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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 structural model that explains employment outcomes
focus on self-efficacy, school environment, diversity of job preparation behavior, job satisfaction, and
wages, as well as, to examine the effects among these variables in undergraduates. To conduct the this
study,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2011 & 2014)were used. 180 undergraduates a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effect on diversity of job preparation behavior. Second, self-efficacy and school environment had significant
effects on job satisfaction. But, diversity of job preparation behavior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rd, self-efficacy and school environment had significant effect on wages. On the other
hands, school environment had no direct effect on wages but an indirect effect through diversity of job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se finding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outcomes,
schools should develop the programs improving job preparation competency. Also, they should provide
various job preparation strategies to guide students through proper job preparation behaviors 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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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점차 늘어나는 청년실업률은 우리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대학들은 취업률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학생들 또
한 취업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취업준비활동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준비는 단순히 취업 자체에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임금이 높은 곳, 복리후생이
잘 갖추어 있는 곳, 자신의 적성 및 능력에 맞춰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 등 취업의 정서적
만족도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다(임다희, 조일형, 권기헌, 2014).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 대학생의 취업성과 관련연구는 단순히 취업여부만을 살
펴보거나(안주엽, 홍서연, 2002; 정미나, 임영식, 2010) 임금과 관련된 것들(주희정, 2012)이다.
취업 전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학교환경 요인이 임금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
려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지만(노경란, 허선주, 2011; 임다희, 조일형, 권기헌, 2014) 학생
들의 취업준비노력까지 고려한 연구들은 부족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다양한 취업준비노력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학교의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취업의 질적 성과인 직장만족도와 임금
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인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이 학교환경조직에서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것을 하나로 연
결된 개방체제로 보았기 때문에 개방체제이론에서 도출된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
모형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다. 투입-과정-산출모형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패널데이터의 특
성을 극대화하여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개인의 심리특성, 교육환경 및 교육성과까지를 아울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입, 과정 및 산출에 대한 변인은 연구마다 다소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Kuh, Kinzie,
Buckely, Bridges와 Hayek(2006)는 투입변인으로 학업준비, 가정배경 등을, 과정변인으로 학문적
지원, 캠퍼스 환경 등의 학교환경요소와 학습습관, 학습참여 등 학생활동요소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 성과변인으로 학업성취와 더불어 경제적 이익 및 삶의 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병성
(2001)은 이와 다르게 학교시설자원과 재정상태 등의 학교환경을 투입요소로 보고, 교수학습과
정, 평가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학교환경의 투입요소들이 학생의 취업성취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개인의 특성과 학교환경적 지원을 투입변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상호작용을 과정변인으로 보는 김병성(2001)의 연구에 근거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상태인 자기효능감과 학교의 교육환경을 투입변인, 이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
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을 과정변인으로 보고 산출변인인 직장만족도
와 임금이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즉 학생의 심리 및 환경적 변인을
거쳐 이행되는 취업준비행동이 취업의 질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간접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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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취업 전 자신의 능력과 진로에 대한 성찰은 취업의 질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
인이다. 왜냐하면 취업을 했더라도 직업선택을 후회하거나 회사에 불만족한다면 단기 이직과
조기 퇴사와 같은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서병우, 2011; 이종찬, 홍아정,
2012).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된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은 직업발달과 직업적 성공을 설명하
는데 주요한 영향요인이며, 개인이 결정한 직업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Multon, Brown
& Lent, 1991).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개인적
인 직업가치를 확인하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확신을 갖게 되므로(Solberg, Good & Nord,
199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노력과 그에 따르는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취업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준비노력만으로 취업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적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서화정, 김병주, 2014; 주휘정,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함께 학교환경 변인을 추가하여 취업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대학은 이완결합조직(loosely coupled organization)으로 대학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암흑상자(black box)’의 형태를 띠므로 대학 체제 안에서 대학
에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시설 및 인적자원 등에 대한 학생들의 활용정도가 취업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김병성, 2001). 따라서 투입과 산출 사이에 학생들의 취업준비노력을 살펴보는
과정적 요소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으로 고려하였다. 즉 취업
준비행동의 다양성을 과정적 요소로 보고 자기효능감과 학교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취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취업성과는 일반적으로 취업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양적인 평가로써 취업성과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김영재, 2014; 최기성, 어수봉, 조
세형,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의 여부뿐만 아니라 취업 후 경제적 및 정서적 부분까
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고려하여 취업성과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취업의 질’이
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질적성과로 임금을, 주관적인 질적성과로 직장만
족도를 설정하고 취업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스펙쌓기 열풍인 취업시장에서 다양한 취업준비행동이 취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기존연구들은 개별 취업준비행동이나 학교만족도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의 다양성이 개인의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학교환경에 영향을 받고 이를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취업의 질적 성과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요인 및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대학생 취업의 질적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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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취업준비행동은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실시하는 개인적인 노력과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 혹은 구직행동(job seeking)과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의 중간활동에 해당되며, 자신이 원하는 기업이나 분야에 취업을 준비해나가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이제경, 이승구, 2007).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의 다양
성을 취업을 준비해 가는 구체적 행위들의 참여 범위로 보고자 한다.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진로발달관점으로 설명해오고 있는데, 상급기관
으로 진학을 하기 보다는 취업을 결정하는 것이 진로선택이며 이는 추후 일련의 다른 결정들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경험하는 대졸자들은 20대 초중반 연령
에 해당되며, 진로발달관점에 따르면 진로선택 및 준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자신의
능력, 가치 및 경제적 여건 등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여 최종적인 직업선택에 이
르게 되며 그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은 본인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Bandura,1977)을 뜻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취업이라
는 맥락 하에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았기에 자기효능감 뿐 만 아니라 자기탐색자기효능감,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구직효능감 등의 관련연구들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취업준비행동
에 대한 연구도 다양성에만 한정하지 않고 세부적인 취업준비행동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까지
살펴보았는데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는 정적으로 나
타났다.
먼저 Van Ryn과 Vinokur(1992)는 미취업자에게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탐색자
기효능감, 구직의향, 구체적인 구직행동, 직업을 찾는 태도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직업탐색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양한 구직행동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Moynihan, Roehling, LePine과 Boswell(2003)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직업탐
색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직업탐색행동이 다양하여 면접기회가 많아지고 실제 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3, 4학년생과 신규 대졸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주섭(201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직업탐색자신감은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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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이제경과 김동일(2004)도 우리나라 소재 18개의 대학 3, 4학년 학생과 기업체 신입사
원의 대학생 시절의 취업준비행동이 직업탐색자기효능감, 취업성과에 대한 통제성, 특성불안,

