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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서비스품질(교수자서비스품질, 교육과정서비스품질)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최종 유효 설문지 426부에 대해 타당성 검정 후, 측정모형분석(CFA)과
구조모형분석(SEM) 그리고 다중집단 분석(MCFA와 MSEM)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
육서비스품질(교수자서비스품질, 교육과정서비스품질)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준비행동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교육서비스품질(교수자서비스품질, 교육과정서비스품

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

생의 진로에 있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제공함으로써 대학 진로 교육 개선에 유용한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교육서비스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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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1년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회

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2개월 연속 감

소세를 나타냈다. 취업자 수의 감소세는 지난 1997년 

12월부터 17개월 연속 감소한 이래 최장 기록이며, 

2021년 2월 실업자 수는 135만 3천 명으로 2020년 같

은 기간보다 20만 1천 명 증가한 수치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저성장으로 

청년 실업률은 전체 평균 실업률보다 높고, 취업과 실

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어렵게 취업

을 하더라도 조직과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평균 5

개월 이내에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25.7%로 레니얼 

세대의 조기 퇴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 문제는 경제환경 변화 등의 구조적인 측면을 띄

고 있어서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보의 인

프라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발

맞추려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신영, 2017). 대학생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체계적

인 진로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적성보다는 대학 진학 자체에만 목표를 두고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서 무엇을 학습하고, 어

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자기 탐색과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대학 생

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종찬, 홍아정, 2013). 전 세계

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 중심에 있는 대학생들은 환경의 변화에 관심

은 높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

하고 있다. 

대학생 시기는 자신이 미래에 갖게 될 직업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탐색 및 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는 시기로, 적절한 진로지도와 함께 자신의 능력·흥

미·가치관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가지게 될 구체적인 

직업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

추고 취업 국면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전략

을 세우는 적극적 진로준비행동이야말로 취업을 준비

하는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이다(박신영, 2017). 

개인이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경제

적·사회적 지위, 가치관, 능력 발휘의 기회 등 삶의 모

든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진로 결정과 직업 선

택은 개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이다. 대학생들은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자

신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

해야 한다. 결정된 진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 직무

능력에 필요한 기술의 향상 등과 같은 준비를 적극적

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에 대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스스로 인지, 행동, 정서를 조

절하여 진로 결정 과정을 진행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

으로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조규형, 2018).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와 관련된 행동

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

해서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과정을 통

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진로 교

육 관련 분야에서는 주로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정서적 측면을 중요한 주제

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인지나 태도, 정서도 중요하지

만 실제로 행동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진로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진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며 자신의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

천하는 것이 대학생 시기의 중요한 과업이자 활동이

라 할 수 있다. 진로 발달 과정에서 인지 및 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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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성숙한다고 해서 반드시 적절한 진로준비행동

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로 발달의 인지적 측면

과 함께 실질적인 진로준비행동을 가져오는 것에 관

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

해 합리적 행동과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개념이다(서광열, 2019). 최근 경제 불황과 

심각한 취업난과 같은 현실적 상황으로 대학생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종찬, 홍아정, 2013). 대학생에게 진로 준비는 

사회진출을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 흥미 등을 고려

하여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세계를 가지기 위해 정보 수집을 하거나 

자격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한미옥, 조규판, 

202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화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시도

되고 있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궁극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교육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대학은 대학생에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성

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대학

생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산업

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에 따라 교육기관은 높

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 결정과 진

로준비행동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설

계해 나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진로준비행

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서비스품질이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결정을 위한 과업을 자

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또는 유능감이다(남광석, 문은미, 2018). 진로 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신의 믿음과 신념으로 직업과 관

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배제할 수 없다. 불안한 현실

에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진로결

정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진로결정수준과 

같은 인지적 요인 및 행동적 요인인 진로준비행동과

의 종합적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최근 

연구자들은 진로 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동시에 고려

한 선행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의 필요성

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교육에서 가장 

핵심으로 간주하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신입생

과 재학생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가설

2.1. 진로발달이론과 대학생 진로

진로발달이론(career development theory)은 인간은 

인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변화를 통해 발달하고 

성숙한다는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진로의 발달을 설명

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대표적인 진로발달이론(Ginzberg 

et al., 1951), 진로발달이론(Super, 1957, 1990), 진로결

정과정이론(Tiedeman & O’ Hara, 1963) 등이 있다. 

