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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 a Major among College Students
장로사 (Rosa Chang)*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요인과 사회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 요인보다 개인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사회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들이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tatistically examined the factors (individual factors, family factors, high
school factors, college factors, and social factors) that affect the choice of the major by
surveying with students who have entered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s
of colleges in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individu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choic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 in college. Second, it was found that individual factors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choic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 than social factors do. Third,
individual factor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choic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 at colleges, whereas it was verified that social factors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choic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
at colleg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useful basic data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s of colleges in Korea to prepare for a decrease in the number
of college entrants in the coming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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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인을 파악한 한수정, 김미란(2017)의 연구에
서는 보건교사와의 관계, 학교 내외 진로활동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
입하면서 인구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험, 전문가 상담 및 교육 경험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신입생 충원에

그러나 아직까지 문헌정보학계에서 국내 전

직격타를 맞게 되면서 대학의 위기는 본격화되

문대학교 문헌정보과를 중심으로 하여 진학하

고 있다. 실제적으로 사상 초유의 신입생 증발

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수

사태로 인해 2021학년도 전체 대학의 신입생

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원율은 91.4%로서 미충원 인원이 4만 586명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한 학생들

에 이르렀으며,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타격은

을 대상으로 하여 과연 5가지 요인(개인 요인,

더욱 컸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만 18세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여 2024년에는 43만 명,

인) 중에서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2040년에는 2021년 현재의 절반인 28만 명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강신철, 2021). 즉

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에 4년제 문헌정보학

지금의 학령인구 감소는 시작에 불과하며, 대학

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사회는 무엇보다 2024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다. 이에 미래연구로서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을 규명하는

도 대학입학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4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후

년에는 신입생 미달 인원이 무려 10만 명에 달

속연구로서 주간반과 야간반을 구분하여 전문

함으로써 대학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가능성

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이 높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요인을 검증하는 연구, 전문대학교 내 다

이에 따라, 국내 학계에서는 교육학과에서 주

른 학과와 문헌정보과 간의 전공적 특성을 비

로 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

교․분석함으로써 타 학과와는 차별화된 전문

로 하여 대학 전공 결정요인을 검증한 연구들

대학교 문헌정보과만의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학문 분야마다 각 전공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향후 국내 전문대학교

들이 해당 학과를 선택하는 요인을 규명한 연

문헌정보과들이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에 대비

구들도 수행되고 있다. 대학 전공 결정요인에

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대한 연구로서 정정화, 노보람(2019)은 사회적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가 각 대학 및 학과에

평판 및 성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잘 전달되어 우리나라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는 사실을 밝혀냈다. 게다가 대학 간호학 전공

의 발전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

에 포커스를 두고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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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이후 이상준(2011)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선행연구 파트는 국내에서 수행된 진로, 대

Employment Panel)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

학 및 전공 선택요인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으

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총 1,219명을 모

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한 전문대학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진로교육 참여 결정요인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

을 분석한 결과에서 직업체험과 진로상담 및

인을 선정하였다.

학과정보 안내에서 교사들의 조언과 학생들 간

먼저 박성미(2003)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의 친밀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 1개월 된 신입생 총 331명을 연구대상으로

게다가 50개교 학생 및 학부모 각 2,558명 총

하여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경

5,11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방 소재 고등

로 및 인과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전적

학생들의 대학진학 포부에 있어 지역선택 결정

요인, 환경적 조건, 과제접근기술 변인들은 진

요인을 규명한 박상은, 서봉언(2017)의 연구가

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있다. 조사결과, 첫째, 지방 4년제보다 서울 4년

석되었다.

제 대학진학 포부집단에서 부모의 학력, 월평

또한 수도권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

균 가구소득, 사회 자본, 문화 자본 등에서 평균

부모 총 736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과학 관련 진

이 더 높고, 학생의 자기효능감도 통계적으로

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손은정,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서울

우애자(2003)의 연구가 있다. 검증결과, 과학 관

4년제 대학 희망 집단의 이항 로지스틱 다층분

련 진로선택 요인 중 과학에 대한 선호, 과학 교

석결과에서 부모 학력, 부모 진로 영향력, 학업

사의 영향, 학교 안 과학 관련 경험, 학교 밖 과학

성취,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 수준 변수와 자사

관련 경험요인은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와 비

고 재학 여부, 학교 평균 교사 열의 및 성취압력

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 유의미한 변수로 검증되었다.

