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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

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의 계

교육학 박사학 논문

서울 학교 학원,2014년

정선정

이 연구의 목 은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

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의 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첫째,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이 실업자 직업훈련

생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고,둘째,훈련생 훈련 로그램 특성과 고용가능성

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며,셋째,훈련생 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것으로 연구 목표를 설정하 다.

연구의 목표 모집단은 2013년 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283개 훈

련기 ,1,314개 훈련과정,33,547명 훈련생)으로,목표 모집단의 분야별 비율표집을 용하여,

최종 으로 1,515명의 훈련생을 조사 상으로 설정하 고,분야별로 할당된 조사 상의 인원이

선정될 때까지 훈련기 과 훈련과정을 무선표집(76개 훈련기 ,110개 훈련과정)하 다.

조사도구는 고용가능성,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

습몰입,경력계획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활용하 다.고용가능성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직업 구직능력,직업 구직자신감,노동시장 수요 인식,취업 기 수 조정을 구인

으로 설정하여 문항을 개발하 다.개발된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내 일치도 계수는 0.851～

0.926으로 양호하 다.이 밖에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측정도구는 이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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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에 합하다고 단되는 기존 도구를 활용하거나 재구성하 고, 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하

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 다.

자료수집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1,515부를 배

포하여 총 1,503부(회수율 99.2%)가 회수되었으며,이 에서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한 총

1,43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그리고 고용가능성과 련 변인의 계를 구명하기

하여 SPSSforWindows20.0을 활용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연구의 결과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실패내성,

비공식 네트워크),훈련 로그램 특성(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 경력계

획은 모두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특히,훈련기 이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이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다음으

로 학습몰입,훈련의 장지향성,경력계획,실패내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비공식 네트워크는

다른 변인에 비해 향력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그동안 직업훈련 로그램

만 제공하면 바로 취업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 정책 인 이 간과한 사항을 잘 드러

낸 것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실업자를 상으로 한 직업훈련 로그램을 운 할 때는 장지

향 인 훈련내용과 맞춤화된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훈련 로그램의 특성뿐만 아니라,실업상태

에 놓여 있는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과 학습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학습활동에 한

몰입 경력계획 수립 등에 한 사항도 고려하여 훈련 로그램을 설계·개발·운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둘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학습몰입은 훈련생(실패내성) 훈련 로그램(훈

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특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모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즉,훈련생 개인의 실패내성이 높고,훈련기 에서 장지향 인 훈련과 경력개발

지원을 제공해 다 하더라도 훈련생 스스로가 학습활동에 몰입하지 않는다면,훈련생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제한이 따르게 된다.이는 그동안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에 따라

서 직업훈련의 효과를 제시해 온 선행연구와 정부의 정책 인 이 간과한 학습의 과정 인

측면(pedagogy)의 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실업자 직업훈련은 투입-산출이라는 계량화

가 가능한 물 생산과정이 아니라,고용과 련된 지식,기술,태도를 내재화하는 학습의 과정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따라서 훈련기 은 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을 투입-과정-산출의 에서 각 단계가 상호작용하여 유기 으

로 작동될 수 있도록,실업자의 실패내성을 높여주고 직업 구직능력을 길러 수 있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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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특성을 토 로 보다 학습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로그

램을 개발·운 할 필요가 있다.셋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경력계획은 훈련생(비공식 네트워

크) 훈련 로그램(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특성,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에

서 모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훈련생 개인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크고,훈

련기 에서 장지향 인 훈련과 경력개발지원을 제공해 주며,훈련생이 학습활동에 몰입하

다 하더라도,훈련생 스스로가 자신의 경력계획을 구체 으로 수립하지 않았다면,훈련생 자신

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제한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는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이 직

업훈련에 참여하는 궁극 인 목 이 개인의 직업 성공을 해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

키는 것이므로,훈련생 훈련 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훈련투입이 이루어지고,이러한 투입

인 요인으로 인해 훈련생들은 학습에 몰입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지만,개개인에게 맞는 합

한 분야로의 고용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기 해서는 훈련생들이 자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구체

으로 수립하여야 비로소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로의 고용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구조 인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따라서 훈련기 은 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하여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단편 으로 생각하기 보다는,고용가능성이 어떻게 형성

되는지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과 훈련 로그램 특성뿐만 아니라,학습의 과정 에서 보

다 학습활동에 몰입하고,스스로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로

그램을 개발·운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 결론을 토 로 실업자 직업훈련의 제도 개선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첫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 향상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경력개발지원을 강화하기 하여 훈련기 은 경력개발지원을 한

문 인력을 확충하고,훈련기간 에 단계 으로 경력개발 지원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학습이 보다 체계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장학습 운 방법 차에 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셋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로그램 내에 실패내성 향상 인

계 형성·유지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넷째,훈련생들이 수시로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진단

하고,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보완함으로써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지속 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고용가능성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다섯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이 높은 훈련기 이나 훈련과정이 정부가 수행하는 훈련기 평가나 훈련과정심사에



- iv -

도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등 훈련생이 인식한 고용가능성과 실제 훈련기 평가 훈련과정

심사 결과와의 련성을 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후속 연구 측면에서는 첫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의 구조 인 계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둘째,학습몰입 경력계획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매개변인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들을 포 으로 탐색함으로써,고용가능성과 련변인들 간의 다양한 직·간 인 향 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셋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이 인식하고 있는 고용가능성은 수료 후 실제

인 취업과 사후 고용유지율과는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구명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넷

째,정부가 지원하는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따라서 참여하는 훈련생의 특성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연구 상을 모든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훈련생으로 확 하여(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제,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폴리텍 학 기능사 양성훈련 등)훈련사업의 특성별로 훈련생의 고

용가능성 수 과 차이 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실업자 직업훈련생,고용가능성,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

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경력계획,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

학 번 :2010-3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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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필요성

평생학습사회에서 개인은 학습을 통해 일터에서의 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터로의 이동

을 비한다.‘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직업을 갖고 있는 개인들도 자격증

취득,어학능력 향상, 학원 진학 등 지속 으로 자기개발을 통해 미래의 실업상태에 비해

개인의 역량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재 ,2011).특히 취업을 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실업자,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고용과 노동시장 직업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처하기 하여 학습과 자기개발의 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직

업능력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정부는 실업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해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국정과제로 삼고,지역 단 별로 일자리 창출에 한 임무를 부여할 뿐

만 아니라,학생 실업자가 직업능력과 자질을 양성·향상시켜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제도와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자 근

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해 매년 1조 5천여 억원 이상의 정부

산을 편성하여 공공 민간훈련기 과 사업주 단체 등을 통해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직업

훈련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특히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한 직업능력개발 산은 체

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용노동부,2013).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4.2%(‘13년

5월말 기 )로 OECD평균(65.1%)에도 못 미치고 있어(세계일보,2013),실업자와 비정규직에

한 실업난 해소를 해 질 좋은 일자리 나눔 등의 고용정책(고용노동부·노사발 재단,2013)

뿐만 아니라,능력개발의 에서 실업자가 성공 인 직업생활을 하기 한 다양한 직업

훈련정책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

학생이나 실업자,비정규직에 한 직업훈련의 궁극 인 목 은 이들이 직업훈련을 제공받은

이후 직업을 갖게 되고,그러한 직업을 지속 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으로써 개

인의 직업 성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한 것이다.Blalock(1990)은 직업훈련의 효과로 로그

램 참가자의 고용가능성의 증가와 직업기술의 증가,취업의 지속성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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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e(2001)는 고등직업교육의 효과는 고용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이며,고용가능성에 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 는데,하나는 교육 인 개념으로 졸업생들이 ‘학 졸업자’의 직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고,다른 하나는 피상 인 개념으로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얻지 못하는

취업률에 한 것으로 주로 정부에 의해 고용가능성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성과지

표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과 그 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국한된 의미에서만 제한 으로 유용

하므로,고용가능성에 한 폭넓은 사고를 통하여 학생들의 자질 검사 학업성취도 평가 등

을 수행함으로써 고용에 요구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발시키는 으로 고용가능성의 개념

을 강조하 다.

