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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학신입생들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의 실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학교육 경험,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대학학자금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종단

연구 7차년도 대학생 자료를 분석하였고,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학자금 수혜 분포, 등록금 수준, 대학입학 전 

학업준비도, 대학교육 경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분석 결과, 장학금 수혜율은 국공립대가 높은 반면, 대출 비율은 사립대가 높았다. 국립대의 경우 성별과 

전공, 수능등급점수가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련이 있었고, 사립대의 경우 이들 변인 간에 장학금 수혜율에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모든 대학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아버지 교육연한 차이는 없었으나 

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가구 소득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대출 여부에 따른 이들 변인에 차이가 없었으나, 사립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학생들

의 가구소득과 수능등급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 및 학습

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대학학점과 적응, 수업참여도, 

시간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대의 경우 교수학생 상호작용 역시 높았다. 대출여부는 이들 대학교육 

성과 및 학습과정변인과 대부분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 및 대학적응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영향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학생성별과 아버지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장학금 수혜여부

는 학점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 개인 특성과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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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학 학자금 부담과 이를 경감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은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관심사이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 학자금 부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대학 학자금 부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주로 장학

금이나 대출 등의 형태로 대학생 학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대학생 학자

금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학자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의 학습활동과 학습결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oatman, A. & Long, B., 2009; 남수경,

2007).

고등교육 연구자들은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정책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학자금 지

원의 영향에 관한 방대한 문헌이 축적되었다. 정부나 재단, 대학 등의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형

태로 제공하는 대학 학자금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 학자금 지원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연구 수요가 높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가 주요 정책 과제인 미국에서는 학자금 

부담 여부가 대학 진학이나 대학 선택, 학위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수년 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와 대학이 제공하는 대학 학자금 지원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원 방식도 다양해져 관련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안나․김성훈, 2010, 김지하․이병식, 2009). 여기에 더하여 일부 

언론이 학자금 부담 때문에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보도하면서, 대학 학자금 지

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즉, 대학 학자금 지원이 학생

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성공적

인 대학생활을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학자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

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학자금 부담은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학자금 지원 실태

나 영향에 대한 학문적 또는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또한 일반 연

구자가 접근할 만한 고등교육 실증 데이터 기반이 취약한 국내 현실 또한 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실증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했다(김안나․김성훈, 2010).

외국에서 수행된 대학 학자금 연구는 주로 장학금, 대출, 근로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의 학자

금 지원 여부나 규모가 대학 진학, 대학 선택, 학업지속, 학업 성취,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Cabrera, Nora, & Castameda, 1992; Nora, Bar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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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sp, 2006; Starter, 2009; St. John et al., 1994). 국내 연구자들은 주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형태의 학자금 지원과 대학 선택, 학업성취도, 휴학과의 관계를 탐색해 왔다(김안나, 이병

식, 2008; 김안나, 김성훈, 2010; 김지하, 이병식, 2009).

소수의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학자금 지원이 대학생의 학업지속이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점이 밝혀졌으나 학자금 지원의 효과를 다룬 국내 문헌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학자금 지원을 주제로 다룬 실증 연구가 축적되지 못했다. 더

욱이 학자금 지원의 영향을 분석한 제한된 수의 연구에서도 종속변인의 설정이 주로 학업 지속

에 국한되어 학자금 지원이 수혜 학생의 대학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폭넓게 살피지 못하

고 있다. 학자금 지원이 대학교육 이수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

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학생이 학자금 지원을 받음으로써 대

학에 더 잘 적응하게 되고, 소속감을 갖게 되고, 더 많은 학업성과를 이루는 것 역시 중요하다

(Boatman & Long, 2009). 즉, 대학 학자금 지원이 장․단기적으로 학생의 대학 적응과 인지적․정
의적 발달을 포함한 다양한 대학교육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정보를 축적해 나간다

면, 학자금 지원이 수혜자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기여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 대학 적응이나 학업 성취를 포함한 다양한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다.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학교육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이 어떤 경로를 거쳐 학업 성취나 

대학 적응 등의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자금 지원이 학생의 대학선택, 학업성취도, 휴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때, 장학금 

및 대출 등 학자금 지원 유형에 따른 영향의 차이나 대학 유형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였다(김안나, 이병식, 2008; 김안나, 김성훈, 2010). 일부 연구자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학자금 지

원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김안나, 이병식, 2008; 이준호, 박현정, 2012), 또는 소득 수준별로 

장학금과 대출금 효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규명하려고 시도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

았다. 하지만 동 연구주제를 다룬 후속 연구가 제한적이어서 학자금 유형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설립 등 대학유형에 따

라 학자금 지원 형태나 학자금 지원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였다.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또는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등 대학 유형에 따라 재학생 특성 및 

재학생이 경험하는 교육에 차이가 있다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존재하는 바(김안나, 이병식,

2008), 대학 학자금 지원 효과를 분석할 때, 학자금 유형이나 대학 유형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대학교육 경험,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 성과와 대학 학자금 지원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이들 간의 관계가 국공립대학과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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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들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학자금 지원을 받

은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장학금 수혜 여부 및 학자금 대출 여부에 따라 학생 집단을 구분