2009년에는 과학고 및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또한 한수정, 김미란(2017)은 대전 충청지역

총 457명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학

에 소재한 고등학교 3학년 총 145명을 모집단으

생들의 대학 전공계열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

로 하여 진로를 간호학 전공으로 선택하는 요인

인을 밝힌 이수영, 이영민, 이제훈(2009)의 연

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 지원

구가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교

결정요인은 보건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

내․외 수상 경험이 있는 학생, 과학교과의 효

우, 학교 내외에서 간호 관련 진로 및 봉사활동

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에서 동일계열로 진학할

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 진로 관련 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 및 적

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성을 조언하는 교사가 있고 학교생활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로 밝혀졌다.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에서 동일계열로 진학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서 손윤희, 이신혜(2019)
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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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대학교에 진학한 총

영향을 미치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1,348명의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진

다. 아울러 청소년기의 진로정체감 발달 양상

로정체감과 공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에

이 실제적으로 진로선택 행동과 밀접한 연관성

서 개인, 가정, 학교 수준의 변수 중 성별, 직업

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험활동 참여, 교우 관계가 진로정체감의 잠

위의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선정한 진로, 대

재 프로파일 소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학 및 전공 선택요인을 종합정리하면 <표 1>과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다.

또한 근래에 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대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을 살펴보

학 전공 선택 동기 차이를 파악한 정정화, 노보

면,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전공, 대학 및

람(2019)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검증결과, 사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

회적 평판 및 성적 요인은 대학 전공 선택 시에

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표 1> 선행연구별 진로,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
연구자(연도)

진로,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

박성미
(2003)

① 유전적 요인(성별, 신체적 능력, 예술적 재능 등), ② 환경적 조건(취업 가능한 직종의
내용, 교육 훈련이 가능한 분야, 사회정책, 노동법 등), ③ 학습경험(도구적 학습경험, 연합적
학습경험, 대리경험 등), ④ 과제접근기술(문제인식능력, 의사결정능력, 직업정보수집능력,
정보변별능력 등)

손은정, 우애자
(2003)

[학생용] ① 개인적 요인(성별, 과학에 대한 선호), ② 학교 요인(과학 교사, 학교 안 과학
관련 경험), ③ 사회․문화적 요인(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학 교과의
진학의 유리), ④ 경험적 요인(학교 밖 과학 관련 경험) [학부모용] ① 가정 요인(부모의
직업, 학력, 자녀에게 권하는 직업 분야 등)

이수영, 이영민, 이제훈
(2009)

① 학생특성(성별, 일에 대한 효능감, 결단성, 진학유형: 미결정․타계열․동일계열), ② 고교특
성(고교유형: 외국어고․과학고, 고교소재지: 광역 대도시․시군지역), ③ 교과 흥미(국어․
수학․영어․과학․사회 교과 효능감), ④ 학업성취(내신성적등급, 교내․외 수상 경험), ⑤
학교생활(수업 태도, 학교생활 만족도), ⑥ 학교진로지도(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
존경하는 교사, 좋아하는 교사), ⑦ 학습형태(사교육 경험 여부, 혼자 학습시간)

이상준
(2011)

① 진로 수업(진로 과목), ② 진로강연, ③ 학교 및 학과안내, ④ 적성흥미검사, ⑤ 직업체험,
⑥ 진로상담

박상은, 서봉언
(2017)

[1수준] ① 가정배경특성(부모의 학력, 가정진로활동 경험, 부모의 교육관, 진로에 대한 영향력
등), 학생특성(성별, 국어․영어․수학 성적, 자기효능감, 진로계획성, 동아리 경험 여부, 대학진
학 이유 등), [2수준] ③ 학교 배경 및 여건(공학 여부, 특목고․자사고․일반고 등), ④
학교교육활동(수업 분위기, 교사 열의, 교사의 성취압력, 학교진로교육경험)

한수정, 김미란
(2017)

① 교사와의 관계, ② 보건교사와의 관계, ③ 간호 관련 학교 경험, ④ 경험적 요인, ⑤ 사회적
요인, ⑥ 부모와의 관계, ⑦ 진로선택과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손윤희, 이신혜
(2019)

① 개인 요인(성별, 사전성취도: 국어․영어․수학 과목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 성취가치:
학교 공부가 삶에 지니는 의미, 직업체험활동 참여 등) ② 가정 요인(로그가구소득: 가구의
연간 소득(단위: 만원)을 로그변환한 값, 모학력 변수: 어머니 또는 여성 보호자의 최종학력을
교육연수로 변환한 값), ③ 학교 요인(교우 관계, 교사 관계)