한,고등직업교육 환경에서 고용가능성이 개발되는 과정을 차 으로 살펴본 Harvey(2003)

는 학습의 과정(pedagogy)과 학습결과에 한 성찰(reflection) 자신의 능력을 일자리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articulation)을 토 로 고용가능성 개발 고용 모형을 제시하 다.이 모형

에 따르면,학생들은 학습의 과정(pedagogy)을 통하여 고용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들을 개발하

고,이러한 능력들을 실에 반 하고 다시 반추해 보는 비 인 성찰(reflect)을 통하여 종합

인 고용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다.그리고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종합 인 고용가능성에

한 자질과 기술,능력,경험 등을 실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조정하여 맞춤으로써(articulation)

최종 으로 고용이 이 질 수 있다.하지만,고용은 성별,연령,인종과 같은 개인 인 차별 요소

와 외부 인 경제 상황 산업별 일자리 편차 등 외부 인 요인들과 맞물려 있으므로(Harvey,

2000),고용이 되었다는 결과보다는 고용가능성을 개발하기 한 학습의 과정과 비 인 성찰

일자리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능력 등을 강조함으로써,어떤 의미에서 고용가능성은 학습에

한 부분이므로 ‘고용된 결과’보다는 ‘능력 개발’의 요성을 더 시사하고 있다.

그 동안 실업자 직업훈련에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국외의 경우

훈련이 종료된 이후의 시 에 직업훈련 효과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요인들(훈련기간,

훈련직종,훈련 로그램 종류,성,연령,교육수 ,가족배경,지역특성,노동시장 특성 등)을 도

출하는 결과 심 연구들(Ashenfelter,1978;Barnow,1987;Bassi,1983;Blalock,1990;

Cedefop,2011;Castle,1989;Meyer,1990;Perry,Bernard,Richard & Herbert,1975;

Vesalainen&Vuori,1999;Veum,1995;Westat,1981)이 수행되었고,국내 연구들(김세경,2004;

유경 ,이철인,2008;이종구,2002;장홍근,2003; 명숙,김주섭,최형재,2009; 재식,2008;

정재호,2011;황 훈,2008)에서도 취업 미취업의 결과를 기 으로 직업훈련의 외형 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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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인구통계학 특성,과거 직업 경험 임 등의 개인 특성 에서 어떠한 요인이 자격

증 취득과 취업여부 취업의 질(임 ,고용형태,기업규모 등)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찰하

다.이러한 연구들은 훈련과정 이수 후 특정 시간 이내에 취업이 되었거나 되지 못하 다는

결과론 근으로 훈련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어,Yorke(2001)와 Harvey(2003)가 제시하 던 교

육 인 차원의 능력 개발에 한 고용가능성의 개념이 간과되고 있다. 한 경제상황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하여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평균 으로 3～4회의 이직이 이루어

지고 있는 최근의 직업 환경에서(김성남,2009),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에 고용을 획득하고 지

속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요하지만,여 히 직업훈련의 효과에 련

된 연구는 정부 정책 인 에 맞추어 취업 여부를 가리는데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한편,국내에서 학생이나 실업자 등을 상으로 고용가능성을 능력개발의 으로 근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이들 연구들에서는 학교육과 직업훈련 상황에서 교육훈련서비스(김

재 ,2011;한국산업인력공단,2012b)와 로그램의 실용성(구 모,2004;이규만,구 모,2007;

이용재,2011;이은주,2012) 경력개발지원(김재 ,2011;이용재,2010;성희진,2012;한국산

업인력공단,2012b)이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로그램 요소임을 밝히고 있어,

재까지는 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 로그램의 특성이 고용가능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구명되었다.하지만 모든 훈련생들에게 일 으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훈련 로그램

특성뿐만 아니라,일반 학습자와는 달리 이미 직업생활과 실직을 경험한 이후에 재취업을 비

하거나 정규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신규 취업을 비하고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생

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이러한 훈련생들이 학습활동에 얼마나 극 으로 참여

하는지에 한 학습의 과정 인 측면도 고려하여,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이 단지 취업이 되었다

는 고용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능력개발의 에서 고용가능성을 높여 수 있는 변인들이 무

엇인지를 포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특성과 련하여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하여

실패경험이나 변화에 보다 정 으로 반응하고(이연숙,2002;Kim &Clifford,1988;Clifford,

Kim&MacDonald,1988),후속 인 과제수행을 진시키는(김아 ,2002)등 정 인 학습효

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실패내성의 개념을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한편,구직상황에서 네트워크에 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구직 기회에 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Forret&Dougherty,2001),직장을 옮기거나 직무를 바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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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큰 네트워크는 정 인 향을 미쳤고(Podolny&Baron,1997),비공식 네트워크는

실업기간을 단축하는(Wethington외,1986)등 자신에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

람은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하 다(장은주,박경규,2005).

그리고 학습의 과정과 련해서는 학습자의 에서 로그램에 얼마나 극 으로 참여하

는지에 한 학습몰입은 구직성공률(Harvey,1994) 취업가능성(남순 ,2005),기타 구직

련 특성(장재윤,신 균,김은정,신희천,하재룡,장해미,2004)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성공 인 직업 성취를 해서는 자신의 경력목표 설정과

노력 수행이 요하므로(Hall&Foster,1977),학습의 과정에서 훈련생들 스스로가 직업

인 기술습득을 해 얼마나 학습활동에 몰입하 고,취업과 련하여 자신의 경력계획을 제

로 수립하 는지는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요한 개인차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 이 연구에서는 고용과 가장 직 으로 면 에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의 고용가능

성 향상과 련하여,우선 교육훈련 로그램 운 의 체제이론에 따라서 투입-과정-산출의

에서(John&Sharan,1995)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각 련 변인들

이 고용가능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이에 따라 실업자 직업훈련생에

게 있어 고용가능성을 최종 으로 습득하게 될 산출 변인으로 설정하고,투입단계로서 훈련생

이 지니고 있는 실패내성과 비공식 네트워크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 변인으로,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의 장지향성과 경력개발지원을 훈련 로그램 특성 변인으로,과정단계로

서 그 동안 직업훈련에서 간과되어 온 학습의 과정(pedagogy)측면에서 학습자들이 훈련 로

그램에 참여하여 학습활동에 몰입하고,경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습몰입과 경력계획 변

인을 설정하여,각각의 변인들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직 인 향을 구명하고,학습의 과정

측면에서 학습몰입 경력계획을 매개로 훈련생과 훈련 로그램 특성의 간 인 향을 구

명함으로써,훈련기 의 훈련 로그램 운 정부의 훈련제도 개선 등에 유용한 시사 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2.연구 목

이 연구의 목 은 국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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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의 계를 구명하는 데 있으며,이를 한 구체 인 목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이 실업자 직업훈

련생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구명한다.

