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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여 생의 취업 비와 한 련이 있는 자기개발역량과 취업 비도를 구조 으로 분석하여

그 향 계를 악하고, 취업 비도 향상을 해 집 해야할 요인을 악하여 궁극 으로 여 생의 취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 차와 방법에서 자기개발역량과 취업 비도에 한 변수를 상세화하고 연구모형을 생성하 으며, 변수간의

향 계를 구조 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모형을 개선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 취업 비도 향상에 가장 요한 변수

는 경력개발능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자아인식능력과 자기 리능력이 경력개발능력의 매개효과에 의해 취업

비도에 정 향을 가진다는 것을 밝 낸 것이며, 특히 경력개발능력이 여 생의 취업 비도 향상에 결정 인 변수라

는 것을 밝힌 것이다. 자기개발능력의 향상을 한 새로운 교육정책의 입안은 여 생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하며,

향후 연구에서 구체 인 교육 방안과 실행에 한 사례분석이 본 연구를 기반으로 더욱 발 되어 나타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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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elf-development competency on employment 

readiness for job achievement of women’s university students and to enhance the recruiting rate of female students 

ultimately. This paper classified the factors of self-development competency and employment readiness and defined 

a new research model. This study is meaningful what self-development competency is actually helpful for female 

undergraduates to get a job. Both self-recognition skill and self-control skill have positive primary effects on their 

career development skills in self-development competency. Career development skills has a positive secondary effect 

on not only their goal setting for job seeking but also their searching for job inform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career development skills is of paramount importance so as to improve employment readiness. It is expected that 

executable education policies and cases can be more developed on the basi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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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이 가지는 재학 가장 큰 심은 졸업이후

자신의 진로일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어느 시기보

다 높은 실에서학생들은 미래에 한 고민이깊다. 취

업 경쟁에서 남학생에 비하여 상 으로 열 에 놓인

여 생의 경우에는 취업에 한 스트 스와진로에 한

고민이 더욱 가 된다. 고민의 내면에는 진정으로 자신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모르는것에원인이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성이나 흥미에 한 진지

한 성찰이 부족하여, 진로설계나 취업 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취업 비에 도움을 주기 하

여 학교와 정부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 문제기반 학습, 로젝트기반 학습을 수업에 용

하거나 교양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직업기 능력을 향

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표 인 이다. 국가직무능력표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직업기

능력 에서 자기개발역량은 학생 스스로자신에 하여

인식하고, 자기 리를 통해 정 인 마음과 합리 결

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미래의 경력에 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는 략을 구상하는 능력

인데, 취업 비와 한 련이 있다. 취업 비도가 높

은 학생은 문 이고 도 인 경력에 심을 가지며

[2], 학생 에서는 고학년일수록, 그리고 남학생일수

록 비도가 높은 편이다[3].

본 연구에서는 재학 인 여 생들의 자기개발역량과

취업 비도의 하 변수들이 어떠한 계로 연결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자기개발역량은

취업과 한 련이 있지만, 어떠한 변인들이 인과

계를 가지는지 충분한 연구가 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기개발역량과 취업 비도에 한 변인들을 도

출하고 변인들 간의 향 계를분석함으로써 취업 비

도에 한 련이 있는 자기개발역량의세부 인 변수

들을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

생들의 취업 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한 기 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적 배경

2.1 기개발역량

자기개발역량은 직업기 능력 하나이며, 핵심 인

학습역량에속한다. NCS가 문 학을 심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문 학이 그동안 학습자와 산

업체 심이 아닌 교수나 학행정 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4]. 한 산업체

나 실무 장의 요구가 교육내용으로 충분히 반 되지 못

하고 있다[5]는 비 도 있다. 직업기 능력은 산업 장에

을 둔 능력으로 부분의 직종에서 성공 인 업무수

행을 해 공통 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한

다[6].

자기개발역량을 갖추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학교에

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없으며,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찾아서 직장이나 산업 장에 필요한 지식

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자기개발역량은 취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지속 으로 성

장하기 해 재학시 의 자기개발역량이 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기개발역량은 자기 자신에 한 이해와 성공 인

사회생활을 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 으로 개발 리해

나가는 능력이다[7]. 자기개발역량은 세 가지 하 능력으

로 구성되는데, 자신의 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자아정

체감을 확고히 하는 자아인식능력, 자신의 행동을 통제

하고 리하며 합리 이고 균형 으로 조정하는 자기

리능력, 자신의 진로에 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경력개발능력이 바로 하

능력이다[8].