대학생 시기는 진로발달단계에서 탐색기에 해당되

며,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

에 해당된다(Super, 1990). 즉, 해당 시기에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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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진로를 찾는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생

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가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과제인 동시에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어떤 진로를 선

택하느냐에 따라 생활양식은 물론 가치관과 태도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만족스러운 진로

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Tolbert, 

1974; 정미숙, 2015). 대학생 시기에는 진로발달 과업

인 직업획득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자기적성과 

흥미를 발견하며 진로 및 직업 선택을 구체화하는 진

로준비행동이 요구된다고 했다. 대학생 시기는 발달

적으로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전환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문제는 

그 어느 발달 시기보다 중요하다(최옥현, 김봉환, 2007). 

이에 대학생 시기에 적절한 진로성숙 및 진로선택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진로탐색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즉, 대

학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교육서비스품질의 

강화가 요구된다. 개인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전통적인 진로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시각

에는 차이가 있는데(김영혜, 안현의, 2012),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는 진

로발달이론의 동향으로 Hackett & Betz(1981)이 사회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의 진로 선택 및 발달을 설

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행동과 환경, 개인적 특성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는 심리학 이론

으로 관찰학습과 자기효능감 등을 강조한다(Bandura, 

1977).

2.2. 교육서비스품질

서비스품질(service quality)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서 상대적인 우열감과 관련하여 고객의 전반적인 평

가(Taylor & Baker, 1994)이며, 서비스 수준이 고객의 

기대와 일치하느냐의 척도(Lewis & Booms, 1983)를 

말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공급자

(교육 제공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김정희, 박동진, 2012; 고은정 

등, 2018; 고현정 등, 2020). 교육서비스(education 

service)는 서비스 공급자인 교육기관과 수요자인 학

생간의 상호관계로부터 발생을 의미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

여 수요자인 학생들의 만족을 실현하는 일련의 활동

이라고 하였다(이한나 등, 2019). 교육서비스품질

(education service quality)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일

반적이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상호작

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최은혜, 2017). 

Li-Wei(2005)는 교육서비스품질을 다른 교육기관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상업적, 인간적으로 학생들의 기

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요소라고 하였다. 손권배

와 김재열(2014)은 교육서비스품질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별 수업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

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대학 교육서비스는 서비스 제

공자인 교수, 교직원과 서비스 요청자인 학생과의 상

호작용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학생에 대한 교수

과 교직원의 태도 및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김정희, 

박동진, 2012). 기존 선행연구에서 교수자와 교육과정

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Misra(2011)가 교육의 성

공에 있어 핵심은 교원이며 교수자의 질 향상은 교육

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하였고, 임규연 등(2015)은 교수자는 대학의 구성원임

과 동시에 지식을 창출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실행

자이기도 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신명희(2006)는 교육 

자체는 교수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주장처럼 교

수자는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한승연과 임규연(2012)은 학습성과 도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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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자의 역량을 연구한 결과 수업 구성, 운영 방

식, 시간 엄수 등의 부분에서 강의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고, 정무관 등(2016), 임규연 등(2015), 

김소영(2014)은 학습성과 향상을 위하여 교수자의 역

량이 중요하다고 증명하였다. 

2.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이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진로와 관련된 과제 및 과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고 믿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Hackett & Betz, 

1981)으로, Hackett & Betz(1981)은 Bandura(1977)의 이

론을 바탕으로 진로선택과 관련되는 효능감을 진로자

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자

신의 능력, 자신의 직업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자신

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확신성 정도라 할 

수 있다(Solberg et al., 1995; 이은경, 2001; 송인숙, 권

상집, 2017).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Taylor 

& Betz(1983)가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를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에 의

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단축형(CDMSES-SF)이 

처음 사용되었다. 이은경(2001)은 CDMSES-SF(Betz et 

al., 1996)을 토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자기평가의 구성요인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명겸(2021)은 교육서비스