․

내 외향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업탐색효능감이 높은 집단, 특
성불안이 낮은 집단, 외향형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준비행동을 더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환경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연구는 대졸자의 인식에 의해 측정된 연구이거나 대학
평가에서 대학만족도, 학교지원의 인식, 대학생활 만족 등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 만족, 학교지원의 인식, 대학생활 만족 등을 학교환경으로 이해하고 이들
과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관계는 대부분 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구체적으로 Keat, Selvarajah와 Meyer(2011)는 학생이 대학의 창업지원이 많고 창업 관련
교과목이 실제적이고 유용하다고 느낄수록, 창업한 곳에서 업무 경험을 하거나 관련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취업준비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국내 서봉언, 박명희와 김경
식(2013)의 연구에서도 교육만족도가 직무만족과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만족스러운 대학교육 여건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취업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직
무만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유연화와 임경애(2011)도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졸
업생의 취업준비행동연구에서 학교와 학과의 교육환경적 여건이 학생들의 의미있고 다양한 취
업준비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 직장만족도와 관련변인 연구
직장만족도는 당면한 직무 혹은 근무환경에 대해 인지하는 평가적 지각상태를 뜻한다(Organ
& Near, 1985). 즉 직장만족도는 직장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
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직무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직장만족도는 개인의 취업준비과정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임다희, 조일형, 권기
헌, 2014). 이는 취업을 위한 다양한 준비노력이 취업 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취업성취 관련 자신에 대한 효능감은 선호하는 직장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Pinquart, Juang & Silbereisen, 2003).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취업 시 보다
나은 직장을 선택하게 하며, 취업 후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편 직
업세계로 진입하기 전인 대학의 지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취업 후 직무에 대한 만
족을 높이고 소진에 이를 가능성을 낮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Salmela-Aro, Tolvanen & Nurmi,
2009). 그러므로 직장만족도는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취업성
과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박지혜, 전관용, 2009).
먼저 자기효능감과 직장만족도와의 관계는 대졸청년층의 취업연구뿐만 아니라 실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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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연구에서도 다수 이루어졌다. 경력개발이 학생들의 성공적인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결정
짓는다고 주장한 Pinquart, Juang와 Silbereisen(2003)은 12~15세 독일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은 미취업의 가능성이 낮고, 직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국내 김현동과 한용석(2012)의 연구에서도 청년구직자의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는 입사
경로, 직무만족과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학교환경과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는 대학생들의 재학시절 학교환경에 대한 인식과 취
업 후의 직장에 대한 인식을 다루므로 대부분 종단연구로 실시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11개
나라에서 대학졸업자 3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와 교육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살펴
본 Mora, Vila와 Garcia(2005)는 졸업자들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Salmela-Aro, Tolvanen와 Nurmi(2009)도 재학 중에 대학의 교육환
경에 의해 성공기대치가 높아지면 취업 후의 직무만족도가 높고 소진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노경란, 박용호와 허선주(2011)는 대학교육만족도가 정규직으로의 진입 가
능성 및 취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주영주와 한상윤(2015)의 연구에서도
대졸청년층의 대학생활만족도가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대학의 교육 및 진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의사소통창구를 만들어 학생
들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주시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국내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과 직장만족도와의 관계연구는 취업성과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노경란, 허선주, 2011; 임다희, 조일형, 권기헌, 2015). 대부분의 연구들
은 취업준비행동이라는 상위변인 아래 하위변인으로 직업훈련 참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취득, 일자리 경험 등으로 세분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취업준비행동
의 다양성과 직장만족도와의 관계는 세부적인 취업준비행동과 직장만족도의 관계를 통해 유추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로 임다희, 조일형과 권기헌(2015)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취업캠프참
여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경란과 허선주(2011)의 연구에서는
직업훈련과 인턴참여 경험을 취업준비노력으로 한정하고 이들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년층의 직업훈련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인
턴경험을 매개할 경우 직무만족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연구의 취업준비행
