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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연 는 체 계열 학생  식한 경 개 지원과 직강도  계에  직효능감  매개효과  계

 규 하는  목  다. 러한 연  목  달 하  한 연 상  울, 충남, 경상 에 재한 학  

체 공   3, 4학  상  223  료  수집하 다. 수집  료는 SPSS 20.0 프 그램  용하여 

지  신뢰도  타당도검사, 상  실시하 , 경  AMOS 20.0 프 그램  용하여  실시하

다. 러한 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체 계열 학생  식한 경 개 지원  직효능감

에는 통계   향  미 고, 직강도에는 통계  미한 향  미 지 못했다. 째, 체 계열 

학생  직효능감  직강도에 통계   향  미쳤다. 째, 체 계열 학생  식한 경 개 지원

과 직강도 사 에  직효능감   매개효과가 는 것  나타났다.

주 어 : 체 계열 공, 경 개 지원, 직효능감, 직강도, 매개효과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earch efficacy on 

perceived career development support and job support intensity of university students of physical education 

major. Data were collected by a total of 223 junior and senior students who are undergraduate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in Seoul, Chungnam, and Gyeongsang Provinvces. For the stud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of the questionnaire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20.0 program,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using AMOS 20.0 program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development support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f physical education maj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search efficacy, whereas it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job search intensity. 

Second, job search efficacy of the stud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search intensity. Lastly, 

it was found that job search efficacy tot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development 

support and job search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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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학생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다. 학 입

시라는 인생의 요한 과정을 넘겼지만, 학생으로서의

낭만과 자유를 즐길 틈 없이 다시 졸업 후 취업이라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학생뿐 만 아니라

학을 운 하는 입장에서도 재학생의 취업률은매우 긴

한 문제인데, 이는 교육부 주도의 ‘ 학 구조개 평가’

에서 재학생의 취업률이 높게 반 하는이유이며 동시에

취업난속에서 경쟁력 있는 재원을 양성하여취업을 성공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이다[1,2].

일반 으로 학생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비하며 자신의 미래를 기 한다. 그러나 최근

의 불안정한 취업시장에서는 기존의 평 리, 자격증

취득 같은 일반 인 성과를 넘어 다양한 경험, 의사소통

능력, 워크와 창의성 등을 한 역량을 획득하고자 노

력한다[3]. 더불어 학들도 통 인 교육제공 이외의

학 내부에 취업 지원 인 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로

그램을 제공하여, 재학생의 경력 리에 힘쓰고 있고 이

를 토 로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비하는 실정이다[1,2].

소 학생의 경력개발 혹은 경력 리라 함은 사회

진출을 비하는 학생을 해 자신과외부환경에 한

탐색을 토 로 경력을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4], 자신의 목표를 주도 으로 달성하기 한 필

수과정이다[5]. 를 들어 근로경험과 로그램 참여, 다

양한 과제, 그리고 계형성과여러 활동 등을 통해 경력

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역량강화에있어 요하다

[6]. 그러나 실 요성에도 우리의 학 실에서 경

력개발과 련한 논의는 체계 이지 못하다. 일부연구에

서 학생의 경력계획이 고용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되

었고[7], 체육계열에서는 재학생의 경력계획(취업 비지

원, 장경험지원과 교수지원)이 경력개발과 정 인

계가 있음을 보고되어[8], 그 필요함을 역설하 으나,

학생의 경력개발에 해서는 여 히 보단계인 셈이

다. 반면, 해외의 경우, 학생의 구직을 한 과정에서

경력개발 역량에 한 논의가 활발하며, 이러한 경력개

발 교육이 직업 선택에서 요한 연결고리로 간주되어

경력개발 교육과정의 계획과 제공, 구성에 한 연구들

이 다양하게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9,10,11].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려운 취업난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개인의

노력, 학의지원 등 학생의 경력개발 리의 당

성을 찾을 수 있다.