한 후 개인 배경적 특성과 전공, 대학교육 경험,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 그리고 시간활용을 

매개변인으로 학자금 지원이 대학학점과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학자

금 지원과 바람직한 대학교육 경험, 대학 적응 및 학업 성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Ⅱ. 선행연구 분석

이하에서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인과 변인 간 관계 설정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살

펴보았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주요 학습성과 변인별 학자금 지원의 효과를 살펴본 후,

이 연구에서 주안점을 둔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와 대학 적응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효과를 매개

하는 변인 선택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학교육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1.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성과

일찍이 우리보다 앞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정책을 도입한 영

미권 국가에서는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다양한 대

학교육 성과 중 ‘학자금 효과’ 연구자들은 주로 학업지속 및 학위취득과 학업성취를 대학교육 

성과 변인으로 보고 학자금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학자금 지원의 영향에 관한 문헌에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업지속이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분석도 종종 

이루어졌다. 이는 대학생의 학업 중단률이 높은 구미 지역에서는 중요한 정책 목표인 대학생 학

업 지속률(궁극적으로는 학위취득률)에 학자금 지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었

기 때문이다. 학업 성취는 충실한 대학 생활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대학교육 성과의 한 요인으로

서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시사를 주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관련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학자금 지원이 학업지속에 중대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자들은 학자금 지원

이 학생으로 하여금 그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수학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abrera,

Stampen, Hansen, 1990; Nora, Barlow & Crisp, 2006), 궁극적으로 학위 취득에도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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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학자금 지원의 영향을 연구한 학자들은 주로 학업지속을 종속변인으로 활용하였으나 

일부 연구자들은 학업성취에 관심을 두었다(Starter, 2009). 대학에서의 학점으로 나타나는 학업

성취가 학업지속이나 학위 취득의 강력한 예측 변인이기도 하거니와 학위 취득에 비해 학점이 

대학졸업자의 직업적 성취나 임금 등 다른 대학교육 성과 요인에 대해 장기적 영향을 준다

(Jones & Jackon, 1990, Starter, 2009에서 재인용)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점 자체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있다. 학자금 수혜 정도와 학업 성취와의 인과관계 탐색에 중점을 둔 Starter(2009)는 

성적 기반 학자금 수혜액과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학자금 수혜액이 대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인디애나, 콜로라도, 오레건 주의 거점주립대학 

재학생 18,700여명을 표본으로 활용한 이 연구에서 Starter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 연도별 학

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분석 모델에 성적 기반 학자금 수혜액과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학자금 

수혜액을 핵심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인종, 대학 진학 시 연령),

대학 입학 시점의 학업 준비도(SAT 시험 성적, 고등학교 내신 성적), 재학하였던 고등학교 특성

(공사립 여부, 고등학교의 평균 SAT) 둥의 통제변인을 OLS 회귀모형과 토빗 모형에 투입하였

다. 분석 결과, 성적 기반 학자금과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학자금 수혜 정도 모두 학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전 학년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경제적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액보다 성적 기반 학자금 지원액이 성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학업 성취와 대학생 개인의 학자금 부담의 연계성을 탐색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

(김안나․이병식, 2008). 김지하․이병식(2009)은 한국교육고용패널 2005∼2007년 자료를 사용하여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서로 다룬 유형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였다. 특히 이러한 관계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분석

의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독립변수로 대학수학능력 시험 백분위 점수, 아르바이트 여부와 동아

리 활동 유무, 부모의 학력과 소득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인 대학생 학업성취도는 백분위로 환

산한 1, 2, 3학년 각각의 GPA였다. 연구 결과 고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에 비해 학자금 

대출이 학업 몰두나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데 반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

우 장학금 지원이 학자금 대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지원의 영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요인 중 하나는 대학 적응이다. 대학 적응은 많

은 연구에서 대학교육 성과의 핵심적인 영향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대학생 학업 지속에 관

하여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Tinto(1993)는 대학생의 학업 지속 여부에 대한 전조로서 작

용하는 대학 적응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학 입학생들은 개인이나 가족 

배경, 학습 경험이나 준비 수준,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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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채 대학생활을 시작한다. 입학 시점에 대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은 대학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함께 대학에 대한 적응과 대학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자신만의 

목표에 대한 헌신에 작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학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그의 이론은 학업 지속(또는 학위 취득) 연구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육 성과 연구에 광범위

한 영향을 주어, 많은 학자들이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대학 소속감 및 대학 적응의 역할과 이들 

요인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Tinto의 이론에서 출발한 이들 요인은 학자금 지원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Cabrera, Nora, & Castaneda, 1993; Cabrera, Stampen,

& Hansen, 1990).