품질을 교수진, 교육환경, 교육프로그램, 행정서비스

로 구분하여 학습몰입과 교육만족을 거쳐 학업성취도

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을 

진행하여 교수진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행정서비스

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친다

고 결과를 보고하였다. 양동휘와 정해옥(2020)은 외식

전공 대학생들의 교육서비스 품질이 진로결정자기효

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서비스(교육서비스속성, 행정서비스속성, 시설서

비스속성)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교수자의 역할인 교육서비스품질(교수자서비

스품질과 교육과정서비스품질)과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고, 이은경(2001)은 번안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 중 목표선택에 대한 문항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앞서 살

펴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주요 선행변인으로 교육서

비스품질(교수자서비스품질, 교육과정서비스품질)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교수자서비스품질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교육과정서비스품질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making level)이란 진로

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서 진로 미결정과 확고한 진로

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Wanberg & Muchinsky, 

1992; 정미숙,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전공 

및 직업선택의 확신 정도(Harren, 1979), 자신의 개인

적 요인이나 기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또는 미결

정 정도에 대한 반작용(Osipow et al., 1976)등의 선행

연구에서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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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수준의 처치변인으로는 개인적 요인(성별, 

유전과 환경적 조건 및 학습, 지능)과 부모 요인(부모

의 사회적 배경, 부모애착)(고향자, 1992; 김은진, 

2000; 박수길, 2000) 그리고 환경적 요인(학교, 학년, 

또래집단)(고향자, 1992)이 제시되었고, 개인 심리적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Wiljanen, 1995), 진

로장벽(손은령, 손진희, 2005), 자아정체감(박수길, 

2000)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정미숙, 2015; 이민

옥, 2018; 구영애 등, 2020)등이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진로결정수준의 측정도구는 Osipow et al.(1980)에 의

해서 개발된 Career Decision Scale(CDS)이다. 고향자

(1992)는 CDS를 토대로 진로준비행동을 확신부족, 정

보필요, 긍정적 갈등, 내외적 갈등의 구성요인으로 16

문항을 번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종사하게 될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의 정도로 양 극단으로 진로결정을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으로 정의하고, 고향자(1992)가 번안한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 중 확신부족에 대한 문항도

구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진로결정수준의 주요 선행변인 중 하나인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이란 개인

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진로탐색 및 관련 정

보 수집을 통해 결정된 진로목표달성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행위적 노력을 의미한다(강혜순, 

2015).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 차원이 아닌 실제

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이다(정미숙, 2015). 즉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에 관심은 가졌으나 측정의 어려

움으로 큰 진전이 없기에(이현진, 2009), 진로준비행

동만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이 있

는 측정도구는 Aiken & Johnston(1973)의 진로탐색에 

대한 직업 체크리스트(Vocational Checklist)와 Stumpt 

& Hartman(1983)의 Career Exploration Survey(CES)가 

있다. 김봉환(1997)은 기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진로결

정을 확신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인을 정보 수집, 도구 구비, 실

천 노력으로 16문항을 확정하는 진로상담 사례 분석

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인지나 정서의 차원

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서, 자

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과 더불

어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동으로 정의하였

다.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인 

중 실천노력에 대한 문항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2.5.1.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은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Hackett & Betz, 1981).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진로미결정의 연구로 시작되었고, 진로미결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

정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의 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Taylor & Pompa, 1990; Betz & Voyten, 1997),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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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결정자기효능감와 진로결정태도의 정(+)적 상관관

계의 연구(Luzzo, 1993; 정미숙, 2015; 이민옥, 2018; 김정

미 등, 2019; 구영애 등, 2020)가 있었다. 따라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2.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은 한 개인이 진

로를 확실히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의 수준 혹은 미래

의 직업에 대한 준비정도를 의미한다(홍미진, 2012).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 각각의 변인에 대한 연

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

정수준의 상관관계 이상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미

흡한 수준이다(김선, 2020). 더불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연

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먼저 진로결정수준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백인선과 정기수(2018)는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 중 진로확신요인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을 증진시키지만, 진로미결정요인이 높을수록 오히려 