반면, 경력개발은 다양한 로그램이 제공되더라도,

실제 수요자가 해당 로그램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

나 혹은이해는하나 참여하지않는 경우 그실효가불분

명하다. 그러므로 어려운 고용환경에서 자신의 취업과

련하여 극 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효능감)는 매우

요하다. 이는 구직상황에서 취업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기 믿음이고, 높은 구직동기를 부여하

므로 구직과 련하여 정 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12,13]. 이러한 구직 효능감은 학생(청년 구

직자)들의 희망직장, 취업 가능한 직장에 한 정보부족,

불확실성, 직무에 한 막연함과 모호성에서 발생되는

불안, 무 심, 포기 등에서 보다 정 이고 수용 인 태

도를 야기하고 최종 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그 요성이 더욱 부각된다[14]. 특별히, 높은 구직

효능감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 으로 무의미하다. 높은 구직효능감은 구직

활동에 정 인 태도이지만, 실제로 이력서나 자기소개

서 비와 작성, 희망취업처의 정보탐색과 면 비 등

의 실제 인 행동이 없으면, 취업성공 이라는 결과도 얻

을 수 없다. 결국, 구직효능감은 구직강도라 표 되는 실

제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것과[15], 유의한 계를 수립할

수밖에 없고, 이는 높은 구직성과로 이어져, 실제 취업

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직무에 한 명료성을 높

이게 되는 것이다[12].

연구 목 의 상이 되는 학생과 련하여 진행된

구직활동 연구들은 인구 통계 변인과 취업성과여부를

규명하는 사회학, 사회복지학 의 연구[16,17,18]와

심리학 경 학 차원에서의 취업 성공을 결정하는 요

인과의 계 검증[12,14,19,20] 주의인 자원 심의 연

구들이 개되었고, 특히 체육 계열과 련한 연구는 쉽

게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최근의 학상황과 취업시장의 상을 반 하듯

체육 계열과 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참가가 구직

효능감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21]와 장진 등[8]

이 보고한 학생의 경력개발활동과 그 필요성의 효과입

증 외에는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체육

계열의 유사연구로 진로교육과 취업, 진로 비 행동과의

계에서 변인간의 유의미성을 보고한 일부 연구들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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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볼 수 있다[22,23,24,25,26,27]. 요한 것은 양질의 차

원으로 늘어난 체육학 공자에 한 구직활동에 한

논의가 미흡하고, 진로교육 역 연구로 국한된다는

이다. 진로교육은 개인의 삶을 통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

고자하는 직업, 비기반 등의 포 인 의미인데 반해

경력개발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진하는 과정으로 개인성장과 직무능력 향상

이라는 보다 구체 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체육계열의 비취업자에 해당되는 고학년들

이 인지한 학의 경력개발지원에 한 인식과 이를 토

로 형성되는 학생의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계

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토 로 학 공차원의 경

력개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체육계열 학생이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구직

효능감과 구직강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 체육계열 학생의 구직효능감은구직강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3. 체육계열 학생이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구직

강도의 계에서 구직효능감은 매개효과가있을

것이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는 서울, 충남과 경상지역에 치한 일부 학

가운데 체육 공자 3·4학년을 모집단으로 설정하 다.

<Table 1> Demographic variables        (n=223)

Variable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Gender
Male 158 70.9

Female 65 29.1

School year
Junior 193 86.5

Senior 30 13.5

School

Location

Seoul 77 34.5

65.5146Local

69.1154Acquired

credits

Over 3.5 credits

30.969Under 3.49 credits

이후,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조사 상 학교의 조

를 얻어 집락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300명을 선정하 다.

최 배포된 자료에서 43부가 회수되지않았고 분석과정

에서 불성실하다고 단되는 자료(무 기입, 이 기입,

일 된 수의 부여 등) 34부를 제외하여 총 223명의 자

료를 상으로 분석하 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성별은 남학생 158명(70.9%), 여학생

65명(29.1%), 학년은 3학년 193명(86.5), 4학년 30명

(13.5%), 학 치는 지방 146명(65.6%), 서울 77명

(34.5%), 평균평 은 B+이상 154명(69.1%), B학 이하

69명(30.9%)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연구 상은 남

학생 주의서울 지방권역 체육계열 3학년이 주를 이

뤘으며, 이들의 평 은 B학 이상으로 추정된다.

