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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대학생은 학교 내에서 배운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학교생활을 토대로 

경력 개발의 방향은 과거의 취업 중심의 형태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쳐 취업과 창업을 선택하기 위한 업의 전환을 고려하는 형태로 바뀌

어가고 있다. 교육의 방향 또한 기존의 지식을 전달받고 암기하는 형식 학습에서 보다 자율적이면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무형식학습과 팀 기반 학습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무형식학습 활동이 구직능력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취업역량에만 

연결시켜왔던 연구에 창업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 및 교육 현장의 팀워크가 중요해짐에 따라 팀 기반 

학습 만족도에 따라 무형식학습 활동이 구직능력과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무형식학습은 구직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창업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구직능력은 대학생의 무형식학습과 창업의도를 완전매개하였다. 셋째, 팀 기반 학습의 만족도는 대학생의 무

형식학습에 따른 구직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구직능력과 창업의도 사이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

구는 대학 내 구직능력과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 무형식학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만족도 높은 팀 기반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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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존의 취업, 창업으로 분리되어있던 대학의 교육 시장과 

취업 방향은 취업과 창업센터의 통합, 취·창업 융합교육 등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 4차 산업 

혁명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잠재적 창업가 양성과 새

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의 취업중심의 대학교육 콘텐

츠와 주입식 교육 방법론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향후 개인의 경력유지나 지속적 고용 여부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량과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

서 직종 내 이동이 가능한 수월성의 제고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있다(남춘호, 2005). 
최근 직장인들은 전직이나 이직 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 잦아지고 한 기업에서 경력을 개

발하기 보다는 다양한 기업에서의 경력 개발하는 것이 더 유

리하다는 사고의 변화도 관측되고 있는 등, 경력에 대한 다양

한 사고를 발견할 수 있다(Son & Whang, 2012). 따라서 진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자

기탐색과 이해를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로를 선

택해 나갈 수 있도록 경력태도에 대한 이해를 길러주고 취업

역량과 기업가적 역량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시킬 수 있는 

교수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창업이나 취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에서 창업을 하기도 취업을 

하기도 하는 형태를 띠게 되면서 업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진로선택을 이끌어가는 태도는 기존의 지식을 전

달받고 암기하는 형태의 교육보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더 크

게 발휘된다. 이러한 무형식학습을 유도하는 새로운 환경 속

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태도는 즉각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적응학습과 새로운 행동 및 지식을 유발하는 생

성학습, 그리고 상호작용 패턴 인식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

는 전환학습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성인초기

인 일반대학생들은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

자 사회적 활동과 학습활동의 기회가 많은 시기여서 다양한 

학습경험이나 활동에 의해 개인의 진로결정에 대한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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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때는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자 사회적 활동과 학

습활동의 기회가 많은 시기여서 다양한 학습경험이나 활동에 

의해 개인의 진로결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가

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학습자와

는 다른 특성을 지닌 성인초기 대학생들의 무형식학습 활동

은 어떠한지, 이들의 무형식학습 활동이 구직능력을 향상시키

는지, 개인의 진로결정에 대한 선택을 해 나가는데 어떠한 역

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최근 많은 대학수업에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고 협동적으

로 과제를 해결하는 팀 기반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

학에서도 교과수업 외에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이나 커뮤니티

의 참여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팀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구조화된 팀 체제 기

반의 교수·학습방법이다. 
또한, 팀 기반 학습은 진로교육이란 큰 틀에서 볼 때 주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성공적인 진로교육이 되기 위

해서는 학습자와 함께하는 강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 무엇보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참여가 있어야 한다. 
팀 기반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

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러한 팀 기반 학습은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습방법이긴 하나, 대형 

강의가 많은 대학의 상황에서는 실제 학습자가 느끼는 팀 기

반 학습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기존의 취업과 창업으로 양분화 되던 

연구에서 벗어나 취·창업이 혼재되어있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무형식학습 활동이 구직능

력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기존의 취업역량

에만 연결시켜 왔던 연구에 창업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시사

점을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Ⅱ. 연구배경

2.1 무형식학습

학습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직결되는 요소로,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
과 교수자에 의해 일정한 장소 및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형식학습(Formal learning)으로 나눌 수 있다(Heikkila & 
Makinen, 2001).   
두 가지 유형 중 구조화되고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형

식학습에 비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무형식학습

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Manuti et 
al., 2015).