2. 대학 학자금 지원과 바람직한 대학교육 경험

학업 성취나 학업 지속과 마찬가지로 대학생이 자발적·능동적으로 대학에서의 학습활동에 참

여하는 정도 역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수혜와 같은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고등교육 연구에서 이론화 되었다(Tinto, 1993; Pascarella, 1985). 또한 고등교육 연구자들은 실

증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이론적 개념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Cabrera, Castaneda, et al., 1992;

Cabrera, Nora & Castaneda,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대학교육 경험 변인과의 연계를 직접적인 연구주제로 삼은 사례는 많지 않다. 대체

로 학업 성취 변인처럼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관련 변인과 학업 지속과의 관계 분석 모델에서 

일종의 매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Cabrera, Stampen, Hansen(1990)는 대학생의 대학 적

응에 대한 대학생의 학자금 비용 부담의 영향을 매개하는 여러 요인들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면

서 대학교육 경험 변인에 관심을 두었다.

동 주제를 탐구한 연구자들은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관련 요인과 자발적·능동적 학습활동과의 

연계성을 심층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Nora, Barlow, & Crisp, 2006).

Nora와 그의 동료들은 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의 학자금 지원이 심리적, 활동적 측

면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Nora 외, 1996). 대학생이 학자금 지원

을 받게 되면, 등록금 지불이나 주거비, 교재비 등 각종 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줄

일 수 있어 수업 참여, 학습 시간 등 학업 관련 학습 활동의 양과 질을 높을 수 있고 또한 동아리 

활동, 동료 학생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 등 학업 이외 학습 활동 참여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대학교육 경험과 학자금 지원의 상호관계성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로 Boatman과 

Long(2009)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Bill & Melinda 재단이 주관하는 

Gate Millennium Scholar(GMS) 장학금을 수여한 학생 5,500명과 동 장학금 수혜자와 학업준비

도,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비교 그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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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Boatman과 Long(2009)은 집단 간 비교, Regression

Discontinuity 등의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대학 평점평균, 교수와의 상호작용, 근로 활동 시

간, 동료 친구들과 일한 경험, 지역 봉사 활동 참여 경험, 대학 기숙사에서 이루지는 각종 학습활

동 참여 경험 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학자금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학

금 수혜 여부가 근로 활동 시간을 낮추고 교수와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 지역봉사 참여도 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학교육 경험 변인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학업 지속, 학업 성취,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학교육 

경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외국에서 수행된 대학교육 성과 연구에서는 상당한 수의 

대학교육 경험 요인이 사용되었다. Chickering과 Gamson(1987)은 광범위한 문헌분석을 토대로 

대학교육 성과에 영항을 주는 핵심적인 대학교육 경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대학교육 경험은 ①교수-학생 상호작용, ②학습

에서 학생들간의 상호협력 경험, ③능동적 학습, ④적절한 피드백, ⑤학습에 투입된 시간, ⑥학

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대, ⑦다양한 배경의 학생 및 다양한 지식에 대한 존중이

다.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 결과,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대학교

육 경험 요인으로는 수업에서의 고차원적 사고 활동, 교수-학생 상호작용, 각종 학습활동 시간 

등을 들 수 있다(최정윤․이병식, 2009). 또한 출석률, 강의 태도 등으로 측정된 수업 준비도와 수

업 몰입 역시 대학생의 학업 성취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정철 외, 2008, 김현철,

2005)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주요 변인 

본 연구는 한국종단교육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학 신입생의 대학교육 

경험, 대학 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는 2005년 

전국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교육경험 및 

학습, 인지적․비인지적 성취 수준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2년 8차년도 조사

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은 7차년도 자료 중 4년제 대학에 1학기 이상을 재학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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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분석은 설립 유형별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하였는데, 이는 설립 유형에 따라 

대학 등록금액의 분포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성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정책변인으로 장학금 수혜여부와 대출여부를 설정하였고, 학생의 개인변인은 

성별, 대학전공,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부의 교육연한, 가구소득, 수능등급점수가 활용되었다. 대

학교육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주요 종속변인으로 대학학점과 적응을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대학

교육경험은 수업참여도와 상호작용, 시간활용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인을 정

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변인명 변인 설명

정책변인
장학금 수혜여부 7차 대학생 설문 28번 - 경험 유: 1, 무: 0

대출여부 7차 대학생 설문 28번 - 경험 유: 1, 무: 0

개인변인

성별 남학생: 1, 여학생: 0

대학 전공 1: 인문 2: 사회 3: 자연 4: 공학 5: 교육 6: 예체능 7: 의약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7차 대학생 설문 31번 (경험 유: 1, 무:0)

부 교육연한, 7차 공통 설문 34번 

가구소득

7차 공통 설문 36번

소득 범주의 중간값으로 변환, 200만원 이하=100만원; 

200~400만원=300만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 7차 공통 설문 13번 (1-9등급 역코딩)

종속변인

대학 학점 7차 대학생 설문 16번 - 100점 환산 점수

적응

7차 대학생 설문 22번 

대학진학에 대한 이유 확신, 학업관련 교수 기대 이해 등 9

문항 평균(신뢰도 .684)

매개변인

수업 참여도

7차 대학생 설문 14번

토론참여, 질문, 팀 프로젝트, 발표, 수업준비 등 5개 항목에 

참여한 정도(신뢰도 .850)

상호작용

77차 대학생 설문 25, 26번 

교수님과 친구 및 선후배와 함께 한 여러 활동의 빈도 총 

16문항 평균(신뢰도 .870) 

시간활용1)