둘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련 변인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구명

한다.

셋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련 변인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구명

한다.

3.연구 가설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은 실업자 직업

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실패내성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비공식 네트워크는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훈련의 장지향성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경력개발지원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학습몰입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경력계획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실패내성,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은 학습몰입을 매개

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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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실패내성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훈련의 장지향성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경력개발지원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실업자 직업훈련생의 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

입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비공식 네트워크는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훈련의 장지향성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경력개발지원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4.학습몰입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용어의 정의

가.실업자 직업훈련생

실업자 직업훈련생은 직업안정기 에 구직을 등록한 고등학교 졸업생 는 이와 동등한 연

령 이상의 신규 직실업자가 직업능력 개발 취업을 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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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용가능성

고용가능성은 고용 획득 직업 성공을 해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과 자신감을 개발하고,

외부 노동시장의 상태를 인식하여,이를 자신의 고용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고용과 련

된 종합 인 능력과 신념을 의미하며,직업 구직능력,직업 구직자신감,노동시장 수요

인식,취업 기 수 조정을 구성요인으로 한다.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실업자 직업훈련생이 응답한 수를 의미한다.

다.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은 재 실직을 경험하고 재취업을 비하거나 계속 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 여 히 신규취업을 비하고 있는 구직상황에서 훈련생이 지니고 있는 사회 인

계와 실업에 한 개인의 내면 인 성격을 의미하며,이 연구에서는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실패

내성,비공식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실패내성:실업자 직업훈련생이 자신의 스트 스나 역경 등에 하여 정 이고 건설 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김아 ,1994,1997;Kim&Clifford,1988).이 연구에

서는 Clifford(1988)의 실패내성 척도를 토 로 김아 (2002)이 재구성한 측정도구에 실업자

직업훈련생이 응답한 수를 의미한다.

·비공식 네트워크:훈련기 의 수업 기타 지원활동에서 교강사와 교직원 같은 반

학생들과의 계에서 형성된 공식 인 인 계를 제외한,훈련기 내·외부에서 형성된 비

공식 인 인 계를 의미한다(Johnson,2001;Kaplan,1984).이 연구에서는 Johnson(2001)

의 비공식 네트워크 척도를 장은주(2003)가 번안하여 재구성한 측정도구에 실업자 직업훈

련생이 응답한 수를 의미한다.

라.훈련 로그램 특성

훈련 로그램 특성은 훈련기 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에게 직업능력 개발 취업을 해 제

공하는 훈련활동 련 지원활동을 의미하며,이 연구에서는 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

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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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의 장지향성:실업자 직업훈련생이 기업 산업체가 요구하는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 로그램이 얼마나 실용 이고 유용하며 학습

이에 도움이 되는지에 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이 연구에서는 국 얼스터 학

(University ofUlster)(2011)의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 검토용 툴킷(EDORT,Student

EmployabilityDevelopmentOpportunitiesReviewToolkit) 에서 직업기술을 효과 으로

개발하는 역을 추출하여 이 연구에 맞게 재구성한 측정도구에 실업자 직업훈련생이 응답

한 수를 의미한다.

·경력개발지원:실업자 직업훈련생이 자기주도 으로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훈련기 에서 정서 으로 지원해주며,정보나 구체 인 능력을 습득하도

록 도와주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성희진,2012;임언,이지연,최동선,2006).이 연구에서

는 국 얼스터 학(UniversityofUlster)(2011)의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 검토용 툴킷

(EDORT,StudentEmployabilityDevelopmentOpportunitiesReviewToolkit) 에서 경력

개발지원을 측정하는 도구에 실업자 직업훈련생이 응답한 수를 의미한다.

마.학습몰입

학습몰입은 실업자 직업훈련생이 학습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학습활동에 완 히 집 하

여 학습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최 의 상태를 의미한다(김진호,2003;이기택,2001;이은주,

2001;Wlodkowski,1999;Csikszentmihalyi,1975,1990).이 연구에서는 Martin과 Jackson(2008)

의 핵심몰입 척도를 번안한 측정도구에 실업자 직업훈련생이 응답한 수를 의미한다.

바.경력계획

경력계획은 경력에 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해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한 행동의 과정을 의미한다(임범식,탁진국,2002;Feldman,1988;Hall,1971;

Schein,1996).이 연구에서는 Gould(1979)의 경력계획 도구를 임범식(2001)이 번안한 측정도구

에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이 응답한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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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을 상으로 이들의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

명하기 한 것으로,이를 해 훈련생들의 고용가능성과 련 변인들을 측정하기 해서는 일

정한 훈련기간 동안 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활동과 련 지원활동 등이 조사기간 내에 제공

되어야 한다.따라서 다른 훈련에 비해 훈련기간이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운 되는 국가기

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을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 기

에,이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실업자 직업훈련생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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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실업자 직업훈련생

가.실업자의 개념  특성

실업은 일하기를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

하며,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에서 조사 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일을 하지 못하 으며 일자리를 찾아 극 으로 구직활동을 하 던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김용 ,2005).실업자는 크게 고등학교나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신규실업자와 기존에 직업 활동을 하다가 고용상태가 제거된 직실업자로

구분된다(장 진,2008).이 듯 실업자는 직의 여부에 따라서 신규 실업자, 직 실업자로

구분되지만, 재 모두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실업은 경제 으로 소득기회 박탈로 인한 경제 어려움,인 자원 축 기회의 상실,인

자원의 비효율 활용을 래하며,개인 으로는 수치심과 자존심 상실 등을 수반하게 된다(임

세 ,신효섭,권호안,2012).그리고 실업자의 일반 인 특성으로는 다양한 활동 감소,의사결

정 범 의 축소,심리 노출빈도 증가,불안감 증가,사회 지 하락 등(Warr,1984)과

고립감의 증가,가정 스트 스 증가,정보획득 부족 등(류수 ,2000)이 지 되고 있다.실직자

의 실업에 한 최 의 반응은 실직에 한 충격,분노를 보이며,실직을 믿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한 실직을 개인 상실로 느끼고 자신감,자존심,자아정체감에 한 으로 느끼는

등 실직의 부정 인 향이 보고되고 있다(김재갑,김은미,이선이,최우 ,1998;노연희,김명

언,장재윤,김민수,2004).