정정화, 노보람
(2019)

① 사회적 평판, ② 졸업 후 취업 전망, ③ 부모님의 권유, ④ 친구 또는 친지의 권유, ⑤
학교 선생님의 권유, ⑥ 자신의 관심과 적성, ⑦ 자신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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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아직까지 문헌정보과 전공에 초점을 맞춰

하는 직업, 가정진로활동 경험으로 설정하였다.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

셋째, 고등학교 요인으로는 사서교사, 담임교

들의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사, 친구, 진로상담, 학교진로교육 경험, 독서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

및 도서반 동아리 경험을 추출하였으며, 넷째,

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요인으로는 대학 및 전공 안내자료 팜

하여 대학 및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플렛, 대학 및 학과 주최 진로직업체험 경험, 입

검증하였다. 이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시박람회, 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를 선정하였

들이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한 기

다. 다섯째, 사회 요인은 사회정책, 사회적 평판,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 전망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5가지(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

3. 연구 설계

의 요인 중에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

본 장에서는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

하고자 하며,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

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과 같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은 총 5개로서 이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

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을
확립하였으며, 설문대상과 설문지 구성에 관하
여 설명하였다.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2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선정한 진
로,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

<그림 1> 연구모형

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에 대한 선택요인은 크게 5가지(개인 요인,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요인)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및 측정항

음과 같다. 첫째, 개인 요인은 성별, 나이, 적성,

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

성적, 진로계획을 포함하였으며, 둘째, 가정 요

다. 본 연구의 변수는 5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인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자녀에게 추천

종속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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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가설
가설항목
H.1
H.2
H.3
H.4
H.5

가설내용
개인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정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등학교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교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박성미(2003),
손은정․우애자(2003),
성별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이수영․이영민․이제훈(2009),
미치는 영향력 정도
박상은․서봉언(2017),
손윤희․이신혜(2019)

개인
요인

나이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본 연구
개인 요인이 전문대 문헌 미치는 영향력 정도
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 적성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이상준(2011)
는 영향력 정도
미치는 영향력 정도
이수영․이영민․이제훈(2009),
성적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박상은․서봉언(2017),
미치는 영향력 정도
손윤희․이신혜(2019),
정정화․노보람(2019)
진로계획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
박상은․서봉언(2017)
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손은정․우애자(2003),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박상은․서봉언(2017),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손윤희․이신혜(2019)

독립
변수
가정
요인

가정 요인이 전문대 문헌 부모의 직업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손은정․우애자(2003)
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는 영향력 정도
자녀에게 권하는 직업이 전문대 문헌정 손은정․우애자(2003),
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정정화․노보람(2019)
가정진로활동 경험이 전문대 문헌정보 박상은․서봉언(2017),
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한수정․김미란(2017)
사서교사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 손은정․우애자(2003),
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한수정․김미란(2017) 참조

고등학교
요인

담임교사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 한수정․김미란(2017),
고등학교 요인이 전문대
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정정화․노보람(2019)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친구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정정화․노보람(2019)
미치는 영향력 정도
진로상담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
이상준(2011)
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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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고등학교
요인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손은정․우애자(2003),
학교진로교육 경험이 전문대 문헌정보 이상준(2011),
고등학교 요인이 전문대 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박상은․서봉언(2017),
한수정․김미란(2017)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독서 및 도서반 동아리 경험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박상은․서봉언(2017) 참조
정도
대학 및 전공 안내자료 팜플렛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이상준(2011)
정도

독립
변수

대학교
요인

대학 및 학과에서 주최하는 진로직업체
대학교 요인이 전문대 문 험 경험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 이상준(2011)
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 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치는 영향력 정도
대학 및 학과에서 주최하는 입시박람회
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 본 연구
는 영향력 정도
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가 전문대 문헌정
본 연구
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사회정책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
박성미(2003)
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사회
요인

사회 요인이 전문대 문헌
사회적 평판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는 영향력 정도
취업전망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
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손은정․우애자(2003),
정정화․노보람(2019)
박성미(2003),
정정화․노보람(2019)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을 좋아하는 욕
구의 정도
손은정․우애자(2003),
전문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대한 이수영․이영민․이제훈(2009),
종속
문헌정보과
한수정․김미란(2017),
선택에 대한 선호도 정도 의지의 정도
변수
전공 선택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대한 손윤희․이신혜(2019) 참조
확신의 정도

및 측정항목은 모두 관련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숭의여대, 창원문성대)의 전문대를 모집단으로

설정되었다.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 기간은 2021년 9월 3일부터

3.3 연구대상 및 설문 구성

10월 10일까지 약 1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설문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227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한

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및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204부를 최종 분석대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문헌정보과가

상으로 하였다.

