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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사회의 취업 시장은 연일 한파와 과열의 공존을 겪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대졸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원서를 넣

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혹은 현 상황을 고려한 취업 준비가 이루어지는지

는 의문이다. 뚜렷한 직업선택 동기가 없이 어디든 합격하기만 하

면 일단은 취업의 문을 넘는 것으로 생각하여 여러 곳에 동시다발

적으로 지원하고 유사 기업 및 기관에 중복 합격하게 된다. 물론

개인에게는 취업할 기업에 자유롭게 지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면, 어느 정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의 합동채용제도 도입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기

업 차원에서는 입사 후 교육훈련 비용과 신규채용에 들어가는 비

용이 추가 발생할 것이며, 기업과 해당 기업에 보다 높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

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도 명확한 동기 없이 취업을 결정하게 될

경우,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회사적응에 있어 고충을 겪을 가

능성이 크다.

조직 적응과 관련하여 조기퇴사 및 이직은 또 하나의 사회적 문

제 중 하나이다. 조기퇴사나 이직은 개인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했

다는 점을 반증하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조기퇴사의

가장 큰 이유로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가 약 50%를 차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개인이 가진 직업선택 동기에 의거하여

취직할 직장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취업소요기간

만을 단축하기 위해 고려 대상에 없던 회사에 취직했을 확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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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가령 개인이 가진 직업선택 동기는 향후 취업을 해서 성과를 내

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간과

한다면 개인 차원에서의 취업 성과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생산성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가진 동기와 그에 따

른 선택에 의해 성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취업할 때 그 성과는 어떻게 달라지며 어떠

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관심변

수인 직업선택 동기 변수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활용한 데이터 내

의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 정도’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네 가지의 유형의 직업선택 동기를 구성하였다. 각각은 위세동기,

환경동기, 업무동기, 발전동기이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취업성과

를 살펴봄에 있어 사회인지진로이론과 인적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가 각각의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동기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여

동기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한 학교 및 개인 수준의 특성에 대

해서 분석하였다. 여기서 취업성과는 직무만족도와 임금을 살펴보

았다.

아울러 연구방법으로는 첫 번째 연구문제인 배경변인에 따른 직

업선택 동기 유형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검정과 일원분산분

석을 활용하였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인 직업선택 동기

가 주관적 취업 성과와 객관적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선형 회귀 분석과 위계적 선형 모형(HLM)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 기업특성, 학교특성에

따른 직업선택 동기의 유형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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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특성 중 성별에 따라

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발전동기가 높았으나, 위세동기와 환경동기

는 낮았다.

기업특성 중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종사자에 비해 환경동기와 발전동기는 높았으나, 업무동기는 낮았

고 사업체 유형에 따른 직업선택 동기의 차이를 보았을 때, 위세

동기와 업무동기만이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학교 특성에 따른 직업선택 동기 유형 간 차이를 보면, 국공립

여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업무동기 뿐

이었다. 본·분교여부에 있어서 본교는 분교보다 위세동기와 업무동

기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는 발전동기에서만 나

타났고 학교소재지의 경우 모든 동기 유형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네 가지

직업선택 동기의 유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동기는 만족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나머지 동기 유형은 모두 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임금성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모든

투입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위세동기와 업무동기만이 유의한 수

준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동기의

부호는 반대였으며, 위세동기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임금은

2.2% 증가하는 반면, 업무동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임금은 1.3% 하

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결과를 통해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직업선택 동기의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자면, 보편

화된 고등교육 안에서 대학의 학부 과정은 연구를 위한 목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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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실상 직업교육을 위한 정규 커리큘럼은 4년제 대학

에서는 거의 없다. 이는 기업이 대학교육과 실무의 괴리를 지적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차원의 정규 직업교육이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동기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가치관이기에 직

업교육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직업과 직업생활을 미리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만족감을 향상시

키기 위해 내재적 동기 중 높은 자기 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객관적 성과인 임금 성과에 대

해 살펴보자면, 대학 차원에서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있어 개

인의 직업선택 동기를 고려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대학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하나로 혹은 대학의 책무

중 하나로 이 문제를 끌어들인다면, 개인차원에서의 이중 소비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건전한 취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이다. 아울러 대학생의 취업 사교육, 입사 후 적응 및 이직과 관련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개인의 선택에 관

여하여 조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대졸자, 직업선택 동기, 취업 성과, 만족도, 노동시장 성과,

HLM

학 번 : 2016-2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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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의 취업시장은 한파와 과열의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기업은 공채계획이 없음을 밝히며 신입 사원 채용을 축소하고

있는 한편, 취업을 위한 대학생 혹은 졸업생들의 응시는 과열되고 있

다.1) 특히 최근에는 46개 공공기관이 합동채용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는

데, ‘어디든 응시 한다’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곳에 동시 지원하

여 합격 후에 중도 이탈하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2)

가령, 유사 기관 및 기업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은 교육훈련 후에 이직

하면서 다른 수험생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의 편익을 감소시킨다고 바

라볼 수 있다. 가령 중도 탈락한 신규 취업자를 대체하여 새로 뽑은 취

업자를 교육 및 훈련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명시적인 비용을 생각해보아

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직업에 대한 높은 헌신과 동기를 가지고 취업하

고자 하는 다른 취업 준비생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기업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보다 좋은 인재를 놓칠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와 같이 명확한 동기가 없는 취업 지원과 직업 선택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 차원에서 확고한 목표나 직업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

는 것이 아니기에 높은 이직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5년 기

준 우리나라 중견기업 이직률은 25.3%를 기록했다(통계청, 2015). 이러한

이직률은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OECD, 2014).

이직률과 관련하여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조기퇴사의 가

1) 연합뉴스(2017.7.19.). 청년층, 고용 한파에 취업 후 근로 여건도 애로.
2) 동아일보(2017.9.8.). 공공기관 합동채용 10, 11월 토요일마다 공시생 ‘A매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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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이유로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가 약 50%를 차지했다(이혜영, 강

순희, 2017). 높은 이직률은 개인의 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에 따른 이직은 개인적 차원에서 좋지 못한

경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나인강, 2005).

다만 이직이 반드시 개인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근래에 들어

젊은 직장인들이 이직 및 조기퇴사 선택하는 분위기는 과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 세대 직장인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가치가 직장에서의 목표와 일치한다면, 해당 기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높은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인이 가진 직업선택 동기 및 직업에 대한 가치가 조직의 그것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과 개인 간 갈

등으로 이어져 직장에 대한 낮은 만족감을 보이며, 이직 혹은 퇴사를 고

려하게 될 것이다(예지은 외, 2009).

이에 따라 개인이 추구하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 혹은 직업에 대한 가

치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직업

선택 동기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지,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이 연구에서 살

펴보고자 하는 대상은 대학졸업자이다. 대학에서의 경험은 직업 개념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게 해주며, 스스로가 직업선택 동기에 대한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 및 직업 선

택을 함에 있어 스스로가 가진 직업선택 동기를 인식하는 일은 매우 중

요하다(정영해, 강희순, 김정숙, 2011).

한편 우리나라 직업선택 요인에 관한 통계청의 2017년을 자료에 따르

면, 39.1%가 수입을 그리고 27.1%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위로는 적성과 흥미가 17.1%를 기록했고 이외에

직업 및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장래성이 5.6%, 보람 및 자아성취가 5.4%,

명예나 명성이 2.9%를 기록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취업자들이 외재

적 동기 혹은 요인에 따른 취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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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짐작해 보았을 때, 외재적 가치에 치우친 직업 선택은 위와 같이

합격 후 중도이탈이나 높은 이직률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감소라는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취업준비생의 약 70%가 목적

이나 방향성 없이 마구잡이식 스펙을 쌓고 있다.3) 이는 취업에 대한 불

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펙이 없는 것 보다 나을 것이라

는 막연한 생각에서 실제 취업과 관련 없는 자격증을 따거나 공모전에

참여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기도 하다. 목적이나 방향성 없는 취업 준비

는 불안한 취업시장과 기업들의 채용문화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취

업 당사자들인 대졸자들이 명확한 목표의식이나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러한 현상에 이끌려 따라가는 것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특히 개인에게 있어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매

우 중요하며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단기

적인 안목으로 직업을 선택하면 개인의 만족도를 비롯해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기에 신중한 선택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김상

묵, 2005; 김영미 외, 2009). 또한 어떤 직업선택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취업 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얻

는 성과는 상이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

았다 하더라도 개별 학생의 환경 혹은 동기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Cox, Muller & Moss, 2002; Zhao, Seibert &

Hills, 2005).

위 기사들에서처럼 대학생들이 명확하지 않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취

업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취업성과 즉, 개인이 취업을 통해 얻는

내재적·외재적 산출에 부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재적 산출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얻는 개인의 만족감 혹은 만족도와 관

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외재적 산출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얻는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과 같은 성과를 지칭한다. 개인이 어떠한 직업선택 동기

3) 헤럴드경제(2017.4.8.). 취업 압박감에 목적ㆍ방향 없는 스펙쌓기…‘막펙’을 아

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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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가지고 취업을 마음먹었을 때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여 성과를 냈

을 때, 그것은 개인에게 내재적으로 귀속되는 취업한 직장에 대한 만족

도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외재적인 노동시장 성과와

같은 높은 임금이 그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동기에 따라 취업을 경험한 후에 산

출되는 내재적 결과와 외재적 결과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독립변수를

개인의 동기 요인으로 상정하였기에,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다소 미

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에 주목하여, 개인의 선택이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와의 상호작용, 대학을 비롯한 사회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대학에서의 경험 또한 개인에

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대학 차원에서 개인의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일 것이라는 가설 하에 취업 성과에 미치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 또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내재적 결과에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그

리고 외재적 결과에는 임금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의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GOMS데이터는 대졸자의 직업

이동과 관련하여 현재 일자리를 비롯해 초기 일자리 그리고 두 번째 이

상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대졸자의 현재 직업

을 비롯해 과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직업 이동에 따른 개인

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다만 이 연

구에서는 대졸자의 현재 일자리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설명변수

인 직업선택 동기 변수를 구성하는데 있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직업선

택 동기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차이 및 영향을 보고자 한다.

또한 종속변수인 취업성과를 살펴봄에 있어, 사회 인지 진로 이론과 인

적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가 각각의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직업선택 동

기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여 개개인의 직업선택 동기가 효과적으로 작

용하기 위한 학교 및 개인 수준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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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직업선택 동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형에 따른 취업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았으며,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가 개인의 직업 및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가 개인의 임금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

기가 개인의 내재적·외재적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이에 따른 현상의 실태를 해석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 차원 및 대학

차원의 직업 및 진로교육 연계와 관련한 교육행정 영역의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세 가지이며,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 간

차이는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각 수준의 배경변인들이 직업선택 동기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은 특정한 동기 혹은 직업에 대

한 가치를 가지고 취업을 결정하게 되며, 이 때 어떠한 직업선택 동기를

가지고 취업했는가는 매우 다른 양상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연구

에서 직업선택 동기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 가정, 기업, 대학 특성 관련 변수들에 대해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각기 다른 직업선택 동기를 가진 네

집단이 존재할 때, 직업선택 동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기

업, 대학 수준의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대졸자

개인의 특성과 대학의 학교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남기며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이쌍철 외, 20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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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둘째,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는 개인의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이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가 개인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를 주관적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개인의 직무

만족도는 개인의 취업 성과에 있어 주관적-질적 성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윤수경, 한유경, 2014). 이는 취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

용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개인이 노동시장에 나아가 얻을 수 있는 개인

적인 영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GOMS 데이터는 현재 일자리

그리고 이전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항이 다수 있으나, 이 연구에

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한정

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는 개인의 임금 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이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가 개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연구 대상자는 현재 일자리에 종사 중인 대상으

로 한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 성과는 주로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각각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임금 성과는 주로 개인의 월 평균 근로 소득을 변

수로 상정하여 사용한다. 다음으로 고용형태는 지위 및 기업체의 규모를

변수로 상정하는데 기업 구성원의 수를 활용하기도 한다(이대웅 외,

2015). 기업의 규모 즉, 근로자 수를 노동시장 성과의 정성적 지표로 대

리 사용하고자 한다. 고용형태는 대기업 및 정규직 취업여부를 의미하며,

대기업이란 중소 및 중견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을 의미한다(오호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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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여부 및

정규직 여부를 기업 특성 변수로 통제하였고 최종적으로 월 소득 변수를

임금 성과로 상정하여 살펴보았다

3.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가 개인의 직무만족도와 노동시장

성과에 해당하는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직업선택 동기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

는 아래와 같다.

