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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basic data regarding the career development support-
ing system of senior fashion students. This study investigated contents of required vocational in-
formation and vocation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senior fashion students. And this study 
also intended to analyse vocational choice anxiety factors and its relationship with level of voca-
tional information require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261 senior fashion students at 
eleven universities in the n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ve dimensions of 
required vocational information of fashion students were identified by factor analysis; information 
related to judgement of eligibility to apply for the job & company, information of work environ-
ment, information of fashion company that has the potential to hire them, information of level of 
compensation, stability of employment and promotion, and information of kind of job & job roles 
in the fashion field. Second, the senior fashion students faced few obstacles obtaining vocational 
information such as insufficient online vocational information, difficulties in discovering the sour-
ces of vocational information and time restriction for job search & career indecision. Third, the 
fashion students perceived diverse anxieties about making vocational choices. The survey identified 
five categories of the anxieties; anxiety about adapting to new job environment & recruiting proc-
ess of the fashion company, anxiety about too heavy workload, anxiety about stability of employ-
ment & level of compensation, anxiety about lack confidence of their ability to do the job and 
anxiety about ability in English  & the qualification for application. And there was significant re-
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choice anxiety and requirement level of vocational information. This 
result proved providing vocational information relieves anxiety about getting a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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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패션 산업 분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들이 분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업

및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패션 산업분야의 직업은 대표적 직업이라고 생각하

는 패션디자이너로부터 머천다이징, 텍스타일 디자인,

생산 제조분야 등 매우 다양한 선택폭을 가지며 역

동적이고 창의적인 직업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학

생들이 직업 대안에 대한 넓은 조망을 가짐과 동시

에 고려하고 있는 직업군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업무 현장의

분위기를 지각하고, 자신의 경력 개발과 목표 계획을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단기간에

디자이너 실장이나 독립된 디자이너로서의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하며 불가능한 임금수준을 기대하기도 한

다. 그러나 실상은 젊은 디자이너들의 경우 낮은 임

금과 장시간 근무로서 자신들의 이력과 실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패션

산업계는 각 분야가 경쟁력이 요구되며, 디자이너,

영업 MD, 기획 MD, VMD 등의 직종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복종별 산업

내에서 실무경력자들 위주로 전문 인력의 순환 현상

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지면서 신입사원 채용기회는 줄고 패션 업계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1)

이러한 패션 산업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 목

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업에 힘쓸 뿐

아니라 재학 시 업체 인턴쉽을 포함한 각종 정보 수

집 경로를 통해 직업과 자신의 적성 부합 판단 및

필요한 직무 기술 개발 등에 노력을 쏟아야 한다. 대

학 예비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에 대한 정보 탐색 활

동은 취업확률을 높일 준비활동이기도 하지만 평생

직업경력의 경로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과 학교가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진로 탐색에 대한

최근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정보 지식이 낮

고, 직업의사결정에 있어 직업정보가 부족하다고 느

끼고 있으며2), 전공의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정보

를 크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3) 하지

만, 어떤 세부적 직업정보 내용이 부족하며, 왜 정보

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

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에게 효용성 있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정보가 정보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와 전공특

성을 고려하여 구체화 체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전공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세부 취업정보 내용과 차원을

도출해 보고자한다.

그리고 취업정보 탐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

의 정보 입수 경로와 노력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취업 지원 인터넷 사이

트가 많이 출현하는 등 취업정보 입수 경로가 다양

해지고 있으나 한 연구결과에서는 4학년 대학생의

76.2%가 취업정보 탐색경험이 있는 반면 73.5%가

직업정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여, 만족스러

운 정보 습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보 탐색 능력을 갖추게

하고 실제적인 탐색 방법을 알려주는 구체적 지도가

필요하다4)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은 분야 전문가로서 학

과 교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질적 연구

를 통한 학과 단위의 대학생 진로발달 요구에 관한

한 연구를 보면,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는 학생이 개

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학교가 학생들에

게 해당 전공 및 학문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

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5), 개인별, 학과별 진로개

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취업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6) 그리고 학과

교수가 수업 시간에 관련 분야의 진로 정보를 제공

하거나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7) 이러

한 점들은 현재 패션 전공 학생들에게 어떠한 취업

정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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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상의 단절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를 갖

게 하며, 이는 취업정보의 효율적 전달에 있어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전국적인 대졸자의 취업난 가중 속에서 패

션업계의 경력자 선호, 취업기회의 수도권 편중, 대

기업의 취업요건 경쟁 심화 등과 같은 취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크게 인지할수록 학생들은 취업가능성과

관련한 불안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특히 취업을 앞

두고 취업과정과 입사 후 직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스스로 많은 우려와 긴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

안도가 너무 높으면 진로설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8) 따라서 취업지도 시 학생들이 갖는 취

업불안의 유발 원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

수적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취업불안 해소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전공 대학생이 취

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불안 요인을 밝혀 이를

이해하고, 불안 감소에 필요한 취업정보의 내용을 밝

혀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전공 학과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취업정보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준비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당사자인 패션 전공 대학생의

요구 및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취업정보 자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

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4년제 대학 패션 전공 학생들

을 대상으로 예비 면접조사와 질문지조사를 시행하

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

1. 패션 전공 대학생의 필요 취업정보 내용의 하

위차원과 취업정보 탐색 수준을 밝힌다.