진로준비행동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김선

(2020)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주희(2004)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

데, 높은 진로결정수준의 학생은 높은 진로준비행동

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김지희(2018)의 연

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로 항공서비스 전공자의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

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수준에 정(+)의 영향관계를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수준은 각 개인이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

기 위한 전체 단계의 수준 혹은 미래의 직업에 대한 

준비정도라 하였고, 진로준비행동은 올바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한 진로탐색 및 관련 정보수집을 통해 결정된 

진로목표달성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행위적 

노력이라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진로준비행동의 선행변인으로 보고자하며, 진로결정수

준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미치는지 확인

하기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5: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손은령과 손희진(2005)의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행동과 관련한 변인들(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진로결정수준과 진

로준비행동에 학년이 제2의 독립변인인 조절변인으

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조절변인이란 독립변인

과 종속변인과의 관계에서 상황효과 또는 조절효과를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제2의 독립변인을 말한다. 다시 

말해, 종속변인과 독립변인과의 관계가 조절변인에 

따라 그 효과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배병렬, 

2017). 이에 조절변인인 학년 중 1학년을 신입생, 2학

년부터 4학년을 재학생으로 구분(김현순, 2017)하고 

조절변인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H6: 신입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교육서비스품질(교

수자서비스품질, 교육과정서비스품질)과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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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델 및 조사설계

3.1. 연구모형

앞선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교육서비스품질(교수

자서비스품질, 교육과정서비스품질)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그리고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

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

이 설정하였다.

3.2. 조사설계

측정도구는 타당성이 검증된 기존연구의 설문문항

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연구환경에 맞게 연구자

가 수정하거나 개발하였다. 변인들은 측정도구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수개의 측정항목으로 측정하였

으며 모든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30명의 MIS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

를 실시하여 설문항목을 검토 받아 내용타당성을 점검

하였으며 최종 설문항목에 반영하였다. 변인의 설문문

항의 및 관련 연구를 <표 1>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4. 실증분석과 해석

4.1. 자료 수집과 자료의 특성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

정자기효능감 그리고 교육서비스품질이 미치는 영향 

관계 파악이 목적이다. 이에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약 2주간의 설문지를 배포하

여 447부 회수하고 불성실 설문응답 21부를 제외한 

426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유효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 20%(85명), 여 80%(341명)이고 나이는 20~24세가 

92.3%(393명), 25세 이상이 6.1%(26명), 20세 미만인 

1.6%(7명)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43.2%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4학년이 4.0%(17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빈

도분석, 타당성분석, 확인적요인분석, 구조모형분석

과 다중집단분석 등이며, 사용된 분석도구는 IBM 

SPSS Statistics 21.0와 AMOS 21.0이다.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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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 채택한 측정모형의 적합성과 척도의 신

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분석을 실시한다(Anderson & Garbing, 1992).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279.148(df=123, 

χ2/df=2.269), GFI=.934, AGFI=.909, NFI=.957, IFI=.976, 

TLI=.969, CFI=.975로 우수(good fit) 권고수준을 충족

하고, RMSEA=.055로 수용(acceptable fit) 권고수준을 

충족하여 측정모형의 결과는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척도의 신뢰성은 모든 측

정항목이 Cronbach’s alpha값이 .879 이상으로 나타나 

확보되었다. 척도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

성으로 확인하는데, 먼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은 다음 3가지인 표준요인적재량 (t-value>=1.965일 때 

>=.6), 평균분산추출(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연구변인 설문문항 관련 연구

교수자
서비스품질

우리학과 교수진은 수업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학과 교수진은 도움을 요청한 사항에 흔쾌히 응답해준다.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학과 교수진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준다. 양동휘, 정해옥 (2020)

이한나 등 (2019)
최은혜 (2017)교육과정

서비스품질

나는 학교와 학과에서 제공하는 수업업계획서와 프로그램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와 학과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와 학과에서 다양한 학생활동을 권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나는 다양한 진로들 중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5년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나는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구영애 등 (2020)
이민옥 (2018)