우선,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을 탐색

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직업선택 동기 유형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직업선택 동기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직업선택 동기를 내재

적 직업선택 동기와 외재적 직업선택 동기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주영

주, 한상윤, 2015; 김동심, 정수인, 2016).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직업선택 동기라는 구인의 구성에 있어 GOMS

데이터의 설문 문항 중 ‘일자리 고려항목 중요정도’를 묻는 15개의 문항

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통계적 증거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사회 인지 진

로 이론의 틀에서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연구보다 일반화시

킬 수 있는 데 힘쓰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종속변수로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가 객관적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개인의 월 평균 근로 소득을 상정하였다. 이를 통

해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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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이미 구축된 2차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대졸

자의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내·외적 산출에 대해 논의하였고 각각은 직

무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의 임금 성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로 다른

유형의 직업선택 동기가 위 두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된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에 사용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횡단 연구 자료이다. 특히 임금을 비롯해

만족도와 같은 취업성과 관련 변수는 시간의존변수에 해당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깊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 수준 변수를 구성하는데 있어 대학의 서열 변수를 추가하

여 이를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취업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다루지는

못하였다. 아울러 이 변수의 사용이 다소 민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그 밖에 대학 차원의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대

학에서의 경험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타 변수를 다양하게 추가하

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셋째, 이 연구는 양적 연구를 활용하였으나 보완적으로 질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통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심층 면담을 통해 개인의 동기에 따른

행동의 발현을 보다 깊이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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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직업선택 동기

가. 동기의 개념

직업선택 동기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동기의 의미를 먼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주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이 동기라고 가정하였고 또한 여타의 다른 결정 요인들이

모두 같다고 가정할 때의 차별적 효과를 살펴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기(motive)란 사람이 행동을 하게끔 유발하는 어떠한 내적

인 요인이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이현주, 2004; 진동섭 외, 2011). 따

라서 이는 관찰될 수 없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때때로 행동을 통해

서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선택

과 행동을 결정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동기는 크게 동기가 없는 상태인 무동기, 외재적 동기 그리고 내재적

동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Deci, E. L., & Ryan, R. M., 1985;

Gagne, M. & Deci, E. L., 2005), 이 세 가지 유형은 개인의 직업선택

동기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무동기는 글자 그대로 동기가 없는

상태로써, 의도적 규제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행

위 하고자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Ryan, R. M., & Deci, E. L., 2000).

다음으로 외재적 동기는 행동의 근원이 외부에서 오는 것을 뜻하는데,

가령 명예·명성, 안정성, 물질적인 보상이나 급여와 같은 인센티브, 타인

에게 비춰지는 평판을 비롯해 칭찬과 같이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수단에 의해 형성된 동기를 가리킨다(이현주, 2004).

Gagne, M. & Deci, E. L.(2005)는 특히 외재적 동기를 아래 <그림1>

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일정한 순서를 띄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내재적 동기에 가까워질수록 외부의 힘이 약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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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내부의 힘에 의해 이끌려 행위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 각각은 하

나의 단계로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외재적인 힘과 내재적인 힘 사

이의 강도에 따라 개별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동기는 일이나 행위 자체에 흥미를 느껴 자발적으

로 생성된 동기로써 외재적 동기와 달리 외부의 무언가에 이끌려 행위를

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행위나 활동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이를 이끌어 나

가는 내부적인 원동력을 말한다(이현주, 2004).

아래는 선택 혹은 결정과 관련한 동기의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한 그림

이다.

<그림Ⅱ-1> 동기의 유형과 자기결정(Gagne, M. & Deci, E. 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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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선택 동기의 개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혹은 대학원

에 진학하는 등 다양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나 대

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생계를 유지하

기 위해 혹은 개인이 원하는 진로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게 된다.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직업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또한 개인 간에

차이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구

현하고자 하는 역량과 가치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을 예

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 혹은 동기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차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직업선택 동기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개인이 부여하는 중요

도 혹은 가치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기 자체가 인간의 내

적인 요인이나 마음 상태에서 기인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가령, 직업에

대해 품은 가치 혹은 가치관은 개인이 진로나 취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스스로가 어떠한 측면에 가치를 더 부여하느냐에

따라 직업 활동에 대한 내적 가치를 지닌 상태와 외적 가치를 지닌 상태

로 분류할 수 있다(Au, 2009). 그리고 이는 직업선택 동기에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구분하는 근거를 마련해주는데, 대개 급여를 비롯

한 물질적인 보상, 사회적 존경 혹은 평판, 고용의 안정성, 자아실현, 개

인의 발전 기회 제공, 환경적 요소 등을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의

틀에 맞게 구분한 선행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Casado, 1992; 김지

혜, 전병길, 2007).

직업선택의 동기를 큰 틀에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나누어

본다면 외재적 동기에는 명예나 명성, 직업의 안전성, 수입 등이 속할 것

이며, 내재적 동기에는 개인의 적성 및 흥미, 보람과 자아성취감, 개인

혹은 직업의 발전성과 장래성 등이 속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우리나라 직업선택요인의 연도별 통계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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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를 살펴본다면, 지난 8년간의 직업선택요인은 주로 외재적 동

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직업선택요인의 약

70.4%가 외재적 동기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2013년 68.2%, 2015년

68.9%, 2017년 69.1%로 크게 변화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약 70%가 직업

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외재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자체에 대해 좋고 나쁘다는 가치판단을 함부로

내릴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명예·명성 2.9 2.7 2.6 2.9

안정성 29.2 28.4 28.0 27.1

수입 38.3 37.1 38.8 39.1

적성·흥미 14.1 16.6 16.7 17.1

보람·자아성취 5.5 5.6 5.4 5.4

발전성·장래성 6 5.8 5.4 5.6

기타 0.2 0.2 0.1 0.2

잘 모르겠음 3.7 3.7 3.0 2.7

계 100.0 100.0 100.0 100.0
(단위: %)

<표Ⅱ-1> 우리나라 직업선택요인에 대한 연도별 통계자료(통계청, 2017)

위와 관련하여 논의를 이어가자면,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은 매

우 다양할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rown & Crace, 1996; Kim et al, 2009). 아울러 가정배경 특성

을 비롯해 지역 및 환경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특히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졸자들의 경우 가장 최근의 경험으

로 볼 수 있는 출신 대학에서 받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직업선택 동기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대체로 특정 직종에 한정

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김민영 외, 2012; 김영미 외, 2009;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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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12; 안황권, 2006; 양필수 외, 2007). 아울러 청소년이나 대학생 혹

은 대졸자를 대상으로 직업선택 동기 및 의식을 조사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행해지지 않았다(유형숙, 2004).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앞서 서론에

서 밝혔듯이 특정 직종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대졸자들의 일반적인 경향

을 살펴보아 이를 토대로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가령,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직업선택 동기를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

기로 나누어 볼 때, 외재적 동기로는 명예나 명성, 직업의 안전성, 수입

등이 분류될 것이다. 다음으로 내재적 동기로는 개인의 적성 및 흥미, 보

람과 자아성취감, 개인 혹은 직업의 발전성과 장래성 등이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 분류가 존재한다. 가령,

김병숙 외(1998)는 직업선택의 동기 혹은 직업가치를 내재적 가치와 외

재적 가치로 나누면서, 내재적 가치로는 자기능력, 사회헌신, 인간관계

중심주의, 이상주의, 자기표현을 외재적 가치로는 권력추구, 경제우선, 개

인주의, 사회인식 중시, 안정추구를 분류하였다. 안강현, 이용환(1998) 또

한 직업가치의 유형을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분류하면서 능력,

기여, 성취를 내재적 가치로 보수, 지위, 안정을 외재적 가치로 두었다.

김수정(2013)은 직업선택 동기의 유형을 미온적 탐색형, 진취적 도전형,

보수적 지위추구형, 변화지향적 창의형, 수동적 안주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김영직, 조민효(2015)는 보수 가치, 발전 가치, 업무 가치, 환경

가치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보수 가치에는 직장(고용)안정성, 근

로소득, 회사규모가 속하며, 발전 가치에는 개인의 발전가능성, 적성 및

흥미, 직업자체의 미래전망이 속하고 업무 가치에는 업무내용의 난이도,

전공분야와의 관련성이, 마지막으로 환경 가치에는 근로시간, 출퇴근거

리, 업무량,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이 분류되어 있다. 유현옥, 김은비

(2016)는 평판 가치, 발전 가치, 업무 가치, 환경 가치의 네 유형으로 나

누었으며 일자리 평판, 일 평판, 회사규모를 평판가치로, 미래전망, 개인

발전, 적성, 안정성을 발전 가치로, 업무난이도, 업무량, 전공 관련성이

업무 가치로, 근로소득, 근로시간, 복리후생, 근무환경, 출퇴근 거리를 환

경 가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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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성과

취업 성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어

떠한 직업인지 그리고 소득은 얼마인지와 관련한 이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도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취업의 성과는

다양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Heslin(2005)에 따르면 직업의 성과는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은 위에서 언급한 직업의 지위, 소득과 같이 객

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여타의 것들이다. 한편 주관적 성과는 개인의 주

관적인 경험과 관련한 요소로 직업 만족과 같은 요소가 있다. 이는 직접

적으로 관찰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느끼는 주

관적 만족이자 주관적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방하남·이상호(2006)는 취업 성과의 하나로써 ‘좋은 일자리’를 개념화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보

상으로 임금을, 사회적 척도로 직업위세를, 심리적 주관적 척도로 직무만

족도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을 측정

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지선·이수정·신정철(2010)은 첫 일자리 취업 유무 여부와 미취업 기

간 탈출 확률을 통해 양적 성과를 측정하였고 고용형태, 임금수준, 만족

도 등을 통해 질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임다희·조일형·권기헌(2014)은 임금 및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두어

취업자들의 대학 재학 중 취업 노력이 위 두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특히 취업 성과 중 임금과 관련해서는 학교생활, 직업훈련, 취업

계획의 차원에서 배경변인을 구성하였고 직무만족과 관련해서는 대학 재

학 기간 중 취업을 위한 노력 및 활동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윤수경·한유경(2014)은 취업 성과를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객관적

-양적 성과와 주관적-질적 성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객관적-양적 성과

로는 취업 여부, 미취업기간의 탈출 확률, 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상정하였으며, 주관적-질적 성과는 직무만족도를 비롯해 취업 시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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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일치, 기술수준일치, 전공일치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애리·주영주(2017)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단순히 취업여부 혹은 임금

성과만을 살펴봐왔고 취업 전 개인의 심리 특성을 비롯해 학교 환경 요

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했으나, 취업 준비 노력에 대한

고려는 적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종속변수로는 임금과 만족도를 설정

하여 취업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종속변수로 직무

만족도와 임금을 선정하였다. 이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

의 질에 있어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 위함이

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취업 성과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은 상호

작용하기 마련이고 일의 계속성을 비롯해 개인의 직업 생활에 있어 중요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이한 직업선택 동

기에 따라 나타나는 취업 성과를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을 혼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3. 직무만족도와 사회인지진로이론

일반적으로 직무만족도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직업만족도, 업무만족

도, 직장만족도 등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김선남, 2017). 이

는 직업만족도 혹은 직장만족도로 일컬어지는 이 개념이 단일 요소로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다차원적인 개념

이기 때문이다(박정주, 2011). 가령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임금이나 소득,

고용 안정성, 근무 환경, 개인의 자아실현 혹은 발전 가능성, 사내 인간

관계, 인사체계, 복리후생제도, 직업이나 업무에 대한 평판, 자신의 적성

과 흥미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논문의 주관적 취업 성과에 해당하는 직무만족도에 대한 선행 정

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McCormick & Tiffin(1974)은 직업에 대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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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욕구충족과 관련지어 욕구충족의 정도를 직업 만족도로 보았으며,

Locke(1976)는 개인의 직무에 대한 평가 결과 생긴 긍정적인 감정의 상

태로 보았다. 한편 Lichtenstein(1984)은 직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직

업만족으로 보았다. Herzberg(1987)는 직업만족을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의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보았는데, 이는 만족과 불만족을 독립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었다. 이와 같이 직업만족

도는 개인의 욕구, 감정, 태도와 관련된 심리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겪는 개인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만드는 성향과 취업 후

일련의 경험에 대해 환경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으면, 직업 관련한 직무

효능감 및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 보다 높은 보상을 기대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다고 가정하고 있다(이은설, 신윤정, 2017). 즉, 개인을 둘러싼 내적 그리

고 외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곧 개인의 직업만

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

는 일들은 가령, 자기 효능감이나 결과에 대한 기대의 향상으로 인한 진

로 발달 및 진로 선택이다.