1-1. 패션 전공 대학생의 필요 취업정보

내용의 하위차원을 밝힌다.

1-2. 패션 전공 대학생이 이용하는 취업정

보원과 취업정보 탐색 수준을 밝힌다.

1-3. 취업정보 탐색 시 지각되는 장애요인

의 하위차원을 밝힌다.

2. 패션 전공 대학생의 취업불안 요인의 하위차원

을 밝히고 필요 취업정보간의 관련성을 밝힌다.

2-1. 패션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취업불

안 요인의 하위차원을 밝힌다.

2-2. 패션 전공 대학생의 취업불안 요인과

필요 취업정보간의 관계를 밝힌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 설계와 취업정보 탐색
바람직한 직업정보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의식

을 높이고, 장래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며, 직업생활에의 적응과 자기실현을 도모하

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9) 직업정보는 이와 같이 직업을 선택, 결

정, 수행하는 모든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취

업에 있어 구직자가 갖춰야할 유용하고 필수적인 정

보라고 할 수 있다. 오성환10)은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직업정보의 범위에는 고용동향, 취업정보, 직업

분류체계, 노동의 수요 및 공급, 노사관계, 임금, 자

격정보, 직업구조와 직업군, 취업경향 등과 같이 광

범위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전공의 특성과 취업의 용이성

여부에 따라 직업의 장래성 및 안정성, 인지도, 명성,

경영비전 및 조직문화와 같은 직업가치 각 부분에 대

해 구직자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나며11) 직업가치가

분명할수록 취업정보 요구도도 높아진다고 한다.12)

박현주13)는 특히 짧은 기간 동안 교육을 마치고 취업

을 하여야하는 전문대학생의 경우, 필요 직업정보로서

직업특성, 해당 산업의 직업분포, 취업방법정보, 입직

준비, 작업환경, 근무복지, 산업 직업전망, 직업미래

전망과 같은 내용들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서지윤14)

은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타 계열 보다 취업처 정보

부족에 관한 불안이 높으며, 이는 전공의 특성상 전공

을 살려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취업처 관련 정보가 부

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특성과 전공분야에 따라 정보

수요자인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필요로 하는 취업정

보가 존재하며, 이는 정보의 효용과 관련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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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해외의 진로 교육 시스템은 이미 공통적으

로 전공특성을 고려하여 학과 및 학년별로 서로 다

른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문과 직업의 특성

에 따라 차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한다.15) 따라서 패션 전공 분야의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세부 취업정보 내용이 필요한지를 밝혀 이를

진로 지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취업정보원이란 구직자가 취업정보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받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

출처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원천으로

부터 외부의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생각되며, 정보원

에 대한 신뢰도나 정보취득을 위한 적극성에 따라 활

용되는 정보원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

다. Schwab 등16)은 구직에서의 성공은 구직기회에

대한 정보획득에 사용한 정보의 출처와 직업탐색 강

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요

소는 직업정보 출처의 효과적인 사용이라고 보았다.

Blau17)는 직업탐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직업탐색이 취업의 가능성과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취업정보 탐색의 강도

는 연구에서 전공에 몰입할수록, 진로와 경력에 대한

방향이 분명할수록 그리고 스스로 인지하는 구직효

능감이 높을수록 직업탐색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18) 노연희, 장재윤19)의 연구에서도 대학재학

당시 진로 미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탐색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 후 개인-직무 적합

과 개인-조직 적합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사전 직업정보 탐색 수준

이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취업 후 업

무 수행에도 관련성을 가지는 중요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

학생의 실제 취업정보 탐색 등 취업준비 노력은 높

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따라서 탐색 활성

화를 위해서는 취업정보를 탐색하는 주된 정보원 및

탐색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2. 취업불안과 직업정보 요구
구직자는 자신의 취업처 선택과 관련하여 취업 후

결과를 확신 있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취업을 앞두

고 여러 가지 불안을 느낀다. 불안은 어떠한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두려움, 걱정, 우려, 긴장 등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으로서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심리현

상이며21), 취업불안은 대학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 후

취업준비 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느끼는 정서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22)

그리고 취업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걱정, 취업에 실패

했을 경우 겪게 될 심리적 압박에 대한 두려움, 취업

과 관련하여 구직자에게 장벽으로 여겨지는 요소들

에 의한 위협 등을 포괄한다.23)

적절한 취업불안은 취업준비를 위한 동기유발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취업불안이나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준비에 부정적이고 도태하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24) 적절한 불안은 취업의지와 관련하

여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업선택

에 대한 지나친 불안은 직업선택 과정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업들을 회피하게 하므로, 불안으로 무력

해져있는 진로 미결정 학생의 경우 학생들이 효과적

으로 직업정보를 다루고 직업 결정을 해나갈 수 있

도록 학교 측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5) 유은

정26)은 불안 수준이 높으면 성급한 진로선택을 하여

불안전 취업에 따른 잦은 노동 이동 경력을 형성하

게 하므로 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진로선택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서지윤27)은 취업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에 관하여

