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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우‧종합(기계공학) / 설문조사 결과]

이공계 기계공학 분야 처우‧종합 부문에 지도교수 변경 항목과 관련해서 없다(68%), 있다
(32%) 순으로 나타났고,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와의
문제(43%)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고 싶지만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54%)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주된 이유로 교수들 사이에
관계 등의 이유로 받아주려는 교수가 없다(69%)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처우
종합 부문에서 관계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입학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지금의 대학, 학과, 연구실을 선택할 의향이 있냐는 응
답에는 지금 선택을 유지할 것이다(39%)가 가장 높았고, 국내 다른 지도교수나 다른 대학을 선
택할 것이다(27%), 유학을 고려할 것이다(16%), 대학원에 입학하지 않았을 것이다(17%) 순으
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61%의 학생들이 지금의 대학, 학과, 연구실
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6 문항 대학원 생활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 요구, 대안 등의 빠진 부분이나 추가하
고 싶은 의견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분석하니 업무개선과 환경개선에 대한 항목이 높
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었을 때 연구실에서의 활동을
비롯해서 관계개선의 측면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53. 지도교수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35명 (32%)
2) 없다. 75명 (68%)

(전공별-기계공학) - 전체 401명 중 35명 설문참여
#53-1.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본인이 원한 연구주제가 아님 6명 (17%)
2) 지도교수와의 문제 15명 (43%)
3) 연구실 구성원들과의 문제 3명 (9%)
4) 등록금과 생활비의 문제 2명 (6%)
5) 진로와 취업 문제 6명 (17%)
6) 지도교수의 비리(횡령 등) 2명 (6%)
7) 기타 1명 (3%)

#53-2. 지도교수를 변경하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1)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9명 (54%)
2) 가능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한다. 14명 (40%)
3)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2명 (6%)
4)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0명 (0%)
5) 잘 모르겠다. 0명 (0%)

#53-3. 지도교수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1) 지도교수 변경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1명 (3%)
2) 학과에 지도교수 변경 제도가 없다. 6명 (17%)
3) 지도교수 변경을 위해 현재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21명 (57%)
4) 교수들 사이의 관계 등의 이유로 받아주려는 교수가 없다. 24명 (69%)
5) 그동안의 수강 내역과 연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7명 (20%)
6) 현재 지도교수의 보복이 염려된다. 13명 (37%)
7) 기타 1명 (3%)

(전공별-기계공학) - 전체 1330명 중 110명 설문참여
#54. 입학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지금의 대학, 학과, 연구실을 선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지금 선택을 유지할 것이다. 43명 (39%)
2) 국내 다른 지도교수나 다른 대학을 선택할 것이다. 30명 (27%)
3) 유학을 고려할 것이다. 18명 (16%)
4) 대학원에 입학하지 않았을 것이다. 19명 (17%)

#55. 대학원 생활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1) 매우 만족 12명 (11%)
2) 만족 25명 (23%)
3) 보통 43명 (39%)
4) 불만족 19명 (17%)
5) 매우 불만족 11명 (10%)

#56. 대학원 생활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 요구, 대안 등의 빠진 부분이나 추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전공별-기계공학) - 전체 780명 중 88명 설문참여
#60-1. 만약 병역 특례 제도가 없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1) 그래도 국내 대학원에 진학했을 것이다. 20명 (23%)
2) 해외 대학원에 진학했을 것이다. 13명 (15%)
3)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았을 것이다. 9명 (10%)
4) 병역 특례와 대학원 진학은 상관이 없다. 42명 (48%)
5) 모르겠다. 4명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