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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  체 민감  련 공 학생들  공 택과 직 능감에 미 는 향  하는 

것 다. 에 울에 한 2  학 에 재학  련 공 학생 315  상 로 실시한  다 귀

 통해 하 다.

 결과 독립변수  체 민감  식   변수  공 택 에 해 는 향  미 지 않는 

것 로 나타났 , 공 택  독립변수로 한 연 에 는 학  ·개  경험   직 능감에 

해 는 향  미 지 않는 것 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 체 민감  식 ·타 식   통계  

수 (p.<.05)에  직 능감에 향  미 지 않는 것 로 나타났다. 라  산업에  태도함양과 

지도가 업 후  진로 계  진로 숙 수  는   향  미  것 로 할 수 다.

주 어 : 체 민감 , 공 택, 직 능감, 공, 취업 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face sensitivity on the major selection and job 

efficacy of tourism related majors. Therefore, we analyzed the questionnaires of 315 students who majored in 

tourism at a two - year university in Seoul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ating factor of the A sense of shame substance, which is 

an independent variable, did not affect the selection factor of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study in which the 

major selection was mad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did not affect efficacy which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positive attitude and guidance to 

the tourism industry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lanning and career maturity level after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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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한국 학신문 학내일 20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국 4학년이상 학생 4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명 가운데 1명꼴로 자신의 공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5%의 학생들이 기업입사지원

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공 선택을 후회한 경험이 있

다’라고 응답했다[1]. 이와 같은 원인은 합격 주의 진학

결정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공불일치를 경험하거나

공하는 학과의 취업 망 어둡다는 이유로학교생활에

응하는데 어렸기 때문일 것이다. 학에서 합리 인 학

과 선택은 학생들의 폭넓은 분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충분히 갖고, 자신의 성과 흥미가 일치하는 공을

자율 으로 찾는 방법이다.

선진국 학은 단과 학별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교양

과목을듣고, 여러 학문분야를 수강한후에 2~3학년에 자

신이 원하는 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13].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분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과 흥미를 고려하고, 공분야의 장래성, 취업가능성

사회 인지도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공

학과를 지원하는 과정은 소수의 시험성 이높은 학생들

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실이다[2]. 이러한 우리나라 교

육 실을 보면 어린시 부터 자신의 성과흥미를 고려

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합격

주의 선택을 통해 학에 입학하더라도 자신의 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학에 가는 이유

는 자신의 성과 자질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이를 통하

여 취업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공을 선택하

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과 자

질에 맞추어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경우, 학입학 시 자신의 성과 흥미를 고려해 진학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격 주로 진학을 결정하거나

부모와 친지의 권유 등으로 인해 공을 결정하는 것이

실이라고 한다[3].

직업선택 공선택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문제

들에 응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계열 학생들이

자신의 공과 부합된 진로를 선택하고직업분야에 극

으로 진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이를 해 계

열 학생들이 자신의 공과 일치되는직업을 선택하는

데 어떤 요인들이 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학생

들이 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향을 미친다. 이에 학생의 공과 련된

선행연구들은 일부 진행되어 왔으나 공선택와 직업선

택에 한 효능감에 한 연구는 다소 미진한 상태이다.

지 까지 공선택에 한 부분의 연구는 주로 특정학

과에 한 연구나 공만족도 등에 한 연구 등이 부

분이었고, 학생들의 공선택과 선택된 직업에 한

구직효능감의 실증 연구는 없었다. 이에 공

학생들의 올바른 직업선택과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해

학생들에 한 입학 공선택이 직업선택을 한

효능감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2,4,3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인 ·사회 환경의 향을 받

기 쉬운 연령 인 학이나 공을 선택하는 시 에

공선택에 있어 체면민감성이 어떠한 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 본 연구 결과는 공 학생

각자의 체면민감성이 선택한 공에 한 자신의 성과

흥미, 지식, 본인의 지 능력과 미래 망 정보를 고려

하여 공선택 올바른 취업을 비하기 한 도움이

되고자하는데 의의가 있다.