7차 공통 설문 4번 - 총 21문항 중 4문항 평균

독서, 자기계발 및 진로준비, 강의수강, 공부 등의 활동에 할

애한 시간의 합(신뢰도 .473)

<표 1> 학자금 지원의 효과 분석에 사용된 변인 설명 

1) 시간활용의 경우, 문항간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나, 독서나 자기계발 및 진로준비 등 이질적이지만 대학생

활 및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본 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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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술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대학의 설립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국공립대 (n=594) 사립대 (n=1,75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정책변인

장학금 수혜여부 .476 .500 .289 .453 8.077 .000

대출여부 .088 .283 .170 .375 -5.598 .000

등록금 444.623 70.848 839.668 126.697 -94.160 .000

개인변인

성별 .574 .495 .476 .500 4.173 .00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276 .447 .269 .444 .314 .754

부교육연한 13.576 2.368 13.732 2.420 -1.307 .191

가구소득 3.836 2.109 4.103 2.178 -2.597 .009

수능등급점수 6.274 1.303 5.827 1.425 6.755 .005

종속변인
대학학점 72.599 13.459 73.663 14.099 -1.596 .111

적응 3.021 .466 3.024 .477 -.155 .877

매개변인

수업 참여도 3.247 .631 3.289 .662 -1.360 .174

상호작용 2.812 .756 2.967 .803 -4.248 .000

시간활용 25.911 11.420 24.600 12.865 2.340 .019

<표 2> 대학 설립유형별 분석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설립유형별로 장학금 수혜율 및 대출 비율이 다르고, 등록금 액수 및 

수능등급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학생들간에 상호작용 및 시

간활용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라 장학금 및 대출여부가 가

지는 의미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지원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를 분석함

에 있어서 설립유형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분석모형

가. 장학금 및 대출여부에 따른 학생 배경에 대한 기초분석 

우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및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분석을 실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학생의 성별, 대학전공,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대학 설립유형별로 카이검증을 실시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대출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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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학생들의 성별, 대학전공,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장학금 수혜여

부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연한, 가구소득, 수능 등급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대학의 설립유형

별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대출여부에 따른 아버지교육연한과, 가구소득, 수능등급 차이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나. 장학금 및 대출여부가 대학교육의 성과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음으로 학자금 수혜 여부가 대학교육의 성과 및 대학교육경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장학금 또는 대출 여부에 따른 대학학점, 적응, 수업참여

도, 상호작용, 시간활용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차이검증 결과는 

학자금 지원을 받은 학생들과 받지 않은 학생들간에 대학교육 성과와 대학교육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대학학점 및 적응 등의 대학교육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학

자금 변인에 관하여, 대학생들의 학점과 적응에 미치는 학자금의 영향이 발생하는 경로를 탐색

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학생성별과 부의 교육수준, 가구 소득 등의 학생배경

변인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을 모형에 포함하였고,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의 

격차에 따라 학자금의 영향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 설립유형별로 경로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초분석 결과, 학자금 대출 여부가 대학교육 경험이나 학점, 대학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장학금 효과 경로분석 모델을 중

심으로 경로분석 모델을 소개하고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장학금이 대학학점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장학금 여부가 

등록금 마련에 대한 시간 소비를 줄여줌으로써 시간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교수 및 선후배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학점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종속변인은 학점과 적응이며, 매개변인은 위의 두 

가지 종속변인에 대해 장학금 지원의 효과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 3가지 변인을 설정하였다. 이때 학생성별과 부의 교육연

한, 가구소득 변인을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종속변인에 대한 이들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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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 사립대

　
학자금 

수혜 유

학자금 

수혜 무
전체

 p

학자금 

수혜 유

학자금 

수혜 무
전체

 p

　 N % N % N % N % N % N %

장학금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성별
남 141 41.3 200 58.7 341 100

12.72 0.00
234 28 601 72 835 100

0.61 0.43
여 142 56.1 111 43.9 253 100 274 29.7 648 70.3 922 100

대학

전공

인문 35 53 31 47 66 100

19.14 0.00

65 27.2 174 72.8 239 100

3.07 0.80

사회 60 53.1 53 46.9 113 100 162 28.2 412 71.8 574 100

자연 58 47.9 63 52.1 121 100 62 32.6 128 67.4 190 100

공학 80 39.4 123 60.6 203 100 111 29.2 269 70.8 380 100

교육 32 71.1 13 28.9 45 100 22 31 49 69 71 100

예체능 13 37.1 22 62.9 35 100 52 26.5 144 73.5 196 100

의학 5 45.5 6 54.5 11 100 34 32.4 71 67.6 105 100

아르 

바이트 

경험

있음 209 48.6 221 51.4 430 100
0.58 0.45

387 30.1 897 69.9 1284 100
3.50 0.06

없음 74 45.1 90 54.9 164 100 121 25.6 352 74.4 473 100

[그림 1] 장학금 지원 효과 연구모형

Ⅳ. 연구 결과

1. 장학금 및 대출 수혜 학생의 특성 분석 

장학금 수혜 학생과 대출 받은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장학금과 대출여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자금 수혜여부에 따른 학생 특성(성