전문대생의 경우 구직기술 부족, 자격능력부족, 의사

결정어려움, 중요한 타인의 기대 같은 내적 불안요인

과 노동시장 경기불안, 취업처 정보부족, 구직 기회

부족의 외적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취업처 선정 기준

평가와의 관계 분석결과 취업불안이 높은 집단이 취

업처 선정 기준의 중요도를 더욱 크게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 대학은 대학 졸업 예정자의 취업불안을

알고 이에 적합한 취업처 선정에 관한 직업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취업처 선정기준이란 진로의 목

적성, 직업가치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의 실현가능성

에 대한 가늠이 취업 시 불안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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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손은령28)은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동기, 포

부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를 진로장벽이라

하였으며 장재윤29) 등은 취업에 있어 장애요인들로

서 경제 불황, 남녀차별, 능력부족, 연령, 학벌, 인맥

부족, 취업관련 정보부족, 본인적성 이해부족, 근무지

역 및 외모, 지방대학 출신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박미경, 이현림30)은 진로의식 성숙도에 영

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요인으로 직업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을 밝혔으며, 이 중 직

업정보 부족이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의식 성숙에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나 대학생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직업탐색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 진전 과정 및 진로 대상

에 따라 진로 목표나 진로포부의 실현을 방해하는 진

로장벽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이상 여러 연구에서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이 취업불안 유발요인 또는 진로 장벽으로 인식

되고 있음에 따라, 패션 전공 학생들이 취업을 앞두

고 인지하는 불안내용을 파악하고 필요 취업정보간의

연관성에 관해 밝혀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의 구성

1) 면접조사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전공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정보의 내용 및 정보 획득 경로, 정보 탐색 시

지각되는 애로점과 취업 시 불안 지각 내용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였으므로, 질문지조사 측정도구

의 구성을 위하여 면접조사를 선행하였다.

면접조사는 2010년 9월과 10월에 걸쳐 부산시내 4

개 대학교의 패션 전공 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성 4명, 여성 20명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 선정은 해당학과 지인에게 연구

의 의도를 알리고 학과 내에서 무작위로 면접 학생

추천을 의뢰하였다. 면접조사는 연구주제가 취업불안

등 사적인 고민을 포함하므로, 연구자와 응답자간 1

대 1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가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여 학생들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연

구 목적을 충분히 소개하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미

리 준비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질문하고 응

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시간은 1인

당 30분 내외 소요되었으며, 면접 종료 시 5-10분간

응답자 답변내용 및 의도를 점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 참여자의 견해나 입장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

하였다.

면접조사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

며, 구체적 면접 질문지의 내용으로는 첫째, 필요 취

업정보: 취업을 위해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정보로

는 어떤 것들이 있나? 둘째, 취업정보원과 탐색 내

용: 취업정보를 얻는 경로와 그 경로에서 얻는 정보

의 주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정보 탐색 장애요인: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 정도와 정보를 얻는 과정에

서의 애로점은 무엇이었나? 넷째, 취업 시 불안 사

항: 취업을 앞두고 걱정되거나 불안한 사항이 있다

면 무엇인가? 의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용어의 정의

⋅취업정보 탐색활동: 직업 및 직장의 현명한 선

택에 필요한 일련의 정보 수집활동

⋅취업정보원: 구직자가 취업정보에 관한 메시지

를 전달받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출처

⋅취업불안: 구직자가 진로목표 실현에 있어 장벽

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에 대하여 느끼는 위협 및

걱정, 긴장

이상의 면접 결과는 응답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연구자가 유의미한 진술 사례들을 추출하고 유사한

의미의 내용들을 모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분

류된 유목에 포함된 진술내용을 문항으로 제작하여

질문지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면접조사

에서 도출된 변인의 유목 및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2) 질문지조사

(1) 측정도구

질문지조사에 포함된 측정 변인으로는 패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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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있어 취업정보 필요도, 취업정보 탐색 수준,

취업정보 탐색 시 장애 지각도, 취업불안 내용이 포

함되었다. 취업정보 필요도는 면접조사 결과, 패션기

업 관련 정보, 세부직종의 업무정보, 취업절차 정보

유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포함된 17개의 필요 정

보내용의 문항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취업진

로를 계획하고 확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도를 평가

하게 하였다.

패션산업의 취업정보 탐색 수준은 면접조사 결과

도출된 9개의 탐색 유형문항과 선행연구31)에서 사용

된 진로 탐색 문항 6개를 참조, 추가하여 15개 취업

정보 탐색 활동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취업정보 수집

을 위해 이러한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평가하게 하

였다. 이들 문항의 크론바흐 α값은 .88로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취업정보 탐색 시 장애 지각은 면접조사

에서 도출된 8개 문항 내용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으

며 문항 중 인터넷 정보 탐색관련 3개 문항은 경험

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답할 수 없으므로 ‘잘 모르겠

다’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취업불안 내용은 면접조사 결과 취업 환경

관련 불안, 직무 역할 관련 불안, 취업 절차 불안으

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목에 포함된 21개 문항 내용

에 대하여 본인이 취업을 앞두고 우려하는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이상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었다.