진로
결정수준*

진로선택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빨리 결정을 내려버리고 싶다.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진로를 선택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 내가 선택한 ________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알 것 같지만,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구영애 등 (2020)
정미숙 (2015)
고향자 (1992)

진로
준비행동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친구, 교수님 또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전망, 보수, 취업방법, 승진제도 등)를 
수집하였거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정미, 김재천 (2019)
정미숙 (2015)
김봉환 (1997)

* 진로결정수준: 역채점 

<표 1> 측정 항목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85 20.0

학년

1학년 184 43.2

여자 341 80.0 2학년 159 37.3

나이

20세 미만 7 1.6 3학년 66 15.5

20~24세 393 92.3 4학년 17 4.0

25세 이상 26 6.1 소계 426 100.0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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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6)로 평가

한다(Bogozzi & Yi, 1988). 본 측정모형은 표준요인적

재량 .71 이상, AVE .620 이상, 합성신뢰도 .848 이상

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판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AVE 값과 상관계수

의 제곱값을 비교하여 검토하는데, AVE의 제곱근값

이 다른 상관계수의 값보다 모두 상회한것으로 나타

나 판별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

4.3. 구조모형 분석: 주효과 검증

앞의 권고기준을 충족한 측정모형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AMOS 21.0을 사용하여 구조모형(structural 

model)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는 

χ2=396.791(df=127, χ2/df=3.124), GFI=.911, AGFI=.880, 

NFI=.939, IFI=.958, TLI=.949, CFI=.958로 우수(good fit) 

권고수준을 충족하고, RMSEA=.071로 수용(acceptable 

fit) 권고수준을 충족하여 구조모형 설정은 무리가 없

변인 항목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value Cronbach’s Alpha AVE 합성신뢰도

교수자
서비스품질

PQoS1* 0.899

0.906 0.701 0.875PQoS2 0.839 0.042 22.698

PQoS3 0.884 0.042 24.471

교육과정 
서비스품질

CQoS1* 0.71

0.879 0.655 0.848CQoS2 0.908 0.069 17.686

CQoS3 0.917 0.068 17.79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CDSe1* 0.808

0.912 0.749 0.899CDSe2 0.934 0.045 23.297

CDSe3 0.914 0.045 22.77

진로 
결정수준

CDL1* 0.929

0.932 0.762 0.927
CDL2 0.879 0.032 28.78

CDL3 0.897 0.031 30.402

CDL4 0.828 0.04 24.949

진로
준비행동

CPB1* 0.817

0.904 0.620 0.890

CPB2 0.784 0.044 22.027

CPB3 0.796 0.052 17.995

CPB4 0.82 0.051 18.773

CPB5 0.75 0.052 16.606

모형적합도: χ2=279.148(df=123, χ2/df=2.269), GFI=.934, AGFI=.909, NFI=.957, IFI=.976, TLI=.969, CFI=.975, RMSEA=.055 
*준거변인

<표 3>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변인 √AVE
교수자

서비스품질
교육과정 

서비스품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수준
진로

준비행동

교수자서비스품질 0.837 1

교육과정서비스품질 0.809 0.412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866 0.392 0.628 1

진로결정수준 0.873 0.447 0.586 0.596 1

진로준비행동 0.787 0.485 0.731 0.683 0.72 1

<표 4>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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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측정모형을 토대로 변인들의 

가설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자서비스품질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178, 

t=3.837)에, 교육과정서비스품질은 진로결정자기효능

감(β=.583, t=10.169)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결정수준(β=.617, t=12.747)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 진로준비행동(β=.428, t=8.101)에,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β=.455, t=8.863)에 정(+)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 즉, 5개의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4.4. 구조모형 분석: 조절효과 검증

앞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관심인 진로준비행동에 

교육서비스품질과 진로결정자기효능 그리고 진로결

정수준이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다. 