무형식학습은 초·중·고등교육과 같이 사전계획에 따라 일정

한 시설, 환경, 시기가 정해져 이루어지는 형식학습(formal 
learning)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을 개인의 삶의 장면 

속에서 채워가는 경험적·실천적 학습이다(차승봉 외, 2014). 
기존의 획일화되고 교수자 중심의 학습형태에서 자유롭고 학

생 참여 중심의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무형식학습은 더

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Keith et al.(2016)은 무형식학습이 직장 내 학습에 있어 중요

하고 직장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연구에 더해 창업

가의 성공이라는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인 주

도성은 무형식학습에서 주요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계속

학습을 동기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이영선·유기웅, 2012). 
무형식학습 활동의 다양한 주체 가운데 일반대학생은 연령으

로 보면 성인학습자(만18세 ~ 80세)에 포함되지만, 이들은 여

전히 중·고등학생과 유사하게 상대평가를 통한 경쟁 환경 속

에 놓여있다. 또한, 이들은 주로 입시위주의 주입식 정규교과

과정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에 학습과 관

련된 환경에서 여전히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징도 지니

고 있다. 실제로 만18세에서 25세의 대학 학령기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한 주도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는 결과가 일

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이영선·유기웅, 2012). 
무형식학습은 적응학습, 생성학습, 전환학습으로 나타나며 

이 셋은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다시 반복되는 형태를 

띠게 된다(Sessa et al., 2011).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초기 학습단계에서 1차적으로 발생 

가능한 적응학습(Adaptive learning)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적응학습은 비 반사적인 행동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내부

경험을 활용을 통하여 제일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적응학습 단계에서는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

지 고려하지 못한 채(Flood & Romm, 1996) 학습을 진행함으

로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발전하는 시기를 갖게 된다.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경험에서 오는 판단을 통해 더 나은 

방향성을 찾아가게 된다. 
대학생 시기부터 개인이 속해있는 생애단계에서 자신이 관

심 있는 분야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감 있게 직업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진로선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무형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무형식학습은 구직능력을 포함한 고용가능성(조윤형·

남주연, 2017), 혁신행동(서재교·홍아정, 2015)등에 다양한 요

소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학습형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며(최중

석, 2017) 지식이나 기술의 변화, 행동의 영구적인 변화를 끌

어내기도 한다(Sess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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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직능력

구직은 실업이나 현재 직위의 불만족 등의 까닭으로 직업을 

찾는 활동(위키백과, 2018), 학교 졸업 예정자가 첫 직장을 구

하는 것(고재성, 2010) 등 구직자체가 광범위한 차원에서 정

의될 수 있다.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외부 노동 시장에서 실제로 고용안정을 획

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채연희, 
2016). 구직능력은 고용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적인 기술 능력과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구직적인 기술 능력의 두 가지를 모

두 의미한다(Harvey, 2003). 
대학생의 구직에 필요한 능력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대학생의 고용가능성(김성남, 2009), 대학생의 진로개발

역량(박가열, 2009), 대졸 신입사원(송영수 외,  2009), 대학교

수 입장에서 본 대학생의 핵심역량(김동일 외, 2009), 대학생

이 인식하는 핵심역량(김연희 외, 2010) 등이 있으나 구직이

라는 상황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밝히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구직난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요인분석과 다양한 정부 지

원 그리고 이를 통한 대학의 실행 외에도 실제 대학생들의 

구직에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직장에서 고용안정성이 중시되던 과거와는 달리, 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동반되어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최근에는 단기적 고용안정성보다는 지속가능한 고용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백평구, 2013).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고용가능성에 대하여 과거에는 재직자 혹은 성인구

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구직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초점을 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성남, 2009; 백평구, 2013; 
Rothwell et al., 2008). 
가혜영(2019)은 대학생이 인식한 주관적 경력태도가 고용가

능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대학생의 프

로티언 경력태도는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

가정신을 통해 창업의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을 중요시하며 주도적으로 경력을 개발해나가려는 대

학생들의 경력태도는 기업가적 프로세스에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선정(2014)은 구직능력을 고용가능성의 한 요소로 보고 실

업자 직업훈련생들의 고용가능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Harvey(2003)의 고용가능성 개발 및 고용모형과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가능

성 구성요인을 고용에 요구되는 직업 및 구직능력, 직업 및 

구직자신감, 노동시장 수요 인식, 취업 기대수준 조정으로 도

출하였다. 