이 외에 적합 표본 분류를 위해 전공 분야 취업의

도 유무 및 취업 관심 분야를 측정하였으며, 인구 통

계적 변인으로서 연령, 성별, 대학 소재지가 포함되

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대학교 패션 전공 졸업 예정자들인 4학

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울, 경기, 부산, 충

남, 전남, 경남 소재 11개 대학의 의류 학과 및 패션

디자인 학과 소속의 학생들을 편의 표집 하였다. 조

사기간은 2011년 4월-5월에 걸쳐 설문의 배부와 회

수가 이루어졌으며, 학과 소속 교수님을 통하여 4학

년 졸업 예정자들에게 설문을 의뢰하였다.

설문지는 330부를 배부하여 312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82부를

얻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전공 분야 취업의도가 있

는 학생들의 취업정보 탐색 및 취업불안에 관한 연

구이므로 취업의도 변인 측정에서 전공분야에 취업

하고 싶은 관심직종이 없으며 ‘비전공 분야에 취업계

획’과 ‘대학원진학 및 창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

답한 학생들은 연구 목적에 적합지 않은 자료로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최종 26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지역분포는 부산지역 5개

교 130명, 충남 2개교 52명, 서울, 경기 2개교 50명,

경남 1개교 17명, 전남 1개교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분포는 22-24세 74.3%, 25-27세 21.4%, 28세-35

세가 4.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비는 남성이 11.1%,

여성이 88.9%를 차지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 15.0을 사용하

여 통계 분석하였다. 먼저, 패션 전공 대학생이 요구

하는 취업정보의 내용과 하위차원, 탐색 시 지각되는

장애 요인 및 취업불안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요인

분석 중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각 요인별 신

뢰도 분석에는 크론바흐 α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취업정보 취득경로별 탐색 활동 수준 평가를 위해

변인의 산술평균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취업불

안 요인과 필요 취업정보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1. 필요 취업정보의 내용과 취업정보 탐색
수준 분석

1) 필요 취업정보 내용의 하위차원

패션 전공 대학생이 전공 분야 취업진로를 계획하

고 확정하는데 필요한 취업정보 내용의 하위차원을

밝히고자 요인분석의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Vari-

max)방법을 사용하였다. 스크리 테스트를 이용하여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표에서 요인 부하치 0.4

이상을 보이는 요인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는 <표 1>과 같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지원가능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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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고유값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요인1

지원가능성

및 적합성

판단정보

채용에 필요한 지원 서류의 종류

자신의 능력으로 취업 가능한 기업 검색정보

관심직종의 승진 경로와 경력관리법

관심직업과 자신의 적성에의 적합도 판단정보

관심분야 지원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격기준

.70

.66

.65

.61

.60

- - .46

.44

2.60

15.27

15.27

.80

요인2

근무환경

정보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및 분위기 정보

직장의 출퇴근 시간 및 쉬는 날

관심 기업의 사무실외관이나 회사의 규모

-

.81

.78

.57

- - -

2.27

13.37

28.64

.72

요인3

관심

패션기업

정보

취업관심 분야가 있는 패션기업의 채용정보

거주지역 내 패션기업들의 종류나 기업명

취업관심이 있는 기업의 전망이나 인지도

- -

.79

.69

.67

- -

2.26

13.28

41.92

.73

요인4

보수와

고용안정성

정보

관심직종의 초봉 수준과 이후 월급 상승체계

패션 분야 직종별 평균 보수

정규직,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와 인턴사원 기간

- - -

.75

.68

.50

-

2.08

12.23

54.15

.80

요인5

직종 및

직무 정보

패션 세부 직종의 업무내용과 역할

패션 분야의 직업종류와 전망

관심 분야 신입사원의 업무량

-

.45

- -

.75

.74

.52

1.90

11.15

65.30

.71

<표 1> 필요 취업정보 내용의 하위차원

적합성 판단정보’로서 이는 지원을 앞두고 서류상 어

떤 요건이 요구되는가와 자신이 지원 가능한 기업의

범위에 관심을 두며, 관심직종의 직업전망은 어떠한

가 그리고 자신이 그 직종에 대하여 능력이 있고 적

성이 적합한가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지원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다. 포함된 문항을 보면,

지원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나(M=4.16), 자신의 능

력으로 취업 가능한 기업 검색 정보(M=4.18), 관심

직종의 승진경로와 경력관리법(M=4.00), 관심직업

과의 적성적합도 판단정보(M=4.07), 관심분야 지원

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격기준(M=4.18)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며, 문항들의 높은 평균으로 보아 이 정

보 요인의 필요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요인 2는 ‘근무환경 정보’로서 직장의 분위기, 근무

시간, 근무지의 외관 또는 규모 정보에 대한 필요성

요인이 도출되었다. 해당 문항들은 직장 동료나 상사

와의 관계 및 분위기 정보(M=3.73), 직장의 출퇴근

시간 및 쉬는 날(M=3.70), 관심 기업의 사무실외관

이나 회사의 규모(M=3.63)와 같이 나타나 이와 같

은 근무환경 요인이 패션 전공 대학생에게 하나의

필요 정보 차원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이는 신세대들

의 직업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세대

들은 권위적 상사보다 자상한 상사를 더 따르며 적

극적 소통과 즐겁게 일할 분위기, 합리적이고 탄력적

인 근무시간을 원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창

의적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회사에도 유익하며 필요하다32)는 견

해가 제시되고 있다.