2. 론  경  

2.1 체 민감  

체면민감성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체면에 해 얼

마만큼 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으로서 개

인의 주 인 인식이다. 따라서 체면민감성은 개인

특성이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지 , 신분, 인격

는 도덕성과 능력에 한 타인의 인정, 승인이나 사회

불안에 한 민감성이라고도 정의한다[5]. 즉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다거나 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을 느끼게

될 때 체면민감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사회 지

나 명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체면은 더욱 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계에서 자신의 우와

련된 자존심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6,33]. 따라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인 계나 들에게 공개되는 상황에

서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신경쓰게 되고, 실수나 다른 사

람들로부터 비 받는 행동이 되지 않도록 안 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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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자신을 표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체면민감성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

고 교육수 과 소득이 더 높은 체면욕구가 강한사람일

수록명 나 자신의 이미지와 사회 신분을 요시하고,

자신의 능력이 노출되는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의 에

비치는 나의 모습에 민감하게 될 수 있으며, 성별이나 나

이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7]. 한 인 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겉치 인 행동을 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과 포장하거나 잘보이려는 목

을 지닌 형식지향 인 행동을 보이며, 서비스 제공 종사

자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민감한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8,9].

이는 권 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강하게 나타나는

상으로 밝히고 있다[10].

미래 직업에 한 기 감은 공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미래의 직업에 한 지각된 이미지와 진로

에 한 인식이 공만족을 측할 수 있는 주요요인으

로 작용하며각 변수간에유의한 향을미칠 수있다고

한다[24]. 한 개인별특성에 따른 공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아존 감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자신의 공에

따른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 련 직

업에 한 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34].

2.2 공 택 

오늘날 다양한 진로 체험과 경험을 학생들에게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에 합한 공의 선택은 학

진학 후의 생활과 미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요

한 요인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에서 어느

공을 선택하느냐는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

국가 으로도 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12]. 이 듯

올바른 공선택 결정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먼

악할 부분이 첫째, 학생 자신의 성격, 능력, 흥미, 가치

등을 충분히 악하고 둘째, 선택하고자 하는 공에

한 공특성, 교과과정, 수업, 취업, 진로 황 등의 지

망하는 공 정보를 수집하여 장래의 공을 선택한 후

에 갖게 될직업에 한 정보까지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정보를 습득한 후 공에 한 종합 인 이해와 함께 자

신에게 맞는 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5].

학의 공선택에 있어 향을 주는 요인으로 오재

림(2002)은 학생의 흥미와 성, 가정 혹은 사회 배

경과 학입학이 의 교육의 향을 제시한다[35]. 한

학내에서의 공의 인기도나 그 공에 한 비공식

평 도 공분야를 결정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공선택 당시의 노동시장의 동향과도 한 계가 있

다[35]. 즉, 학생들이 공을 선택할 때는 학을 졸업한

후에 갖고자 하는 직업의 사회 지 나 기 되는 소득

등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35]. 인간이 결정하는 부

분의 선택과정은 외부 으로 존재하는 여러 상들에

한 지식과 자신이 내부 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리

상태에 한 지식을 비교하는 것으로 출발한다[13].

공을 선택하는 과정도 외는 아니다. 올바른 공 선

택과정은 신입생이 지원 가능한 학과들에 한 충분한

지식을 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더불

어 자신의 성과 흥미를 고려한 구체 인 인식을 필요

로 한다[13].

공선택에 한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공선택

유형에 한 연구들은 체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공선택에

한 의사결정에서 계열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공분야가

이공계인 학생들은 성 이나 학 등의 논리 인 자료들

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14,36].

한 이명애(2007)는 공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생의 흥미와 성, 공을 통한 자기개발 가능성, 공

인기도, 공 공부의 정도, 성 , 선배나 친구 부모나

친지의 권유 등으로 선정하 다[3]. 한 졸업 후와 련

되어 취업의 용이성, 높은 수입과 사회 지 보장, 학문

분야의 발 망을 포함하여 이를 개인 특성변인별로

분석하 다[3]. 이는 학생들의 학입학 시에 자신의

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학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성 이나 타인에 의해 진학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3].