자아인식능력은 자아성찰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

기 자신의 정서와 능력에 한 이해와 조 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목 을 발견하고 이를 실 하기 해 자기

를 설계하는 능력이다[9]. 자기성찰능력은 청소년기에 주

로 발달하는 인지능력으로[10], 청소년기에 자기통제와

자아인식이 발달하면 충동을 조 할 수 있게 되고 정서

인 규제능력도 향상된다[11]. 청소년들은 자아인식이

증가하면서 자기성찰도 증가한다[12]. 자아인식은 자신

이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에 하여 우려하거

나, 반 로 타인의 존재에 한 불편감을 인식하는 것이

다[13]. 여 생의 학창시 은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으

로서의 자아인식을 통해 자아정체성이 결정되는 시기이

다. 자아정체성이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 불안정감, 불확

실감, 단 감 등의 감정을 갖게 되어, 사회 응력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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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부정 인 사람이되기 쉽다[14]. 자아인식은 자신

이 구인지에 한 의문을 갖고 해답을 찾으려 하며

[15], 그 결과로 자신감 있는 정 인 사람으로 성장하

게 되면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할 비가 된다. 자신감,

정 인 마음, 독립심, 자아만족감 등은 자아존 감과

한 련이 있으며, 자아인식능력이 발달하면 스스로

에 한 만족과 존 감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을 많이 시

도하게 되며, 스스로의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 자아인식

을 시작하는 지표는 타인의 기 에서 자신의 외형 행

동을 평가함으로써 시작되는데[40], 여 생의 경우 취업

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졸업 후의 본인의 모습을 재

와 비교하거나, 우들과 비교하여 재 본인이 취업에

어떠한 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평가해 으로써 자아

를 인식하게 된다.

자기 리능력은 개인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 하고, 장애를 극복하며 인

내하는 능력이다. 자기 리능력을 키우기 하여 유학

도덕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연구[16]도 있으며, 개인

의 건강이 필수 으로 우선시되어야 함을강조하는 연구

[17]도 있다. 즉, 자기 리는 정신 리와 신체 건강

리가 하게 련이 있다. 자기 리는 자아성취를

해 스스로 환경과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며[18], 자신의

행동에 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강조한다[19]. 자아성취

는 개인이 목표를달성하는 것이 될 수도있으며, 완 성

을 향한 잠재력의 성취도 될 수 있다[20]. 개인들의 자아

성취 정도는 능력의 발휘, 능력의 개발, 이상의 실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21], 능력발휘는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성과를 달성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주 의 좋은 평가 혹은 평 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능력개발은 지식과 기술, 혹은 태도를 배우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주도 인 학습역량 혹은 극

인 문제해결능력등과 련이 된다. 이상의 실 은 자

기의 목표를 실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생의 의미와 스

스로 성취한 결과에 하여 보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

다[22].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여 이상을 실 하는 것은

모두 철 한 자기 리부터 기 가 되어야 하며, 자신의

신체건강과 올바른 정신이 우선 으로 리될수 있어야

한다.

경력개발능력은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력을

개척하기 한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경력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경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인지 단하여 지속 으로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경력으로 변신

하기 한 동기를 갖기 해진취성, 가치성, 경쟁성요인

들이 필요하며, 직무만족에도 정 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23]. 경력개발능력은 일생동안 필요한 능

력이며, 건 한 사회인으로서 성장과 발 을 지속 으로

경주하기 한 역량이다. 조직의 차원에서도 임직원의

경력개발을 한 꾸 한 노력이 필요하며, 조직문화의

방향성과 인 자원 리를 한 방안을 제시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24].

학생들에게 경력개발능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은 교양과목을 통해 경력개발에 한 차를 제시하고

자신의 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4]과 수업에서 몰입을 통해 자신의 창의성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25]이 있다.