동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직장만족도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가 관심
을 갖는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과 직장만족도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
였다.

3. 임금과 관련변인 연구
임금(wages)은 일정기간동안의 노동에 대한 대가이며 시급, 일당, 월급, 연봉 등의 형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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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조우현, 1998). 그 중에서도 임금은 시간 단위당 급여를 가리키는 반면, 근로소득은 임금
에 일한 시간단위를 곱한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의미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신규 대졸자 임금은 청년층의 고용의 질을 대변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규모와 방
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주휘정, 2012). 뿐만 아니라 이들의 취업 후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쳐(박우성, 노용진, 2002; Methieu & Zajac, 1990), 기업의 교육투자비
용 손실을 야기하고(이영민, 임정연, 2010), 개인의 안정적인 직업정착과 생애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수정, 2010).
지금까지 대졸자의 임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배경특성, 대학기관특성, 취업준비활동,
직무-전공일치여부, 고용형태 등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홍균, 김지혜,
2009; 조대연, 두민영, 2016; 주휘정, 2012). 구체적으로 학생 개인이 느끼는 자기효능감과 임
금 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청년층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실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Vinokur, van Ryn, Gramlich와 Price(1991)은 구직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비참여자들에 비해 더 높은 직업탐색효능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높은 임금을 받았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Kanfer, Wanberg와 Kantrowitz(2001)도 구직 시 구직효능감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했
으며, 이는 구직활동기간을 단축시키며 고용 시 정규직 취업에 유리하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연
구로 김현동과 한용석(2012)도 취업 시 청년구직자는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가 높아질수록 비
공식적 취업경로보다는 공식적 취업경로를 선택하면서, 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입사하게 된 청
년구직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몇몇 연구를 제외하면(김현동, 한용석, 2012; Vinokur, van Ryn, Gramlich & Price, 1991)
자기효능감과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검증한 연구는 흔치 않다. 특히 청년 구직자는
사회경험이 적고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자신이 구직을 하는 일
련의 행동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즉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안정적인 감정을 가지
고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취업 시 높은 직장만족도와 임금을 기대할 수 있다
(김현동, 한용석, 2012). 이에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임금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궁극적으로
취업의 질에서의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한편 학교환경과 임금과의 관계는 국내외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국외
연구로 Vermeulen와 Schmidt(2008)은 인적자본론을 토대로 대학의 학교환경이 직업적 성공의 하
위요인인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사하게 Kuh와 동료들(2006)은 학교환경이 졸업 후
경제적 이익에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윤수경과 한유경(2014)의 연구에서도 학
교환경이 상당 부분 임금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심재휘와 김경근(2015)
도 대졸 청년층의 임금은 개인수준에서 성별, 연령, 가계소득, 졸업평점, 전공계열, 학내 취업
프로그램 참여, 인턴경험 등의 영향을 받고, 대학수준에서는 교육내용 만족도, 서울소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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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여부, 출신대학 평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연구는 많지 않지만 대신 국내외 다수 연구들
은 구체적인 취업준비행동들과 임금 간의 연구를 해오고 있다. Gault, Redington과 Schlager(2000)
는 인턴십을 경험한 집단이 첫 직장도 빨리 구하고 연봉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로 Roder와 Elliott(2011)도 직업역량향상프로그램(‘Year Up’)의 참여는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며, 임금상승효과도 유도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문성숙
과 노상우(2013)은 대학소재지와 대학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횟수가 월 소득에 큰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취업준비행동, 직장
만족도 및 임금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예상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
적인 연구 가설과 모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환경은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및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은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및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은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넷째,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이 자기효능감 및 학교환경과 직장만족도를 매개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이 자기효능감 및 학교환경과 임금을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 82 -