2.2 사도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사용하 고, 문항은 인

구통계학 특성 4개 문항, 독립변인으로 체육계열 학

생이 인식하는 경력개발지원 18개 문항, 매개변인인 구

직 효능감 8개 문항, 종속변인인 구직강도 10개 문항, 총

40개 문항을 구성하여 5 Likert 유형으로 제시하 다.

2.2.1 경 개 지원

경력개발지원(career development support)은 개인의

경력을 선택하고 직무와 련된 경험과 자기발 의 과정

으로 자기이해, 공지식, 진로결정 확신 등의 요인을 의

미한다[27]. 본 연구에서는 체육계열 학생의 경력개발

지원인식을 측정하기 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

구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 다[8]. 구체 으로 취업

비를 한 지원 로그램, 장경험지원 로그램에 한

인식과 소속 교수의 경력개발 동기부여 등의 지원을 의

미하고,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교수지원

.849, 취업 비지원 .878, 장경험지원 .863으로 나타나

충분한 내 일 성을 나타냈다[29].

2.2.2 직효능감

구직효능감이란 구직활동에 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

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일종의 구직 활동에 한 자기 효

능감을 의미한다[1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

된 측정도구를 토 로 재구성하 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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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나는취업정보를찾는 방법에 해 잘 알

고 있다”, “취업 지원서 작성법을 잘 알고 있다”, “취업에

도움 될 만한 자격 혹은 기술을 보유했다”, “인터뷰 방법

을 잘 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잘 찾는다.” 의 문항으

로 해당요인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은

.874으로 나타났다.

2.2.3 직강도

구직강도는 실제 으로 구직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 를 들면 이력서의 작성, 구직 희망기업에 연락하

기가 이에 해당된다[15]. 구직강도는 2가지 형태로 측정

될수있는데[30], 본연구에서는 비구직강도(preparatory

job search intensity)에 한 내용으로 “구인 고보기”,

“이력서 작성연습”, “취업 문기 가입”, “기업탐색(분

석)”, “기업정보 학습” 등의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 으며, 해당요인의 신뢰도 계수

인 Cronbach‘s alpha 값은 .878로 나타났다.

2.3 지  타당   신뢰도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 로 구성된 설문지를 스포

츠경 학 교수 1명과 스포츠 교육학박사 1명의 총 2명의

문가들이 문항의 합성을 논의하고 내용타당도를 확

보하 다. 한 체요인의 합성을 악하기 하여

다차원으로 구성된 모든 문항 검증을 <Table 2>와 같이

실시하 다. 각 요인의 표 화계수의 경우 경력개발지원

의 취업 비지원은 .745∼.801, 장경험지원 .764∼.859,

교수지원 .791∼.828로 나타났고, 구직 효능감 .691∼.840,

구직강도 .678∼.874 로 나타나 모든 요인이기 치 .05를

충족시키고 있으며[31], 더불어 단일 차원의 개념 신뢰도

값은 .734∼.830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인에 한 선행연

구에서 제시된 이론을 토 로 설정된 변수 간의 계 성

립여부에 한 검증을 해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 고, 산

출된 분산추출지수(AVE)값을 통해 각 변수가 측정하는

항목에 해 연구에서 의도한 차원의 형성여부를 실증

<Table 2> Factor analysis and Internal consistency

Factor Question β S.E t-vaule(C.R) p CR AVE

Career

Develo

pment

Support

Support

preparation for

employment

Support preparation for employment 1

Support preparation for employment 2

Support preparation for employment 3

Support preparation for employment 4

Support preparation for employment 5

.750

.745

.767

.801

.779

.094

.095

.080

.096

11.099

11.355

11.900

11.548

.001

.001

.001

.001

.772 .565

Support an

experience

Support an experience 1

Support an experience 2

Support an experience 3

.764

.858

.859

.095

.088

13.199

13.184

.001

.001

.830 .670

Encouragement

of professor

Encouragement of Professor 1

Encouragement of Professor 2

Encouragement of Professor 3

.799

.828

.791

.081

.082

12.766

12.312

.001

.001

.795 .610

Job search

efficacy

Job search efficacy 1

Job search efficacy 2

Job search efficacy 3

Job search efficacy 4

Job search efficacy 5

.840

.839

.603

.831

.691

.079

.069

.076

.074

9.595

11.458

14.921

15.143

.001

.001

.001

.001

.776 .573

Job search

intensity

Job search intensity 1

Job search intensity 2

Job search intensity 3

Job search intensity 4

Job search intensity 5

.678

.807

.788

.874

.701

.109

119

.116

.114

9.489

11.454

10.524

10.696

.001

.001

.001

.001

.734 .517

χ²=330.556(df=179, p<.000), SRMR=.049, RMSEA=.062, TLI=.940, CFI=.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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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집 타당성을 검증하 다[32]. 변인별 확인