2.2 취업 비도

취업 비도는 취업가능성과 한 련이 있다. 취업

가능성은 취업 비도 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을 지칭하

며, 고용가능성이라고도 한다. 취업가능성은 노동시장에

서 새로운 고용안정을 획득할수 있는 가능성의 인식[26]

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취업가능성은 취업희망자가 재

소속된 조직이나 미취업 상태로부터 외부의 새로운 조직

으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27]이다. 취업가

능성은 외부 고용시장 환경, 취업정보의 공개여부, 조직

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구직자의 조건과 일치할 확률

등 외부 인 여건에 따라 그 가능성이달라질수 있는반

면, 취업 비도는 구직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미리 갖추어진 수 이다. 학생의 취업

가능성을 구성하는 하 역에는 자신감, 외부노동시장

의 상황, 학의 유명성, 공의 인기등이 있다[28]. 취업

가능성의 하 역을 제시한 다른 선행연구[29, 30]에서

는 ‘취업을 해 요구되는 비행동’을 요시 하는데, 이

러한 비행동에는 구직기술 습득, 직업정보 탐색, 구직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취업 비도는 구직자가 취업을 해 외부 인 요인에

향을 받기 보다는 스스로 비하는 과정에서의 충실성

에 따라 결정된다. 취업 비도는 자신과 직업에 한 탐

색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습득 경력 리를 통해 고용을

획득하고자 하는 비의 정도[31]를 의미한다.

학생의취업 비와 련된 연구[3]에서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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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이 23%이상, 4학년이 19%이상 진로를 결정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 2학년의 경우에는 직업에

한 비도가 고학년에비하여 더욱 낮아진다[32]. 직업

선택 시 남학생의 경우 수입과 연 을 기 으로 하는 반

면, 여학생은 성과 흥미를 기 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33]. 취업 비도가 높은 학생은 문성이 있는 경력

이나, 도 인 경력에 심을 두는 반면, 취업 비도가

낮은 학생은 안정성을 추구하며 일과 가정에서 동시에

돌볼수 있는 경력에 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2]. 졸

업을 앞둔 학생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해서는 충실

한 취업 비가 필요하며, 취업 비도가 높은 학생은 취

업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skills questions operational definition

self-
recognition

skill
4

- concept of self-awareness and
self-discovery

- discovering her own value in relation to
others

- identifying her own aptitude and
interest

- searching new challenges and
executive ability

self-
control
skill

4

- understand the health of the body
- sleep management and weight control
- keep positive mind and mental health
- maintain confidence by life control

career
develop
skill

4

-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areer
development

- establish and manage a career
development plan

- Understand industry trends and
opportunities for career development

- Identif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areer
development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Self-development

3. 연 계  방법

3.1 기개발역량 척도

여 생들의 자기개발역량의 측정항목은 NCS의 직업

기 능력에서 자기개발역량의 세부능력 기 에 따라 자

아인식능력, 자기 리능력, 경력개발능력으로 구분하

다. 자아인식능력을 측정하기 한 척도는 이혜정[34]과

김희선, 김 란[35]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만든 황나

[36]의 자아인식 설문을 활용하여 여 생에게 질문하기

에 합하도록 수정하 다. 자기 리능력을 측정하기

한 척도는 허정훈[19]의 연구에서 신체 인 건강 리와

정신 리에 한 부분을 발췌하여 여 생의 건강 리

와 정신 리에 합하도록 수정하여 활용하 다. 경력개

발능력은 Hirschi 등의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발췌하

여 번안하여 사용하 다[37]. 설문지는 3개의 세부능력으

로 구성된 총 16개 문항이다. Table 1는 설문문항의 세부

능력별 조작 정의를 보여 다. 응답형식은 Likert 5

척도를 사용하 다.

3.2 취업 비도 척도

여 생들의 취업 비도 척도는 김성남과 정철 이 개

발한 ‘ 학생의 고용가능성진단도구’에서 구직 비도

역의 구직목표설정과 구직정보탐색 부분을 발췌하여 취

업 비도라는 명칭으로 설문에 활용하 다[31]. 취업

비도 설문지는 2개의 세부 역으로 구성된 총 21개 문항

이다. Table 2는 세부 역별 정의를 보여주며, 응답형식

은 Likert 5 척도를 사용하 다.

specific area questions definition

goal setting for
job seeking

9

- The extent to which she sets his or
her job goal specifically based on
her awareness of interests, aptitude,
personality, and values

searching for
job information

12

- The extent to which she have
searched for prospects,
qualifications, skills required,
methods of employment, labor
market structure, etc.