나.실업자 직업훈련의 개념  사업 황

직업교육훈련(VET,VocationalandEducationandTraining)은 특정 직업 는 특정 유형의

직종에 맞게 설계되고,많은 경우 그러한 직업·직종에 종사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교육훈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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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포 하는 개념으로, 개는 실습 훈련과 련된 이론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10).직업교육훈련에 한 개념은 나라마다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활용되고 있지만,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유럽에서는 주로 VET으로 사용한 반면,미국에서는 개 VET 신 진로기

술교육(CTE,careerandtechnical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국내의 경우에는

할하는 행정기 의 련 법규에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직업교육훈련 진법 제2조)과 직업능

력개발훈련(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이라는 명칭이 구분되어 있지만,교육부 할의 일반

학교에서는 기존에 사용해 온 로 직업교육훈련 신에 직업교육이라는 용어를,고용노동부

할의 직업 문학교 등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보다는 편이 상 직업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기 하여 고용노동부 할의 직업 문

학교와 폴리텍 학 사업주단체 등과 같은 기 에서 직업 련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

로 사용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실업자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학교교육 이후에 취업이나 직업능

력 향상을 해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훈련을 의미한다(김강호,2009b).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직

업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의 부족을 빈곤의 원인들 에서 요한 하나의 요소로 보고,

정부가 직업에 필요한,즉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유경 ,이철인,2008).직업훈련은 크게 훈련 상자에 따라서

실업자 직업훈련과 재직자 직업훈련으로 구분되며,특히 실업자 직업훈련은 신규실업자와 직

실업자를 상으로 직업능력 개발 취업을 해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훈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실업자 직업훈련은 1998년 외환 기에 따른 량실업에 처하는 과정에서 실

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에 커다란 기여를 하 다.이는 실업을 유보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실업기간 에는 인 자원의 보 과 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길러주며,훈련수당 지

원을 통해 소득을 보 하는 등 사회안 망으로써 요한 기능을 수행하 다(박세정,2011).

그간 실업자 직업훈련의 의의는 경제 측면에서 주로 조명되어 왔지만,CEDEFOP(2011)가

유럽의 21개국을 상으로 훈련의 편익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훈련은 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측면에서 미시, ,거시차원의 다양한 편익을 가져오며,이러한 편익들은 분 된 형

태가 아니라 상호간 연결된 형태로 발 된다고 보고하 다.이러한 측면에서 실업자 직업훈련

의 의의를 살펴보면,첫째,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제 의의는 일자리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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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으로써 구인·구직의 합치과정의 효율성(Beveridge-curveeffect)을 증 하여,경제 체

으로 고용규모를 증 하 고,직 으로 개인의 생산성을 증 시키는 효과(productivityeffect)

를 가져왔다.둘째,실업자 직업훈련은 사회 통합을 진하는 기능으로서,실업이 사회 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 을 벗어나 존재할 때 사회 반 인 불만과 변 에 한 목소리가 증가하

는데,실업자 직업훈련은 실업자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와 가능성을 높여 실업자의 사회 통합

을 진하는 기제라는 에서 요한 사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셋째,실업자 직업훈련은

실업자 취업자 개인의 자기실 욕구를 반 하고 있다.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한 근로자는

노동력의 제공자인 동시에 인격을 가진 생명체이므로,실업자는 직업훈련을 통해 다른 존재와

사회 계를 형성하고,자신의 직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 계에 건강하게 결합함으로써,

자기실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임세 ,권호안,2012).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자 직업훈련은 실업자의 취업능력 는 기 직무능력 향상을 하여 정

부가 훈련기 에 실업자 훈련을 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제도로서,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훈련기 지원과 개인지원으로 구분

되며,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서는 공공훈련과 민간훈련으로 구분된다.우선 공공훈련은 폴

리텍 학에서 수행하는 기능사 양성과정이 있고,그 외는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아 민간훈련기

에서 운 되는데,민간훈련은 정부의 훈련기 평가 과정심사를 통해 선정된 민간훈련기 에서

훈련 사업별로 목 에 맞는 훈련 로그램이 운 된다.첫째,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은 국가기

간산업 략산업 인력부족 직종에 하여 기능인력과 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이고,

둘째,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은 농·어업인과 그 가족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이며,셋째,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계좌를 발 하여 훈련비용

을 지원하고,그 범 안에서 자기주도 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다.

[그림 Ⅱ-1]고용노동부(2011)의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체계

자료:고용노동부.(2011).직업능력개발사업 황.p.3.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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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개념  특성

실업자 직업훈련은 신규실업자와 직실업자를 상으로 직업능력 개발 취업을 해 이루

어지는 모든 교육훈련을 의미하지만,정부는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보다 포

으로 규정하고 있다.첫째,직업안정기 에서 구직을 등록한 15세 이상의 실업자와,둘째,고

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 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학(문 학 포함)최종학

년 재학생으로서 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다.따라서 재 학생인 신분으로 구직 활동

을 하지 않았지만 일할 의사를 가지고 취업 구직 활동을 비하고자 하는 모든 상자를 실

업자 직업훈련생으로 포 하고 있지만,고등학교와 학의 최종학년 재학생은 재 학생의 신분

으로서 실업상태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리고 사회 인 통념상

학교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15세 이후)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보다는, 체 으로 고등학

교를 졸업한 이후의 나이에 학진학과 직장생활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진로에 따라 취업을 결

정하고 있으며,정책으로도 일 기반 학습제도를 도입하여 고졸 선취업-후학습을 장려하고 있다

(교육부,고용노동부,2012).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업자 직업훈련생을 ‘직업안정기 에 구직을

등록한 고등학교 졸업생 는 이와 동등한 연령 이상의 신규 직실업자가 직업능력 개발

취업을 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 ·리하는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에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모

든 직업훈련에 한 반 인 통계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이에 따른 2012년 실업자 직업훈련

에 참여한 훈련생들의 일반 인 특성은 <표 Ⅱ-1>과 같다.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한 훈련생

은 총 343,657명이지만,훈련 사업별로 3회까지 수강이 가능하거나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총계 인원에는 2회 이상 수강자가 복 으로 집계되어 훈련에 참여한

순 인원은 총계 인원보다 더 게 산출될 것이다.

훈련생의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보면,훈련 사업의 특성과 지원하는 훈련 상에 따라 성별과

연령의 비율이 조 씩 다르게 나타난 반면,학력은 사업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구체 으로

성별에서는 실시하는 훈련 직종의 특성에 따라 폴리텍 학 기능사 양성과정과 국가기간·략

산업직종훈련은 남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는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연령에서는 지원하는 훈련 상의 범주에 따라 폴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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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능사 양성과정과 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은 주로 10～30 의 비율이 높은 반면,농

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20～50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학력은 모든 훈련에서 유사하게 고졸과 문 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폴리텍 학
기능사 양성과정

국가기간· 략
산업직종훈련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총계

성
별

남자 5,899(93.2) 22,513(78.0) 210(18.1) 92,365(30.1) 120,987(35.2)

여자 429(6.8) 6,366(22.0) 950(81.9) 214,925(69.9) 222,670(64.8)

연
령

10 1,353(21.4) 4,471(15.5) 88(7.6) 11,400(3.7) 17,312(5.0)

20 3,914(61.9) 15,408(53.4) 161(13.9) 100,416(32.7) 119,899(34.9)

30 751(11.9) 5,183(17.9) 338(29.1) 84,498(27.5) 90,770(26.4)

40 206(3.3) 2,128(7.4) 367(31.6) 67,438(21.9) 70,139(20.4)

50 104(1.6) 1,132(3.9) 158(13.6) 35,090(11.4) 36,484(10.6)

60 이상 0(0.0) 557(1.9) 48(4.1) 8,448(2.7) 9,053(2.6)

학
력

졸이하 346(5.5) 1,353(4.7) 111(9.6) 16,252(5.3) 18,062(5.3)

고교재학 354(5.6) 2,735(9.5) 42(3.6) 0(0.0) 3,131(0.9)