한애리․주영주 / 대학생의 취업성과와 관련 영향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al) 2011년(8차)와 2014년(11차) 데이터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인 모두 응답
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대학원 재학생, 창업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로만 한정함. 대학원
재학생은 취업상태가 아니라 임금변인이 없고, 창업자는 임금이 일정하지 않아 분석결과를 왜
곡할 우려가 높아 제외하였음.).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중등교육부터 취업과
정까지 추적하는 종단조사로, 2004년 중학교 3학년,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
으로 10년 이상 추적 조사되고 있다. 축적된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에서 노동시장까
지의 현황을 종합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이에 따라 2004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경우, 2011년(8차)에는 나이가 22세로 대학에 진학했
다면 4학년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이고,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경우, 25세로 군대를
마쳤거나 유학을 다녀와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2014년(11차)에는 응답
자 대부분이 노동시장을 경험했을 시기로 이해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2011년
(8차) 조사에서 대학생활과 취업준비를 확인할 수 있는 변인인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및 취업
준비행동의 다양성에 응답하였으며 동시에 2014년(11차) 조사에서 취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변인인 직장만족도와 임금에 응답한 임금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2011년(8차)조사와 2014년(11차)조사 모두에 응답한 자는 1,023명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변인들 즉,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 직장만
족도 및 임금 모두에 응답한 180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분석자 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4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에 모두 응답한 경우가 적었으
며, 특히 설문지에 근거하여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취업준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 변인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분석대상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이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는 남자 115명(63.9%), 여자 65명(36.1%)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
았으며, 학교유형으로는 대학교 118명(65.6%), 전문대학 62명(34.4%)으로 대학교 졸업자가 더
많았다. 일자리형태는 상용직(157명, 87.2%), 임시직(22명, 12.2%), 일용직(1명, 0.6%) 순으로 나
타났으며, 근무형태로는 정규직 154명(85.6%), 비정규직 26명(14.4%)이었다. 직장형태는 민간회
사 또는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138명(76.7%)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25명(13.9%),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 8명(4.4%) 순 등으로 나타났다.

