의견수렴 2.70

25 생활공간 2.68

26 행정 의견수렴 2.67

27 실기연습실 2.66

28 교양수업 다양성 2.56

 

4학년

순위 설문항목 전체

1 도서관 편의성 3.79

2 전공교수 인격존중 3.72

3 도서관 적합성 3.55

4 전공수업 강의성실성 3.49

5 강의실 청결성 3.49

6 전공수업 전문성 3.29

7 전공수업 적합성 3.24

8 전공교수 진로관심 3.21

9 교양교수 인격존중 3.16

10 강의실 학과특수 3.15

11 강의실 설비 3.13

12 교양수업 강의성실 3.08

13 행정 정보제공 3.05

14 학생회 3.03

15 행정 편의성 3.00

16 전공수업 다양성 2.91

17 행정 친절성 2.79

18 전공교과 의견수렴 2.77

19 실기연습실 2.76

20 동아리 2.70

21 생활공간 2.65

22 학교생활 상담 2.63

23 교양수업 전문성 2.63

24 행정 경력진로 2.58

25 교양수업 적합성 2.56

26 행정 의견수렴 2.45

27 교양수업 다양성 2.45

28 교양교과 의견수렴 2.36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