Logue(2005)의 연구에서는 공만족도가 진로를결정

하는데 매우 요한 원인 변수임을 강조하 으며, 개인

의 특성과 직업에 한 심, 학 공과의 계에 주목

하여 세 변수들의 상 계를 밝히려는 연구를 진행하

다[15]. Kenny(1979)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 과 학

생활의 만족도와 응도간에 유의한 연 성이 있다고 보

고하 다[16]. 이는 학교나 학과에 한 만족도와 응도

가 단순히 학과 선택의 만족도에 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활의 주요 부분인 학업성취와 진로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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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라고 나타났다[17].

2.3 직 능감 

구직효능감과 련된 개념으로는 자기효능감, 자기존

감, 구직기술에 한 효능감을 들 수 있다. Bandura

(1997)는 특정한 과업에 있어서의 구체 인 자신감을 자

기효능감이라고 하고, 이는 행동 변화를 재하는 공

통 메커니즘으로서 개인이 갖고 있는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행

할 수있는가 하는 단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37]. 그

러므로 구직효능감이란 구직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한 확신 구직활동을 성공 으

로 수행하여 구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

며, 구직자의 구직능력에 하여 정 인 인식을 조성

하여 구직동기를 높여 다는 것이다[38]. 한 구직효능

감이 진로결정, 진로 비행동수 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밝 졌으며, 구직효능감은 그 자체로

행동에 향을 주는 동시에 인지 요인과 진로 비행동

과의 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18].

구직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구직활동에 극 임

을 보고하 고, 구직효능감이 높은 구직자는 취업면 이

실제 구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것을 증명하

다[39]. 따라서 구직효능감이 많은 구직자는 자신의 구직

목표 달성을 해 자신감을 가지고 구직활동에 많은 시

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구직효능감이 높은 구직자

는 구직효능감이 낮은 구직자에 비해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많다는것이다. 이는높은수 의구직효능감을가진

사람들은 직무탐색 행동의 빈도가 높고불안수 이 낮으

며그로인해더 많은취업의 기회를가진다는것이다[19,40].

김선남․정 욱(2005)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기존

감, 진로결정수 , 진로결정효능감 등이 진로 직업

선택 과정에 있어서 요한 요소로 보고되었다[20].

Schuleberg Kim(1993)은 청소년들이 진로 선택에 어려

움을 겪는 요한 이유는 개인의 직업 가치가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21].

3. 연   

3.1 연   가  

본 연구의 목 은 련 공 학생들이 느끼는

체면민감성이 공선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고, 공선택의 수 이 학생의 향후 구직효능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악함으로써, 각 학에 개설

되어있는 련학과에 한 공선택 구직효능감에 만

족도를 높이기 한 교과과정과 진로지도에 효율 인 운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이에 선행된 연

구에서는 자신의 미래 직업에 하여 인식ㆍ 단하는 가

치 평가정도를 직업존 감으로 정의하 고, 이러한 자신

의 미래직업에 한 존 감이 자신의 공만족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친다[22].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이론 인 배경을 근거로 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리고 조사

상 학생들의 체면민감성이 공선택과 구직효능감에 미

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WallaceㆍWalker(1990)의 연구에서 개

인별 특성에 따른 공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아존

감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자신의 공에 따른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 련 직업에 한 심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러한 선행연구들에근거

하여 체면민감성과 공선택의 계에 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공 학생의 체면민감성은 공선택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Logue(2005)의 연구에서는 공만족도가 진로를결정

하는데 매우 요한 원인 변수임을 강조하 으며, 개인

의 특성과 직업에 한 심, 학 공과의 계에 주목

하여 세 변수들의 상 계를 밝히려는 연구를 진행하

다[15]. Kenny(1979)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 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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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만족도와 응도간에 유의한 연 성이있다고 보

고하 다[16]. 이는 학교나 학과에 한 만족도와 응도

가 학과 선택의 만족도에 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 생활의 주요 부분인 학업성취와진로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라고 나타났다[17]. 따라서 본 연구

에는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공선택과 구직효능감의

계에 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공 학생의 공선택은 구직효능감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김선남․정 욱(2005)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기존

감, 진로결정수 , 진로결정효능감 등이 진로 직업

선택 과정에 있어서 요한 요소로 보고되었으며[20],

SchulebergㆍKim(1993)은 청소년들이 진로 선택에 어려

움을 겪는 요한 이유는 개인의 직업 가치가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이며[21], Super(1983) 역시 진로선택이 효

과 이기 해서는 직업에 한 가치 평가가 우선시 되

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20,21].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선행연구들에근거하여다음의가설을설정하 다.