요인 3은 ‘관심 패션기업 정보’로서 취업관심 분야

의 기업 채용정보 및 기업종류, 기업전망과 인지도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의 내용

과 필요도 평균은 취업관심 분야가 있는 패션기업의

채용 정보(M=4.08), 거주 지역 내 패션기업들의 종

류나 기업명(M=3.75), 취업관심이 있는 기업의 전

망이나 인지도(M=4.09)로서 취업 가능한 패션기업

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크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요인 4는 ‘보수와 고용안정성 정보’로서 관심직종

의 초봉 수준과 이후 월급 상승체계(M=4.19), 패션

분야 직종별 평균 보수(M=4.10), 정규직, 계약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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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편차

친구들과 취업정보에 대해 대화한다 3.66 .96

패션전문 잡지에서 관심 기업의 관련기사를 주의 깊게 읽는다 3.53 .87

패션전문 신문에서 패션기업 구인란을 보고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생각해 본다 3.45 .93

인터넷상의 취업 전문사이트에서 패션구직정보, 회사 정보 등을 찾아본다 3.45 1.00

포털사이트의 까페에서(예; 네이버 블로그 등) 패션기업 뉴스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살펴본다
3.38 .99

인터넷상의 패션기업 홈페이지에서 채용정보란이나 회사소개를 살펴본다 3.32 1.01

가족과 전공분야 채용정보에 관해 대화한다 3.03 1.05

전공 취업 관련서적을 읽는다 3.03 .90

패션업체 취업설명회나 특강에 참가한다 2.95 .94

대학 내 취업 정보센터의 전공 취업 관련정보를 온라인 검색하거나 방문해본다 2.93 .98

학과 교수님과 직업전망이나 취업경로에 대해 의논한다 2.82 1.08

패션업계에 재직 중인 선배에게 업무 내용과 이에 필요한 실무 교과내용에 대해 문의한다 2.75 1.15

패션업계에 재직 중인 선배에게 취업경로나 그 회사의 지원 자격을 문의한다 2.71 1.13

전공분야 업체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2.59 1.00

인터넷 사이트 구직정보에 등록된 패션기업의 연락처로 전화, 이메일로 직접 문의해본다 2.27 1.00

<표 2> 취업정보 탐색 수준

의 고용형태와 인턴사원 기간(M=4.14)의 문항을 포

함하며, 매우 높은 필요도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학생의 취업기준이 자신의 특성 고려 다음으로 안

정과 수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33)는 선행연구 결

과와 맥을 같이한다.

요인 5는 ‘직종 및 직무 정보’로서 직업종류와 전

망, 직종별 업무내용과 역할, 업무량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으로 나타났으며, 패션 세부 직종의 업무내용과

역할(M=4.09), 패션 분야의 직업종류와 전망(M=

4.01), 관심 분야 신입사원의 업무량(M=3.82)문항을

포함한다. 이는 패션 분야의 직종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 학생들이 패션산업의 직업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

으며, 세부 직종별로 업무 내용과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입사했을 경우 업무량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정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취업정보 탐색 수준 및 탐색 시 지각되는

장애요인 분석

(1) 취업정보 탐색 수준

패션 전공 대학생의 취업정보 탐색 수준을 밝히기

위해 아래 추출된 취업정보 탐색 경로에 대해 참여

수준을 평가하게 하였으며 그 평균을 <표 2>에 정리

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정보 탐색 수준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 탐색 수준의 평균을 보면 친구들과의 취

업정보 교류 활동이 가장 높으며, 패션 전문 잡지,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가 기업정보와 구인정보의 주

요 탐색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상의 취업 전문사이트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인터넷

블로그나 까페, 패션기업의 홈페이지 등이 학생들의

주 취업정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정보원인 동료 간의

취업정보 교류가 정보의 효용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유용한가 하는 점, 그리고 패션 분야의 잡지,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의 경우 정보효용성은 높지만 구독 시

수동적으로 정보에 노출되는 적극성이 결여된 탐색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통한 취업정보의 효

율적 습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패션 분야 취업설명회 및 특강을 통한 정보

탐색이나 대학 내 취업 정보센터의 전공취업 온라인

정보 검색, 학과 교수님과의 논의, 업계 재직 선배

문의, 업체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패션기업의 연락

처로 직접 문의와 같은 활동은 평균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보원은 매우 실질적이고 신뢰성 있

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탐색상의 문제점

이 발견되었다.

예비 면접조사에서는 업계 재직 선배를 통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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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요인

적재치

고유값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요인1

인터넷 취업

정보 미흡

⦁구직정보가 경력직만 찾으므로 도움이 되지 않아 신입사원
정보가 따로 제공되는 전문인터넷사이트가 필요하다

⦁인터넷 정보로는 초입직장으로 중소기업을 찾지만 더욱
정보가 없다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기업 및 구직정보가
불충분하여 탐색 노력을 해도 별로 성과가 없다

.77

.74

.74

1.86

23.30

23.30

.65

요인2

정보원 미확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없어 실질적 정보
획득이 어렵다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물어볼 곳이
없다

.87

.74

1.81

22.58

45.88

.71

요인3

시간제약 및

세부 진로

미결정

⦁평소 과제나 학업 등으로 바빠서 취업정보 수집에 적극적으로
신경 쓸 시간이 없다

⦁평소에 성적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탐색을 미룬다

⦁내가 어떤 세부 직종을 해야 할지 먼저 정리가 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정보 탐색이 어렵다