Table 2. definition of employment readiness

3.3 초기 연 모형

여 생의 자기개발역량과 취업 비도의 향 계를

분석하고자 기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외생변인에 속

하는 자기개발역량 요인과 내생변인에 속하는 취업 비

도 요인 간의 계는 Fig. 1과 같은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설계하 다.

기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

는 가설은 자기개발역량이 우수한 여 생이 취업 비 측

면에서도 정 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다. 설

문조사로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8.0의 탐색 요인분

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 재량

이 0.4미만인 것은 타당성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 제거

하 다[41]. AMOS 18.0의 확인 요인분석과 연구모형

합도 분석 결과에 의해연구모형의 개선이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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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itial research model

items

Factor loading

self-recogni
tion skill

self control
skill

career
develop skill

goal setting
for job
seeking

searching
for job

information

1 .554

2 .703

3 .701

5 .670

6 .749

7 .825

8 .732

9 .817

10 .731

11 .773

12 .691

15 .692

16 .703

17 .762

18 .621

19 .505

20 .574

22 .721

23 .682

24 .734

25 .701

26 .826

27 .743

28 .621

33 .631

deleted 4 13,14,21 29,30,31,32

Table 3.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3.4 연 모형  수정과 적합도 분

탐색 요인분석에서 일부측정항목을 제거하고, 확인

요인분석과 연구모형 합도 분석과정에서 연구모형

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결과를 도출하 다. 5건의 지수

(CMIN/DF, RMR, CFI, IFI, RMSEA)는 합도 기 과

비교하여 부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지수(GFI,

NFI)는 합도 기 에 약간 미달하지만 부 합한 수 은

아닌 것으로 단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함에 있어 문제

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악하 다(Table 4 참조).

index analyzed fit standard results

CMIN/DF 1.366 ≤ 2.0 fit

RMR 0.050 ≤ 0.05 fit

GFI 0.815 ≥ 0.9 good

CFI 0.946 ≥ 0.9 fit

NFI 0.827 ≥ 0.9 good

IFI 0.947 ≥ 0.9 fit

RMSEA 0.055 ≤ 0.1 fit

Table 4. Goodness of fit for research model

연구모형의 합도 분석과정에서 수정된 연구모형은

Fig. 2와 같다. 개선된 연구모형에 한 이론 논리를 살

펴보면 취업 비는 자아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며, 자아인식을 통해 자기통제와 경력개발을 해야 할 이

유를 찾는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Fig. 2. enhanced research model

취업을 해 필요한 비는 결국 경력개발이라는 것

을 여 생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논리 구조를 가진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수정에 따라 가설은 아래와 같이 설

정되었다.

가설 1: 여 생의 자아인식능력은 자기 리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여 생의 자아인식능력은 경력개발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여 생의 자기 리능력은 경력개발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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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여 생의 경력개발능력은 구직목표설정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여 생의 경력개발능력은 구직정보탐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  결과

4.1 기초통계 결과

2017년 10월 우리나라 경기도 소재 K여자 학교에

재학 인 여 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 한설문으로 응답된총 120개의 설문

결과를 본 연구의 상으로 하 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

균 20.7세이며, 19세에서 29세까지 분포되어있지만 20세

(50명)와 21세(36명)가 주류를이룬다. 학년 별 구성을살

펴보면, 2학년이 49명(40.8%), 3학년이 62명(51.7%), 4학

년이 9명(7.5%)이다.

4.2 탐색적 분 과 신뢰  분

연구모형을 한 잠재변인들이 얼마나 신뢰가 있고

타당성 있게 측정되었는지 알아보기 해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SPSS 18.0을 활용하여 각 측

정항목들이 유의하게 요인 재량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

기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variables skills and areas
Cronbach’s

Alpha

exogenous

self-recognition skill 0.741

self control skill 0.864

career develop skill 0.900

endogenous
goal setting for job seeking 0.887

searching for job information 0.907

Table 5. Variables and Crobach’s Alpha

신뢰성 분석은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정도를 악하

기 하여 크론바하 알 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탐색

요인분석의 결과로 일부 측정항목을 제거한 이후 크

론바하 알 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모두 0.6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확 적 분 과 신뢰  분