개설된 총 5곳(대림대, 명지전문대, 부산여자대,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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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리커트(Likert)형 5점 척도로 설계되었다.

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설문 구성은 크게 7개의 섹션으로 나누었으며,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문항은 총 27개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설

을 실시하였다.

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섹션은 기초

넷째, 각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

조사로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여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설문으로서 총 2개의 문항을 수록하였다. 두 번

실시하였다.

째 섹션은 개인 요인에 관한 설문으로서 총 5개
의 문항, 세 번째 섹션은 가정 요인에 대한 설문

다섯째,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으로서 총 4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네 번째 섹
션은 고등학교 요인에 관한 설문으로서 총 6개
의 문항, 다섯 번째 섹션은 대학교 요인에 대한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설문으로서 총 4개의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여

빈도분석을 통해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

섯 번째 섹션은 사회 요인에 관한 설문으로서

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총 3개의 문항, 일곱 번째 섹션은 전문대학교 문

4>와 같다.

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대한 설문으로서 총 3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3명으로서
11.3%이며, 여학생이 181명으로서 88.7%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설문참여율을 보여주었다.

4. 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또한 연령별로는 만18-29세가 153명(75.0%)
으로 가장 높은 설문참여율을 보여주었다. 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의 통계처리를

음으로 만50-59세가 19명(9.3%), 만40-49세가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친 후에 SPSS(Statistical

14명(6.9%), 만60세 이상이 10명(4.9%), 만30-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 Korean

39세가 8명(3.9%) 순으로 확인되었다. 만50세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

이상의 만학도 학생의 비율이 29명으로서 14.2%

다.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이 주목된다.

같다.
첫째,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
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들에 대한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 항목들에 대한 개념적 타당성을 검
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

4.2 기술통계 분석
왜도 및 첨도 기준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요인들이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왜도(skewness)는 자료의 분포 모양이 어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55

<표 4> 인구통계학적 분석
설문항목
남
여
만18-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59세
만60세 이상

성별

연령별

빈도

비율(%)

23
181
153
8
14
19
10

11.3
88.7
75.0
3.9
6.9
9.3
4.9

<표 5> 기술통계 분석
요인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
전공 선택

3.00
2.33
3.00
2.67
2.67
3.00

5.00
5.00
5.00
4.67
5.00
5.00

4.12
3.46
3.92
3.63
3.85
4.11

0.54
0.66
0.60
0.60
0.65
0.63

.128
.844
.213
.295
.284
-.101

-.590
.317
-.945
-1.084
-.955
-.808

느 쪽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가를 나타내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1보

주성분 추출방법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 방법

다 큰 경우에는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것

은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Varimax회전을 수

으로 판단한다(성도경 외, 2011).

행하였으며, 요인분석 시 다른 요인에 적재되

또한 첨도(kurtosis)는 자료의 분포 모양이
위로 뾰족한 정도를 말하며,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으면 정상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
한다(성도경 외, 2011).

거나 요인 적재량이 0.4 미만인 항목은 제외하
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변수들에 대한 아이겐
값(Eigen-value)이 1.0을 상회하고 있으면 변

이러한 기준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수들이 명확히 분류된 것으로 간주하며, 누적

들은 모두 왜도 및 첨도 기준을 충족시켜 정규

분산의 적재치가 0.4보다 크게 나타나면 동일

분포를 가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의 측정변수 간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
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4.3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요인(개인 요인, 가정 요
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 전

본 연구에서 가설의 검증결과에 대한 타당성

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 요인)의 탐색

을 입증하고자 SPSS 22.0K를 활용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로서 <표 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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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설문항목
전공 선택2
전공 선택3
전공 선택1
대학교 요인3
대학교 요인2
대학교 요인1
사회 요인1
사회 요인3
사회 요인2
가정 요인2
가정 요인1
가정 요인3
고등학교 요인2
고등학교 요인1
고등학교 요인4
개인 요인5
개인 요인3
개인 요인4
Eigen-value
설명분산(%)
누적분산(%)
Cronbach Alpha