이 이론은 또한 최종적으로 삶의 만족을 살펴볼 수 있기에 직장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에도 또한 유용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직업

에 대한 만족도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선행 연구에서 간

접적인 영향 또한 살펴보았으나, 이 연구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보고자

한다. 여기서 직업선택 동기에 해당하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각각 개인에게 내재된 욕구라고 볼 수 있다. 내재적 동기를 구성하는 변

수는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 정도에서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전공분야와

의 관련성, 개인 발전가능성,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이며, 외재적 동기를

구성하는 변수는 근로소득, 근로시간, 직장 안정성, 근무환경, 복리후생이

다. 이는 개인이 취업에 있어서 기대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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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동기가 직업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사회인지진로이론에 의거하면, 개인의 내적인 변인 중 자기 효능

감을 비롯한 긍정적 정서와 상관이 있는 내재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외재

적 동기를 가진 개인보다 높은 만족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4. 임금 성과와 인적자본이론

대다수의 연구에서 노동시장 성과는 취업을 통해 개인이 얻는 임금

혹은 소득을 말하며,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양적성과 뿐만이 아니라 사

업체 혹은 회사의 규모와 같은 질적 성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

다(방하남, 이상호, 2006; 이운식, 나운환, 2011). 이는 노동시장 성과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정량적으로 임금의 측정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는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최근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행

복 및 만족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 연구에

서도 이를 반영하여 노동시장 성과의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 모두를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노동시장 성과의 질적 성과는 개인의 직업만족도와

도 관련이 있다. 일자리 자체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주관적인 만족도

라는 개념은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현적인 성과와 함께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해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는 개인의 임금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대학에서 받은 교육이 개인에게

하나의 인적자본으로 형성화되어 향후 직업을 가졌을 때, 취업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향

상시키는 것이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Schultz,

1961). 가령, 교육에 투자함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이 개인이 가진 능력에

비례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취업 성과를 살펴봄으로

써 개인 차원의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학 차원의 논의로도 연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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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에서의 경험이 개인의 임금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할 때,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 양적,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음에 따라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도 대학이 개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5. 이론적 틀

개인은 특정 직업선택 동기 혹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취업

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취업 후에 일자리에서 일구어내는 성과는 내

재적인 성과와 외재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내재적인

성과를 개인이 일을 하면서 직장이나 업무에 있어 느끼는 만족감으로 가

정하였고 외재적인 성과는 노동시장 성과와 같이 외적인 보상으로 가정

[그림 Ⅱ-2]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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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될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 성과로는 개인의 월 평균 임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아울러 직업선택 동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설명

하기 위해 사회인지진로이론에 입각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이

론은 개인이 대학에서 경험한 바가 유사하더라도 스스로가 지닌 진로에

대한 특정 인지체계에 따라, 즉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진 진로 혹은

취업에 대한 상대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보다 개

인의 자기 효능감 혹은 안녕감을 중요시하는 특정 동기 유형이 다른 유

형보다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이 있다. 상이한 유형의 직업선택 동기

가 개인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떠한 직업선택 동기를 가진 대졸자가

어떤 수준의 직무만족도를 보이는지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직업선택 동기가 임금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는 인적자본 이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적자본 이론

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졸자들은 지

금까지 그들이 받은 교육을 통해 갖춘 능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 임

금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백일우, 임정준, 2009). 한편 여기

서는 대졸자들이 대학으로부터 교육받은 대학의 차별적 효과가 직업선택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효과로 인한

직업선택 동기의 차이는 그들의 외적 성과에 해당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모종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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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행연구개관

가. 직업선택 동기 관련 선행연구

직업선택 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특정 직업에 한정하여 연구

가 이루어져 왔고 또한 직업선택 동기 외에도 직업선택 동기, 직업선택

동기관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왔다. 안황권(2006)은 특수경비원의 직업선

택 동기와 직업평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직업선택 동기가 직업평가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직업선택 동기의

하위요인 중 직업존중 및 안정성, 자아실현은 직업선택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우발적 동기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필수

외(2007)는 직업선택 동기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업을 갖기 전의 동기보다 현재 직무와

관련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박경호(2012)는

호텔종사원의 직업선택 동기와 직무성취 만족도 그리고 성취감 간의 인

과관계 연구를 통해 직무성취 만족도에는 개인적 혜택요인과 사회적 환

경요인의 두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감

에는 사회적 환경요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영미·김성섭·박혜정(2009)은 항공사 승무원의 직업선택 동기 성취정도가

전반적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다. 연구결과는

조직원들의 긍정적인 직무태도 형성에 동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며,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된 직업선택 동기를 토대로 입사

전의 부여정도와 입사 후의 성취정도를 비교하였으며 외재적 동기는 어

느 정도의 성취를 보였으나 내재적 동기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전

반적인 직무만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는 외재적 동기 중 하나인

대기업 구성원으로서 인정 및 혜택이며, 이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직의도에 자기계발과 대기업 구성원으로서 인정 및 혜택이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아 외(2013)는 직업선택 동기와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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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공·사 비교연구를 통해 근로자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영향

을 미치는 동기 구조를 살펴봄과 동시에 동기 이론적 시각에서 직업선택

동기의 선행 및 결과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인터뷰를 실시하여 양적연구를 보완한 혼

합연구방법을 차용하였다. 특이할만한 점으로는 일반화를 위해 직업선택

동기의 구조를 Alderfer의 ERG이론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있다. 연구결

과로는 관계욕구와 성장욕구가 존재욕구에 해당하는 가장 하위의 욕구에

비해 직무만족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시키고 있었다. 다만 개인, 가

족, 사회적 배경의 특성들이 직업선택 동기의 차이와 변화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도 있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

적 배경보다는 특정 조직에 대한 이미지나 개인의 지향 가치, 과거와 현

재의 경제적 여건 등이 보다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도 취업 성과 중 하

나인 만족도 항목에 있어서는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 및 가정할 수

있겠다. 한편 이 연구에서 살펴볼 기타 종속변수인 취업 유무, 임금, 고

용형태와 같은 객관적 성과에 대해 처치변수인 직업선택 동기를 가지고

살펴본 연구보다는 오히려 종속변수인 동기에 대해 리더십, 제도, 성과가

미치는 영향을 찾아보는 연구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동기 관련 연구로서 최근의 연구에 해당하는 노종호(2016)의 연

구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공무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여기서 외재적 동기로는 성과급을 내재적 동기로는

공공봉사 동기를 설정해 개별 하위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내재적 동기의 하위요인 중 공공봉사 호감도와 공공가치몰입 그리

고 동정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외재적 동기의 측

정 변수인 성과급 기급의 타당성 및 지급액은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순애·이혜연(2017)의 연구는 내

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공공봉사동기와 외재적 보상에 해당하는 성과중심

보상제도에 대한 인식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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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는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개인성과와 조직성과 모두 공공

봉사동기로서 정치에의 호감도나 헌신과 같은 내재적 요인과 성과중심

보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공봉사동기

즉 내재적 동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조절한다는 가설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나. 취업 성과 관련 선행연구

취업 성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적 성과

와 주관적 성과로 구분된다(Heslin, 2005). 다만 개별 취업 성과 영역의

하위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취업 유무, 미취업 기간 탈출 확

률, 고용형태, 임금수준, 만족도 등을 아우르기 때문에 개별 영역에 대한

연구 또한 선행연구로 간주하여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

서 살펴본 취업 성과 관련 선행연구는 노동시장 성과로 일컬어지는 임금

및 고용형태를 비롯해 만족도, 취업 기간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간

주한다.

우선 전반적인 취업 성과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성재·반정호

(2006)는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노력이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고 성과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노동시장 성과를 첫 일자리 이행 기

간,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여부, 첫 일자리 임금수준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학 중 일 경험과 취업준비 시기는 첫 일자리 진

출 시기를 높이며 학점, 영어점수, 면접횟수는 오히려 이행 기간을 장기

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취업 성과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

자 간의 차이가 존재했으며, 전문대 대졸자는 재학 중 직업훈련 경험, 재

학 중 일 경험, 영어능력이 임금수준을 높이는 한편 4년제 대졸자는 재

학 중 일 경험이 오히려 임금수준을 낮추지만 영어점수와 취업준비는 임

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하 외(2008)는 대학졸업자의 취

업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학점, 전공, 취업경로 등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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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의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여정·백병부

(2008)는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에서의 노동시장 성과는 취업 여부와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를 종속변

수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취업여부에는 연령, 가정 소득순위, 재학 중

근무 경험이 영향을 미치며,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는 남성이 보다 유리

하며 취업을 위한 별도의 사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채창균·김태기(2009) 또한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요인을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꾸기 어려운 가구소득, 출신대

학, 전공과 같은 배경적 요인이 취업 성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나

학교의 지원, 재학 중 일자리 경험, 해외연수,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 준

비 노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기

(2011)는 취업준비전략이 노동시장에서의 질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다. 여기서 질적 성과는 전공매치, 정규고용, 직무만족 등으로 상

정하였으며, 연구결과 전공교과과정 준비가 전공매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와 전공교과과정 준비가 정규고용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울러 취업준비전략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에의 참

여와 전공교과과정 준비는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김상욱 외(2013)는 대학의 취업지원노력이 학생의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는

교과과정 영역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상담 영역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취업자의 교과영역 전공 성적이 더 높은 반면 미취업자는 교양 영역이

더 높았고 상담 부문에 있어서도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더 많은 상

담 횟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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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에

서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의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GOMS는 청년층 고용

문제 특히, 대학 졸업자의 고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다. 특히 졸업시점의 경제적인 상황에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것이 대졸자의 노동시장진입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OMS의 모집단은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이다.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를 실시하는 횡

단면 조사이다. 2006년 조사 시작 당시에는 매년 실시하는 패널조사로

설계되었으나, 2012년 이후로는 횡단면조사만 실시되고 있다. 조사 설문

의 주 내용은 대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

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다. 조사 결과는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성

과분석, 직무불일치 분석,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변수인 직업선택 동기를 비롯

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와 노동시장의 성과를 아우르는 데이터로서 적

합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대상은 2013년과 2014년에 졸업한 대학 졸업자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GOMS는 2012년 이후 횡단면조사만 실시되고 있다. 따

라서 해당 자료로는 두 연도의 졸업자에만 한정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각각은 2013년 후기와 2014년 전기 졸업자를 의미한다. 2013년 졸업자는

2,634명이며, 2014년 졸업자는 15,422명이었으며 총 18,056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취업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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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석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우선 취업과 창업을 다른 개