그 중, 직업 및 구직능력은 고용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 분

야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적인 기술 능력과 관

련 분야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구직적인 기술 능력에 관

한 것으로, 실제 고용 발생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구직능력의 

세부 요소에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전문적인 기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태도’, ‘이력서를 용도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 ‘기업의 요구하는 사항을 담은 자기소개서 작

성’, ‘면접 시 질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구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 ‘관심 있는 기업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여 창업 시에도 필요한 요소도 일

부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구직능력을 포함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개발

함에 있어 Harvey(2003)는 학생들의 고용가능성 측정도구 개

발 절차에서 교육과정, 성찰, 경험 및 능력의 표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Knight & Yorke(2002)는 

USEM 모델을 제안하면서, 주제에 대한 이해(U), 스킬(S), 자

기효능감(E), 메타인지(M)를 고용가능성 개발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Dacre & Sewell(2007)은 CareerEDGE모델에서 경력개

발학습, 근무경험, 전공지식이해, 일반기술, 감성 지능을 기반

으로 성찰 및 평가를 통해 고용가능성이 개발된다는 것을 강

조하였다. 
이와 같이, 구직능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를 이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다

음과 같다. 
대학생의 구직능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학습활동에 몰입하면서 능동적으로 학습관련 

활동에 개입하여 개인의 고용에 요구되는 능력을 개발하고 

배운 것을 현실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기성찰(메타인지), 자기

신념(효능감, 자신감 등)을 통하여 구직능력이 개발되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2.3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s)는 창업 활동에 참여하려

는 의지이며, 창업 행동의 가장 좋은 예측 변수로 인정받아 

왔다(Ferreira et al., 2012). 채연희(2016)는 대학생의 창업의도

란 한 개인이 진로로서 창업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기 이전의 인

지적인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는 국가경제의 활력제고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pero & Sokol(1982)는 예비

창업자가 침체된 조직이나 국가 및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데 필요한 회복력(resilience), 자기 쇄신적(self-renewing)특
성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이 많은 

지역이나 조직 또는 집단에서는 개인의 관심이나 기회를 통

하여 창업가적인 기질이 발현됨으로서 활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이지우, 2000). 창업의도는 계획된 행동이론(T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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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창업행동

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창업의도는 개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다. 개인적 특성 외에 Mueller & Thomas(2001)는 9
개 나라를 통해 문화적 배경이 창업가의 잠재력에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고, Haase & Lautenschlager(2011) 또한, 특정 행

동을 하는 개인의 의지는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적인 요인들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정희·조건(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은 계획적인 경력

개발활동 과정에서 취업과 창업을 다르게 여기고 있으며, 창

업의도의 실행과 관련하여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창업에 대

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을 위한 경력개발활동은 창업의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우(201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및 취업교육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통하여 창업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취업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팀 기반 학습

팀 기반 학습의 만족도는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Mathieu et al., 2008). 다양하게 구성된 팀원들은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관점을 공유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 더 좋

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설립한 회사보다 

팀으로 시작한 경우 더 성공적이다(Cooper & Daily, 1996). 팀 

활동은 서로 다른 정보를 활용(exploitation)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기때문에 팀 중심의 교육과 활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전혜진, 2019).
팀 기반 학습은 교실 내에서 정해진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개인에 의해

서 발생하기도 한다(윤지영·박수정, 2017). 개인 학습을 지향

하는 이들은 형식학습을 선호하고, 비형식학습에 참여하는 개

인은 팀 학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형식학습의 경우 자격

증 및 학위취득의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팀보다는 개인 

학습을 필요한 것(노경란·변정현, 2010)으로 나타나기도 하였

다. 
이러한 팀 기반 학습의 만족 여부는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주요요소이다.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통해 

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Pritchard, 1990). 이러

한 신뢰와 팀 내의 역할, 목표에 대한 성과 등은 구성원의 태

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다. Ashforth(1995)은 한 팀의 정체성이 팀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요소로 보았는데 이러한 요소는 팀 구성원으로부터 다른 

팀 구성원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팀 만족도를 높

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협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대 조직문

화에서 팀 기반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취업 및 창업 

후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5 무형식학습과 구직능력

무형식학습은 개인의 일상에서 직면하는 경험들에 이해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으로 구직능력과 연관된 선