고졸 2,670(42.2) 9,359(32.4) 553(47.7) 119,255(38.8) 131,837(38.4)

학재학 0(0.0) 3,757(13.0) 4(0.3) 0(0.0) 3,761(1.1)

문 졸 2,010(31.8) 4,085(14.1) 178(15.3) 62,610(20.4) 68,883(20.0)

졸 948(15.0) 7,292(25.3) 199(17.2) 73,390(23.9) 81,829(23.8)

학원졸이상 0(0.0) 236(0.8) 5(0.4) 3,765(1.2) 4,006(1.2)

기타 0(0.0) 62(0.2) 68(5.9) 32,018(10.4) 32,148(9.4)

소계 6,328(100.0) 28,879(100.0) 1,160(100.0)307,290(100.0)343,657(100.0)

자료: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2013).직업훈련 통계.Retrievedfrom

http://eis.work.go.kr/eis01010.do?selectMenuId=060010010&reportMenuId=

<표 Ⅱ-1>2012년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일반  특성

한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한 훈련 사업에 하여 매년 훈련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2010년 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구 우선선정직종훈련)에 한 훈련

생 만족도 조사(한국산업인력공단,2010)를 통해 훈련생의 일반 인 특성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다.성별과 연령,학력은 상기 살펴본 행정통계와 같이 남자(78.8%)와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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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고졸(40.7%)과 문 졸(37.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훈련생 간의 연령(1

0～60 이상)과 학력(졸이하～ 학원졸이상)차이는 여 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결혼 여부는

총 응답자(3,652명) 69.2%가 미혼이었고,부양가족 여부는 69.0%가 부양가족이 없는 반면,

31.0%는 부양가족이 1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

주부와 학생 등을 제외한 63.2%는 과거에 직업경험을 보유하고 있고,회사를 그만두게 된

주요한 이유로는 새로운 분야의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해서(29.4%),회사 구조조정으로

(16.6%), 재보다 더 나은 회사에 취업하기 하여(15.6%),결혼·출산·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13.7%),기타 정년퇴직·계약만료·군입 (12.8%)등으로 나타났다.과거 훈련경험 여부에서는

24.3%가 1～2회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과거 학교 공이나 훈련경험 직장경험

과 재 훈련과정과의 연 성에서는 41.5%가 학교 공이나 과거 직장경험,과거 훈련경험과 동

일·유사하다고 응답한 반면,58.5%는 연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당시 훈련생

들이 참여하고 있는 훈련 로그램의 특성도 차이를 보이는데,훈련 로그램의 기간이 짧게는 3

개월(0.4%)에서 6개월(48.3%),길게는 12개월(51.3%)로 나타났고,참여하고 있는 훈련직종도 기

계(53.0%) 기·자(17.0%)분야의 비 이 높은 반면,조선(1.4%)과 항공(0.8%)분야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실업자 직업훈련에 한 선행연구

실업자 직업훈련에 한 선행연구는 주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효과에 한 연구가 주로 수

행되었다.국외 연구(Ashenfelter,1978;Barnow,1987;Bassi,1983;Blalock,1990;Cedefop,

2011;Castle,1989;Meyer,1990;Perry외,1975;Vesalainen& Vuori,1999;Veum,1995;

Westat,1981)결과를 보면, 반 으로 직업훈련의 효과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요인

들은 훈련기간,훈련직종,훈련 로그램의 종류,성,연령,교육수 ,가족배경,지역 특성,노

동시장의 특성 등이다(오 훈,2006;이종구,2002).특히,Ashenfelter(1978)에 의하면,훈련을

받은 집단과 그 지 않는 집단을 비교할 경우,훈련을 받은 집단의 소득 상승효과가 유의미하

게 나타나며,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효과가 더 크고 지속 임을 밝히고 있다(이종구,2002).

한 Meyer(1990)는 CWBH(ContinuousWageandBenefitHistory)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기혼,

높은 교육수 ,높은 임 ,낮은 실업 여 수 등이 재취업 확률을 높이고 부양가족 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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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재취업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Vesalainen과 Vuori(1999)는 실업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Perry외

(1975)는 직업훈련이 훈련생들의 경제 지 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고 있다.

Westat(1981)는 직업훈련 평가 결과 성,인종,연령,교육수 ,경력,가족 특성,훈련 의 소득

수 ,직업훈련 유형 등 모든 집단에서 직업훈련의 소득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이러한 효과

는 직업훈련 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오 훈,2006).

한편,국내 연구(김세경,2004;유경 ,이철인,2008;이종구,2002;장홍근,2003; 명숙,김

주섭,최형재,2009; 재식,2008;정재호,2012;황 훈,2008)에서도 취업 미취업의 결과를

기 으로 직업훈련의 외형 인 특성과 인구통계학 특성,과거 직업 경험 임 등 개인

특성 등에서 어떠한 요인이 자격증 취득과 취업여부 취업의 질(임 ,고용형태,기업규모

등)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특히,유경 과 이철인(2008)은 실험 연구방

법을 통해 직실업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은 실업자에 비해 구직기간이 짧고,취업률이

높으며,임 증가율은 훈련생이 3～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식(2008)은 비경제활

동인구의 직업훈련 참여에 따라 취업 임 효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직업훈련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여부에 정 인 향을 미치고,직업훈련의 강도(훈련시간)도 취업여부

에 소폭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나,훈련 참여 훈련의 강도는 임 효과에 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홍근(2003)은 공공 양성훈련의 취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미혼일수록,가족에서 가장일수록,훈련충실도가 낮을수록,훈련기간이 길수록,취업

지도와 사후 리 수 이 높을수록 취업여부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임 과 보험 지 등

취업의 질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훈련충성도가 높을수록,훈련기간이 길수록,자격증을

취득할수록,취업지도 사후 리 수 이 높을수록 취업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 훈(2008)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직업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을 심으로 훈련

실 행정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취업여부를 분석한 결과,여성,고연령층, 학력층

의 취업확률이 낮고,훈련수료생과 자격취득자의 취업확률이 높으며,1년 이상의 장기실직자의

취업가능성이 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가장 장기 으로

분석한 정재호(2012)는 실업자 직업훈련집단과 비훈련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재취업과 임 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첫째,실업자 훈련의 재취업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데 훈련

종료 12개월 이후부터는 훈련집단의 취업률이 5.7～6.4%p더 높게 나타났고,둘째,실업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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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 효과는 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그 이유는 훈련집단이 비훈련집단에 비해 산업

변동율(25.2%p)이 더 높아 산업 특수 인 숙련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비훈련집단에 비해 임

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셋째,훈련이수자들이 산업이나 직종을 바꾸는 경향은 장기

인 임 상승을 기 한 극 인 선택의 측면이라고 일부 분석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취업효과에 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훈련경험 여부,인구통계학 특성,

과거 직업경험,훈련의 특성에 따른 취업여부와 취업의 질에 한 효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훈련을 받은 집단이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여부에 정 인 효과가 있고(

재식,2008),구직기간이 짧고 취업률이 높으며(유경 ,이철인,2008),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

능성이 높으며(Vesalainen& Vuori,1999),경제 지 에 정 인 향을 받으며(Perry외,

1975),소득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Ashenfelter,1978)나타났다.반면,일부 연구에서는 임

효과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며(재식,2008), 한 임 증가율은 더 낮은 것으로(유경 ,이

철인,2008;정재호,2012)나타났다.그 이유는 비교집단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분석기간을

최 24개월 이상의 취업자료를 분석한 정재호(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실업자 훈련생들

은 직업훈련을 받은 이후 과거 취업 직종이 아닌,다른 직종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더 높으므로,

기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임 효과에서 부(-)인 효과가 나

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서 취업효과는 성별(Ashenfelter,1978;황 훈,2008),연령

(장홍근,2003;황 훈,2008),결혼여부(Meyer,1990;장홍근,2003)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

고,교육수 은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동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eyer,1990;

장홍근,2003;황 훈,2008),가장일수록(장홍근,2003),부양가족 수가 을수록(Meyer,1990)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력을 제외한 성별,연령,결혼여부에서는 취업효과에 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는데,이는 훈련 로그램의 종류와 연구 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과거 직업경험에서는 높은 임 을 받을수록,낮은 실업 여를 받을수록 재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Meyer,1990)나타났다.