별, 대학 전공,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 설립유형별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대학 설립유형별 학자금 수혜 학생들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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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성별
남 28 8.2 313 91.8 341 100

0.30 0.59
135 16.2 700 83.8 835 100

0.71 0.40
여 24 9.5 229 90.5 253 100 163 17.7 759 82.3 922 100

대학

전공

인문 5 7.6 61 92.4 66 100

3.20 0.78

40 16.7 199 83.3 239 100

7.94 0.24

사회 6 5.3 107 94.7 113 100 102 17.8 472 82.2 574 100

자연 12 9.9 109 90.1 121 100 23 12.1 167 87.9 190 100

공학 21 10.3 182 89.7 203 100 57 15 323 85 380 100

교육 3 11.4 42 93.3 45 100 16 22.5 55 77.5 71 100

예체능 4 11.4 31 88.6 35 100 39 19.9 157 80.1 196 100

의학 1 9.1 10 90.9 11 100 21 20 84 80 105 100

아르 

바이트 

경험

있음 36 8.4 394 91.6 430 100
0.29 0.59

207 16.1 1077 83.9 1284 100
2.39 0.12

없음 16 9.8 148 90.2 164 100 91 19.2 382 80.8 473 100

먼저 성별에 따른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률에 있어서 남학생

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715; 유의확률= .000). 즉 국

공립대에서는 여학생의 장학금 수혜률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차

이는 사립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학 전공별 장학금 수혜여부를 분

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전공별 장학금 수혜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 19.141; 유의확률= .004). 구체적으로 인문, 사회, 교육 계열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의 학생들은 장학금 수혜률이 50% 이하

였다. 사립대의 경우 모든 전공에서 장학금 수혜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전공 영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수혜여부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에서 장학금 수혜여부는 아르바이트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출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대학 유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출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았고, 성별에 따른 대출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모든 대학 유형에서 전공간 대출여부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출여부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에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학자금 수혜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연한, 가구소득, 수능등급점수2)에 차이가 있

는지에 관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장학금과 대출의 순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수능등급점수는 2011학년도 수능등급을 역코딩하여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의 등급점수를 평균한 값이다.

1점에서 9점까지 분포하며, 수능성적이 높을수록 수능등급점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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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학 설립유형별 학자금 수혜 여부에 따른 학생배경 및 수능등급점수의 차이분석

　 국공립대 사립대

　 학자금 수혜 유 학자금 수혜 무

t p

학자금 수혜 유 학자금 수혜 무

t p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장학금 여부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부 교육연한 255 13.61 2.49 291 13.55 2.26 0.28 0.76 438 13.60 2.35 1163 13.78 2.44 -1.35 0.18 

가구소득 282 3.53 2.03 309 4.12 2.14 -3.46 0.00 502 3.66 2.13 1246 4.28 2.17 -5.39 0.00

수능등급점수 266 6.50 1.28 292 6.07 1.30 3.98 0.00 432 5.92 1.51 1089 5.79 1.39 1.63 0.10

대출 여부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부 교육연한 47 12.73 1.81 499 13.66 2.40 -2.56 0.01 264 13.68 2.45 1337 13.74 2.42 -0.42 0.68

가구소득 51 2.92 1.26 540 3.92 2.15 -3.27 0.00 297 3.20 1.83 1451 4.28 2.20 -7.94 0.00

수능등급점수 46 5.99 1.10 512 6.30 1.32 -1.57 0.12 253 5.63 1.35 1268 5.87 1.44 -2.46 0.01

우선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부의 교육연한을 비교하였을 때,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장학금 수혜여부와 가구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을 때, 모든 대학 유형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가구소

득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대학생들의 수능등급점수가 다른

지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의 경우 수능등급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경향이 있었

고, 사립대의 경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받지 않은 학생들 간의 수능등급점수에 유의미한 차

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국공립대는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있어서 가구소득 외에도 대학입학 

성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출여부에 따른 학생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의 경우 대출 받는 학생들

의 부 교육연한이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사립대의 경우 두 

집단 간 부 교육연한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대학 유형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

에 비하여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가구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국공립대의 

경우 대출여부에 따라 수능등급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사립대의 경우 대출

을 받은 학생들의 수능등급점수가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았다. 국공

립대의 경우 부이 교육연한이 낮은 학생들이나 가구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주로 대출을 받으며,

사립대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거나 수능등급이 낮은 학생들의 대출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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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 및 대출 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 및 학습활동의 차이 분석 

다음으로 장학금 여부 및 대출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대학교육 성과 및 학습활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차이분석 결과를 대학 설립유형별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대학 설립유형별 학자금 수혜 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변인 차이 분석

국공립대 사립대

학자금 수혜 유 학자금 수혜 무

t p

학자금 수혜 유 학자금 수혜 무

t p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장학금 여부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대학학점 279 77.159 11.907 307 68.455 13.466 8.255 .000 503 79.440 12.430 1228 71.304 14.066 11.291 .000

적응 283 3.087 .510 311 2.960 .414 3.317 .001 508 3.125 .495 1249 2.982 .463 5.738 .000