또 다른 연구관심인 신입생과 재학생 집단별로 교육

서비스품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과의 영향관계 그리

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그리고 진로

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다. 즉 신입생과 재학생 집단의 조절효과(moderation 

<그림 2> 구조모형분석

가설: 방향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value p-value 결과 R2

H1: 교수자서비스품질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178 0.042 3.837 *** 채택
.457

H2: 교육과정서비스품질 → 0.583 0.063 10.169 *** 채택

H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

결정수준
0.617 0.049 12.747 *** 채택 .381

H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
준비행동

0.428 0.049 8.101 *** 채택
.629

H5: 진로결정수준 → 0.455 0.046 8.863 *** 채택

모형적합도: χ2=396.791(df=127, χ2/df=3.124), GFI=.911, AGFI=.880, NFI=.939, IFI=.958, TLI=.949, CFI=.958, RMSEA=.071 

<표 5> 가설 결과

구분 Model χ2 df △χ2 △χ2의 p-value

확인적요인분석
[모델1] 비제약모형 409.916 246

△χ2(13)=21.639 .061
[모델2] 제약모형(구조가중치모형) 431.554 259

구조모형분석
[모델1] 비제약모형 532.875 254

△χ2(13)=20.523 .083
[모델2] 제약모형(구조가중치모형) 553.398 267

<표 6> 다중집단 확인적요인분석 & 구조모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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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중개변인(intervening 

variable)은 매개변인(mediating variable)과 조절변인

(moderating variable)로 구분할 수 있다. 종속병인에 대

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즉 효과의 크기가 제 3변인의 

특성에 의해 조절될 때, 이 제 3변인을 조절변인이라

고 한다(Baron and Kenny, 1986).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나이, 교육 수준)등과 같은 설문응답자 특성이 

주로 중개변인의 역할을 한다.

이에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여 가설6의 검정을 수

행한다. 다중집단분석(multi group SEM)은 먼저 다중

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교차타당성분석에 

의한 측정동일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다음으로 

다중집단 구조모형분석을 수행하여 집단별 차이를 비

교 평가한다. 측정동일성 확보하기 위한 다중집단 확

인적 요인분석(multiple group CFA)을 수행결과 비제

약모형과 측정가중치가 동일하다는 구조가중치모형

간의 △df=13, △χ2=21.639, χ2차이의 p=.061 > α=.05이

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아 신입생과 재학

생 간 교차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multiple group SEM)에 의한 가설6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비제약모형의 χ2(254)=532.875이며, 구조가

중치모형의 χ2(267)=553.398이다.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χ2(13)=20.523, p=.083 < α=.1보다 작으므로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

<그림 3> 다중집단 구조모형분석(신입생과 재학생 별 조절효과)

가설: 방향
신입생(n=184) 재학생(n=242)

표준화 계수 t-value p-value 결과 표준화 계수 t-value p-value 결과

H6a:
교수자

서비스품질
→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0.099 1.338 0.181 기각 0.211 3.545 *** 채택

H6b:
교육과정 

서비스품질
→ 0.543 6.508 *** 채택 0.615 7.448 *** 채택

H6c: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
결정수준

0.588 7.963 *** 채택 0.628 9.774 *** 채택

H6d: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
준비행동

0.27 3.78 *** 채택 0.529 7.154 *** 채택

H6e:
진로

결정수준
→ 0.605 8.11 *** 채택 0.365 5.361 *** 채택

<표 7> 다중집단 가설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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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신입생과 재학생은 조절변인로 효과가 있

다고 볼 수 있으며, 가설6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 집단별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별 비교와 

평가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입생 집단은 교육

과정서비스품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H2), 진로결

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H3), 진로결정자기효

능감과 진로준비행동(H4),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H5)의 가설은 지지되었지만, 교수자서비스품질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H1)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

다. 아무래도 신입생의 교과목은 전공수업보다 교양

수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어 전공교과목 담당 학과 

교수자교육서비스품질에 대한 경험 및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재학생 집단은 교수자서

비스품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H1), 교육과정서비

스품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H2), 진로결정자기효

능감과 진로결정수준(H3),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

로준비행동(H4),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H5)의 

가설이 모두 지지 되었다.