넷째,훈련의 특성에서는 훈련시간(재식,2008)과 훈련기간(장홍근,2003)이 길수록,자격증

을 취득할수록(황 훈,2008),취업지도 사후 리 수 이 높을수록(장홍근,2003)취업여부에



- 19 -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일부 연구에서는 자격증 취득은 취업여부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임 과 보험 지 등 취업의 질에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홍근,2003).

이상 선행연구들은 부분 훈련과정 이수 후 특정 기간 이내에 취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취업이 되었다면 어떠한 요인이 취업여부 취업의 질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연구자별로 상 국가와 훈련 로그램 특성 연구 상,연구기간,분석기법,비교집단의 정교

한 설정 정도 등에 따라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상반된 결과도 보이고 있다.

특히,훈련 상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인지,첫 취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실업자인지에

따라서 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하지만 훈련 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재취업 훈련과정이 별도로 운 되어 재취업 실업자를 한 취업효과가 분석된 연구 결과(유경

,이철인,2008;Meyer,1990;Vesalainen&Vuori,1999)가 있는 반면,재취업과 신규취업 희

망자를 동일한 실업자로 보고 훈련과정을 동일하게 운 하여 취업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장

홍근,2003; 재식,2008;정재호,2012;황 훈,2008)가 있는데,제 2차,3차 고용에 많은 향

을 수 있는 훈련 참여자의 과거 직업경험 여부가 서로 다르므로,연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재취업과 신규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이

취업여부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공통 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재취업을 희망하는 실

업자 훈련생은 결혼과 높은 학력,과거 직업경험 높은 임 과,실업기간 에 낮은 실업

여가 재취업여부에 정 인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신규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훈련생은 훈련시간이 길수록 취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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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용가능성

가.고용가능성의 개념

고용가능성은 간결하고 포 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으로,Hillage와 Pollard(1998)가 말

하 듯이 고용가능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조작

개념으로서 명료성과 정 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Lees,2002).이러한 이유는 고용가능성

이라는 개념에 한 경험 연구가 1990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되었고,이와 함께

경 략,인 자원 리,인 자원 개발,심리학,교육학,진로이론 등 범 한 분야에 걸쳐

개인,조직,산업 등 다양한 과 수 에서 근되었기 때문이다(Thijssen,VanderHeijden,

&Rocco,2008).이러한 배경 때문에 고용가능성의 개념은 사 으로 ‘개인의 고용을 가능하

게 하는 특성(character) 는 자질(quality)'로 간단하게 정의되기도 하지만, 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개념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McQuaid&Lindsay,2005).

고용가능성에 한 개념 정의는 주로 학 졸업자를 상으로 한 연구와 정책 등에서 논의

되고 있는데,Yorke(2001)는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두 가지로 제시하 다.하나는 교육 인 개

념으로서 졸업생들이 ‘학 졸업자’의 직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고,다른 하나는 피상 인 개

념으로서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얻지 못하는 것에 한 것으로 주로 정부에 의해 고용

가능성 성과지표로 사용되는 개념이다.Harvey(2001)는 교육기 의 효과를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써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정의하 다.첫째,고용가능성의 의미를 고용에 한 졸업생

의 자질로 정의한다면 학생 개인의 고용가능성 에서 어느 정도 합한 직업능력을 개발하

는지 입학에서 졸업 사이의 성취도 변화를 측정할 것이고.둘째,고용가능성의 의미를 일자

리를 구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교육기 의 고용가능성 에서 졸업생의 취업률로 고용가

능성을 측정할 것이며,셋째,고용가능성의 의미를 졸업생들의 고용에 한 만족으로 정의한다

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에서 과거 참여했던 로그램이 얼마나 직업능력과 직업세계를

비시켰는지 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로서 고용가능성을 측정할 것을 제시하 다.Lees(2002)

는 Yorke(2001)와 Harvey(2001)가 제시한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종합하여 세 가지 에서 고

용가능성의 개념을 정의하 다.첫째,교육 인 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자 상’의 직무를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직업을 한 비와 고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련된다.둘

째,정부 정책 인 에서 졸업생들이 구직하는 능력으로 취업률 등 성과지표와 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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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근로자들의 에서 졸업생들이 고용주 조직에서 효과 인 역할 수행에 필요할 것이라

고 상되는 성향으로 과거 참여했던 로그램에 한 졸업생들의 만족도와 련된다.

상기 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고용가능성의 개념이 정부 정책 인 에 무 치 되어

사용되고 있는 을 크게 비 하면서 다양한 에서 보다 확장된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제시

하 다.특히 Yorke(2001)는 고용가능성이 교수학습 경험과 어떻게 련이 되고,학습활동에서

어떻게 포착될 수 있으며,학생들은 어떻게 자신의 고용가능성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

는가에 하여 로그램 내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 다.따라서 고등교육의 학습과 고용가능성에 한 다양한 시리즈를 발간해 온

국의 ESECT(EnhancingStudentEmployabilityCo-ordinationTeam)는 Yorke의 고용가능성

개념 정립에 한 다양한 연구(Yorke,2001,2003,2004,2006)를 토 로,Yorke의 고용가능성

개념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ESECT가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가장 최근 Yorke(2006)의

고용가능성의 개념은 ‘실의 이해와 각종 기술 개인 자질 등을 통하여 졸업생들이 고용

을 획득할 수 있고,선택한 직업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나아가 자신과 직장 지역

사회,경제를 이롭게 해주는 일련의 성과물’로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개념 정의는 기 ‘졸업생

이 학 졸업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개념에서 ‘고용을 획득한 이후에도 성공 인

직업을 수행하기 해 지속 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확 되었으며, 한 ‘자신과 조직

사회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까지 내포하고 있다.

Harvey(2003) 한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정립하 는데, 기에는

에 따라서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고용에 한 졸업생의 자질’,‘졸업생의 취업률’,‘졸업생의

고용 만족도’로 제시하 지만(Harvey,2001),고용가능성이란 단지 일자리를 얻는 것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며,오히려 그와는 정반 로 특정 학생이 직업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

용가능성을 자동 으로 취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 다.이와 같이 고용가

능성이라는 용어에는 특정 학생이 ‘일자리를 얻거나 는 재 담당하고 있는 경력 분야에서

보다 성장·발 해 나가기 해 필요한 제반 자질과 기술 는 경험을 개발하는 것 이상의 의

미’가 담겨 있다고 하 다.