확인 요인분석은 각각의 요인에 하여 측정변인들

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한 분석방법인데 본 연구에서

는 AMOS 18.0으로 분석하 다. 확인 요인분석과정에

서도 타당성을 해하는 일부 측정변인을 제거하고, 연

구모형을 수정한 결과 X


= 366.006(df = 268, p=0.000)

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의 표 화 요인 재량은 모두

0.6이상이 유지되었으며, p = 0.000의 수 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가  검  결과

가설검증을 한 분석 결과, Maximum Likelihood

Estimates에서 Regression Weights은 아래의 Table 6과

같다. C.R.을 기 으로 볼 때 모든 수치는 ±1.96이상으로

유의한 수 이다. p값을 기 으로 살펴볼 때에 1번, 4번

가설은 p < 0.05의 수 에서 유의하며, 5번 가설은 p <

0.005수 에서 유의하다. 나머지 2번, 3번, 6번, 7번 가설

은 p < 0.001수 에서 유의하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모든 가설은 채택

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인식능력

은 취업 비도에 직 인 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

리능력과 경력개발능력에 향을 미치고 취업 비도에

는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리

능력은 자아인식능력으로부터 직 인 향을 받고, 경

력개발능력에 직 인 향을 미치지만 취업 비도에

는 경력개발능력을 통해 간 인 향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개발능력은 자아인식능력과 자기

Table 6. path analysis verification results   

hypo paths
Standardized Regress

weight
S.E C.R p

1 self-recognition skill -> self control skill .719 .146 5.693 ***

2 self-recognition skill -> career develop skill .423 .145 2.894 .004

3 self control skill -> career develop skill .405 .138 2.948 .003

4 career develop skill -> goal setting for job seeking .728 .099 7.129 ***

5 career develop skill -> searching for job information .605 .097 5.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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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능력으로부터 직 인 향을 받아서 취업 비도

에 직 인 향을 미치고, 한 자기개발역량 내부에

서 취업 비도와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둘째, 매개효과를 가진 경력개발능력은 취업 비도의

잠재변수인 구직목표설정과 구직정보탐색에 강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을 비하는 학

생에게 경력개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으로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경력개발능

력은 문 인 미래설계와 미래 경력을 한 계획 목

표의 수립이며, 학생들의 취업 비도를 높여주는 방법은

실 가능성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착실한계획을 수립

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매개효과를 가진 경력개발능력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자아인식능력과 자기 리능력의 향상은 경력

개발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자아인식능력은 여

생 스스로 자신의 성과 흥미를 잘 악하고 새로운 일

을 배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도

록 하는 것이다. 자기 리능력으로는 건강한 신체를 바

탕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

이며, 스스로를 믿고 생활하는 것이다.

5. 결

자아인식능력은 자기개발을 한 가장 기 인 능력

으로, 무엇보다 자아를 먼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가치

를 인식하며 스스로의 성과 흥미에 부합하여 미래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해답을 찾는 능력이다.

자아인식에서 새롭게 도 할 목표를 찾지못한다면 자기

리능력을 한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여 생들이 자신이 처한 실을 인

식하고 취업과 련하여 경력개발을 한계획을 수립하

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자기 리를 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다져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궁극

으로 취업 비도에 충실성이 높아지게 될것임을 암시

하는 것이다.

여 생들의 경력개발을 한 노력은 자신의 구직목표

를 구체 으로 설정하고, 해당되는 목표의 망과 자격

요건 등을 탐색하여 취업 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

한 취업 비는 자기개발능력으로부터 매개효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력개발능력은

요도에 비하여 개발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38], 학의 교양교육에서도 진로교육을 해 자기개

발능력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39]. 경력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그 요성을 이해하도

록 하고 새로운 교육기회를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극

으로 제공하는 것이 여학생들의 취업 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학교의 정책에서 여 생의 취업 비도를

높이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기개발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재 교양과목이나 특강에 의

존하고 있는 자기개발능력향상의 방법에서 공과목의

수업방식을 개선하고 취업에 직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육성함으로써 학

생들의 취업 비도를 높일 수있을 것이며, 이를 한 좀

더 발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K여 생만을 연구 상

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일반화하

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볼 수있으며향후새로운연구

에서 연구 상을 확 할 필요가 있고, 남학생의 경우에

도 본 연구모형을 용해 보는 것은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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