<가설 3> 공 학생의 체면민감성은 구직효능

감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 표본  계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서울시에 소

재하는 련 공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이는 과 련하여 개설된 공 실습수

업, 실습시설, 학생 수등에서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고 단하 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체면민감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측정도구인 최상진·김기범(2000)을 기 로

박상룡·김선아(2007)가 구성한 문항을 연구목 에 합

하도록 일부 수정·보완하 다[26,27]. 총 15개의 측정문

항을 설계하 고, 타인의식성, 사회격식성, 자괴의식성

등 3개 요인으로 개념화 되어있다. 공선택을 조사하기

한 설문은 임은미·박승민·엄 숙(2009)의 설문을 토

로 연구목 에 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15개의 측정문

항을 설계하 고, 학문의 문성, 사회기여, 개인 경험

등 3개 요인으로 개념화 되어있다[28].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련분야 직업 성검사의 경험정도, 산업에

한 기여여부정도 등과 같은 2개의 문항을 제외한 3개요

인 13개 문항을 사용하 다. 구직효능감은 Wanberg et

al(2010)을 기 하여 연구목 에 합하도록 일부 수정

하여 본인 자신에 한 명료성, 진로에 한 편안함 등 2

개요인 8개의 측정문항을 설계하 다[29]. 그러나 주변

지인이나 련 취업기 을 통한 구직정보에 한 자신감

을 제외한 2개요인 7개 문항을 사용하 다. 인구통계학

변수로는 성별, 학년, 공 총3개의 측정문항을 설계

하 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방식의 5 척도를 사

용하여측정하 다(1 =가장낮은경우, 5 = 가장높은경우).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 에 맞추어 SPSS 18.0을 이용하여 통

계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기법으로는 설문지에 사용된

항목들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문항간의 내 일 성으로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크론바하 알 (Cronbach's α)를 산출하 다. 응답자

의 일반 인 특성을 악하기 하여 각 변수들에 한

빈도와 백분율 등 기술통계량을 이용하 으며, 련

공 학생의 체면민감성이 공선택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가설검증을 하여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실

4.1 표본   특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사용된응답자의총 수는 224명이

며 일반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 성별의 분

포는 남학생과여학생이각각 43%와 57%로나타나여학

생이 조 더 많이 나타났으며, 경 공 39%, 호텔

경 공 37%의 비율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로벌

투어서비스 공이 24%로 조 게 나타났다.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N) Percent(%)

Gender
Male 136 43%

Female 179 57%

School

years

1Grade 126 40%

2Grade 189 60%

Major

Tourism Management 123 24%

Hotel Management 116 39%

Global Tour Service 76 37%

Total 315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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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뢰   타당  

본 연구의 탐색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

을 실시하 으며, 요인회 은 베리맥스 회 법을 사용하

다. 문항의 선택기 은 고유 값 1.0이상으로 설정하여

요인을 추출하 으며, 탐색 요인분석 결과 요인 재

값이 0.5 이하인 문항들은 제거하고 0.5 이상의 요인 재

량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재된 경우 개념 으로 불투

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은 제거하 다.

한, 각 요인의 신뢰성 측정을 하여 Cronbach's α

값은 0.6이상으로 하 으며, 재된 요인의 항목들이 이

론 으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이론

으로 정당성이 결여되고 합하지 않은항목들은 제거

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2>, <Table 3>,

<Table 4>와 같이 에서 제시한 기 에 합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합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을알 수

있었다.

4.2.1 체 민감 에 한 탐색    

      신뢰도 

본 연구에 이용된 체면민감성에 한 측정도구는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3개의 요인(타인의식성체면, 사회격

식성체면, 자괴의식성체면)에 총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분석결과<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선행연구와

일치되게 3개의 요인으로 묶 으며 같은 요인명을 그

로 이용하 다.