<그림 3>은 신입생과 재학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인데, 두 개의 경로계수 중 상단의 이탤릭체는 값은 

신입생 집단을 하단의 값은 재학생 집단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교육서비스품질과 

신입생과 재학생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교육

서비스품질(교수자서비스품질, 교육과정서비스품질)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신입생과 재학생 집단간의 조절효과

는 어떠한지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인 교육서비스품질(교수자서비스품

질, 교육과정서비스품질)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교수

자서비스품질(β=.178, t=3.837)보다 교육과정서비스

품질(β=.583, t=10.169)이 상대적으로 큰 설명력을 보

이기에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서비스품질에 대한 대학

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선호 및 만족이 우선시 되어

야 한다는 볼 수 있다. 즉, 대학은 대학생들에게 양질

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며, 교육서비스품질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진로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양동휘, 정해옥, 2020; 이한나 등, 2019).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가 기존 연구(구영애 등, 2020; 이민옥, 2018; 김수영, 

배성아, 2014; 강명희 강민정, 2015)의 연구결과와 유

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개인의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요인 등을 포함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

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목표설정과 계획을 세우고 다양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목표선

정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경진대

회, 취업관련 전문가 및 졸업생 인터뷰 등) 참여로 동

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들의 진로

준비행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들(김종운, 박성실, 2013; 주명진, 2011; 유미정, 

2008)의 분석 결과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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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진로에 대한 자기 주도성과 자신감을 통해 진

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

기도 하며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높은 직업을 탐색하고 

미래의 계획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

을 실천(박완성, 김미숙, 2021; 김재희, 2019; 백주경, 

2019)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과 고용에 대한 불안

감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진로결정을 위한 자기효능감을 증

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보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서처럼 진로결정수준은 진로

준비행동에 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진로와 취업에 대한 확

신을 가질수록 진로준비에 대한 행동력이 있음을 말

해준다. 즉,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스스로가 진로와 취

업에 대한 확실한 결정권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진로에 대한 미결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갈

등적인 요소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조절변인로 사

용하여 두 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재학생 집단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이 교육서비스품질

(교수자서비스품질, 교육과정서비스품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신입생 집단에서는 교육서비스품질 중 교수자서비스

품질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은 대학 입학 시 다양한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을 통해 지식을 함양하지만 전공 교과

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즉, 학년이 거듭될수록 교육과 전공에 대한 중

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통해 진로 및 취

업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재

학생은 대학 교육서비스를 통해 진로를 결정할 수 있

는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품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과 교육과정의 집단

별 차이를 준비하여 교과과정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기관의 교육서비스품질과 대학생들의 자

기효능감을 높이고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

생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화된 실무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 조절효과를 이용한 분석결과처럼 교수자서비스품

질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신입생이 느끼는 소속감에 대한 이질성, 다양

한 교육범위와 교양과목 등 학점채우기 우선의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대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등에 많은 시간을 할

애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산업

에서는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경제적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경력직 사원 채용

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시작으로 전공교과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

생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 확대되어야 하

며, 학생들의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탐색, 진

로계획 및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맞춤화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

극적인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현장전문가 초

청특강, 취업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

이 대두되며, 특히, 졸업생을 활용한 취업성공에 대한 

조언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프로

그램 또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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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교육서비스 프로그

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을 갖고 있기에 향후 연구

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종단적 조사 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객관화하기 위해 연구의 표본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조절변인(신입생과 재학생별) 이외의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적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성행남, 김은정,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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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Effects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Freshman and 

Undergraduate Students

 1)

Sung, Haengnam*, Kim, Eun-Jung**, Lee, Ta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quality of professor service, quality of 
curriculum servi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ppropriate measures were developed and tested on 426 respondents of Gyeongnam province in South Korea with a 
cross-sectional questionnaire survey.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validity analysis were conducted.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ment model, the 
CFA(confirmatory factor anlaysis) were conducted. The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undertaken to 
perform the path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and to assess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MCFA(multi group CFA) and 
MSEM(multi group SEM)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 moderation effect.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education service quality has positive effect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co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s positive effects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reparation behavior. Third, career decision level has 
positive effects on career reparation behavior. Finally, it was found there exists a moderating effect of freshman/registered 
student between education service qual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investigation of extraneous variables which help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as for career of university student will contribute to university education.

Key Word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ducation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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