수업 참여도 283 3.319 .625 311 3.181 .631 2.690 .007 508 3.403 .654 1249 3.243 .660 4.619 .000

상호작용 283 2.852 .716 311 2.776 .789 1.232 .219 508 3.061 .803 1249 2.929 .799 3.131 .002

시간활용 283 26.949 11.581 311 24.966 11.206 2.119 .034 508 25.823 13.202 1249 24.122 12.691 2.518 .012

대출 여부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대학학점 49 73.079 9.249 537 72.556 13.785 .361 .719 296 73.764 13.960 1435 73.649 14.134 .127 .899

적응 52 2.908 .423 542 3.031 .469 -1.824 .069 298 3.010 .495 1459 3.027 .474 -.544 .587

수업 참여도 52 3.169 .644 542 3.254 .630 -.928 .354 298 3.352 .681 1459 3.277 .658 1.784 .075

상호작용 52 2.697 .689 542 2.823 .761 -1.152 .250 298 2.930 .788 1459 2.975 .805 -.897 .370

시간활용 52 25.317 13.316 542 25.968 11.234 -.392 .695 298 24.488 12.410 1459 24.640 12.955 -.185 .853

국공립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대학학점, 적응, 수업 참여도, 시간활용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의 학생들의 학점 평균

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의수준 .000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장학금을 수혜한 집단이 학교에의 적응 정도가 높았고, 수업에 대한 참여 역시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집

단에 비해 독서, 자기계발 및 진로준비, 강의를 수강하거나 진로를 준비하는 데 평균 1.983 시간

을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은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사립대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즉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대학 학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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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의 적응, 수업 참여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

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 시간활용이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장학금을 받지 않은 집

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성과는 물론 학습과정 변인으로 볼 수 있는 

수업 참여도, 시간활용 등이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부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학금의 수혜여부가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시간활동 등과 같이 학교생활 변인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장학금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와는 상이하게, 대출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 및 

대학생활 관련 변인에는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출 경험 여부와 

학생들의 학교생활 변인, 학습과정 변인 모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학

학점과 적응에 대한 대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 대학학점과 적응에 대한 장학금 지원의 효과 분석  

집단차이 검증에 나타난 것처럼 장학금 여부에 따라 대학생활 및 대학성과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으나, 대출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장학금과 적응을 종속변인으

로 하고 관련 요인을 공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교육성과에 대

한 학자금 지원의 영향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장학금으로 한정한다.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장학

금의 영향에 대한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간접효과 발생 경로

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가. 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 <표 6>과 같다. 적합도 

분석 결과, 국공립대와 사립대 학생들을 분석한 모형은 모두 값이 유의확률 5%보다 낮게 나

타나고 있으나 RMSEA와 CFI 등의 적합도 지수가 허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모형이 데이터에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df P RMSEA CFI

국공립대 21.887 10 0.016 0.045 0.949

사립대 48.611 10 0.000 0.047 0.936

<표 6> 장학금의 학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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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에는 모형에 포

함된 경로의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를 표시하였으며 [그림 2]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하였고,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구체적인 표준화 경로계수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장학금의 학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 사립대

국공립대 사립대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효과/

표준오차
p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효과/

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학점 0.187 0.042 4.484 0.000 0.194 0.024 8.213 0.000 

상호작용→학점 -0.056 0.042 -1.349 0.177 -0.020 0.024 -0.830 0.406 

장학금→학점 0.231 0.038 6.046 0.000 0.212 0.022 9.475 0.000 

성별→학점 -0.163 0.039 -4.178 0.000 -0.138 0.022 -6.166 0.000

부교육연한→학점 0.033 0.041 0.795 0.427 0.062 0.024 2.642 0.008

가구소득→학점 0.004 0.020 0.179 0.858 -0.048 0.024 -2.021 0.043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18 0.039 5.585 0.000 0.230 0.022 10.210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91 0.040 2.286 0.022 0.096 0.023 4.171 0.000 

시간활용→상호작용 0.180 0.040 4.512 0.000 0.185 0.023 8.048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35 0.040 0.864 0.387 0.063 0.023 2.552 0.007 

장학금→시간활용 0.087 0.041 2.131 0.033 0.061 0.024 2.552 0.011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63 0.036 10.191 0.000 0.299 0.022 13.779 0.000 

<표 7> 대학 설립유형별 학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 결과(표준화 경로계수)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국공립대의 경우, 성별과 부교육연한, 가구소득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장학금은 학점과 시간활용,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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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와 함께 장학금은 수업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학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활용과 수업 참여도를 통해 학점에 미치는 장학금의 간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231(p=.000)

이며 다른 매개변인들을 통해 학점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18(p=.031), 장학금이 학점에 영

향을 미치는 모든 경로의 총효과는 .249(p=.000)로 확인되었다.

사립대의 경우, 성별과 부교육연한, 가구소득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장학금이 학점, 시간활

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간활용, 수업 참여도는 매개역할을 하여 장학금이 학점에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상

호작용을 통한 학점에 미치는 장학금의 간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매개변인들을 

통한 학점에 대한 장학금의 간접효과는 .020(p=.000)로 나타났다. 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직접

적인 효과는 .212(p=.000)이며 총효과는 .232(p=.000)으로 나타났다.