Variable
Factor

Self-destruction

Consciousness

Formal social

consciousness

Consciousness

of others
Factor 1 .807
Factor 2 .787
Factor 3 .778
Factor 4 .751
Factor 5 .736
Factor 6 .694
Factor 7 .585
Factor 8 .584
Factor 9 .560
Factor 10 .784
Factor 11 .778
Factor 12 .705
Factor 13 .582
Factor 14 .800
Factor 15 .765
Eigen-value 5.370 1.903 1.658
% of Variance 35.797 12.686 11.051
Cumulative 35.797 48.483 59.534
Cronbach's α .888 .721 .719
KMO = .865, Chi-Square= 1338.776, Sig= .000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Social face sensitivity

4.2.2 공 택  타당 과 신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선택에 한 측정도

구는 총3개의 요인(학문의 문성, 사회기여, 개인 경

험)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총 15개의 문항

2개의 문항이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재되어제거

하고 최종 으로 13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 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Variable

Factor

Specialized

Studies

Social

Contribution

Personal

Experience

Factor 1 .789

Factor 2 .782

Factor 3 .751

Factor 4 .638

Factor 5 .602

Factor 6 .601

Factor 7 .667

Factor 8 .644

Factor 9 .568

Factor 10 .565

Factor 11 .500

Factor 12 .770

Factor 13 .741

Eigen-value 4.590 1.655 1.136

% of Variance 35.309 12.734 8.736

Cumulative 35.309 48.043 56.780

Cronbach's α .837 .637 .506

KMO = .851 Chi-Square= 905.584 Sig= .000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Major selection

4.2.3 직 능감  타당 과 신뢰  

<Table 4> 는 구직효능감에 한 요인분석의 결과로

써 사용된 측정도구는 총2개의 요인(직업에 한 자기

명료성, 진로에 한편안함)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설

문응답자의 주변지인이나 취업 련 기 을 통한 구직정

보 취득에 한 자신감의 항목이 삭제되어 2개요인 7문

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4.3 가  검

4.3.1 체 민감 과 공 택  향 검

<가설 1> ‘ 공 학생의 체면민감성은 공선택

에 유의한 향을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이에 체면민감성 체



The Influence of Social-Face Sensitivity on Major-Choice and Job-Searching efficacy : A Case Study of Major for University students in Touris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를 독립변수로, 공선택 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의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Variable

Factor

Self-clarity
Comfortable

of careers

Factor 1 .830

Factor 2 .822

Factor 3 .749

Factor 4 .642

Factor 5 .864

Factor 6 .811

Factor 7 .577

Eigen-value 3.466 1.107

% of Variance 49.511 15.820

Cumulative 49.511 65.331

Cronbach's α .800 .732

KMO = .826 Chi-Square= 535.713 Sig= .000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Job-searching efficacy

체면민감성이 공선택의 하 변수인 ‘학문의 문

성’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 설명력은 11.9%, F

값은 9.862(p<.001)로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체면민감성이 ‘학문의 문성’의 회귀계수만큼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 간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값을 살펴보면 체면민감성의 ‘자괴의식성’,

‘타인의식성’은 학문의 문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격식성’이 학문의 문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체면민감성의 ‘사회격식성’이 공선택의 ‘학문의 문성’

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면민감성이 공선택의 하 변수인 ‘사회기여’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 설명력이 10.9%로 나타났

으며 F값은 8.937(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체면민감성이 ‘사회기여’의 회귀계수만큼 향

을 미친다고 할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간 상 기여도

를 나타내는 β값을 살펴보면 ‘자괴의식성’이 사회기여에

Dependant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Major

selection
(Constant) -2.827 .063 .000 1.000

(Specialized

Studies)

Self-destruction

Consciousness
.125 .063 .125 1.970 .500

Formal social

consciousness
.310 .063 .310 4.896*** .000

Consciousness

of others
-.083 .063 -.083 -1.319 .189

R= .344, R²= .119, Adj R²= .107, F=9.862***, Durbin-Watson : 1.658

Major

selection
(Constant) 9.552 .064 .000 1.000

(Social

Contribution)

Self-destruction

Consciousness
-.073 .064 -.073 -1.154 .250

Formal social

consciousness
.270 .064 .270 4.248*** .000

Consciousness

of others
.174 .064 .174 2.727*** .007

R= .330, R²= .109, Adj R²= .096, F=8.937***, Durbin-Watson : 2.201

Major

selection
(Constant) 7.131 .058 .000 1.000

(Personal

Experience)