요인분석은 합도 기 으로 χ²=330.556(df=179, p<.000)

로 부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CFI=.948, TLI=.940,

SRMR=.049, RMSEA=.062로 합도 지수 값이 최 (권

장)수 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력개발지원 구인요소는

취업 비지원, 장경험지원, 교수지원의 다차원으로 구

분되나 연구의 목 이 경력개발지원과 구직효능감 구

직강도의 효과검증인 을 반 하여, 모델 단순화 작업

인 항목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 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구성된 확인 요인분석의 요인부하

량 모델 합도의 수치가 더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항목 묶음을 토 로 분석한 연구가 일부 편향 인

결과로 단될 수 있음을 제시하 으나[32], 본 연구에서

는 체요인에 한 타당도와 항목 묶음을 활용한 연구

타당성검증에서 그차이가 미묘하고, 이미 <Table 2>를

토 로 합성 검증을 확보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된 연구모형의확인 요인분석

을 재차 실시하 고, <Table 3>와 같이 모든 기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p<.001)으로 요인이 재되어

체 모델분석으로 이용하 다.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actor & Question β S.E CR AVE

CDP

Support preparation for

employment
.836

.860 .717
Support an experience .858 .084

Encouragement of professor .779 .078

Job

search

efficacy

Job search efficacy 1

Job search efficacy 2

Job search efficacy 3

Job search efficacy 4

Job search efficacy 5

.841

.839

.598

.833

.691

.074

.076

.069

.079

.771 .566

Job

search

intensity

Job search intensity 1

Job search intensity 2

Job search intensity 3

Job search intensity 4

Job search intensity 5

.681

.804

.789

.871

.702

.077

.078

.076

.076

.734 .517

χ²=123.685(df=62, p<.000), RMR=.047, RMSEA=.067, TLI=.955, CFI=.964

2.4 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에게 설문의 내용을 설명하

고 조사목 에 해 조를 구한 후, 자기평가 기입법으

로 응답하게 하 다. 응답된 자료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

거나 일정시간 이후 회수 하 다. 회수된자료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단된 자료를 제외한 후 도우용 통계패

키지 로그램인 SPSS 20.0 version으로 빈도분석, 상

계분석을 실시했고, AMOS 20.0 version을 통해 확인

요인분석, 가설 검증을 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 : SEM)을 실시하 다.

3. 결과

3.1 변 간  상 계

각 요인간의 별타당성 검증을 해 상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경력개발지원과 구직 효

능감, 구직강도 모두에서 정(+) 인 상 계를 보이고

각 요인 간에 산출된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값인 각

선 행렬의 수치가 각 요인의 상 계수의 제곱보다 크므

로 요인 간에는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32].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CDP JSE JSI

Career

Development Support
.717a)

Job search efficacy .444** .566a)

Job search intensity .332** .745** .517a)

p**<.01, a)= AVE value

CDP:Career development support, JSE:Job search efficacy, JSI:Job

search intensity

3.2 변 간  과 계

3.2.1 연 형 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력개발지원과 구직 효능감

구직강도의 계를 구성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Table 5> 과 같이 χ²=123.685(df=62, p=.000)로 나타났

고, SRMR=.047, RMSEA=.067, TLI=.955, CFI=.964로 본

연구모형의 합성을 확인하 다[35,36].