나. 장학금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대학 유형에 따른 장학금이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위한 경로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값을 살펴보면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에서 유의확률 5%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

나 RMSEA나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국공립대에서 모두 허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사립대에서는 RMSEA 적합도 지수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CFI 등의 적합도 지수는 허용 가능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df P RMSEA CFI

국공립대 25.117 10 0.005 0.050 0.939

사립대 55.506 10 0.000 0.052 0.940

<표 8> 장학금의 적응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 적응 

국공립대에서 장학금이 적응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표 9>에 제시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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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학금의 적응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 사립대

국공립대 사립대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효과/

표준오차
p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효과/

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적응 0.223 0.041 5.449 0.000 0.265 0.022 11.967 0.000 

상호작용→적응 0.192 0.041 4.728 0.000 0.258 0.022 11.654 0.000 

장학금→적응 0.108 0.039 2.792 0.005 0.090 0.022 4.172 0.000 

성별→적응 -0.053 0.039 -1.378 0.168 0.044 0.021 2.034 0.042

부교육연한→적응 0.066 0.041 1.610 0.107 0.035 0.022 1.579 0.114

가구소득→적응 0.068 0.041 1.665 0.096 -0.014 0.022 -0.606 0.545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18 0.039 5.585 0.000 0.230 0.022 10.210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91 0.040 2.286 0.022 0.096 0.023 4.171 0.000 

시간활용→상호작용 0.180 0.040 4.512 0.000 0.185 0.023 8.048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35 0.040 0.864 0.387 0.063 0.023 2.708 0.007 

장학금→시간활용 0.087 0.041 2.131 0.033 0.061 0.024 2.552 0.011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63 0.036 10.191 0.000 0.299 0.022 13.779 0.000 

<표 9> 대학 설립유형별 적응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 결과(표준화 경로계수)

국공립대의 경우, 장학금은 적응, 시간활용,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학금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적

응에 대한 장학금의 간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적응에 대한 장학금의 총효과는 

.142(p=.001)로 나타나고 있다. 국공립대에서는 성별과 부교육수준, 가구소득에 따른 적응 정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립대의 경우, 장학금은 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

도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장학금은 가능한 모든 간접적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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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쳤는데 간접적인 효과는 0.048(p=0.000)이었고, 직접적인 효과는 

0.090(p=.000)이었다. 사립에서 적응에 대한 장학금의 총효과는 .139(p=.000)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사립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이 경험한 학자금 지원의 

실태를 분석하고,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장학금과 대출 수혜 여부에 따른 학생 개인 배경적 특성과 대학 입학 전 학업준비도, 전공, 주요 

대학교육 경험 요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이 대학 신입생을 점을 고려하여 

대학교육 성과를 대학 학점과 적응으로 정하고, 장학금 여부와 대출 여부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의 경로를 각각 탐색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시간활용과 교수 및 선후배와의 상호작

용, 수업 참여도 등을 바람직한 대학교육 경험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대학교육 경험 요인을 

경로분석의 매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대상의 장학금 수혜 비율은 34.2% 정도였으나 대출을 받은 학생 비율은 

이보다 낮은 17.3%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의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는 47.6%, 사립대

는 28.9%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하였다. 즉 장학금 수혜률은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하여 

높았다. 다음으로 국공립대의 8.8%와 사립대의 17.0%의 학생들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대출 비율은 사립대가 국공립대에 비하여 높았다.

장학금 수혜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국공립대 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장학금 수혜율이 높았고 인문, 사회, 교육 계

역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 전공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대 재학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국공립대에서 관찰된 성

별 차이나 전공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모든 대학 유형에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아버지 교육연한 차이는 없었으나 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가구 소득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수혜여부와 수능등급점수와의 관계 분석에서는 국공립 대학에서

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수능등급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사립대 학생들에게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대출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대출여부

에 따른 이들 변인에 차이가 없었으나, 사립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가구소득과 수능등

급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경험, 학업 성취 및 대학 적응에 있어서 차이를 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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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모든 대학 유형에서 공통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 성과는 물론 학습과

정 변인으로 볼 수 있는 수업 참여도, 시간활용 등이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부분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출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 및 대학생활 관련 변인에는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취 및 대학 적응에 대한 장학금 및 대출의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도 이와 비슷하

였다. 전체적으로 장학금 수혜여부는 학점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대출여부는 이들 대학교육 성과변인과 대부분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 장학금 수혜자와 대출자의 특성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대학 유형별로도 다르

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개인 특성과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의 경우 장학금 수

혜자와 비수혜자가 성별이나 전공, 수능등급점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국공립대가 장

학금 배분 시 형평성 측면을 좀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학업 준비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아버지 교육 수준이나 가구 

소득이 낮았으며 특히 사립대 대출자의 경우 수능등급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

출자에게는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학업 등 다른 교육적 처치도 지원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 장학금 수혜자 모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과 비교해 바람직

한 교육경험을 더 많이 하고 대학생활 적응이나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학금 지원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장학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아버지 교육연한 차이는 없었고 가구 소득은 오히려 