성분
1

2

3

4

5

6

.959
.938
.818
.891
.811
.770
.873
.808
.770
.888
.848
.687
.836
.821
.480

2.793
15.515
15.515
.920

2.448
13.601
29.116
.802

2.362
13.123
42.240
.812

2.299
12.772
55.012
.805

1.991
11.064
66.075
.711

.838
.661
.470
1.934
10.746
76.821
.712

같이 추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아이겐 값은

며, 아이겐 값은 2.793, 설명분산은 15.515%로

1.934에서 2.793으로 모두가 1.0을 상회하는 것

나타나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 요인

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다.

으로 최종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누적분산은 76.821%로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

둘째, 대학교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정변수 간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확보

의 결과에 의하면, 모두 3개의 관련 문항(대학

된 것으로 검증되었다.

및 전공 안내자료 팜플렛, 대학 및 학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

주최하는 진로직업체험 경험, 대학 및 학과에

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서 주최하는 입시박람회)들로 구성되었으며,

선택의 경우, 모두 3개의 관련 문항(전문대학교

아이겐 값은 2.448, 설명분산은 13.601%로 확

문헌정보과 전공을 좋아하는 욕구, 전문대 문헌

인됨으로써 최종적인 대학교 요인으로 선정되

정보과 전공 선택에 대한 의지, 전문대 문헌정

었다.

보과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들로 구성되었으

셋째, 사회 요인의 경우, 모두 3개의 관련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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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사회적 평판, 취업 전망)으로 구성되

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값은 신

었으며, 아이겐 값은 2.362, 설명분산은 13.123%

뢰도 검증의 기준치인 0.6 이상을 초과한 최소

로 나타나 사회 요인으로 최종 선정하여 연구를

.711에서 최대 .920 수치를 도출하여 신뢰도 역

진행하였다.

시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가정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

따라서 여러 기준들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

과, 3개의 관련 문항(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단했을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타당성 및 신

부모가 자녀에게 권하는 직업)으로 구성되었으

뢰도 모두 확보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며, 아이겐 값은 2.299, 설명분산은 12.772%로
검증됨으로써 최종 가정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4.4 상관관계 분석

다섯째, 고등학교 요인의 경우, 3개의 관련 문
항(사서교사, 담임교사, 진로상담)으로 구성되
었으며, 아이겐 값은 1.991, 설명분산은 11.064%

본 연구에서 선정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로 나타나 고등학교 요인으로 최종 선정하여 연

첫째, 개인 요인은 고등학교 요인과 r=.452
의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 수치를 도출하였

구를 진행하였다.
여섯째, 개인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으며, 다음으로는 가정 요인과 r=.413, 대학교

결과에 따르면, 3개의 문항(적성, 성적, 진로계

요인과 r=.409, 사회 요인과 r=.395의 유의미

획)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1.934, 설명

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분산은 10.746%로 규명됨으로써 최종적인 개

둘째, 가정 요인의 경우, 고등학교 요인과 r=
.350의 가장 높은 유의미한 상관 수치를 보여주

인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

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 요인과 r=.336, 전공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선택과 r=.160의 정적(+) 상관을 도출하였다.

검증하였다. Nunnally(1978)는 사회과학 연구

셋째, 고등학교 요인은 대학교 요인과 r=.423,

분야에서 크론바 알파값(신뢰도 계수)이 0.60 이

사회 요인과 r=.211, 전공 선택과 r=.157의 통

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

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표 7> 상관관계 분석
요인명
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
전공 선택
**p<0.01, *p<0.05

개인
요인
1
.413**
.452**
.409**
.395**
.383**

가정
요인
1
.350**
.104
.336**
.160*

고등학교
요인

1
.423**
.211**
.157*

대학교
요인

1
.212**
.091

사회
요인

전공
선택

1
-.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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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대학교 요인은 사회 요인과 r=.212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도출하였다.

p값에 별표(*)가 있으면 가설이 채택된 것을 뜻

이로써 선정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

한다. 유의수준 95% 수준에서 가설이 채택된 경

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부분 상관관계가 존재

우에는 별표(*) 1개로서 p<0.05, 유의수준 99%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에서 가설이 채택된 경우에는 별표(**) 2개
로서 p<0.01의 기호로 표현한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개인 요인은 전문대학

4.5 가설검증

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t값 5.724(p<0.01)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독립변수인 개인 요인,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 요인은 전문대학교

인이 종속변수인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t값 -2.662(p<0.01)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으로 검증되었다. 이로써 가설 H1(개인 요인)과

<표 8>과 같다.