- 83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제19권 제4호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취업준비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인 자기효능감(6문항), 학교환경(7문항) 및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은 2011년(8차) 데이터를
사용하고, 직장만족도(9문항)와 임금(시간당 임금)은 취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수집된
2014년(11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대학교 재학생의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총 6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된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년도 설문항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해당도구는 자신의 능력과 선호에 대한 인지, 삶의
가치, 자신에 대한 믿음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의 ɑ는 .822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 측정을 위하여 총 7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된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년도 설문항
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고민상담, 진로정보제공, 학교운영참여, 교육과정, 성
적평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
담이 잘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의 ɑ는 .884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년도(2011년) 데이터의 취업
준비행동 중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참여한 횟수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1개의
취업준비행동은 직업훈련(사설학원 포함) 참여, 자격증 취득, 면접훈련, 직업적성흥미검사 및
취업박람회 참여, 취업정보검색, 친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부탁, 교수(교사)에게 부탁하거
나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 일하고 싶은 곳을 방문하여 취업 부탁, 구직정보를 인터넷
에 올려봄 및 취업스터디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11개의 취업준비행동의 참여여부의 총합이
응답자의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해당도구는 최소 0에서부터 최
대 11의 값을 보일 수 있다.
직장만족도의 측정은 한국교육고용패널 11차년도 설문지의 총 9개 문항을 노경란 외(2011)
의 분류에 의거하여 직무적/제도적 만족도와 경제적/개인적 만족도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
다. 직무적/제도적 만족도는 하고 있는 일(업무), 근무환경, 근무시간 및 복지후생의 총 4개 문
항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경제적/개인적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임
금, 개인의 발전 가능성 및 직장의 안정성의 총 5개의 문항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직장만족도의 Cronbach의 ɑ는 .831이었다.
임금은 한국교육고용패널 11차년도 설문에서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기입한 평균월급과 일주
일 평균근무시간을 활용하였다. 일주일 평균근무시간에 4를 곱해 한 달 평균근무시간을 도출
한 후, 평균월급을 평균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평균월급은 소
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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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해 SPSS 및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후 기초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구
조방정식 모형 분석이 가능한 자료인지를 검토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
해 가설적 연구모형의 부합도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잠재변인들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 단요인으로 판명된 자기효능감과 학교환경은 묶음지표(item parcel)를 사용하여 측정변인을
설정하였다. 묶음지표는 같은 구성개념의 문항들을 무선으로 묶어서 총합 또는 평균값으로 사
용하는 방법으로(Kishton & Widamn, 1994), 측정오차를 줄이고 개별문항을 사용할 때보다 구조
방정식의 가정인 다변량정규성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높인다(Sass & Smith, 2006). 본 연구에서
는 묶어진 문항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 후 초기구조모형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
기 위해 최대우도측정법을 활용하며, 모델부합도는 CMIN지수, TLI지수, CFI지수 및 RMSEA지
수를 통해 평가하고, 유의수준 .05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방법을 통해 변인 간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 <표 1>와 같이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였다. 변수들의 왜
도는 절대값 최소 .02에서 최대 1.00, 첨도는 절대값 최소 .16에서 최고 1.49의 값을 보여, 표준
왜도가 3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 하에서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
(Kline, 2015)하였다.

(n=180)

<표 1> 측정변수의 상관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1. 자기효능감1
2. 자기효능감2
3. 학교환경1

1
-

2

3
*

4
*

5

6

.31

.15

.23

.21

.16*

-

.28*

.33*

.18*

.27*

.25*

.21*

-

.72*

.26*

.34*

.32*

.14*

-

.22*

.33*

.35*

.16*

-

.20*

.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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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38

5.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

*

7

.58

4. 학교환경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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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변수의 상관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1

2

3

4

5

6. 직무적/제도적 만족도

6
-

7. 개인적/경제적 만족도

(n=180)(계속)
7

8
*

.71

.33*

-

.34*

8. 임금

평균

3.76

3.73

3.21

3.19

3.11

3.35

3.36

9,924.68

표준편차

.62

.65

.72

.76

1.58

.60

.59

2,984.16

왜도

-.31

-.41

.12

.02

.60

-.19

-.33

1.00

첨도

.30

.65

.19

.55

-.16

-.29

.49

1.49

*p < .05

2. 측정모형의 검증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추정결과, <표 2>와 같이 TLI .99, CFI .99.
RMSEA는 .03으로 측정모형은 기준값과 비교하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신뢰도
(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를 확인한 결과, 개념신뢰도는 자기효능감 .88, 학교환경 .91, 직
장만족도 .93을 보였고, 평균분산추출지수는 자기효능감 .78, 학교환경 .83, 직장만족도 .88를
보였다. 또 [그림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측정변수들의 경로별 표준요인부하량 .75 ~ .86를
보여 측정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측정변수 간 상호상관정도를 확인한 결과
절대값 .38 ~ .51범위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적 타당도는 측정변수와 잠재변
수의 상관값이 .50 이상이어야 확인할 수 있고, 변별적 타당도는 잠재변수 간의 .80 이하의 상
관값을 보일 때 확인할 수 있는데(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
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변수들을 구조방정식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n=180)