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무형식학습은 업무지식을 쉽게 습득하고, 활용이 용이하다

는 장점(Berg & Chyung, 2008)이 있으며, 직무와 관련된 지식

의 상당수를 무형식학습을 통해 습득하기도 한다(Dobbs, 
2000). 또한 무형식학습은 구직능력을 포함한 고용가능성(조
윤형·남주연, 2017)과 개인의 경력에 대한 경력몰입(배을규 

외, 2013)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력기회의 실현 차원에서

도 중요하다는 연구(배을규·김대영, 2012)에서 봤을 때 예비구

직자인 대학생의 구직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학습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직결되는 요소(Heikkila & 

Makinen, 2001)임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밝혀지면서 팀 학습, 
문제중심학습, 플립러닝, 창업동아리 등 다양한 학습형태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들은 기존의 이론 전

달 수업에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교

수자의 동기부여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는 개

인의 지식공유와 내부경험을 활용하는 무형식학습을 이끌어 

내어 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키게 된다.

2.6 무형식 학습과 창업의도

무형식학습과 창업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인 주

도성은 무형식학습에서 주요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계속

학습을 동기화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이영선·유기웅, 
2012), 무형식학습은 혁신행동(서재교·홍아정, 2015), 창업가적 

성공(Keith et al., 2016) 등에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학습형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며(최중석, 2017) 지식이

나 기술의 변화, 행동의 영구적인 변화를 끌어내기도 한다

(Sessa et al., 2011).

2.7 구직능력과 창업의도

변화하는 취업환경에 경쟁적으로 자신의 구직능력을 인지하

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이나 지식 

및 다양한 역량들을 통하여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게 된다(Fugate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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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학생들의 경력관리를 위한 활동이 취업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향후, 창업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한정희·조건, 2015). 이를 고려해 볼 때, 대학생활의 경력

개발과 관련된 계획된 행동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구직능력을 비롯한 역량들은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조직을 

이끌어보고자 하는 창업의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1인 기업을 꿈꾸는 창업가조차도 고객이나 외주업체와 거래

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팀 학습을 어려워하는 대학생의 경우 

창업을 꿈꾸기 어려울 수 있다.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새

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학습형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

며(최중석, 2017) 이러한 학습의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은 창

업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Haase & Lautenschlager, 2011).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그림 1> 연구모형

무형식학습은 학습자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자기주도성

이 높은 학습이다(Mocker & Spear(1982). 개인의 가치관을 중

요시하고 주도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황에 

제약받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

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활용하는 경

향이 있으며(Crant, 1996) 무형식학습이 혁신행동(서재교·홍아

정, 2015), 창업가적 성공(Keith et al, 2016) 등에 영향을 미친

다.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학습

형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최중석, 2017)는 선행연구

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대학생의 무형식학습은 구직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대학생의 구직능력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대학생의 무형식학습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팀 기반 학습 만족도에 따라 무형식학습이 구직능력

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2: 팀 기반 학습 만족도에 따라 구직능력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3: 팀 기반 학습 만족도에 따라 무형식학습이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 대상 및 방법

무형식학습이 구직능력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교육과 경력환경 변화의 중심에 있는 충청권의 대

학생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대학생들은 교과과정을 비롯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 팀 학습을 접하며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Likert 5
점 척도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2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탐색적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변수별 측정 자료

구분 척도 문항수 선행연구

일반적특성 명목척도 8 -

무형식학습

Likert 5점
등간척도

8
Wong et al.(2009),

전혜진(2019)

구직능력 8
Harvey(2003),
정선정(2014)

창업의도 5

Douglas & Shepherd
(2002),

Fitzsimmons & Douglas
(2011)

팀학습 만족도 1 노현재 외(2011)

Ⅳ.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전체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163개로 그 중 52.8%는 남성, 
47.2%는 여성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69명으로 42.3%, 2학
년이 24.5%, 3학년이 16.6%, 4학년이 16.6%로 1학년이 대다수

를 차지하였다. 학과선택은 73%가 만족과 매우 만족을 나타

내어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의 63.3%가 취업

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

답자가 63.8%, 현장실습을 해본 응답자가 12.9%로 전공과 연

관된 전문적인 일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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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표본 수
(명)

비율(%) 특성 구분
표본 수
(명)

비율
(%)