H5(사회 요인)가 채택되었다.
2

2

본 회귀식은 R=.425, R =.181, 수정된 R =

또한 독립변수의 표준화계수 베타값이 클수

.160, F=8.741, p=.000, Durbin-Watson =

록 종속변수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간

2.00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

주한다. 개인 요인(.469)의 표준화계수 베타값

및 검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이 사회 요인(-.191) 보다 크기에(절대값) 전

같다.

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더 큰 영향

가설 채택에 대한 통계적 근거는 t값의 절대

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값이 1.96 이상이고, p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

반면 t값의 절대값이 1.96 이하이고, p값이

<표 8> 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상수)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

H1

개인 요인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2.713

.377

.542

.095

표준화 계수
베타
.469

t

p

7.197

.000

5.724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000**

.617

1.621

H2

가정 요인

.036

.071

.038

.509

.611

.744

1.344

H3

고등학교 요인

-.001

.082

-.001

-.013

.990

.687

1.455

H4

대학교 요인

-.067

.079

-.064

-.850

.396

.740

1.351

H5

사회 요인

-.184

.069

-.191

-2.662

.008**

.803

1.246

2

통계량
**p<0.01, *p<0.05

2

R=.425, R =.181, 수정된 R =.160
F=8.741, p=.000, Durbin-Watson = 2.007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59

0.05보다 큰 H2(가정 요인), H3(고등학교 요

회, 대학 주최의 진로직업체험 경험 등을 통해

인), H4(대학교 요인)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이

대학입학자원 학생들에게 문헌정보과가 많이

를 통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를 진학하는 학

노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생들은 전공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 요인

필요할 것이다.

이 아니라 적성, 성적, 진로계획 등과 같은 개인

학과 차원에서 학과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방안으로는 첫째, 대학 서포터즈와는 별도의 학

었다.

과 서포터즈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학

채택된 가설의 세부적인 결과 및 주목되는

생 개인 차원에서 재학 시절 활동한 마케팅 관

점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 요인은 전문대학교

련 경험을 통해 취업 스펙을 쌓을 수 있으며, 재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t값 5.724로 나타나 유

학생 충원율 차원에서도 재학생들이 학과에 보

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

다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할

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요인이 증가할수록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이 증가한다
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사실 입시박람회나 진로직업체험은 학
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기본적으

즉, 개인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를

로 대학입학자원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

진학하는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는 학과 홈페이지의 매력적인 인터페이스 구축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개인 요인 중에서

과 신속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유지할 것을 제

적성, 성적, 진로계획 요인이 전공 선택에 큰

안한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요인(부

셋째, 학과 홈페이지 이외에도 고등학생들의

모, 지인, 교사 등)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학생

주요 소통 채널인 학과 SNS(인스타그램, 유튜

개인의 적성이나 진로계획과 적합하다고 생각

브 등)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학과

하는 경우에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을 선

SNS상에서 학과와 관련된 소식을 카드뉴스와

택하는 경향이 강하며, 성적에 맞춰 전문대학

같은 이미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대학입학자

교 문헌정보과를 진학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외부에

보인다.

빠르게 정보전달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목되는 점은 개인 요인이 증가할수

한편 사회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

록 전공 선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된 결과

공 선택에 t값 –2.66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로서, 개인 요인으로 인해 전문대학교 문헌정

의미한 부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조사

보과 전공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이 매

되었다. 이는 사회 요인이 증가할수록 전문대

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문헌

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은 감소한다는 것으

정보과에 대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인지도

로 이해된다. 사회 요인이 증가할수록 전공 선

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학 진학상담 시,

택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취업 전망 요

대학 및 학과 안내자료 및 홈페이지, 입시박람

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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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
들의 최근 입학 경향을 보면 만학도 학생의 증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입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20대 학생의 경우에는 전문대학교 졸업 후

또한 이러한 만학도 학생의 증가 및 전문대학

바로 취업을 희망하기보다는 입학 당시부터 4년

교 졸업 후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의 증가는 학

제 학사학위 진학을 목표로 전문대학교에 진학

과 운영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

이에 따라 취업 전망을 보고 전문대학교 문

가 시에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과 더불어 중

헌정보과에 진학하기보다는 만학도 학생은 학

요한 평가요소가 바로 취업률이기 때문이다.