념으로 보았기에 자영업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임금을 받

지 않고 일하는 무임금근로자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은 65세 이하

로 한정하였으며, 일반 기업 취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교육대학 및 의

약 계열과 예체능 계열은 제외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분석을 위하여 개별 대학교의 학교 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으로 조사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이대웅 외, 2015). 최종적

으로 262개의 학교에 대해 13,4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변수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 유형에 따라

취업 성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직업선택 동기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 탐색을 위해 먼저 배경

변수들이 개별 직업선택 동기 유형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

고자 일원분산분석 및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이 지표들의 평균적인 값이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 통계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다만 개인은 오로지 하나의 동기만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동기의 차이를 가지고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개인특성 변수, 가정특성 변수, 학교특성 변수, 기업특성

변수에 따른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집단 간 평균치의 차이는 대졸자 개인의 특성과

대학의 학교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남

기며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두 집단의 가정이 개

인의 상대적인 동기의 차이를 가정한 것이기에 한계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될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Ⅲ-1>은 직업선택 동기의 유형별 배경변수 비교를 위한 변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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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변수 변수설명

종속

변수
직업선택 동기

위세동기, 환경동기, 업무동기, 발전동기

(5점 척도)

독

립

변

수

개

인

특

성

성별 남자(0), 여자(1)

연령 연속 변수

학점 100점 만점 환산 학점

복수전공 여부 있음(1), 없음(0)

어학연수 여부 있음(1), 없음(0)

자격증 유무 있음(1), 없음(0)

혼인 여부 기혼(1), 미혼(0)

전공 계열
인문(1), 사회과학(2), 교육(3), 공학(4),

자연(5)

부모교육연한

부모 교육연한 평균

무학(0), 초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대학원 졸업 이상(18)

가정 SES
200만원 미만(1), 200-400만원 미만(2),

400만원 이상(3)

기

업

특

성

사업체 규모
300인 미만 중소기업(0), 300인 이상 대기업

(1)

사업체 유형
민간기업(1), 외국기업(2), 정부관련 기업(3),

교육·연구·법인 기업(4), 기타(5)

정규직 여부 정규직(1) 비정규직(0)

학

교

특

성

국공사립 여부 국공립(1), 사립(0)

본·분교 여부 본교(1), 분교(0)

대학 유형 4년제(1), 2-3년제(0)

대학 소재지 수도권(1), 비수도권(0)

<표Ⅲ-1> 변수 설명(연구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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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구문제 1은 종속변수로 직업선택 동기 유형 네 가지를 투입하

였다. 각각은 위세동기, 환경동기, 업무동기, 발전동기이다. 한편 독립변

수로는 개인특성과 기업특성 그리고 학교특성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직

업선택 동기 유형에 따라 배경변수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개인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점, 복수전공

여부, 해외어학연수 여부, 자격증 유무, 혼인 여부, 부모교육연한 평균,

전공계열, 가정SES를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0’으로 여자를 ‘1’로 코

딩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학점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투입하였고 복수전공 여부와 해외어학연수 여부 그리고 자격증

유무는 경험이 있을 경우 ‘1’로, 없을 경우 ‘0’으로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혼인 여부는 기혼일 경우 ‘1’로 미혼일 경우 ‘0’으로 투입하였다. 부모교

육연한 평균은 부와 모의 학력을 교육 경험 연차로 바꾸어 그 값을 평균

내 투입하였다. 전공계열은 인문, 사회과학, 교육, 공학, 자연을 ‘1’에서부

터 ‘5’까지 더미 코딩하여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기업특성 변수로는 사업체 규모, 사업체 유형, 정규직 여부

를 투입하였다. 우선 사업체 규모의 경우 300인 이상의 대기업일 경우

‘1’로 코딩하였으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오호영, 2013). 사업체 유형은 민간 기업을 ‘1’, 외국 기업을 ‘2’ 정부관련

기업을 ‘3’, 교육·연구·법인 기업을 ‘4’, 기타를 ‘5’로 코딩하여 투입하였다.

정규직 여부는 정규직의 경우 ‘1’, 아닌 경우에는 ‘0’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수준 변수로는 국공사립 여부, 본·분교 여부, 대학 유

형, 대학 소재지 변수를 투입하였다. 국공립 대학일 경우 ‘1’, 사립일 경

우 ‘0’으로 투입하였으며, 본교일 경우 ‘1’, 분교일 경우 ‘0’으로 투입하였

다. 대학유형은 4년제 대학일 경우 ‘1’, 2-3년제 대학의 경우 ‘0’으로 투입

하였으며, 대학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1’, 비수도권인 경우 ‘0’으로 투

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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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변수 설명

종속

변수

직무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임금 성과 월 평균 로그 근로 소득

처치

변수
직업선택 동기

위세동기
일자리 평판, 일에 대한 평판,

회사규모의 평균 (5점 척도)

환경동기
복리후생, 근무환경, 안정성,

근로소득의 평균 (5점 척도)

업무동기
업무난이도, 업무량, 전공 관련성의

평균 (5점 척도)

발전동기
미래전망, 개인의 발전가능성, 적성

및 흥미 평균 (5점 척도)

통제

변수

학교 수준

국공사립 여부 국공립(1), 사립(0)
본·분교 여부 본교(1), 분교(0)
대학 유형 4년제(1), 2-3년제(0)
대학 소재지 수도권(1), 비수도권(0)

학생 수준
성별 여자(1), 남자(0)
연령 연령 연속변수

부모교육연한

무학(0), 초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대학원 졸업

이상(18)

가구 SES
200만원 미만(1), 200-400만원

미만(2), 400만원 이상(3)

전공계열
인문(1), 사회과학(2), 교육(3),

공학(4), 자연(5)
졸업 평점 100점 만점 환산 학점
복수전공 여부 있음(1) 없음(0)
해외연수 여부 있음(1) 없음(0)
자격증 유무 있음(1) 없음(0)
혼인 여부 기혼(1), 미혼(0)
사업체 규모 대기업(1), 중소기업(0)

사업체 유형

민간기업(1), 외국기업(2), 정부관련

기업(3), 교육·연구·법인 기업(4),

기타(5)
정규직 여부 정규직(1), 비정규직(0)

<표Ⅲ-2> 변수 설명(연구문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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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연구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인 대졸자의 직업선

택 동기가 개인의 직무만족도 그리고 임금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기 위해 아래 <표Ⅲ-2>의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문제의

종속변수로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임금성과를 상정하였다.

위 종속변수에 이어 이 연구에서 관심 있는 처치변수로는 직업선택

동기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위세동기, 환경동기, 업무동기, 발전동기로 구

분된다. 통제변수로는 학교수준에서 국공사립여부, 본·분교 여부, 대학유

형, 대학의 소재지를 투입하였다. 개인수준에서는 성별, 연령, 부모교육연

한, 가구 SES의 대리 변수로서 부모의 월 평균 소득, 졸업 평점, 자격증

여부, 해외연수 여부, 복수전공 여부 변수, 혼인 여부를 투입하였다. 마지

막으로 기업특성으로는 사업체 규모, 사업체 유형, 정규직 여부를 투입하

였다. 학교수준 변수를 비롯해 개인수준 변수 및 기업특성 변수 대부분

은 더미변수코딩을 하였다. 한편 개인수준 변수에서 특이할 만 한 점은

연령을 연속변수로, 졸업 평점을 100점에 맞게 환산하여 투입한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는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가 개인

의 임금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종속변수에 해

당하는 취업성과 지표로는 개인의 월 평균 임금을 살펴보았다. 변수 구

성은 앞서 두 번째 연구문제와 처치변수는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통제

변수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양적 성과인 개인의 월 평균 임금을

종속변수로 상정하였을 때, 연령과 함께 연령의 제곱변수를 투입하였는

데 이는 대개 경제학에서 임금 변수를 다룰 때 연령과 임금의 관계가 포

물선 관계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연령 제곱 변수를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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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가. 탐색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 처치 변수로 상정한 직업선택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

재적 동기로 나누어진다. GOMS에서 제공하는 동기 관련 변수인 일자리

고려항목 중요 정도는 근로소득, 근로시간,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전공분

야와의 관련성, 업무내용의 난이도, 업무량, 개인 발전가능성, 직업 자체

의 미래 전망, 직장(고용) 안정성, 근무환경, 복리후생, 회사규모, 출퇴근

거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으로 15개

가 있다. 통계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는 이유는 지난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통계적으로 재검증하여 연구에서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직업선택 동기 혹은 직업선택 동기

의 유형 분류표를 참고하고자 하며, GOMS 자료를 활용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선택 동기를 유형별로 구성하

였다.

나.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

이 연구는 대졸자들이 직업선택 동기 유형에 따라 이들의 개인특성,

가정특성, 기업특성, 학교특성과 같은 배경 영향 요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직업선택 동기 유형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집단의 수

에 따라 T검정 또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원분산

분석 후에는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사후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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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이 연구는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가 개인의 객관적 취업성과와 주관

적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GOMS데이

터는 조사시점 당시 2013년 8월과 2014년 2월의 졸업자들을 포함하고

있따. 이들은 대학이라는 학교 조직에 오랜 시간 소속되어있었고 그 동

안 해당 학교의 경험을 공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은 집단에 내

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조사 시점으로부터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조직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Raudenbush & Bryk, 2002; 강

상진, 2016). 이는 학교 수준의 특성과 개인 수준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

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위계적 선형 모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는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를 다층구조로 인식하여 변

수의 위계적 속성을 고려한 보다 엄밀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1-수준 방정식은 개인수준으로, 2-수준 방정식은 학교수준에

서 구성하였다. 각 수준에서의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1-수준 방정식(개인 수준)>

   직업선택동기   성별   연령 
  가구  전공계열   졸업평점   자격증여부 
  해외연수여부   복수부연계전공여부   혼인여부 
  사업체규모   사업체유형   정규직여부  

<2-수준 방정식(학교 수준)>

    국공사립여부   본분교여부   대학유형   대학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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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이 연구는 직업선택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이 직업선택 동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직업선택 동기가 개별 취업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1. 기술 통계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연구문

제 1에서는 직업선택 동기의 유형에 따른 영향 요인 배경 변수 간 차이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직업선택 동기는 위세동기, 환경동기, 업무동기,

발전동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표Ⅳ-1>은 연구문제 1의 기술통계를 나타낸다. 우선, 동기변수

중에서는 발전동기와 환경동기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다음은 업무동기,

위세동기 순이었다. 개인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여자가 전체

의 41.2%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령은 최소 21세부터 최대

65.33세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은 26.521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점 점수를 살펴보면, 평균은 81.545점으로 나타

났다. 복수전공의 경우 전체 인원 중 15.4%가 경험을 했고 어학연수는

전체 인원 중 11.9%가 다녀온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격증의 경우 전체

인원 중 60.2%가 하나 이상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수치가 상대적

으로 높았다. 혼인 여부를 살펴보면 기혼이 전체의 약 6%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미혼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계열이 1,775

명으로 전체의 13.2%를, 사회계열이 3,329명으로 전체의 24.8%를, 교육

계열이 930명으로 전체의 6.9%를, 공학계열이 4,898명으로 전체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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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연계열이 2,468명으

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부모교육연한의 경우 평균 12.864년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고졸 이상

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정 SES 더미의 경우 월 소득

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은 전체의 12.1% 였고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

만인 가정은 39.5%, 400만원 이상인 가정이 48.3%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체 규모에 있어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체 유형 더미를 살펴보면 민간 기업이 52.1%로 가

장 많았으며, 외국 기업은 1.4%를 차지하고 있었고 정부기업은 7.1%, 교

육, 연구, 법인 기관이 1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타 종사자는 17명

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여부에 있어 정규직

종사자는 42.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수준 변수를 살펴보면, 국공립 대학 졸업자는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었고 본교 졸업자는 97%로 전체 인원의 대다수를 차

지했다. 대학 유형 중 4년제 출신은 7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소재지

대학 졸업자는 46%를 차지했다.