Self-destruction

Consciousness
.499 .056 .499 8.962*** .000

Formal social

consciousness
.144 .056 .144 2.593** .010

Consciousness

of others
.222 .056 .222 3.991*** .000

R= .565, R²= .319, Adj R²= .310, F=34.323***, Durbin-Watson : 1.694

*p<.05, **p<.01, ***p<.001

<Table 5> Regression of Social-face sensitivity and Major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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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의식성’, ‘사회

격식성’은 사회기여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므로 체면민감성의 ‘사회격식성’과 ‘타인의식

성’이 공선택의 ‘사회기여’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면민감성이 공선택의 하 변수인 ‘개인 경험’

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 설명력은 11.9%로 나

타났으며 F값은 9.862(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냈다. 체면민감성이 개인 경험의 회귀계수만

큼 향을 미친다고할 수있으므로이들변인 간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값으로 ‘자괴의식성’, ‘사회격식성’,

‘타인의식성’은 ‘개인 경험’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4.3.2 공 택동 가 직 능감에 미 는 향

<가설 2>의 ‘ 공 학생의 공선택은 구직효능

감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이에 공선택의 하

변수인 학문의 문성, 사회기여, 개인 경험을 독립변

수로 구직효능감의 하 변수인 직업과 자기명료성, 진

로에 한 편안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Table 6>으로 나타내

었다.

공선택이 구직효능감의 하 변수인 ‘자기명료성’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 설명력은 14.5%로 나타났

으며 F값은 12.471(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공선택이 자기명료성에 회귀계수만큼 향

을 미친다고할 수있으므로이들변인 간상 기여도

를 나타내는 β값을 살펴보면 학문의 문성, 개인 경

험은 자기명료성에 향을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기여가 자기명료성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공선택의 하 변수인 사회기여가 구

직효능감의 하 변수인 자기명료성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선택이 구직효능감의 하 변수인 진로에 한

편안함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 설명력이 22.2%

로 나타났으며 F값은 20.917(p<.001)로 통계 으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냈다. 공선택이 진로에 한 편안함에

회귀계수만큼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

인 간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값을 살펴보면학문의

문성, 사회기여, 개인 경험이 진로에 한 편안함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선택의 하

변수인 학문의 문성, 사회기여, 개인 경험에 구직효

능감의 하 변수인 진로에 한 편안함이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3 체 민감 과 직 능감 간  향 검

<가설 3>의 ‘ 공 학생의 체면민감성은 구직효

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증명하

기 해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이에 체면민감성

의 하 변수인 자괴의식성, 사회격식성, 타인의식성을

독립변수로 구직효능감의 하 변수인 자기명료성, 진로

에 한 편안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Table 7>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체면민감성이 ‘자기명료성’에 미치는 향에 한 분

석결과설명력이 10.1%로나타났으며 F값은 8.246(p<.001)

Dependant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Job-searching

efficacy

(Constant) -1.540 .062 .000 1.000

Specialized Studies .121 .062 .121 1.944 .053

(Self-clarity) Social Contribution .350 .062 .350 5.618*** .000

Personal Experience .090 .062 .090 1.438 .152

R= .381, R²= .145, Adj R²= .134, F=12.471***, Durbin-Watson : 1.955

Job-searching

efficacy

(Constant) 1.050 .059 .000 1.000

Specialized Studies .207 .059 .207 3.487** .001

(Comfortable of

careers)

Social Contribution .242 .059 .242 4.074*** .000

Personal Experience .347 .059 .347 5.830*** .000

R= .471, R²= .222, Adj R²= .211, F=20.917***, Durbin-Watson : 1.696

*p<.05, **p<.01, ***p<.001

<Table 6> Regression of Major selection and Job-search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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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체면민감성이

자기명료성에 회귀계수만큼 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으

므로 이들 변인 간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값을 살

펴보면 자괴의식성, 타인의식성은 자기명료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격식성(β=.302, p<.000)

이 자기명료성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면민감성의 하 변수인 사회격식성은 구직효능감의