.81

.80

.62

1.45

18.11

63.99

.65

<표 3> 취업정보 탐색 시 지각되는 장애요인의 하위차원

내용에 관한 정보와 재학 중 필요한 실무 교과에 대

한 조언을 얻으며,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충원 계

획이나 지원 자격 및 시기를 알아본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인턴쉽 프로그램 또한 매우 실질적이고 유용한

취업정보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모두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정보에 등록된 패션기업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해보는 적극적 탐색의 활동수준

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

생들은 정보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색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취업정보 탐색 시 지각되는 장애요인의

하위차원

다음에서는 정보부족의 원인과 관련하여 취업정보

탐색 시 지각되는 장애요인의 하위차원들을 밝혀보

고자 하였다. 요인분석의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

(Varimax)방법을 사용하였고, 스크리 테스트를 이용

하여 3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표에서 요인 부하치

0.4 이상을 보이는 요인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 1은 ‘인터넷 취업정보 미흡’ 요인으로서 신입

사원으로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취업정보가 인터넷

구직정보에서 발견되지 않거나 정보자체가 불확실하

여 탐색 성과가 없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인터넷 구

직정보에 많은 탐색 노력을 보이나 자신에게 유효한

취업정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 2는 ‘정보원 미확보’ 요인으로서 취업정보원

의 확보 및 접촉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주위에 직업

적 롤 모델의 부재로 실질적 정보획득이 어렵거나

정보원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적극적 정보 수집에

제약을 갖는 내용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3은 ‘시간제약 및 세부 진로 미결정’으로서

평소 학업과 성적관리로 인한 시간제약과 자신의 진

로 미결정으로 인하여 더 진전된 정보 탐색이 이루

어지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정보

의 필요도를 인지하고 탐색 의도를 갖고 있으나, 적

극적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이

러한 장애요인을 스스로 지각하고 있었다.

2. 취업불안 지각요인과 필요 취업정보간의 관계
1) 취업불안 지각요인의 하위차원

패션 전공 대학생의 취업불안 지각요인의 하위차

원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의 주성분분석과 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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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고유값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요인1

직장사회

적응 및

채용과정

불안

⦁권위적 상사와의 불화가 있지않을까 걱정된다
⦁면접도 여러 방법으로 한다던데 해 본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

⦁내가 알고 있던 기업의 알려진 이미지와 실제 기업

이미지 차이가 있을까봐 걱정된다

⦁능력이 아닌 학벌 및 남녀 간의 차별 같은 불평등

한 대우가 있을까 걱정된다

⦁1차 관문인 서류전형에서 나의 취업스펙과 서류가

지원에 충분한 것인지 불안하다

⦁신입으로서 동료, 상사와 잘 지내기 위해 말투나 태

도 등의 처신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직장에서 필요한 세부 업무 과정을 모르고 있어 불

안하다

.76

.68

.57

.57

.50

.48

.44

- - -

.43

2.81

14.07

14.07

.75

요인2

과다

업무량

불안

⦁신입일 때 근무시간이 과다하고 휴일이 없으면 불

평하기도 그렇고 걱정이다

⦁패션 업종은 업무량이 많고 업무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변동된다고 들어 걱정이다

⦁특히 패션 업종이 힘들다고 들어서 긴장되고 두렵다
⦁막상 취업을 했는데 업무가 생각과 달라 그만 두게

될까 두렵다

-

.73

.72

.66

.49

- - -

2.73

13.66

27.73

.74

요인3

고용

안정성 및

보수수준

불안

⦁앞으로 승급, 이직을 위한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곳일까 걱정된다

⦁인턴사원 기간이 너무 길지는 않을지 정규직 전환

이 확실히 될지 걱정이다

⦁타전공과 비교 시 적은 초봉일까 걱정된다
⦁급여가 하는 업무량에 대해 적당한 보상일까 걱정

된다

⦁장기적,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일까 걱정

된다

- .52

.73

.71

.60

.60

.57

- -

2.46

12.30

40.03

.79

요인4

자기

업무역량

판단불안

⦁나의 성격이나 적성이 내가 원하는 직업과 잘 맞는

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내가 그 직업에 적정한 능력이 있는가 확신이 없다
- - -

.88

.88

-

2.12

10.60

50.63

.85

요인5

취업스펙

불안

⦁토익 등 영어점수를 요구할 지 걱정된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해 걱정된다 - - - -

.87

.83

2.09

10.45

61.08

.77

<표 4> 취업불안 지각요인의 하위차원

회전(Varimax)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스크리 테스트

를 이용하여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4>에서

요인 부하치 0.4 이상을 보이는 요인에 대하여 정리

하였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직장이라면 매우 힘들 것이다’는 문항은 어느

요인에도 부하되지 않아 배제하였다.