<Table 5> Research model Fit

χ² df p SRMR RMSEA TLI CFI

123.685 62 .000 .047 .067 .955 .964

3.2.2 연  가 검   매개효과 검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Table 6>과 같이

각 변인들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체육계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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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구직 효능감에 향을 미쳤

고(β=.524, t=6.872, p<.001) 구직 강도에는 향을 미치

지 않았으며(β=-.087, t=-1.409), 둘째, 구직 효능감은 구

직 강도에 향을 미쳤다(β=.900, t=11.672, p<.001). 더불

어, 체육계열 학생이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구직강도

간의 구직 효능감은 두 변수 간에서 완 매개하여(β

=.434, p<.004), 구직강도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7>과 같이, 두 변수간의 완 매개모형의 합도 검증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완 매개모

형은 χ²=125.679(df=63, p=.000)로 나타났고, SRMR=.049,

RMSEA=.067, TLI=.955, CFI=.963으로 합하고 불완

매개모형과의 차이가 χ2=1.994, Δdf=1 로 나타나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자유도 1에서 χ2값이 alpha = .01 수 에서

2.70이하로 나타나 완 매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35].

간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해 반복횟수 1000번, 통계

유의성 신뢰구간 95%(Bias-Correctedcon Fidence

intervals)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수행한 결과, 유의도값이

p=.004 로 나타나 경력개발지원과 구직강도의 계에서

구직 효능감의 매개효과(완 매개)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체육계열 학생이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인

식과 구직강도 계에서 구직 효능감은 매개(완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가설 1에서 구직효능감은 채택, 구직강

도는 기각되어 부분 으로 유의하고, 가설 2는 구직효능

감과 구직강도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채택됨을 확인하

으며, 가설 3도 부트스트래핑을 수행하여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그 유의성을 규명하여 가설이 채택됨을 확인

하 다.

4. 논 의

본 연구는 체육계열 학생이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구직효능감 구직강도의 계를 규명하고, 경력개발지

원 인식과 구직강도 간의 구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 것에 그 목 이 있었다. 개별 인 가설 검증결과

를 토 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 다.

첫째, 체육계열 학생이지각한 경력개발지원은구직

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이는 구직에 한 자

신감, 역량 효과에 해 정 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학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로그램 참여집단이 비참

여 집단에 비해 높은 구직효능감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2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경

력개발을 한 취업 비 로그램의 제공이 학생의 경

력개발을 해 정 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한 문 학생의 취업지원 로그램이 구직효능

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의해 지지받고

[39], 더불어 문 학생의 커리어 코칭 로그램이 구직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된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

으로 해석된다[40].

더불어 학졸업 정자의 취업지원 로그램 참여여

부와 종류가 구직효능감에 정 이라고 보고된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41], 향후 경력개발을 해서는 공 합

성이 포함되는 차별 이고 특화된 로그램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Table 6> Results of Path Analysis

path β S.E. C.R(t) Sig 평가

CDP → Job search efficacy .524 .086 .588 6.872*** 채택

CDP → Job search intensity -.087 .088 .492 -1.409 기각

Job search efficacy → Job search intensity .900 .098 1.025 11.672*** 채택

*p<.05, *** p<.001

<Table 7> The Result of mediating effect 

path
95% Confidence Interval

indirect effects Lower Upper

CDP → Job search intensity 434.(p=.01) .377 .677

model χ² df p SRMR RMSEA TLI CFI

Effect of full

parameters
125.679 63 .000 .049 .067 .955 .963

Δχ2=1.994, Δ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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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체육계열 학생이 지각한경력개발지원은 구직

강도에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일반 으로 구직행동과

련된 연구들에서 높은 구직 강도는 실제 취업 성공으

로 이어짐은 물론, 구직활동 시간 노력을 감소시키는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상이 실제 구직행동을 수행하는 4학년이 아닌, 3학년

으로 표집 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강도는 구직목표나 구직기술에 비해 더 극 인

구직행동의 실제 행 이다. 따라서 이력서의 작성, 희망

취업기 의 정보탐색 등 극 인 행 인 반면, 조사

상자의약 65%( 학 3학년)은 실제 구직행동에서는한계

성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학에서 졸업을

앞에 둔 4학년만을 한 경력개발지원보다, 장기

의 학년별, 단계 경력개발의 필요성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학생의 경력계획이 실제 고용가능성에