성별
남성 86 52.8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104 63.8

여성 77 47.2 없음 59 36.2

학년

1학년 69 42.3

자격증

없음 93 57.1

2학년 40 24.5 1개 47 28.8

3학년 27 16.6 2개 17 10.4

4학년 27 16.6 3개 이상 6 3.7

학과
선택
만족
도

매우불만족 2 1.2 현장실습
(인턴)경험

있음 21 12.9

불만족 6 3.7 없음 142 87.1

보통 36 22.1

전공계열

인문사회계 32 19.6

만족 69 42.3 사회계 47 28.8

매우만족 50 30.7 공학계열 6 3.7

취업
지원
센터 
이용
여부

없음 100 63.3 자연계열 8 4.9

1번 39 23.9 의학계열 36 22.1

2번 13 8.0
예체능계열 34 20.9

3번 이상 11 6.7

팀 학습 만족도에 따른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3>과 같

다.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현장실습의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

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중 4학년의 집단에서 만

족도가 급격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취업을 목

전에 둔 상황으로 자격증이나 기타 취업 준비로 인한 어려움

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 팀 학습 만족도에 따른 집단비교

특성 구분

팀학습 만족도

특성 구분

팀학습 만족도

상 중 하 상 중 하

비율(%) 비율(%)

성별
남성 61.8 56.7 43.5

아르바이
트경험

있음 61.8 61.2 67.7

여성 38.2 43.3 56.5 없음 38.2 38.8 32.3

학년

1학년 47.1 41.8 40.3

자격증

없음 64.7 50.7 59.7

2학년 26.5 26.9 21.0 1개 32.4 29.9 25.8

3학년 20.6 11.9 19.4 2개 0 13.4 12.9

4학년 5.9 19.4 19.4 3개 이상 2.9 6.0 1.6

학과
선택
만족
도

매우불만족 0 3.0 3.2 현장실습
(인턴)경

험

있음 20.6 19.4 1.6

불만족 5.9 3.0 25.8 없음 79.4 80.6 98.4

보통 14.7 22.4 40.3

전공계열

인문사회계 11.8 14.9 29.0

만족 50.0 40.3 30.6 사회계 38.2 34.3 17.7

매우만족 29.4 31.3 공학계열 2.9 4.5

취업
지원
센터 
이용
여부

없음 58.8 59.7 64.5 자연계열 11.8 6.0 3.2

1번 29.4 25.4 19.4 의학계열 11.8 13.4 37.1

2번 8.8 6.0 9.7
예체능계열 23.5 26.9 12.9

3번 이상 2.9 9.0 6.5

※ 팀 학습 만족도 상(34명), 중(67), 하(62)를 특성별로 각각 100%로 설정한 비율임

4.2 변수의 기술통계

표본 163개의 변수별 전체평균값을 살펴보면 무형식 학습 

3.42, 구직능력 3.37, 창업의도 2.33, 팀 학습 만족도 2.70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0.584~1.055로 팀 학습 만족도의 표준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변수의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형식학습

무형식학습1 163 1 5 3.34 .849

무형식학습2 163 1 5 3.31 .827

무형식학습3 163 1 5 3.40 .805

무형식학습4 163 2 5 3.74 .744

무형식학습5 163 1 5 3.47 .722

무형식학습6 163 1 5 3.51 .971

무형식학습7 163 1 5 3.27 .889

무형식학습8 163 1 5 3.44 .763

전체평균 163 1.50 5.00 3.4218 .58434

구직능력

구직능력1 163 2 5 3.54 .705

구직능력2 163 1 5 3.33 .847

구직능력3 163 1 5 3.75 .732

구직능력4 163 1 5 3.20 .825

구직능력5 163 1 5 3.21 .899

구직능력6 163 1 5 3.37 .882

구직능력7 163 1 5 3.27 .903

구직능력8 163 1 5 3.36 .851

전체평균 163 1.88 5.00 3.3781 .59137

창업의도

창업의도1 163 1 5 2.12 .926

창업의도2 163 1 5 2.55 1.139

창업의도3 163 1 5 2.11 .916

창업의도4 163 1 5 1.98 .959

창업의도5 163 1 5 2.91 1.191

전체평균 163 1.00 5.00 2.3337 .87913

창업의도

창업의도1 163 1 5 2.12 .926

창업의도2 163 1 5 2.55 1.139

창업의도3 163 1 5 2.11 .916

창업의도4 163 1 5 1.98 .959

창업의도5 163 1 5 2.91 1.191

전체평균 163 1.00 5.00 2.3337 .87913

팀 학습 만족도 163 1 5 2.70 1.055

4.3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에서 무형식학습, 구직능력, 창업의도, 팀 학습 만족