<표 2> 측정모형의 부합도 검증 결과
CMIN

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1.16

6

.99

.99

.03

기준값

-

>.90

>.9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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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3. 구조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을 통해 잠재변수들이 통계상 타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판명되어 구조모형의 부합
도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p>.05),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

→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t=.348,

→ 직장만족도(t=.023, p>.05), 학교환경 → 임금(t=233, p>.05)

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구조모형에서 해당 경로를 제외해도 모형의 부합도에는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 경로를 제거하고 간명한 수정모형을 제시하
였다.
구조모형과 수정모형은 위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Δ χ2검증을 실시하여 구조모형과 수정모형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 간에 χ2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Δ χ2(3, n=180) = 2.128, p = .546). 그러므로 수정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여 모형의 부합도 및 경로계수를 다시 검증하였다. 수정모형의 부
합도는 <표 3>와 같이 TLI .95, CFI .97, RMSEA는 .06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부합도 확인 결
과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수정모형의 변수들 간의 관계는 [그림 3]과 같다. 첫째, 학교환경(β = .30, t = .577, p<.05)
이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

(n=180)

<표 3> 수정모형의 부합도 검증 결과
CMIN

df

TLI

CFI

RMSEA

수정모형

26.81

16

.96

.98

.06

기준값

-

>.90

>.9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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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n=180)

<표 4>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변수간 경로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
직장만족도

임금

← 학교환경
← 자기효능감
← 학교환경
← 자기효능감
←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

B
.74

β
.30

SE
.19

t

p
*

.00

*

3.747

.25

.23

.12

2.040

.04

.29

.36

.09

3.364*

.00

*

1557.91

.25

553.17

2.816

.01

308.05

.16

137.37

2.242*

.03

능감(t = .241, p< .05)과 학교환경(t = .273, p<.05)이 직장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
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학교환경(β = .36), 자기효능감(β = .23)의 순으로 직장만족도에 영향
력을 미쳤다. 셋째, 자기효능감(t = 1369.781, p<.05)과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t = 284.490,
p<.05)이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특히 자기효능감(β = .25)이 취업준비행
동의 다양성(β = .16)보다 임금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4. 간접효과의 검증
수정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 결과 학교환경은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을 매개로 임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매개효과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이지 실제 이들 간의 관계의 유의성을 공식적으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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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0)

<표 5> 수정모형의 직․간접 분해표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
직장만족도

임금

표준화계수(β)

비표준화계수(B)

관계변인

←학교환경
←자기효능감
←임금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74

.74

-

.30

.30

-

.25

.25

-

.23

.23

-

.29

.29

-

.36

.36

-

1157.91

1157.91

-

.25

.25

-

226.95

-

226.95

.05

-

.05

*p < .05

(Preacher & Hayes,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이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을 매개로
임금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직, 간접효과를 분해하였다.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횟수는 1,000번으로 지정하였다. 분석결과, 학교환경이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을
매개로 임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β = .05(p < .05)로 유의하였다. 특히 학교환경과 임금의 직
접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이 학교환경과 임금 간의 관계를 완전 매
개함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성과(직장만족도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

․ ․

인을 투입 과정 산출모형에 의해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및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을 선정하
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Pinquart 외(2003)와 노경란 외(2011) 등의 연구와 같이 투입변인인 자기효능감과 학
교환경은 산출변인인 직장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효능감이 과정변인인 취업
준비행동의 다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지 못했다. 한편 임금의 영향력 검증에서 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은 임금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Vinokur 외(1991)과 문성숙과 노상우(2013) 등의 연구와 동일하게
결과이다. 특히 학교환경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취업준비행동의 다양
성을 매개하여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기효능감