위취득, 20대 학생은 4년제 학사학위 진학(일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취업 의지가 없는 만

반 대학교 편입,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을 목

학도 학생과 전문대학교 졸업 후에 편입 공부

표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최근

를 해서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입학 경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결과로 보인

의 경우, 개인의 능력(책 출판, 전시회 참여, 영

다. 실제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

상 제작 등)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함으

한 사서 자격증 취득자의 비율은 2019년에 전

로써 개인창작자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체 중 19.8%를 차지하였으며, 해마다 지속적으

또한 4년제 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서관

재학 시절부터 편입 공부를 시작하도록 지도하

협회, 2021).

여 전문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4년제 대학교로

따라서 주목되는 점은 학령인구의 급감과 함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께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

나아가 이러한 전문대학교 입학생들의 추이

보과에 진학하는 성인학습자 및 만학도 학생들

를 반영하여 현재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의 주

의 진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요 평가지표인 취업률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전국 전문대학 만학도 수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정

치가 2017년 5,997명에서 2021년 8,150명으로 5

부 차원에서의 대학평가는 필요하지만, 대학평

년 동안 3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

가의 잣대를 급변하는 대학사회에 발맞출 뿐만

으로 만학도는 신입생이 줄어드는 전문대학에

아니라 보다 신뢰성 있는 측정 도구가 될 수 있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대구 MBC, 2021).

도록 숙고해야 할 것이다.

2021년 명지전문대학은 미래융합학부 안에
문헌정보과를 신설하여 만30세 이상의 성인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재직자에

5. 결 론

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제는 전문대학교 문헌

한국 사회에서 학령인구의 급감을 초래한 근

정보과 대학입학자원으로서 20대 학생뿐만 아

본적인 동인(動因)은 저출산에서 찾아볼 수 있

니라 검정고시나 학력인정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하지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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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학령

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최이현, 2021).

인구 절벽으로 인해 향후 많은 대학들은 존폐의

따라서 실질적인 학과 홍보 방안으로서 학과

갈림길에 놓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지방

서포터즈의 구성, 매력적인 인터페이스에 정보

대학과 전문대학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견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학과 홈페이

되고 있다.

지 운영, 학과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운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에 따

영 등을 제안한다. 이는 대학입학자원의 니즈

른 대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빠른 정보확산을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시 차원에서 학과를 홍보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

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인 요인,

두 번째 시사점은 사회 요인이 증가할수록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

전공 선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원인은

인)이 무엇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취업 전망 요인의 영향으로서 이는 최근 전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 요인과 사회 요인이

대학교 문헌정보과의 입학 경향이 반영된 결과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

로 보인다. 즉, 취업 전망이 대학진학 시 중요치

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사회 요인보다 개인

않은 만학도 학생의 증가 및 20대 학생의 경우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더

입학 당시부터 4년제 학사학위 진학(일반 대학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요

교 편입,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을 목표로 전

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t값

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

5.724로 나타나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

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는 반면에 사회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이에 앞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내 전문대

전공 선택에 t값 –2.662로 나타나 유의미한 부

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성인학습자 및 만

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학도 학생들의 진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

이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사

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문대학교 문

점은 개인 요인이 증가할수록 전공 선택이 증

헌정보과의 중요한 대학입학자원으로 부상(浮

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개인 요인으로 인

上)하고 있는 검정고시나 학력인정 고등학교

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을 하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과 홍보가

입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이러한 취업 의지가 없는 만학도 학

이는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

생의 증가 및 전문대학교 졸업 후에 편입 준비

대학사회 역시 학령인구 감소가 지난 10년간

를 해서 4년제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무려 13%의 비율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운

증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에 학생 충원율과

영 위기에 몰린 미국의 대학들은 한 해에만 수

함께 취업률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십억 달러 이상을 대학 마케팅에 지출하고 있

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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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학과 운영 차원에서 만학도 학생을 위

본 연구의 결과가 각 대학 및 학과에 잘 전달

한 학업 지원 및 정서적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

되어 향후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들이 대

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변화하는 입학

학입학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유용한 기

생들의 추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학생 중심

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우리나라 전문대학교

의 질 높은 교육 및 학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

문헌정보과의 발전 및 새로운 도약에 이바지할

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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