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입사

후 직장에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사와의 인간관계

불화(M=3.08)나 신입사원으로서 동료 및 상사에 대

한 처신 문제에 대한 우려(M=2.98)와 알려진 기업

이미지와의 불일치 우려(M=3.36), 그리고 세부 업

무과정에 대한 지식부족 불안(M=3.54)과 같은 내용

이 포함되어 있어 취업 후 인간관계와 기업문화, 업

무 면에서 직장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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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불안 필요

지각요인

취업정보

직장사회적응 및

채용과정 불안

과다 업무량

불안

고용안정성 및

보수수준 불안

자기 업무역량

판단 불안

취업스펙

불안

지원가능성 및 적합성

판단정보
.04 -.04 .04 .05 .06

근무환경 정보 .17** .36*** -.01 .08 -.10

관심 패션기업 정보 .07 .03 .15* .12 .16*

보수와 고용안정성 정보 -.09 .13* .27*** -.11 .03

직종 및 직무 정보 -.01 .12 -.07 -.04 .09

* p<0.05 ** p<0.01 *** p<0.001

<표 5> 취업불안 지각요인과 필요 취업정보간의 상관관계

한 불안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의 면

접경험 부족(M=3.73), 학벌 및 남녀 차별 대우 가

능성에 대한 불안(M=3.24), 1차 서류전형 자격불안

(M=3.95)과 같은 기업의 채용과정에 대한 불안 문

항도 함께 포함되어 나타났으므로 요인 1을 ‘직장사

회적응 및 채용과정불안’으로 명명하였다. 문항의 평

균에서 학생들이 서류전형 자격 및 면접경험 부족에

대해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과다 업무량 불안’으로서 패션 업종의

근무 시간 과다(M=3.62) 및 업무량과다에 따른 출

퇴근 시간 변동(M=3.75)에 대한 불안과, 패션 업종

이 특히 힘들다고 알고 있어 이에 대한 긴장(M=

3.52) 및 불안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업무량에 비해

타 전공보다 낮은 초봉이지 않을까하는 우려(M=

3.79)와 업무 부적응으로 그만두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M=3.43)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학생들

이 패션 분야 업무가 타 업종에 비해 보수가 낮고

매우 힘든 것으로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기

인하는 긴장과 두려움에 관한 내용으로 보아진다.

요인 3은 ‘고용안정성 및 보수수준 불안’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 직장이 미래 승급, 이직을 위한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M=3.52)하는 점과 인턴사

원 기간 및 정규직 전환의 확실성에 대한 우려(M=

3.68), 장기적, 안정적 근무처인가에 대한 우려문항이

포함되어 고용안정성과 전망에 대한 불안이 나타났

다. 그리고 타전공과 비교 시 초봉 수준(M=3.79)과

업무량 대비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M=3.68)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요인 4는 ‘자기 업무역량 판단 불안’으로서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이 내가 원하는 직업과 잘 맞는가(M=

3.28) 그 직업에 적정한 능력이 있는가(M=3.33)에

대한 미확신 불안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

들의 평균은 타 문항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이 요인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자신감이 상대적

으로 높고 불안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요인 5는 ‘취업스펙불안’으로서 특히 자격 요건으

로서의 영어 실력에 부담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해당문항을 보면 토익 등 영어점수를

요구할 지 걱정된다(M=3.66), 영어를 잘 하지 못해

걱정된다(M=3.72), 1차 관문인 서류전형에서 나의

취업스펙과 서류가 지원에 충분한 것인지 불안하다

(M=3.95)가 포함되었으며 이 요인의 불안수준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불안 지각요인과 필요 취업정보간의

상관관계

취업불안 지각요인과 필요 취업정보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특정 불안 요인이 특정 취업정보의

필요도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

며 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앞에서 도출된 취업불안 지각요인과 취업정보 차

원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먼저, 직장사회적응 및 채용

과정 불안이 높을수록 근무환경 정보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 시 인간관계와

기업문화, 업무 면에서 직장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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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위기, 근무 시간, 업무량과 같은 근무환경 정보

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다 업무량 불안의 경우 역시 근무환경

정보 필요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 정보유목이 학생들의 취업불안 해소에 매우 중요

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다 업무량 불안은

보수와 고용안정성 정보 필요도와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불안이 클수록 초봉 수준과 월급 상승체계,

직종별 평균 보수, 고용형태와 인턴사원 기간과 같은

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고용안정성 및 보수수준 불안 요인도 보수와 고용

안정성 정보 필요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

는 정규직 전환, 급여의 적정성과 같은 불안의 내용

이 이들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그 필요

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으며, 이

정보 유목 역시 학생들의 취업불안 해소에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 업무역량 판단 불안은 어떠한 정보유

형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

는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이 원하는 직업과 잘 맞는

가와 그 직업에 적정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불안

이 큰 학생의 경우, 직무 정보나 지원가능성 정보 등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입수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려는 의지를 갖기 보다는 소극적이고 자신감 결

여를 포함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취업스펙 불안은 관심 패션기업 정보

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취업관심 분야의 기업

채용정보 및 기업종류, 기업 전망과 인지도에 관한

정보의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로부터 취업정보의 입수가 취업불안 해소

에 유의하게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개개인

의 특정 취업불안을 고려한 취업정보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패션 전공 학생들의 취

업 진로설계에 필요한 취업정보 내용의 하위차원과

그 탐색 수준을 밝히고, 취업불안 요인을 규명하여

필요 취업 정보와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서, 패션 전

공의 효용성 있는 취업정보 설계와 진로지도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면접

조사로 문항 내용을 도출하고 질문지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전공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취업정보를 밝힘으로써, 구체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이 모색하고

학교가 지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지원가능성 및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각

종 정보 및 근무환경 정보, 관심 패션기업 정보, 보

수 및 고용안정성 정보, 직업 종류 및 직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직업 진로 결정을 내리는데 지침으로 삼고

자 한다. 한편, 근무환경 정보와 보수 및 고용안정성

정보의 필요도는 패션 전공 학생들의 직업선택의 가

치를 반영해주고 있다.