도의 연구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형식학습, 구직능력, 창업

의도, 팀 학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무형식학습과 창업의도, 구직능력과 팀 학습

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무형식학습과 

구직능력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37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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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구직능력과 창업의도, 무형식학습과 팀 학습 만족

도, 팀학습 만족도와 창업의도는 각각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r=.200, p<0.05), (r=.192, p<0.05), (r=.28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r값은 0.192~0.373으로 나타나 높은 상호관계가 

없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5> 개념 간 상관관계

　 무형식학습 구직능력 창업의도 팀만족도

무형식학습 1

구직능력 .373** 1

창업의도 .065 .200* 1

팀학습 만족도 .192* .152 .286** 1

** :p<0.01, *:p<0.05

4.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요인적재량을 단순화 가기 위해 베리맥스 회

전법(varimax rotation)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

형식학습7 항목은 .307로 나타나 제외하였고 나머지 값은 다

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
고유값(eigenvalue)은 5.803, 3.713, 2.471로 나타났으며 초기 

고유값에서 분산의 %는 3가지 구성요소가 29.013, 18.563, 
12.354로 나타나 전체 설명력은 59.929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신뢰도 검증결과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구직능력

이 0.859, 무형식학습은 0.868, 창업의도는 .905로 높게 나타나 

변인의 구성항목들이 내적일관성을 갖춘 항목으로 구성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KMO 표본 적합도는 0.6내지 0.7 이상일 때 수용 가능한 수

준으로 판단되며 요인분석 결과 0.819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도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p<0.01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요인분석

4.5 가설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간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계수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가설 

H1은 비표준화계수 .363, 표준오차 0.71, 표준계수 .737, 
t=5.105로, H2는 비표준화계수 .298, 표준오차 0.115, 표준계수 

.200, t=2.592로 유의하게 나타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되었으나 H3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표 7> 경로계수 및 효과

외생변수 내생변수
비표준
화계수

표준
오차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검증
결과

H1. 무형식학습  →
구직능력

.363 .071 .7374 5.105 .000 채택

H2. 구직능력 → 창업의도 .298 .115 .200 2.592 .010 채택

H3. 무형식학습  →
창업의도

.094 .114 .065 .825 .411 기각

조절효과는 H4-2에서 비표준화계수 234, 표준오차 0.100, 표

준계수 1.105, t=2.356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H4-1과 H4-3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팀학습 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정결과

외생변수 내생변수
조절
변수

비표
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조절
여부

H4-1. 무형식학습  
→ 구직능력

팀학습 
만족도

-.080 .069 -.589 -1.159 .248 기각

H4-2. 구직능력 →
창업의도

.234 .100 1.105 2.356 .020 채택

H4-3. 무형식학습  
→ 창업의도

.065 .107 .322 .605 .543 기각

조절효과가 채택된 구직능력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서 팀 

학습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3단계 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통제변수가 모두 연속변

수이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평균중심화를 진행하였다. 평균중

심화는 각 변수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값을 이용하여 평균

을 0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다. 1단계에서 구직능력은 창업

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2단계에서도 1
단계와 마찬가지로 구직능력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

며 팀 학습 만족도 또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구직능력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팀학

　
구성요소

1 2 3
구직능력4 .808 .089 .096
구직능력5 .774 .124 .151
구직능력7 .769 .070 .082
구직능력8 .741 -.023 .049
구직능력2 .665 .167 .164
구직능력1 .617 .119 .060
구직능력6 .607 .296 .004
구직능력3 .533 .245 -.056
무형식학습2 .143 .866 .021
무형식학습3 .231 .854 -.009
무형식학습1 .108 .836 .033
무형식학습4 -.021 .742 -.078
무형식학습5 .155 .653 -.057
무형식학습6 .133 .626 .029
무형식학습8 .273 .540 .254

창업의도3 .100 .036 .934
창업의도1 .093 -.004 .894
창업의도2 .091 .040 .872
창업의도4 .068 -.033 .832
창업의도5 .073 .007 .739
eigenvalue 5.803 3.713 2.471