변수명 N Mean(%) S.D. Min Max

동

기

변

수

위세동기 13,400 3.491 0.801 1 5

환경동기 13,400 4.208 0.516 1 5

업무동기 13,400 3.704 0.661 1 5

발전동기 13,400 4.264 0.559 1 5

개

인

수

준

변

수

성별(여성=1) 13,400 0.412 0.492 0 1

연령 13,400 26.521 4.064 21 65.33

학점 12,772 81.545 8.999 0 100

복수전공여부(있음=1) 13,400 0.154 0.360 0 1

어학연수여부(있음=1) 13,400 0.119 0.324 0 1

<표Ⅳ-1> 연구문제1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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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직업선택 동기가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취업 성과로 상정하였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체적인 변수를 만족도와 임금으로 정하였다. 먼저

자격증 유무(있음=1) 13,400 0.602 0.489 0 1

혼인여부(기혼=1) 13,400 0.059 0.236 0 1

전공계열

인문 1,775 13.2

사회 3,329 24.8

교육 930 6.9

공학 4,898 36.6

자연 2,468 18.4

부모교육연한 13,211 12.864 2.571 0 18

가정

SES

200만 미만 1,615 12.1

200-400만

미만
5,299 39.5

400만 이상 6,473 48.3

사업체 규모(대기업=1) 9,398 0.26 0.437 0 1

사업체

유형

민간 기업 6,987 52.1

외국 기업 190 1.4

정부 기업 954 7.1

교육 ·연구 ·

법인 기관
1470 11.0

기타 17 0.1

정규직여부(정규직=1) 9,618 0.77 0.421 0 1

학

교

수

준

변

수

국공사립여부(국공립=1) 13,400 0.23 0.424 0 1

본·분교여부(본교=1) 13,400 0.97 0.182 0 1

대학유형(4년제=1) 13,400 0.74 0.437 0 1

대학소재지(수도권=1) 13,400 0.46 0.498 0 1



- 35 -

연구문제 2에서는 직업 및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직

장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처치변수로는

동기 요인을 나타내는 네 가지 유형의 직업선택 동기 변수를 투입하였으

며, 통제변수는 개인 특성과 학교 특성을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다음 <표Ⅳ-2>를 보면, HLM 분석에 투입된 대학은 260개이며, 졸업

자 수는 8,703명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직장만족도

와 직무만족도는 각각의 평균이 3.55점과 3.61점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평균 210.07만원이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었

다. 한편, 이를 로그 변환한 값은 평균 5.26이었으며 최소 2.40에서 최대

6.80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처치변수인 네 가지 동기 유형은 각

각 위세동기, 환경동기, 업무동기, 발전동기이다. 발전동기가 평균 4.28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동기가 4.22점, 업무동기가 3.70점, 위세동기가 3.52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수준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1’로 코딩된 여성이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은 평균 26.58세로 나타났다. 연령은 최

소 21세부터 최대 63.67세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학점의 경우 100점 만점

으로 환산한 값에 대해 평균 81.51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졸업자 중 복수

전공 경험이 있는 졸업자는 15%였으며, 해외어학연수 경험자는 12%, 자

격증 소지자는 63%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를 보면, 기혼자가 6%로 나타

나 응답자 대다수가 미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공계열을 보

면, 인문계열이 12%, 사회과학계열이 25%, 교육계열이 7%, 공학계열이

39%, 자연계열이 17%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연한의 평균은 12.78년으로

대다수가 고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가정 SES를 보여주는

가구 월 소득에서는 2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의 11%,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가구가 41%, 400만원 이상 가구가 47%를 차지하고 있

었다.

기업특성에 해당하는 사업체 규모에서는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대기

업 종사자가 26%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종사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체 유형을 보면, 민간 기업이 전체의 73%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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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외국 기업이 2%, 정부 관련 기업이 9%,

교육, 연구, 법인 기관이 15%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수준변수를 보면, 국공립 여부에 있어 국공립 대학 출

신이 14%를 기록했으며, 사립대 출신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본·분교

여부에 있어서는 본교 출신이 97%이며, 분교 출신이 3%에 불과했다. 4

년제 대학 출신은 59%를 차지했고 수도권 소재지 대학 출신은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변수명 Mean(%) S.D. Min Max

종속

변수

직장만족도 3.55 0.82 1 5

직무만족도 3.61 0.80 1 5

임금 210.07 88.16 10 900

로그 임금 5.26 0.46 2.40 6.80

처치

변수

위세동기 3.52 0.79 1 5

환경동기 4.22 0.51 2 5

업무동기 3.70 0.66 1 5

발전동기 4.28 0.56 1 5

학생

수준

변수

성별(여성=1) 0.39 0.49 0 1

연령 26.58 3.87 21.00 63.67

연령제곱 721.25 268.53 441.00 4053.44

학점 81.51 8.92 0 100

복수전공여부(있음=1) 0.15 0.36 0 1

어학연수여부(있음=1) 0.12 0.32 0 1

자격증유무(있음=1) 0.63 0.48 0 1

혼인여부(기혼=1) 0.06 0.24 0 1

전공

계열

인문 0.12

사회 0.25

교육 0.07

<표Ⅳ-2> 연구문제 2, 3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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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0.39

자연 0.17

부모교육연한 12.78 2.52 0 18

가정

SES

200만 미만 0.11

200-400만 미만 0.41

400만 이상 0.47

사업체 규모(대기업=1) 0.26 0.44 0 1

사업체

유형

민간 기업 0.73

외국 기업 0.02

정부 기업 0.09

교육·연구·법인 0.15

정규직여부(정규직=1) 0.77 0.42 0 1

학교

수준

변수

국공립여부(국공립=1) 0.14 0.35 0 1

본·분교여부(본교=1) 0.97 0.16 0 1

학교유형(4년제=1) 0.59 0.49 0 1

학교소재지(수도권=1) 0.42 0.49 0 1

N 졸업자 수: 8703명 대학 : 2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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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선택 동기요인 도출

이 연구의 처치변수에 해당하는 직업선택 동기는 선행연구에 근거하

여 네 가지 동기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GOMS자료의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 정도’의 15개 문항 중에서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개별 문항은

근로소득, 근로시간,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업무내

용의 난이도, 업무량, 개인 발전가능성,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직장(고

용) 안정성, 근무환경, 복리후생, 회사규모, 출퇴근거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다.

같은 자료를 활용한 선행 연구 중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이

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가 있는데, 직장(고용) 안정성과 근로소득,

회사규모를 보수 가치 유형으로, 개인의 발전가능성, 적성 및 흥미, 직업

자체의 미래전망을 발전가치 유형으로,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업무내용의

난이도를 업무가치 유형으로, 근로시간, 출퇴근거리, 업무량,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을 환경가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김영직, 조민효, 2015).

한편, 일자리 평판, 일에 대한 평판, 회사규모를 위세가치로 묶고 복리

후생, 근무환경, 안정성, 근로소득을 환경가치로 분류하며, 업무난이도와

업무량, 전공 관련성을 업무가치로, 미래 전망, 개인의 발전가능성, 적성

및 흥미를 발전가능성으로 분류한 선행연구도 있다(이혜영, 강순희,

2017). 이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존 선행

연구와 그 흐름을 같이 하였다.

아래 <표Ⅳ-3>은 이 연구에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분

석 결과, 일자리 평판, 일에 대한 평판, 회사규모, 출퇴근 거리가 하나로

묶였다. 그러나 신뢰도 분석 후 출퇴근 거리를 삭제하여 이 연구 모형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첫 번째 요인군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위세동기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근무환경, 복리후생, 근로시간,

근로소득, 직장(고용)안정성이 하나로 묶여 두 번째 요인군을 형성했고

이는 환경동기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로 업무내용 난이도, 업무량, 전공

관련성이 하나의 요인군으로 묶여 이를 업무동기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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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인의 발전가능성, 적성 및 흥미, 직업의 미래전망이 하나의 요인

군으로 분류되어 이를 발전동기로 명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다음 네

가지 동기 유형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Kaise-Meyer-Olkin 표본적합도 .803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73964.704

df 105

유의수준 0.000

요인

항목 위세동기 환경동기 업무동기 발전동기

일자리 평판 14 .904

일 평판 15 .897

회사규모 12 .691

출퇴근 거리* 13 .389

근무환경 10 .692

복리후생 11 .690

근로시간 2 .664

근로소득 1 .651

직장(고용)안정성 9 .637

업무내용 난이도 5 .768

업무량 6 .728

전공 관련성 4 .494

개인 발전가능성 7 .747

적성 및 흥미 3 .722

직업 미래전망 8 .641

요인별 문항 수 4(3) 5 3 3

Chronbach’s α .788(.845) .758 .635 .686

주1) 13번 출퇴근 거리는 신뢰도분석 결과 삭제하는 것이 모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에 제외하였음(이혜영, 강순희, 2017)

<표Ⅳ-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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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배경변인 비교

연구문제 1을 통해 네 가지 직업선택 동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배

경변인이 각 유형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개

별 동기의 유형이 개인에게 있어 상대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과 같이 개

인은 네 가지 동기요인 중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상대적으

로 특정 동기를 발현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주삼환, 2006). 이는 추후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서 처치변수로써 네 가지 동기 유형을 모두

투입하는 근거가 된다. 한편, 종속변수로 네 가지 직업선택 동기 유형을

투입하고자 할 때, 집단의 수에 따라 T검정 혹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우선, 성별에 따른 직업선택 동기 유형 간 차이를 검정한 후에 개인을

비롯해 기업, 대학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고자 한다. 다음 <표Ⅳ-4>은 직

업선택 동기 유형에 대한 성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우선 동기 유형

에 따른 남성과 여성 간 차이에 있어, 위세동기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값이 높았다. 여성의 평균은 3.55점이며, 남성의 평

균은 3.45점이었다. 환경동기 또한 여성이 4.24점, 남성이 4.19점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여성의 평균값이 높았다. 업무동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발전동기는 남성이 4.28점, 여성이 4.24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남성(N=7,885) 여성(N=5,515)

t-test
Mean S.D Mean S.D

동기

유형

위세동기 3.45 0.850 3.55 0.722 -6.776***

환경동기 4.19 0.537 4.24 0.485 -5.315***

업무동기 3.70 0.682 3.71 0.631 -0.474

발전동기 4.28 0.571 4.24 0.541 4.959***

주1) * p<0.10; ** p<0.05; ***p<0.01

<표Ⅳ-4>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성별 차이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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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5>는 직업성택 동기 유형에 따른 개인특성 차이에 대한 T검

정 결과이다. 여기서 개인특성으로는 복수전공 여부, 어학연수 여부, 자

격증 유무, 혼인 상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복수전공 경험이 없는 대졸자

의 경우 11,343명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는 대졸자는 2,057명이었다.

복수전공 경험이 없는 경우 업무동기가 3.71점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3.67점으로 보다 낮았다. 한편, 다른 동기 유형에 있어서는 유

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대졸자는

11,807명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는 대졸자는 1,593명으로 나타났다.