한편, 국의 고용연구소에서 Hillage와 Pollard(1998)는 고용가능성에 한 정책 분석 임

워크 개발 보고서를 작성하 는데,여기에서 그들은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최 의 고용을 획득

하고,고용을 유지하며,한 조직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필요한 경우 새로운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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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함으로써,궁극 으로 안정 이고 실 가능한 일을 확보하는 개인의 능력(ability)’이라고

정의하 다.고용가능성에 한 상이 실업상태에서 직업을 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고용상

태에서 능력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범 로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개인은 노동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신

의 잠재력을 실 하려면,자신의 합목 인 지식,기술,태도를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

고,이러한 자신의 자산을 활용하여 고용주에게 극 으로 홍보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최근에는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개인의 진로개발 에서 보다 확장하거나,개인이 지

각한 고용가능성에 한 자기 보고식 측정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새로운 에서 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성남,2009).Johnson(2001)은 기업과 종업원 사이의 통 인 심리

계약에 기반한 조직 심의 경력 신에,평생학습과 정체성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계약’

계의 산물로 등장한 Hall(1996)의 로티안 경력과,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의 이동공간

이 조직과 국가라는 경계를 월하여 조직경계가 무 지는 Arthur와 Rousseau(1996)의 무경계

경력 이론에 기 하여(서경민,2009),퇴직 정자에 한 고용가능성을 ‘재 소속된 조직 밖에

서도 필요할 경우 자신의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 다. 한,Rothwell,

Herbert와 Rothwell(2008b)은 고용가능성을 ‘지속 인 고용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 하는

능력’으로 정의한 Hillage와 Pollard(1998)의 견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지각된 고용가능성의 개

념을 정의하 다.그들은 일반 으로 학생 구직자들은 학 를 취득한 후에 자리를 잡기 해

일정 수 의 계속 인 고용을 열망할 것이라고 기 하면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지각

하는 고용가능성을 ‘자신의 능력 수 에 합한 고용상태를 지속 으로 달성하는 능력에 한

지각’으로 정의하 다(김성남,2009).

국내에서 구직자의 고용가능성 요인을 탐색한 오성욱과 이승구(2008)는 고용가능성은 ‘구직

자가 노동시장에서 (재)취업 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말하는 것으로,고용에 실질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수요 직업탐색 조건뿐만 아니라,노동공 측면에서의 고용능력과 속성

등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하 다. 한 고용가능성은 노동시장 내에서 취업과 재취업이 가능한

개인의 능력으로 신규 는 직업 환을 통해 지속 으로 고용 가능한 직업으로 이동하여야 하

므로,고용가능성의 개념에는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노동환경의 미스매칭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반을 비롯하여,직업능력 향상을 한 직업훈련과 직장경험 등 지속가능한 구직자의 경력개

발 직업설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 다.그리고 김성남(2009)은 학생의 기 진로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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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에 한 비 고용상태를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속성에

을 맞춰 고용가능성 진단 도구를 개발하 는데,여기에서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노동시장

직업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응하면서 고용을 획득하고,지속 으로 유지하며,이를 통해 자

신의 직업 성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 다.

지 까지 살펴본 고용가능성에 한 개념을 이해 에 따라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Ⅱ

-2>와 같다.

연구자 개념

Yorke

(2001)
․교육 인 :직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정부 정책 :취업률

(2006)

․ 실의 이해와 각종 기술 개인 자질 등을 통하여 졸업생들이 고용을 획득

할 수 있고,선택한 직업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나아가 자신과 직장

지역사회,경제를 이롭게 해주는 일련의 성과물

Harvey

(2001)

․교육 :고용에 한 졸업생의 자질

․정부 정책 :취업률

․취업생 : 로그램에 한 사후 만족도

(2003)

․일자리를 얻거나 는 재 담당하고 있는 경력 분야에서 보다 성장·발 해 나가기

해 필요한 제반 자질과,기술 는 경험을 개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진

것으로,비 사색 인능력을통하여종합 인고용가능성을개발할수있음을강조

Lees(2002)

․교육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정부 정책 :취업률

․취업생 : 로그램에 한 사후 만족도

Hillage,Pollard(1998)

․최 의 고용을 획득하고,고용을 유지하며,한 조직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하고,필요한 경우 새로운 고용을 획득함으로써,궁극 으로 안정 이고 실 가

능한 일을 확보하는 개인의 능력

Johnson(2001) ․ 재 소속된 조직 밖에서도 필요할 경우 자신의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

Rothwell외(2008)․지속 인 고용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 하는 능력

오성욱,이승구(2008)

․구직자가 노동시장에서 (재)취업 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에 실질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수요 직업탐색 조건뿐만

아니라,노동공 측면에서의 고용능력과 속성 등이 결합된 개념

김성남(2009)
․노동시장 직업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응하면서 고용을 획득하고,지속 으로

유지하며,이를통해자신의직업 성공이가능할수있도록개인에게요구되는역량

<표 Ⅱ-2>고용가능성의 개념 종합

고용가능성에 한 표 인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고용가능성은 이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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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의 고용여부,고용가능성에 한 능력의 범 의 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다르게 정의

되고 있다.첫째, 기에는 이해 에 따라서 교육 으로는 고용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역량으로,정부 정책 으로는 취업률로,취업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참여한

로그램에 한 사후 만족도로 정의되었지만,최근에는 고용 획득 유지 등에 요구되는 능

력과 역량으로 정의되고 있고,연구자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둘째,피고용

자의 고용여부와 고용상황에 따라서 고용가능성의 개념이 고용에 요구되는 능력으로 다양하게

구체화되고 있는데,고용가능성을 지녀야할 상자가 학생인지,실업자인지,재직근로자인지,

이·직을 원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고용가능성에 한 개념의 범 가 최 고용획득에서부

터 고용유지 직업 환을 통한 고용 재획득과 다시 안정 인 고용유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다.하지만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범 를 모두 포 하는 개념으로

고용가능성을 정의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이는 노동시장 직업세계가 평생 직장의 개념에

서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변함에 따라 잦은 직업 환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용가능성의 개념이

보다 포 이고 통합 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셋째,고용가능성에 한 능력의 범

에 따라서 고용가능성을 고용 획득 유지 등에 요구되는 능력으로 보는 (김성남,2009;

Hillage&Pollard,1998)과,노동수요 직업탐색 조건뿐만 아니라 고용능력과 속성 등이 결

합된 개념이라고 보는 (오성욱,이승구,2008)이 있다.이는 고용가능성을 ‘능력 개발’과

‘고용’의 부분에서 자는 ‘능력 개발’에 을 두었다면,후자는 ‘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복잡

한 ‘고용’상황까지 고려하여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확 하 다고 볼 수 있다.고용가능성은 고

용과 련된 학습에 한 부분이므로,‘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고용’과 련된 제반 여건을 고

려하여 고용가능성의 개념이 정의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토 로 실업자 직업훈련생에 한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살펴보면,직업훈련을 통

해 고용에 요구되는 능력과 역량 등이 개발·향상된다는 교육 인 을 따르며,신규 취업

재취업과 련된 직업훈련이라는 과,직업훈련 이수 후 고용의 면 에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

생의 상황을 고려하여,고용가능성의 개념을 ‘고용 획득 직업 성공을 해 요구되는 다양

한 능력과 자신감을 개발하고,외부 노동시장의 상태를 인식하여,이를 자신의 고용 상황에 맞

추어 조정하는 등 고용과 련된 종합 인 능력과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때 고용의 최

획득과 재획득 지속 인 유지와 성공 인 직업 수행이 가능하기 해서는 실업자의 직

업능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직업능력 개발과 경력 설계·개발 활동

등을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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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용가능성 개발 모형

고용가능성의 개념에 한 경험 연구가 1990년 후반에 시작된 이래(Thijssen외,2008),

고용가능성이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한 이론 모형을 제시한 연구(DacrePool& Sewell,

2007;Harvey,2001～2003;Yorke& Knight,2001～2004)는 2000년도 ·반에 수행되었다.