하 변수인 자기명료성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면민감성이 ‘진로에 한 편안함’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 설명력이 17.1%로 나타났으며 F값은

15.118(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체면민감성이 진로에 한 편안함에 회귀계수만큼 향

을 미친다고할 수있으므로이들변인 간상 기여도

를 나타내는 β값을 살펴보면 자괴의식성, 사회격식성, 타

인의식성이 진로에 한 편안함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체면민감성의 하 변수인 자

괴의식성, 사회격식성, 타인의식성은 구직효능감의 하

변수인 진로에 한 편안함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련 공 학생들이 느끼는 체면민

감성이 공선택과 구직효능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함으로써 련 학교 련자와 외식산업 업계에

실무 인 시사 을 제시하고, 학자들에게는 선행 자료를

제시하여 학문 인 기여도를 높이고자 문헌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해왔다.

실증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각의 변수들

간의 계를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첫째, 공 학생의 체면민감성은 공선택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고, 둘째, 공 학생

의 공선택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유의 인 차이를 알

아보았으며, 셋째, 공 학생의체면민감성은 구직

효능감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가에 하여 알아보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체면민감성 요인은 자괴의식성,

사회격식성, 타인의식성 등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공선택은 학문의 문성, 사회기여, 개인 경험으로 3

개요인, 구직효능감은 자기명료성, 진로에 한 편안함의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가설 검증결과, 체면민감성이 공선택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면 체면민감성의 사회격식성은 공선택의 학

문의 문성, 사회격식성·타인의식성은사회기여, 자괴의

식성·사회격식성·타인의식성은 개인 경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면민감성이 구직효능감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체면민감성의 사회격식성은

구직효능감의 직업의 자기명료성·자괴의식성·사회격식

Dependant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Job-searching efficacy (Constant) 1.952 .064 .000 1.000

(Self-clarity)

Self-destruction

Consciousness
-.037 .064 -.037 -.579 .563

Formal social

consciousness
.302 .064 .302 4.731 *** .000

Consciousness

of others
.091 .064 .091 1.420 .157

R= .318, R²= .101, Adj R²= .089, F=8.246***, Durbin-Watson : 2.119

Job-searching efficacy (Constant) 2.095 .061 .000 1.000

(Comfortable of

careers)

Self-destruction

Consciousness
.270 .061 .270 4.392 *** .000

Formal social

consciousness
.191 .061 .191 3.116** .002

Consciousness

of others
.248 .061 .248 4.044*** .000

R= .413, R²= .171, Adj R²= .160, F=15.118***, Durbin-Watson : 1.833

*p<.05, **p<.01, ***p<.001

<Table 7> Regression of Social-face sensitivity and Job-search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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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타인의식성은 진로에 한 편안함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공선택이 구직효능감

에 미치는 향에서는 공선택의 사회기여는 구직효능

감의 직업의 자기명료성, 학문의 문성·사회기여·개인

경험은 진로에 한 편안함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32].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체면민감성과 공선택

구직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체면민감성의 사회격식

성·타인의식성, 공선택의 사회기여·개인 경험, 구직

효능감의 자기명료성·진로에 한 편안함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에 따른 체면민감성과 공선택 구직효

능감의 차이에서는 구직효능감의 자기명료성에서 공

에 따른 차이를 보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체면민감성과 공선택

구직효능감의 차이에서는 체면민감성의 자괴의식성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없는 것으

로 나타나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련 공 학생들이 체면민감성

에 따른 공선택은 개인의 경험 사회 시 흐름에

향을 많이 미치고, 구직 취업의 자신감에 향을 받

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련자들은 이러한 요인

들에 하여 극 으로 처함으로써 학생들을지도·

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조 이나마 해소할수 있으리

라 사료된다. 한 체면민감성 사회격식성만이 학문

의 문성과 자기명료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해당하는 분야에 더 많은 심을 가지고 지도한다면 학

생들에게 성취욕과 올바른 직업선택에서 많은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실무 측면에서 연구 상자

의 범 가 한정되어있고 상자의 표본이보다 다양했더

라면 각 학의 실무자들에게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표본 국의 련분야의 많은 학

에서 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다면 더욱 신

뢰성이 높은 연구가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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