→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 → 직장만족도 경로의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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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는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에 비해 다양한
취업준비행동을 한다는 자기선택성의 문제(문승규 외, 2014)로 해석하였다. 즉 높은 자기효능감
을 가져 취업목표가 분명한 학생들은 취업을 원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구직요건에 맞추어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취업준비행동보다는 정해진 취업준비행동만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취업준비활동들을 통해 취업시장의 더 많은 가능성과 기
회를 확인한 학생들은 취업한 직장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Van Hooft, Born, Taris & van der
Flier, 2005). 따라서 다양한 취업준비행동은 취업 전 확인이 가능한 임금 높은 직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문성숙, 노상우, 2013; 이규용, 김용현, 2003), 취업 후 직장만족도까
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에서 대학생의 취업성과 향상을 위해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및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직장만족도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일반
적으로 대학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단계적 지원방식에 정기적인 자기효능감
관리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개인의 심리특성인 자기효능감은 변화가 가능하므로 초반 상
담 이후 훈련지원기간동안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취업준비기간 중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취업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대학 내 정기적인 심리코칭과 개별맞
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취업컨설팅의 설계와 운영측면에서 Sullivan과
Mahlik(2000)의 자기효능감 정보를 제공하는 4가지 경험(성공적인 수행경험, 대리경험, 심리적
피드백, 사회적 설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 증
진을 위한 컨설팅은 당사자의 긍정성을 극대화시키고 준비행동을 구체화하기 때문에(김희동,
김정원, 조윤정, 2016) 취업 후 직장선택에 대한 후회를 줄이고 직장만족도 및 임금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인식한 학교환경이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과 직장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대학생의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학 취업전산망의 서비스 콘텐츠를 다
양화하고 이를 연계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현재 대학에서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사업 등으로 상담, 진로지도, 학습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주영주, 한상윤, 2015).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취업지원프로그
램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업전산망 운용관리와 함께 학생들의 선호하는 기업들의 수요조사
에 근거하여 취업전산망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취업지원에 연계시킬 것을 제
안한다.
교육과정측면에서도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문화,
융복합화 및 현장지향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전략으로 정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근무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프로그램, 계약학과, 일학습병행제도 등과 같은 현장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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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교수학습전략을 개발 및 활용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다양성은 임금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대학생들의 취업목표를 구체화
시키고 이를 개인별 의미 있는 취업준비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야 할 것이다. 일례로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고유의 특성화교육모델 개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미대학교의 ‘고용예약형 프리잡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 협력
업체 대상으로 학과별 산학협력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 직무능력이 갖춰진 학생들을 해당 업
체에 채용을 예약하는 제도이다. 해당 프로그램운영 후 관련 학과 취업률이 평균 88.3%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으로 기업체들의 취업생 및 대학에 대한 만족도
가 전국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영남일보, 2016.7.4.)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 내 위상까
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취업준비행동의 경험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준비행동들을 하지만 특정 준비행
동만을 집중하여 실행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의 범위와 함께 빈도나 깊이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준비행동의 수준을 측정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2011년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
에 응답한 대학생들 중 3년 후인 2014년 임금근로자로서 직장만족도와 임금에 관한 설문에 응
답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취업준비 경험이 있
는 응답자만을 한정했기 때문에 연구 사례수가 180명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취업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2014년 시점에서 졸업을 하지 않았거나 졸업 후 상
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창업을 하거나 혹은 직업이 없는 응답자는
제외시켜 전체 대학생의 취업성과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응답자들의 취업성과를 조사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한
다. 이에 따라 취업성과에 미치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및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에는 일반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은 학업기간, 학교환경, 취업준비과정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을 구분
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에 대한 준비와 그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효
능감, 학교환경,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 직장 만족도 및 임금 변인을 사용하였다. 해당변인은
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일부변인 일 뿐 아니라 취업성과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 전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 외에도 취업스트
레스, 전공일치도, 취업준비기간 등과 취업성과와의 관계를 폭넓게 확인해보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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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및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이 직장만족
도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인과적 구조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
능력개발원(KRIVET)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8차년
도(2011년)와 11차년도(2014년) 자료 모두에 응답한 180명의 데이터를 SPSS와 AMOS를 활용하
여 구조방적식으로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 및 학교환경이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학교환경은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은
그러지 못했다. 또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및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이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학교환경, 자기효능감 순으로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취업준비
행동의 다양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및 취업준비행동
의 다양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의 다양성 순으
로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환경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취업준비행
동의 다양성을 매개하여 임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의 질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취업역량중심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개별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준비전략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대학생, 자기효능감, 학교환경, 취업준비행동, 직장만족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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