어학연수 여부에 따른 동기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환경동기와 발전동

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에 환경동기와 발전동기에서 모두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자격증이 없는 대졸자는 5,330명, 자격증을 보유한 대졸자는

8,070명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유무에 따른 동기 유형별 차이는 모든 유

형에서 나타났다. 또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 모든 동기 유형에서 없는 경

우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인 상태에 있어 전체

인원 중 미혼은 12,604명, 기혼은 796명이었다. 이 경우 환경동기를 제외

한 모든 유형의 동기에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기혼일 경우 위

세동기와 업무동기가 미혼보다 높았으나, 발전동기의 경우 미혼이 기혼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위세동기 환경동기 업무동기 발전동기

M(S.D) M(S.D) M(S.D) M(S.D)

복

수

전

공

없음

(N=11,343)
3.49
(0.803)

4.21
(0.516)

3.71***
(0.661)

4.26
(0.559)

있음

(N=2,057)
3.51
(0.795)

4.22
(0.515)

3.67***
(0.664)

4.28
(0.560)

어

학

연

수

없음

(N=11,807)
3.49
(0.803)

4.20***
(0.520)

3.71
(0.661)

4.25***
(0.562)

있음

(N=1,593)
3.51
(0.792)

4.25**
(0.488)

3.68
(0.662)

4.34***
(0.528)

<표Ⅳ-5>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개인특성 차이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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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6>는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전공계열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

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개별 전공계열을 보면, 인문계열이

1,775명, 사회계열이 3,329명, 교육계열이 930명, 공학계열이 4,898명, 자

연계열이 2,46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동기 유형에 대해 유의한 수

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우선 위세동기의 경우 교육계열이 나머지

계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동기의 경우, 사회계열과 교육계

열이 나머지 계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동기를 보면 교육

계열이 자연, 공학, 사회계열에 비해 높았고 인문계열이 가장 낮았다. 발

전동기의 경우 공학계열, 교육계열이 사회, 자연계열보다 높고 인문계열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변인
전공

계열
N Mean S.D F

Scheffe

(Tamhan

T2)

위세동기

인문 1,775 3.45 0.80

8.657*** c>a,b,d,e

사회 3,329 3.52 0.77

교육 930 3.61 0.74

공학 4,898 3.47 0.83

자연 2,468 3.47 0.81

환경동기
인문 1,775 3.49 0.80

5.181*** b,c>a,b,d,e
사회 3,329 4.19 0.50

<표Ⅳ-6>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전공계열 차이 F검정

자

격

증

없음

(N=5,330)
3.47*
(0.814)

4.18***
(0.527)

3.69*
(0.668)

4.25**
(0.570)

있음

(N=8,070)
3.50*
(0.793)

4.23***
(0.508)

3.71*
(0.657)

4.27**
(0.552)

혼

인

상

태

미혼

(N=12,604)
3.49*
(0.802)

4.21
(0.516)

3.70**
(0.662)

4.27***
(0.558)

기혼

(N=796)
3.54*
(0.784)

4.18
(0.529)

3.75**
(0.646)

4.21***
(0.572)

주1) * p<0.10;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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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7>은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기업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사업체 규모와 정규직 여부의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사업체 규모에 있어 중소기업은 전체 인원 중 6,968명이 있었으며, 대기

업은 2,413명이었다. 직업선택 동기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환경동기

와 업무동기, 발전동기가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고 대기업 종사자

는 환경동기와 발전동기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업무동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정규직 여부에 있어 정규직 종사자는 전체 인원 중 7,394명

이었으며, 비정규직 종사자는 2,207명이었다. 정규직 여부에 따른 차이는

모든 동기 유형에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일 경우 비정규직보다 모든

동기 유형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Ⅳ-8>은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사업체 유형에 대한 F검정 결과이

다. 사업체 유형은 민간 기업, 외국 기업, 정부 관련 기업, 교육·연구·법

인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사업체 유형별 종사자 수는 민간 기업은 6,987

명, 외국 기업은 190명, 정부 기업은 954명, 교육·연구·법인 기업은 1,470

교육 930 4.22 0.49

공학 4,898 4.27 0.52

자연 2,468 4.21 0.52

업무동기

인문 1,775 4.18 0.55

23.110*** c>e,d,b
>b,a

사회 3,329 4.21 0.52

교육 930 3.63 0.66

공학 4,898 3.67 0.66

자연 2,468 3.86 0.64

발전동기

인문 1,775 3.73 0.66

6.431*** d,c>e,b,d
>a,e,b

사회 3,329 3.70 0.67

교육 930 3.70 0.66

공학 4,898 4.22 0.55

자연 2,468 4.25 0.55

주1) * p<0.10; ** p<0.05; ***p<0.01

주2) a=인문, b=사회, c=교육, d=공학 e=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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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는 위세동기와 업무동기에서만

나타났다. 우선 환경 동기는 외국기업, 교육·연구·법인 기업, 정부 기업

순으로 높았으며, 민간 기업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업무 동기는 교

육·연구·법인 기업, 정부 기업, 민간 기업 순으로 높았으며, 외국기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변인
사업체

유형
N Mean S.D F

Scheffe

(Tamhan

T2)

위세동기

민간 6,987 3.50 0.794

4.603*** d,c,b,a
외국 190 3.51 0.772

정부 954 3.62 0.778

교육·연구·법인 1,470 3.52 0.785

환경동기

민간 6,987 4.21 0.520

2.118 -
외국 190 4.30 0.479

정부 954 4.22 0.499

교육·연구·법인 1,470 4.24 0.506

<표Ⅳ-8>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사업체 유형 차이 F검정

변인
위세동기 환경동기 업무동기 발전동기

M(S.D) M(S.D) M(S.D) M(S.D)

사

업

체

규

모

중소기업

(N=6,968)
3.52
(0.782)

4.20***
(0.516)

3.71**
(0.657)

4.27**
(0.562)

대기업

(N=2,413)
3.53
(0.817)

4.26***
(0.506)

3.68**
(0.659)

4.30**
(0.554)

정

규

직

여

부

비정규직

(N=2,207)
3.44***
(0.796)

4.18***
(0.520)

3.67***
(0.673)

4.24***
(0.573)

정규직

(N=7,394)
3.54***
(0.789)

4.23***
(0.513)

3.71***
(0.653)

4.28***
(0.556)

주1) * p<0.10; ** p<0.05; ***p<0.01

<표Ⅳ-7>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사업체 규모 및 정규직 여부 차이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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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9>은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학교특성 차이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국공립 여부에 있어 사립대학 졸업자는 10,245명

으로 나타났고 국공립 대학 졸업자는 3,138명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여부

에 따른 차이는 업무동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국공립 대학 출신

이 사립대학 출신에 비해 높았다. 다음으로, 본·분교 여부에 있어서는 분

교가 460명, 본교가 12,923명이었으며, 위세동기와 업무동기에 있어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두 동기 유형에서 모두 본교 출신이 분교 출신에 비

해 높은 동기를 보이고 있었다.

학교유형에 있어서는 2-3년제 대학 출신이 3,446명으로 나타났고 4년

제가 9,937명이었다.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는 발전동기에서만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4년제 출신이 4.28점, 2-3년제 출신이 4.21점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보다 높은 발전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학교소재지에서는 수도권 출신이 6,120명, 비수도권 출신이

7,263명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동기 유형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수도권 대학 소재지 출신은 발전동기에서는 비수도권 대학 출신에

비해 높았으나 다른 동기 유형에서는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동기

민간 6,987 3.69 0.665

9.017*** d,c,a
>c,a,b

외국 190 3.66 0.636

정부 954 3.71 0.655

교육·연구·법인 1,470 3.79 0.626

발전동기

민간 6,987 4.27 0.564

1.685 -
외국 190 4.34 0.486

정부 954 4.27 0.576

교육·연구·법인 1,470 4.30 0.539

주1) * p<0.10; ** p<0.05; ***p<0.01

주2) a=인문, b=사회, c=교육, d=공학 e=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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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위세동기 환경동기 업무동기 발전동기

M(S.D) M(S.D) M(S.D) M(S.D)

국

공

립

여

부

사립

(N=10,245)
3.49
(0.798)

4.21
(0.515)

3.69***
(0.659)

4.27
(0.558)

국공립

(N=3,138)
3.50
(0.813)

4.22
(0.520)

3.73***
(0.666)

4.26
(0.564)

본

분

교

여

부

분교

(N=460)
3.41**
(0.793)

4.17
(0.530)

3.65*
(0.657)

4.28
(0.568)

본교

(N=12,923)
3.49**
(0.802)

4.21
(0.516)

3.71*
(0.661)

4.26
(0.559)

학

교

유

형

2-3년제

(N=3,446)
3.50
(0.782)

4.20
(0.519)

3.69
(0.657)

4.21***
(0.567)

4년제

(N=9,937)
3.49
(0.808)

4.21
(0.515)

3.71
(0.663)

4.28***
(0.663)

학

교

소

재

지

비수도권

(N=7,263)
3.53***
(0.778)

4.21***
(0.518)

3.74***
(0.655)

4.25***
(0.561)

수도권

(N=6,120)
3.44***
(0.826)

4.20***
(0.515)

3.66***
(0.666)

4.28***
(0.556)

주1) * p<0.10; ** p<0.05; ***p<0.01

<표Ⅳ-9>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학교특성 차이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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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직무만족도

직업선택 동기가 주관적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Ⅳ-9>

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본래 위계적 선형 모형을 통해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직무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초모형을 통해 만족도

관련 분산이 개인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살펴본 결

과, 집단 내 상관계수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가 유의하

게 나오지 않았다. 즉 전체 관찰된 분산 중에 학교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

하며, 이 연구에서는 직업선택 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대학 사

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만족도를 분석하고

자 한다. 모형 1은 처치변수에 해당하는 네 가지 유형의 동기 변수만을

투입했을 때, 이 변수들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이고 모형 2는

모형 1에 개인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모형 2에

학교수준 변수를 투입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 1에서는 네 가지 동기유형이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개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환경동기만이 부적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나, 위세동기, 업무동기, 발전동기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특히 발전동기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계수의 크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개인수준의 배경변인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동기는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계수의

크기는 업무동기가 0.09에서 0.08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모든 유형의

동기가 미치는 영향을 이전 모형과 비슷했다. 개인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일 때, 만족도가 0.07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는 만족도가 0.01점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학점의 경우 계수의 크기가 아주 작아 미세한 영향만

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복수전공 여부, 해외어학연수 여부, 자격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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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혼인 여부는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교육계열과 자연계열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인문계열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계열은 0.22점 높

았으며, 자연계열은 0.1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교육연

한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에 0.01점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 SES를 보면,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정

에서만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0.06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을 보면,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 종사자에 비해 만족도가

0.0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형을 보면, 정부 기업과 교육·연

구·법인 기관 종사자가 민간 기업에 비해 만족도가 각각 0.07점과 0.1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여부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

직에 비해 0.1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2에 학교수준 변수를 투입하였다. 처치변수인 직업선택

동기의 계수 방향 및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최종 모형을 통해

서도 직업선택 동기가 개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

다. 또한 환경 동기는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세 가지 동기는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전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개인수준변수는 위 모형 2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학교수준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기초 모형 모형1+개인수준 모형2+학교수준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오

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위세동기 0.08*** 0.012 0.08*** 0.012 0.08*** 0.012

환경동기 -0.06*** 0.019 -0.06*** 0.019 -0.06*** 0.019

업무동기 0.09*** 0.015 0.08*** 0.015 0.07*** 0.015

발전동기 0.18*** 0.018 0.18*** 0.018 0.18*** 0.018

<표Ⅳ-10> 직업선택 동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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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0.07*** 0.020 -0.07*** 0.020

연령 0.01** 0.003 0.01* 0.003

학점(GPA) 0.00** 0.001 0.00** 0.001

복수전공 여부 -0.02 0.024 -0.02 0.025

어학연수 여부 -0.03 0.026 -0.03 0.026

자격증 유무 0.01 0.018 0.01 0.018

혼인 여부 0.04 0.041 0.04 0.041

전

공

계

열

사회 -0.01 0.030 -0.01 0.030

교육 0.22*** 0.041 0.22*** 0.041

공학 0.03 0.030 0.03 0.030

자연 0.10*** 0.032 0.10*** 0.032

부모교육연한 0.01* 0.004 0.01 0.004

가

구

소

득

200만 이상-

400만 미만
0.04 0.029 0.04 0.029

400만 이상 0.06** 0.029 0.06** 0.029

대기업 여부 0.05** 0.020 0.05** 0.020

사

업

체

유

형

외국 기업 0.10 0.059 0.10 0.059

정부 기업 0.07** 0.029 0.07** 0.030

교육·연구·법인 0.11*** 0.026 0.11*** 0.026

정규직 여부 0.13*** 0.021 0.13*** 0.021

학교수준

국공사립 여부 0.02 0.022

본·분교 여부 0.03 0.048

대학 유형 0.02 0.022

대학 소재지 0.00 0.018

상수항 2.48*** 0.081 1.99*** 0.147 1.97*** 0.154

R2 0.04 0.06 0.06

N 8826
주: 1) * p<0.10;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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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임금 성과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임금 성과는 다음의 <표Ⅳ-9>와 같다. 이 연구