도움을 주고, 공몰입과 창의성이고 정 으로 작용하

며, 자기주도 경력계획수립과 고용가능한 창의형 인재

로 성장할 수있는요소로평가됨을강조하며 취업외 효

과가 있음을 제시하 다[7]. 따라서 학 자체에서 인

자원개발의 이론 시사 과 아울러 실질 인 경력개발

을 한 실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체육계열 학생의 구직 효능감은 구직 강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게 연구에서 구직효능감과

구직 강도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15]

는 구직자의 구직 강도를 결정하는 선행요인으로 구직

효능감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구직 효능감이 구직 강

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구직효능감이 구직의 어려움이나

높은 불안수 에서도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역할을 수

행함을 강조하 는데 이는 구직 효능감이자기 효능감과

유사하게 해석되어 높은 과제 난이도와어려운 환경에서

도 노력하는 이 구직상황에서도 동일하게작용됨을 강

조한 것이다[12]. 한청년구직자의 높은 구직강도는 자

신의 원하는 직업을 잘 알고, 이를 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에 한 명확한 인식이 가능함을 강조하며[14], 이러

한 상이 구직에 한 정 마음가짐, 자신감에 의해

생됨을 강조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체육계열 학생의 경력개발지원은 구직

효능감을 완 매개하여 구직강도에 향을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경력개발 자체가 실제 구직을 한 행 로

이어지기보다는 경력개발에 한 지원과 인식이 취업

비에 한 계획, 사 경험 등 장체험으로 구성되는 특

성으로 실제 취업에 있어서의 자신감 등의 구직 반에

한 정 인 정서로 이어지고, 이를 토 로 실제 고용

가능성을 높여 주리라 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연

구에서 청, 장년 학생의 구직강도의 선행요인으로

구직효능감을 제시하고, 구직효능감을 매개로 구직강도

가 높아짐을 보고하여 본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12,14,18].

학생이재학시 을활용하여, 원하는직업을 선택하

고 취업에 성공하는 것은 이상 인 일이다. 따라서 학

생 스스로는 물론, 학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기

울이고, 그런 의미에서 취업을 한 노력의 지속성은 실

제 취업률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학생의 높은 구직 효능감은 연구결과처럼 실제 취업으로

이어가는 요한 요소가 되므로 장기 에서 구직효

능감 형성이 요한 이유이다.

5. 결   언

5.1 결  

본 연구는 체육계열 학생의 경력개발지원과 구직효

능감 구직 강도의 계를 분석하는데 목 이 있었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계열 학생이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구직

효능감에 향을 미쳤지만, 구직강도에는 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의 학교육에서 경력개발보다 학 체

공별로 취업지원 로그램 주로 제공되는 실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별 특화, 학년을 고려한 단계

근을 토 로 수요자 심의 경력개발이 필요하며, 더불

어, 경력개발활동을 통해 취업을 비하는 비구직자들

이 높은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 역의구조화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체육계열 학생의 구직효

능감은 구직강도에 향을 미쳤다. 구직에 한 높은 자

신감은 실제 구직상황에서도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생에게 필요한 취업역량을 인지시키고 이를

사 에 비시키므로 실제 취업에 도움을 수 있는 태

도 형성이 매우 요하다.

끝으로 체육계열 학생이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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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강도 사이에서 구직효능감은 완 매개효과가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취업을 비하는 과정에서

생되는 자신감은 불확실한 진로(직장과 직무설정의 불확

실성, 미인지, 모호성 등)를 명확하게 해석하는필수 요건

일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구직에 한명확한 이해는 효

율 인 결과를 기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학에

서는 학년별로 경력개발의 단계 활용(필요성과 목표설

정, 구직을 한 한 차와 계획 수행 등)이 필요하

리라 단된다.

5.2 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상을 통하여 후속연구

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 상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었고, 실제

취업 비생을 3·4학년으로 표집하여 조사한 것에 비해

자료수집과정에서 상 으로 4학년이 게 조사된 은

실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한부분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조사 상의 범 에서

의 확장된 연구가 시 하며, 나아가 실제 취업한 취업자

를 토 로, 경력개발에 한 성과 주에 한 연구와 취

업 비생과의 인식차이를 비교하는 차원의연구가 필요

하고 이를 토 로 경력개발의 당 성을 확장시킬 수 있

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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