더 낮았으며 특히 사립대 장학금 수례자의 경우 대학 입학 전 학업성취수준도 더 높지 않았기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업준비도가 부족한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음으로써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대학교육 경험 및 성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 형태의 학자

금  지원이 학업지속이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상충된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한하다. 동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으로는 학자금 효과 연구가 축적된 미국에서는 

장학금보다 학자금 대출이 보다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의 대출자와 미국 대학의 

대출자의 특성은 다르며 학자금 대출의 효과 역시 다르게 작용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본 연구표본에서 대출자의 비중은 국공립대의 경우 8.8%, 사립대는 17%로 매우 낮았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는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대출 형태의 학자금 지원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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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Starter, 2009; 김지하·이병식, 2009).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동 연구결과는 적어도 대학 입학 초기에는 대출이라는 형태를 통한 학자금 지원은 대학

생이 바람직한 교육 경험을 하고 학업적 성취를 이루고 대학에 잘 적응하게 되는데 별다른 작용

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장학금 분석과 매우 대비되는 결과로 대출 

수혜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학자금 대출 효과에 대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교육 성과 요인별로 장학금의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학점과 대

학 적응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확인되었다. 장학금 지원이 학생들

의 대학 적응과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연구 결과이다. 이는 중장

기 추적 연구를 통해 장학금 지원의 효과가 다양한 대학교육 성과로 확대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 유형별 분석 결과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대학에서

는 전반적으로 장학금 지원의 직간접적 영향이 덜 명료하게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사립

대학에 비해 장학금 수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점은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교육경험 요인과 학업 성취 및 대학 적응 간의 관계는 이에 대한 부분적 설명을 제공

해 주는데 국공립대학에서는 장학금 지원 여부와 동료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업 성취 및 대학 

적응 간 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났다. 즉,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 또는 

동료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교육적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국공립대학에서는 대학 구성

원 내 상호작용의 빈도와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대학교육 경험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시간활용과 수업 참여도,

대학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선별하여 장학금 지원 영향이 작동하는 경로로 보아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 3개 요인은 학점과 적응에 대한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장학금 지

원의 영향이 대학교육 성과로 이어지는 통로로서 대학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의 역할은 시간활용

이나 수업 참여도에 비해 명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교

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빈도나 내용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동 연구 결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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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Financial Aid Affect College Student Achievement and

Adjustment?
3)

Shin, Hye Sook*

Choi, Jeung Yun**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status of financial aid for college students and examined

its effects on student engagement,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In

designing analytic scheme, it was taken into account that private universities are different from

public universities in college tuition, patterns of financial aid support, students' academic

abilities and collegiate experiences. Given this, effects of financial aid was analyzed separately

for private universities and public universities. The results show that grant is more dominant

form of financial aid in public universities whereas loan was more widely used in private

universities. With regard to probability of receiving gr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factors

associated with higher chance of financial aid for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While gender,

major, SAT scores, and family income were related to probability of receiving fellowship in

public universities, family income was the only relevant factor in private universities. Fathers’

educational level was not related to probability of receiving fellowship in all universities. In

relation with student loa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with and without

student loan in public universities. In private universities, students with lower family income

and lower SAT scores tended to receive student loan. Next, comparison analyses yielded that,

in all universities, fellowship awardee had higher levels of GPAs, college adjustment,

involvement in class, and time-management than their counterparts. Also, recipients of

fellowship in private universities show more active interaction with faculty and peer students.

Recipients of student loan, however, did not show such differences. Finally, path analyses

showed that considering the effects of student gender, father’s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income, receiving grant had positive impact on college GPAs and college adaptation and this

effect was mediated through time-management, interaction, and involvement in class. Based

on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financial aid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to

maximize its positive impact by reflecting characters of individual students and universities.

* Assistant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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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표 1> 학점, 적응에 대한 장학금 효과 경로 분해 

종속변인 구분 경로 효과 표준오차 P

학점

국공립

장학금→수업 참여도→학점 0.017 0.008 0.042 

장학금→상호작용→학점 -0.002 0.003 0.467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학점 0.004 0.002 0.070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학점 -0.001 0.001 0.270 

장학금→학점 0.231 0.038 0.000 

총효과 0.249 0.038 0.000 

사립대

장학금→수업 참여도→학점 0.019 0.005 0.000 

장학금→상호작용→학점 -0.001 0.002 0.427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학점 0.003 0.001 0.018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학점 0.000 0.000 0.432

장학금→학점 0.212 0.022 0.000 

총효과 0.232 0.023 0.000 

적응

국공립

장학금→수업 참여도→적응 0.020 0.010 0.035 

장학금→상호작용→적응 0.007 0.008 0.395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적응 0.004 0.002 0.063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적응 0.003 0.002 0.076 

장학금→적응 0.108 0.039 0.005 

총효과 0.142 0.041 0.000 

사립대

장학금→수업 참여도→적응 0.025 0.006 0.000 

장학금→상호작용→적응 0.016 0.006 0.008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적응 0.004 0.002 0.016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적응 0.003 0.001 0.017 

장학금→적응 0.090 0.022 0.000 

총효과 0.139 0.023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