% of Variance 29.013 18.563 12.354
Cumulative % 29.013 47.575 59.929
Cronbach’s α .859 .868 .905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19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2029.138 / df 190 / 유의수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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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만족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창업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구직능력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

칠 때 팀학습만족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6.720, 
p<.001), 모형의 설명력은 R2=.121로 나타났다

<표 5-1> 구직능력과 창업의도간 관계에서 팀 학습 만족도의 
조절효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상수항
구직능력

2.334
.298

34.485**
2.592*

2.334
.238

35.642**
2.121*

2.312
-.373

35.428**
-1.323

팀 학습 만족도 .218 3.459** .218 3.507**

구직능력 * 팀 학습 
만족도

.234 2.356*

F 6.720 9.570 8.412
ΔF 6.720 11.964 5.550

R2 .034 .096 .121

ΔR2 .040 .067 .030

p .010 .000 .000

** :p<0.01, *:p<0.05

위의 조절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Modgraph(Jose, 2013)를 활용하여 비표준화 계수β와 표준편차

를 입력한 결과 그래프는 <그림 2>과 같이 나타났다. 이는 

팀학습 만족도가 작용하면서 구직능력이 높아질수록 창업의

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완화시키며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창
업
의
도

구 직 능 력

팀만족도

<그림 2> 팀 학습 만족도 조절효과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기존의 취업역량에만 연결시켜 왔던 연구에 창업

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

른 무형식 학습과 팀 학습을 반영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구에서는 충청권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63명을 대

상으로 무형식학습이 구직능력을 높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팀 학습 만족도에 따라 이러한 영향

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영향을 확인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무

형식학습은 구직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창업의도에

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구직능력은 대학생의 무형식학습과 창업의도를 완전 매개하

였다. 셋째, 팀 학습의 만족도는 대학생의 무형식학습에 따른 

구직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구직능력과 창업

의도 사이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가 시사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구

직능력과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형식 학습방법을 적

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학 진로교육

이 취업에 맞추어졌다면 앞으로의 진로교육은 창업교육을 강

화하고 학생 진로지도의 방향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특히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창업선도대

학과 산학협력 대학사업 등에 다양한 지원 및 예산을 투자하

며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해 

혁신기술에 대한 학습과 창업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지식

과 정보가 디지털화, 미디어화 됨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투자자본의 유치도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학에서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습득하

는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무형식학습을 통해 문제해결에 필요

한 지식을 능동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융합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창업가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

는 교수학습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취업과 창업 등 대학생의 경력개발교육에 학습자 중

심의 팀 기반 학습법의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학 내 구직능력과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 무형식 학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만족도 높은 팀 기반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의 구직능력과 창업의도

를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법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필수

적이며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업의 선택을 넓히기 위한 

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전문가 특강, 이론수업 등의 전달형식

의 강의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팀 학습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 팀기반의 

창업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 연구는 사회경험이 적은 적응학습단계에 머물러있

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무형식학습이 창업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샘플 

범위를 좁혀, 무형식 학습이 활발히 일어나고 취업을 고민하

는 4학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현장실습, 전공계

열 등에 따른 층별 분석을 진행함으로서 더욱 의미 있는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 교육 중 창업교육이 강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구직능력이 창업의도로 연결될 

수 있는 학교 내 교육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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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formal Learning of University Students on

Employment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eam-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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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versity Students go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expertise in a single field based on theoretical knowledge they have learned 
in the university. Their plans to develop their careers could lead to a shift in business as they choose to find jobs and start businesses 
throughout their lives. The attitude of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has been changed from learning in the form of receiving and 
memorizing existing knowledge to learning in a more proactive and autonomous manner, and there is a growing need for informal 
learning.

In this study, the informal learning is investigated to clarify the impact on the employment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New implications are deduced by the introduction of start-up business to the traditional approach based on the employment ability.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eam-work has been increased in the field of eduction and business. The impact on the employment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studied based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eam-based learning. Survey was conducted on 163 
university student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from March to June 2019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informal learning of university student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employment competency, 
but not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the employment competencies have perfect mediating effect on the informal learning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the satisfaction on the team-based learning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mployment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by informal learning, bu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pendency between employment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se days, start-up education at universities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out this research, the need for informal learning is 
confirmed to enhance the employment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university education program. In addition, 
team-based learning is introduced actively to utilize a variety of information from th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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