에서는 개인의 임금을 하나의 취업 성과 지표로 상정하여 분석하였고 위

계적 선형 모형(HLM)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초 모형에 해당하는 모형 1의 ICC는 0.07로 나타나 전체 분산 중

7%를 학교수준 분산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 93%는

개인수준의 분산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모형 1에서 모

형 2, 모형 3으로 갈수록 ICC값은 유의한 수준에서 0.025로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모형 2는 모형 1에 개인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우선 처치변수

인 네 가지 동기 유형을 살펴보면, 위세동기와 업무동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세동기는 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으며, 업무동기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세동기

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임금은 2.1% 증가하며, 업무동기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는 임금이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임금이 7.6% 낮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은 8.4% 증가했다. 연령제곱 변수는 부적 영

향을 미쳤으며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학점은 임금을

0.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수전공 여부에서부터 혼인 여부

까지의 개인 특성은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부모교육연한은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전공계열을 보면, 인문계열에 비해 다른 모든 전공계열이 보

다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계열이 가장 큰 계

수값을 보였다. 가정 SES를 보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특성을 보면, 대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19.5%의 임금을 더

받고 있으며, 사업체 유형을 보면 민간 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은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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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고 있으나 정부 기업 및 교육, 연구, 법인 기관은 더 적은 임금

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38.2%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3은 모형 2에 학교수준변수를 투입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직업선택 동기에 있어 위세동기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임금

성과가 2.2% 증가하며, 업무동기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임금은 1.3%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변수를 살펴보면, 모형 2와 큰 틀에서

변화하지는 않았다. 가령,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8.2% 낮은 임금을

받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6.9% 임금이 증가하나 연령제곱의 경우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복수전공 여부는 모형 3에서는 유의한 수준

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교수준변수를 보면 대학유형과 대학소재

지가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4년제 대학

출신이 2-3년제 대학 출신보다 7.2%의 임금을 더 받고 있다는 사실과

대학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3.2%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기초 모형 모형1+개인수준 모형2+학교수준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학생수준

절편 5.224*** 0.010 4.829*** 0.021 4.827*** 0.021

위세동기 0.021*** 0.006 0.022*** 0.006

환경동기 0.007 0.009 0.008 0.009

업무동기 -0.012* 0.007 -0.013* 0.007

발전동기 0.010 0.008 0.008 0.008

여성 -0.074*** 0.010 -0.082*** 0.011

연령 0.084*** 0.007 0.069*** 0.008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표Ⅳ-11> 직업선택 동기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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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GPA) 0.002*** 0.000 0.002*** 0.000

복수전공 여부 0.024* 0.012 0.017 0.012

어학연수 여부 0.042*** 0.013 0.039*** 0.013

자격증 유무 0.027*** 0.009 0.029*** 0.009

혼인 여부 0.090*** 0.020 0.099*** 0.020

부모교육연한 0.000 0.002 -0.001 0.002

전

공

계

열

사회 0.069*** 0.015 0.072*** 0.015

교육 0.148*** 0.020 0.148*** 0.020

공학 0.083*** 0.015 0.085*** 0.015

자연 0.041*** 0.016 0.039** 0.016

가

구

소

득

200-400만원

미만
0.027* 0.014 0.026* 0.014

400만원

이상
0.070*** 0.014 0.068*** 0.014

대기업 여부 0.195*** 0.010 0.192*** 0.010

사

업

체

유

형

외국 기업 0.081*** 0.029 0.079*** 0.029

정부 기업 -0.105*** 0.014 -0.112*** 0.014

교육·연구·법인 -0.226*** 0.012 -0.234*** 0.012

정규직 여부 0.382*** 0.010 0.382*** 0.010

학교수준

국공사립 여부 0.024 0.017

본·분교 여부 -0.008 0.036

대학 유형 0.072*** 0.015

대학 소재지 0.032* 0.012

무선효과
1수준 분산 0.19883 0.13744 0.13720
2수준 분산 0.01552 0.00416 0.00358
ICC 0.0724 0.0294 0.0254

주: 1) * p<0.10;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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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의 유형별 배경변인을 비교 및 분

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연구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우선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기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인이

동기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대졸자의 직업선택 동

기가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HLM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분

석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배경변인 비교 및 분석

직업에 대한 가치관,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은 일괄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와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개념이다.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는 대졸자들의 취

업 외에도 실업이나 이직 그리고 구직행동과 같이 포괄적인 직업 행위와

관련을 가진다. 또한 이 개념은 직업만족이나 생산성을 예측하는 변인으

로도 또한 중요하다(Lent, 2008).

따라서 대졸자가 어떠한 직업선택 동기를 가지고 취업을 하는지 알아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본 분석에 앞서, 직업선택 동기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기에, 개별 동기 유형에 따라 배경변수들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배경변수는 개인특

성, 기업특성, 학교특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분석에는 직업선택

동기 유형 네 가지를 처치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는 개인이 어느 한 동기

만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기에 다른 여타 동기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1은 본 분석에서 처치변수로 투입된 직업선택 동기를 종속

변수로 두어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배경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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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직업선택 동기 유형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

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업선택 동기의 유형과 배

경변인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일부 확인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가

적으로 학교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분석에서도 투입

하였으나, 실제로 취업성과를 살펴봄에 있어 개별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특성에 따른 동기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기도 하였

다.

우선, 성별에 따른 직업선택 동기 유형은 업무동기를 제외한 위세동

기, 환경동기, 발전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발

전동기가 높았으나 위세동기와 환경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남

성이 여성보다 개인의 발전, 미래에 대한 전망, 적성 및 흥미와 같은 개

인의 발전과 관련된 요인에 더 이끌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녀 모두

환경동기와 발전동기를 중요시하며 상대적으로 업무동기는 낮은 평균값

을 보이고 있다. 이는 회사의 평판 혹은 규모, 세부적인 업무를 고려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직업을 통한 생계 관련 요소와 더불어 이를 통한 개

개인의 생활 속 보람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 세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개인특성 중 복수전공 여부, 해외어학연수 여부, 자격증

유무, 혼인 여부에 따른 직업선택 동기 유형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복수

전공 경험이 있는 경우 업무동기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낮았고 어

학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환경동기와 발전동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 높았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모든 유형의 동기가

높았다. 혼인 상태는 기혼인 경우 위세동기와 업무동기가 미혼에 비해

높았으나 발전동기는 낮게 나타났다.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교육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위세동기가 높게

나타났고 사회계열과 교육계열이 환경동기가 높았으며, 인문, 공학, 자연

순으로 낮았다. 업무동기에서도 교육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 공

학, 사회, 인문 순으로 낮아졌다. 발전동기 또한 공학과 교육계열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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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자연, 사회, 인문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육계열은 직

업에 대한 동기가 다른 계열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계

열의 경우 진로 선택에 있어 다른 계열보다 구체적인 동기를 가지고 취

업하기에 취업 성과의 주관적 측면에 해당하는 만족도 면에서도 또한 높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업특성 중 사업체 규모, 즉 대기업 여부와 정규직 여부를 보았을 때

대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종사자에 비해 환경동기와 발전동기는 높았으

나, 업무동기는 낮았다. 이는 대기업 종사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업무

의 종류와 강도를 고려하기보다 복리후생, 근무환경, 직업의 안정성, 소

득 등 환경적인 측면과 자기계발의 가능성, 미래의 전망, 적성 및 흥미

등의 발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동기의 영향을 살펴본 것이 아니기에 한정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체 유형에 따른 직업선택 동기의 차이를 보았을 때, 위

세동기와 업무동기만이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사후검정

결과, 업무동기에서만 교육·연구·법인, 정부, 민간이 외국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세동기는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교육 및

연구기관의 경우 전공과의 연계성이 짙게 나타나고 또한 업무에 있어 전

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생각

하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다양한 전공출신들이 자리할 수 있지만, 이

들은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일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교 특성에 따른 직업선택 동기 유형 간 차이를 분석하

였다. 여기서는 국공립 여부, 본·분교 여부, 학교유형, 학교소재지 변수를

투입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국공립 여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업무동기 뿐이었다. 사립대학 졸업자보다 국공립

대학 졸업자가 업무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분교여부에

있어서 본교는 분교보다 위세동기와 업무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

형에 따른 차이는 발전동기에서만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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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높았다. 학교소재지의 경우 모든 동기 유형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 위세동기와 환경동

기, 업무동기에서 수도권 대학 출신보다 높았고 발전동기는 수도권 대학

출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문제에서는 직업선택 동기의 유형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분석에 투입하게 될 주요변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배경변인에 따라 직업선택 동기의 네 가지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대졸자들의 특성

에 따른 직업선택 동기 유형별 차이를 유추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질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한

점은 논문의 한계로 남을 것이다. 직업선택 동기라 함은 상황이나 사건

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심층적인 면담을 통

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연구문제의 분석을 통해 배경변인에 따른 직업선택 동기 유형

간 차이를 바탕으로 보다 깊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

히 대학과 개인특성 그리고 기업특성이 통제되었을 때, 직업선택 동기가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직업선택 동기와 직무만족도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직업선택 동기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네 가지 직업선택

동기의 유형은 모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

경동기는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나머지 동기 유형은 모

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환경동기는 복리후생, 근무환경, 안정

성, 근로소득과 관련한 동기이다. 이는 다소 외재적인 동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환경 관련 요소를 중요시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동기에

의한 직업 선택이 차선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평

판, 일 그 자체, 자기 계발 및 발전가능성과 일에 대한 흥미 면에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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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면, 개인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한편, 발전동기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는 0.18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의 크기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

는 본인의 적성 및 흥미가 현재 하고 있는 직무와 일치하는데서 오는 만

족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무동기 또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해당 동기 유형이 일 그 자체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 전

예상한 직무를 회사에서 맡아 하게 되는 일치감에 의해 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위세동기의 경우 회사의 평판, 하는

일에 대한 평판, 회사의 규모와 같이 직업위세를 중요시하는 요소로 이

루어져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유명한 회사를 다니거나 혹은 대기업에

다니는 종사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

지고 일에 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제 이 연구

에서는 대기업일수록 중소기업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이

고 있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는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점의 경우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났다. 전공계열에서는 교육계열과 자연계열이 유의한 수준에

서 인문계열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400만

원 이상인 가정이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가정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기업특성을 보면,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사업

체 유형에 있어서는 정부 기업 및 교육·연구·법인기관 소속일수록 민간

기업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민간 및 외국 기업이 주로 사기업인

데 반해 정부 기업을 비롯해 교육, 연구기관은 공기업 격에 해당하기 때

문에 최근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공기업 열풍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성이 보장되는 유형의 기업에

취업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기업 혹은 사기업에 비해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학교특성은 어느 변수도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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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주목할 만 한 점으로는 주관적 취업 성과인 만족도는 대학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위계적 선형 모형 분

석 시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초모형에서 학교수준 분산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았다. 즉 만족도에 대해 대학이 설명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으며, 다른 대학에 다니더라도 해당 학교에서

의 경험이 취업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HLM을 사용하지 않고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만족도는 졸업한 학교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가지 동기 유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우선, 위세동기와

같이 일에 대한 평판 혹은 일자리에 대한 평판 그리고 회사규모 관련 요

인을 중요시하게 될 경우, 실제 취업하여 일을 함에 있어 자부심을 가지

고 임할 수 있고 또한 회사의 브랜드 가치에서 얻어지는 본인의 평판이

상승하는데 있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무동기

또한 같은 선상에서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일 자체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경동기의 경우 실제 회사 내에서의 복잡한 관계의 영향을