학생들이 전공 분야 취업정보를 재학 시 수집하고

평가, 분석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갖는 것은 비단

구직 기술의 향상뿐 아니라 인재 육성 측면에서 이점

을 기대할 수 있다. 취업정보 탐색을 통해 직종에서

요구되는 기초 직무 능력을 이해하고 직무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직장생활의 현실을 파악하

고 직장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에 더하

여 직업생활의 의미 및 직업윤리 교육을 통해 직업관

의 정립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전공분야에서 보다 책

임감 있는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과

는 취업정보 탐색을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서 성장하

기 위한 예비활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고 독려

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취업정보의 수집 필요성을 높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정보 보유가 부족

한 원인을 취업정보 탐색 수준과 탐색 시 지각되는

장애요인의 분석을 통해 밝혔다. 그 결과 학생들의

취업정보 부족의 원인은 취업정보 탐색 활동 노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데 있으며, 특히 기업, 학교, 교수,

선배와 같은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원의 활용

도가 낮은데 기인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탐색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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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되는 내용들로서 정보원 미확보, 정보 탐색

기술 미비, 탐색 시간제약, 세부 진로 미결정과 같은

요인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온라인상 유효

한 취업 콘텐츠가 빈곤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취업정보의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상기 원

인들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정보의

효과적 입수 방안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정보에의 접

근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신뢰성,

전문성, 효용성이 큰 정보원의 활용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는 기업 인턴쉽의 참여 확대,

기업과 학교의 취업정보 제공 협력, 선배와의 취업정

보망 형성, 학과교수의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과 진로

교육 실시, 온라인상 취업정보의 효율적 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기업 인턴쉽 프로그램이 어

려움과 미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참여한 기

업과 학생, 교수 모두가 이를 90%이상 권유한다는

점을 볼 때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

며34) 인턴쉽 참여는 본 연구에서 발견되는 학생들의

정보필요와 불안내용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취업정보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패션기업

및 학생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기회의 확대방안

모색과 프로그램 내용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한 활성

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정보에 익숙한 학생 세대들에

게는 앞으로 온라인상 정보 네트워크는 취업을 위한

구직에 좋은 정보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취업사이트들은 적합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서도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세분화하고 신뢰

성 있고 유효한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하며, 온라인상

소셜 미디어를 통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취업정보

사이트의 개설 등으로 정보 전달 효율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보를 발신하는 기업 측에서도 기업

웹사이트나 특강 등의 채널을 통해 구체적 취업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영입하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조처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학생들이 평소 학업으로 인한 시간제약과

자신의 진로 미결정으로 인하여 더 진전된 정보 탐

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정보

를 어디서 구할지 모르며 정보원 접촉이 어려워 탐

색을 포기한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탐색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과 정보 입수에 관한 기술적 지도를 필

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는 진로 전문가 상

담 기회 제공, 직장인 선배와의 취업정보망 형성, 학

과교수의 진로지도와 같은 구체적 운영 방안이 요구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보입수를 돕기 위한 교수나

업계전문가의 정보제공과 효과적 정보원에 대한 조

언이 필요하다.

셋째, 패션 전공 학생들이 지각하는 취업불안 요

인의 하위차원들을 규명하였으며, 이 차원들은 특정

정보의 필요도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

업정보의 제공과 취득이 학생들의 취업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패션 전공 학생들이 지각하는 취업불안 요인들은

직장사회적응 및 채용과정 불안, 과다 업무량 불안,

업무 역량 확신 불안, 고용안정성 및 보수수준 불안,

그리고 취업스펙 불안이 나타났으며, 특히 과다 업무

량 불안요인은 패션 업종의 근무시간과 업무량 과다

선입견에 따른 긴장, 타 전공 대비 낮은 초봉 수준

우려 그리고 업무 부적응으로 그만두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내용들로서, 전공의 산업분야 특성과 관련

하여 학과에서 취업교육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내용

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이 유형의 불안을 크게 느낄

수록 근무환경 정보, 보수와 고용안정성 정보 필요도

를 높게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의 원인

해소를 위해서는 직업설계에 있어 경력별 직급과 보

수, 직업가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

하며, 인턴쉽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업무 역량 확인과

더불어 이 사안에 대한 관점을 점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과는 취업 후 직

장 초기 적응의 과정에도 상담자의 역할로서 지속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패션 전공 학생들의 필요 취업정보 내용,

취업정보 탐색 수준 및 탐색 장애요인, 지각된 취업

불안 요인의 확인과 검토를 통해 패션 전공분야의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별도의 진로교육이 필요

함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이의 세부적 실행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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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가적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

내 11개 대학교의 패션디자인 학과에서 졸업 예정자

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추후에

는 지역별, 학년별, 국립과 사립 대학교별 체계적 표

집을 통하여 패션 전공 학생의 취업과 진로교육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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