받아 만족감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령, 본인이 생각하

는 복리후생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의 처우에 의해 불만족하게 되는 경우

혹은 승진과 관련한 문제나 임금 상승에 대한 불만족 등이 곧바로 만족

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발전동기는 개인의 발전가능성 및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취업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실제 직무에 임할 때, 관련된 지식을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직무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에 이를 적극적

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직장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간 괴리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취업 성과가 상대적으로 개인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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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러한 개인 특성이 성별, 전공계열, 가구소득 등과 같은 고정적인

특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대학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점

은 대학 차원에서 개인의 취업 후 만족도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는 것이

다. 현재 대학에서는 취업 박람회를 비롯해 진로지도 등 취업 입문에 대

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취업교육 혹은

직업교육의 실태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학교 차원의 부수적인 지원 외에 실제로 정규적으로 배우는 커

리큘럼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만족도는 행복감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취업 성

과의 요소 중 하나이다(최우성, 2015). 또한 개인에게 있어, 대학에서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 현실적으로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도 하다. 관점에 따라 개인의 취업 성과에 대학이 개입해야 할 이론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취업 성과는 대개 좋

은 직장에 취직했는가, 정규직인가를 묻는 객관적 취업 성과만을 고려할

때가 많다. 그러나 개인의 만족도 또한 주요한 취업 성과로 간주하여 이

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 개인의 동기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면 이는 반드시 대학의 취업지원 정책에 있어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보

편화된 고등교육 안에서 대학의 학부 과정은 연구를 위한 목적보다는 취

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직업교육

을 위한 정규 커리큘럼은 4년제 대학에서는 거의 없다. 이는 기업이 대

학교육과 실무의 괴리를 지적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차원의 정규 직업교육이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동기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가

치관이기에 직업교육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직업과 직업생활을 미리 간

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재적 동기 중 높은 자기 효

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Lent가 제안한 수

행모델의 관점에서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개인은 낮은 목표수준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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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실제로 그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

다(Judge & Ilies, 2002). 따라서 개인의 동기를 강화할 만한 계기를 제

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학 차원에서도 보다

취업 상담을 비롯해 개인의 정서, 성향 그리고 심리를 다룰 상담 체계가

보다 대중적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 고등학교의 Wee Class와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보다 널리 홍보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생들이 이

를 이용하는 것이 단순히 특수한 상황에만 한정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

다. 개인의 멘탈 케어 서비스 제공은 나아가 그들의 직업 선택 및 취업

성과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 차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및 교육훈련

단계에서 종사자의 승진, 성과지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만족도의 측면에 있어 특히 승진관련 문항에서 낮은 결

과가 나왔기에 이를 보완할 만한 제언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근로자의

자기 효능감 개선 및 동기 강화에 힘쓰는 것은 곧 개인과 조직 사이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개인 수준의 만족감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동기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취업 결정에

있어 신중해질 수 있다. 오로지 외재적 동기에만 매몰되어 개인의 만족

도나 행복감을 포기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선택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타협점을 찾고자 할 때, 높은 자기 효능감에

기반해 만족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직장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직업선택 동기와 임금 성과

이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는 직업선택 동기가 개인의 임금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다른 모든 투입변수가 통제

된 상태에서 위세동기와 업무동기만이 유의한 수준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동기의 부호는 반대였으며, 위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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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임금은 2.2% 증가하는 반면, 업무동기가 증가

함에 따라서 임금은 1.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세동기가

회사 규모를 비롯해 일과 일자리에 대한 평판 요소를 담고 있기에 취업

하는 직장이 유명한 기업 혹은 대기업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대개 대기

업의 연봉은 중소기업보다 높으며,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대기

업에 속함과 동시에 높은 연봉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업무동기가 임금을

낮추는 경향에 대해서는 직무 적성을 고려한 직업 선택이 가장 주요한

원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업무동기가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전공과의 관련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함

에 있어 전공과의 관련성, 업무의 친숙함 정도 등을 고려하다보면 해당

직무가 본인의 적성에 맞을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굳이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기 보다는 적성을 살려

본인에게 맞는 직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임금이 낮았고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은 증가하는 반면, 연령제곱은 부적 영향을 미치

고 있어 연령에 따른 임금은 포물선 형태로 추정할 수 있겠다. 학점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 또한 증가했고 어학연수 경험, 자격증 소지, 기혼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

에서는 모든 전공계열이 인문계열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교육계열 출신의 계수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증

가함에 따라서 개인의 임금 성과 또한 증가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가정특

성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특성을 보면, 대기업일수록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 성과가 높았으

며, 약 19.2%가 높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업체 유형을 살펴

보면, 외국 기업은 민간 기업에 비해 임금 성과가 높았지만, 정부기업과

교육기관, 연구기관을 비롯해 법인은 낮은 임금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

로 정규직 여부에 있어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38.2% 높은 임금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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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준변수를 보면, 대학 유형과 대학 소재지가 유의한 수준에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선 대학 유형의 경우, 4년제 출신 졸업자가 2-3

년제 출신 졸업자에 비해 7.2%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학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3.2%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세동기에 따른 임금 성과가 다른 유형의 동기보

다 유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평판 및 규모를 고려한

동기로 취업한 대졸자의 임금이 다른 유형의 동기를 가지고 취업할 때보

다 높은 성과를 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환경동기의 경우

실제 임금을 고려하지만, 동시에 직업의 안정성과 복리후생을 고려하게

될 경우 임금만을 온전하게 고려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발전동

기나 업무동기의 경우 개인의 발전가능성을 비롯해 직무적성 등을 우선

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임금보다 다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수준의 객관적 취업 성과, 즉 임금 성과가 좋

다고 해도 개인이 일을 지속하는 동기는 만족도와 관련이 크다(이혜영,

강순희, 2017). 따라서 이직 및 직장 적응과 같은 다른 상황을 고려하면

내재적 동기는 취업 후 성과의 지속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즉

개인의 주관적 성과는 또 한편으로 객관적 성과를 지속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연구문제 3은 위와 같은 근거로 연구문제 2와 큰

상관을 가지기 때문에 이는 대학 차원에서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있

어 개인의 직업선택 동기를 고려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

한다. 다만 이는 학교 차원의 취업준비지원 외에도 개인차원에서의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취업에 있어 무엇을 가장 큰 요소로 고려할 것

이며, 그것이 자신의 커리어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

각해보고 직업선택에 있어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

러 위에 언급하였듯이 기업차원에서도 직무수행능력 평가 외에도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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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 동기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활용 또한 요구되

는 바이다.

나아가 대학 차원에 관한 논의를 하자면, 고등교육을 학부와 대학원을

나누어 보았을 때, 실제 학부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

며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대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학교에 대

한 인식은 대부분 연구기관이며,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한 대학들이 다수

있다. 실제로 학부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교육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관점 또한 있다. 대다수

의 대학이 연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연구 그 자체가 세계 수준의 대학

을 보장하기 때문이다(Shin & Kehm, 2013). 그러나 실제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졸자의 대다수를 잠재적인 연구자로 상정할 수는 없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살펴본 변수 중 어학연수, 자격증 등은 유의한 수준

에서 개인의 임금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이 취업을 위

한 인적자본을 대학 자체에서 얻기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취득하고 있음

을 방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1998)은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

구」를 통해 초·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의 사교육비가 상당한 수

준에 이르렀음을 발표하였고 최근 학계에서도 대학생 사교육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 학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취업률 혹은 취업에 대한 성과는 대학 입장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인할 만한 요인으로 홍보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연구중심대학을 표

방한 몇몇 대학에서는 취업에 관한 문제를 개인에게만 떠맡기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하나로 혹은 대학의 책무의 하

나로 이 문제를 끌어들인다면, 개인차원에서의 이중 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건전한 취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대학생의 취업 사교육, 입사 후 적응 및 이직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개인의 선택에 관여하여 조

언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언급하였던 대학 차원의 직업 교육 및 진로 교육은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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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전공을 교차하는 취

업 그 자체가 본인에게 부담이 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라면 해당 업무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 합

리적인 선택에는 개인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사이의 타협을 통한

직업선택 동기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글의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

이 무분별한 동기, 무동기를 제외한 계획적인 취업 설계를 함에 있어 본

인의 어떠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취업을 결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

제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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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society, the job market condition is still not favorable to

those who are finding a position. People who would like to get a job

are getting nervous as their jobless duration become longer. Thus,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t should be asked that they really

considered their aptitude, interest and their own motivation while

finding a job. If they only have a thought that they just wanted to

get a job as they do not want to be a jobless person, they would

make this condition worse since they have to move to another

company because of low satisfaction which makes them discouraged

and dispirited. This kind of problem, such as dropout from 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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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changing jobs can affect one’s satisfaction or happiness, moreover

it can also affect company’s productivity directly.

Especially, the main reason of early resignation is ‘failure in

organization and job adaptation’. It is noticeable since it can be an

evidence that they did not really considered their motive and just

sought for a job to find a workplace quickly.

Career choice motivation can be a main determinant of employment

outcome, so it should not be overlooked. It is important to find which

factors are crucial to make a higher outcome and which career choice

motive can affect the outcome. This is because everyone has a

different career choice motivation and they make a choice differently.

To find out which career choice motivation can affect employment

outcome, this research has used GOMS(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ata from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o look at employment outcome, a dependent variable, this research

has used Human Capital Theory and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lso to find out differential effe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motivation by inputting personal(which also includes family

background and corporal background) and school level variables.

Employment outcome can be divided as objective outcome and

subjective outcome. This research has used income as an objective

outcome and satisfaction at the job as a subjective outcome to care

the quality of outcome more profoundly.

The research design and its results is explained from microscopic

viewpoint. To analyze the research,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is used to consider the hierarchical data structure. Also, F-test is

used to analyze the employment outcome difference between four

types of career choice motivation. Each motivation is authority

motivation, work motivation, environment motiva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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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the result

of t-test and f-te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ype of motivation by personal, corporal, school attributes. For

instance, male had higher development motivation than female, but

they had lower authority motivation and environment motivation. In

case of corporal attributes, people who work for a large company had

higher environment motivation and development motivation, but lower

work motivation than who work for small company. When it comes

to school attributes, public school graduates had higher work

motivation than private graduates. Branch school graduates had lower

authority motivation and work motivation than main school graduates.

4 year school graduates had higher development motivation than 2-3

year school graduates.

Second, job satisfaction by career choice motivation had following

results. all types of motivation had an effect on satisfaction and they

had a positive effects on it, except for an environment motivation.

Also, other levels of variables had an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Third, wage by career choice motivation had following results.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authority motivation and work

motivation had an effect on wage. However, they had a contrary

effect, such as authority motivation had a positive effect and work

motiv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wage. Also, other levels of

variables had an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Based on the main findings, there are policy suggestions and

research suggestions. First, considering career choice motivation’s

effect on satisfaction, there are no regular vocational education in

University’s curriculum even though today’s role of University co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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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preparation. Therefore, there should be a regular curricula to

support the student’s job preparation more observantly. As motivation

is not a fixed property, those education can help them to shape their

better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Moreover, in individual level, one should have information about his

or her job adaptation to make a better choice when getting a job.

Also, corporations should use the results of NCS, which can reveal

one’s motive adaptation and they should offer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promotion and performance indicator. This is because the goal

of the organization should match personal goal as they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hen they are matched, it could positively

affect both corporation and employee.

Second, considering career choice motivation’s effect on one’s wage

and job status, the University should take account of their student’s

career choice motivation when they offer a vocational training or

support for finding a job. In addition, every job seeker should exert

themselves to find what should be their goal, what should they

consider for finding a job and think about the future satisfaction on

his or her own career. They should prioritize their own values when

they find a job. In addition, corporations should evaluate the job

seeker’s own career choice motivation or their job values. When these

conditions are fulfilled, the chance of achieving internal and external

outcomes can be higher to University graduates who are seeking a

job..

keywords : University Graduates, Career choice motivation,

Employment outcome, Satisfaction, Labor market outcome,

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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