아직까지 고용가능성이 개발되는 이론 모형을 검증한 실증 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고용가능성 개발에 한 이론 인 모형을 고찰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1)Harvey(2001～2003)의 고용가능성 개발 모형

Harvey(2001)는 졸업생의 취업률을통하여 고용가능성의 효과를측정하고자하 던 정부 정책을

비 하면서 고용가능성에 한 ‘마법의 탄환’모형을 [그림 Ⅱ-2]와 같이 희화하여 제시하 다.

[그림 Ⅱ-2]Harvey(2001)의 고용가능성에 한 ‘마법의 탄환’모형

자료:Harvey,L.(2001).Definingandmeasuringemployability.p.28.

이 모형의 함축된 가정은 교육기 이 졸업생에게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생의

고용가능성을 개발시켜 으로써 졸업 후 바로 고용될 수 있는 것으로,교육기 의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와 졸업생의 개인 고용가능성 사이에는 인과 계가 정되어 있다.이 인과 계는

졸업생 취업률이 교육기 의 고용가능성 등 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어 사후 정당성을 제공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Harvey(2001)는 고용가능성에 한 ‘마법의 탄환’모형으로는 학생들

의 고용가능성 개발과 실제 고용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 다.그 이유는 졸업 후 특정 시

간 이내에 취업이 되었거나 되지 못하 다는 결과론 근은 학생들이 그동안 개발한 고용가

능성에 한 능력과 자질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가장 단순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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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개발 모형에 의하면 학생은 학생 신분으로서 어느 정도 고용가능성을 갖추고 결과 으

로 취업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 으로는 고용가능성 개발 요소 이외 다양

한 외부 장애 요소들이 존재한다.나이,성별,민족,성격을 비롯한 학생의 개인 인 특징들은

채용 차에 있어 차별 인 요소 작용하고, 한 경제 부문 특수성이나 지역 특수성과 같은 외부

의 경제 요소도 고용에 향을 미친다(Harvey,2000).이런 에서 개인의 잠재 고용가능성

(자기개발 문제)과 실제 고용가능성(외부 요소에 의한 문제)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

용가능성에 한 ‘마법의 탄환’모형으로는 학생들의 고용가능성과 실제 고용상황을 설명하기 어

렵다.

이에 Harvey(2001～2003)는 여러 차례의 모형 보완을 통해 실에서 보다 복잡하게 작용되

고 있는 고용가능성 개발 고용 모형을 [그림 Ⅱ-3]과 같이 제시하 다.

[그림 Ⅱ-3]Harvey(2003)의 고용가능성 개발  고용 모형

자료:Harvey,L.(2003).Transitionsfromhighereducationtowork.p.4.

이 모형은 먼 학생들이 교육기 이 제공하는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

택해야 한다.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과외활동을 병행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기 이 제공해

주는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에 참여하게 된다.이 모형에서 강조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

교육의 과정(pedagogy)과 성찰(reflection) 자신의 능력을 일자리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

(articulation)이다.첫째,교육의 과정(pedagogy)은 교육기 이 학생들에게 장려하는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를 통해 고용가능성의 자질과 기술을 개발하고,학생들은 자신의 과외활동을 병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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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교육기 이 제공하는 정규 로그램을 통하여 일 경험을 쌓으며,자신의 능력을 표 하고

경력을 리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고,지속 으로 배우려는 평생 학습의지를 함양함으로써

고용에 요구되는 능력을 개발한다.둘째,성찰(reflection)은 교육의 과정(pedagogy)을 통해 습득

된 고용가능성의 자질,업무 경험,자기표 경력 리,평생 학습의지 등 개발된 능력들을

실에 반 하여 다시 반추해 보는 자기 성찰을 통해 종합 인 고용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다.셋

째,조정(articulation)은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종합 인 고용가능성에 한 자질과 기술,

능력,경험 등을 실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조정하여 맞춤으로써 최종 인 고용이 이 질 수

있다.하지만,고용가능성에 한 ‘마법의 탄환’모형에서도 언 하 듯이 고용은 성별,연령,인

종과 같은 개인 인 차별 요소와 외부 인 경제 상황 산업별 일자리 편차,특정 지역 출신

기피 등 외부 인 요인들과 맞물려 있으므로,고용이 되었다는 결과보다는 고용가능성을 개발하

기 한 교육의 과정과 비 성찰 일자리 조정 등을 강조함으로써 고용가능성 개발에

한 과정 인 차를 개념화하여 고용가능성 개발 고용 모형을 제시하 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 으로 수정·보완되어 온 Harvey(2003)의 고용가능성 개발 고

용 모형은 우선 고용과 고용가능성 사이의 차이 을 인식하고,고용가능성을 결과론 인 ‘고용’

보다는 고용이 되기 한 과정 인 ‘능력 개발’에 을 두고,학습의 에서 고용가능성 개

발 모형을 발 시켜 왔다.이 모형에서 학습자가 종합 인 고용가능성을 지니기 해서는 교육

의 과정(pedagogy)과 비 성찰(reflection)의 과정에서 교육기 과 학습자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교육기 은 교육의 과정(pedagogy)을 통해 기업체의 기술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설계·개발하여 로그램에 역량 개발을 포함시키고,학습자가 로그램 내·외부에서 기술 련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구직 인 졸업생과 재학생을 해 자기표 경력개발 서

비스를 강화하고,학업능력과 기술역량이 지속 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 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이에 따라 학습자는 교육의 과정(pedagogy)을 통해 고용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습득하는 등 고용에 요구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이 게 개발된

능력은 학습자가 자신의 실에 반 하고 다른 상황에도 용하는 등 개발된 능력에 한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하여 최종 으로 종합 인 고용가능성이 개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Harvey(2003)는 고용가능성이 학습자가 고용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제반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비 사색 인 능력을 통해 종합 인 고용가능성이

개발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종합 으로 성취하게 될 고용가능성을 제반 자질과 기술

는 경력을 개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최종 으로 개발될 고용

가능성에 한 명확한 개념과 구성요소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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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Yorke와 Knight(2001～2004)의 USEM모형

Yorke와 Knight(2003)는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체계 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

수학습법 평가방법 등을 개발하기 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Skillsplus 로젝트를 수행

하 다.이 로젝트에서는 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개발하기 해서는 련 교

과과정을 계획·설계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핵심 인 구성요소를 동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

고, 로젝트에 따른 고용가능성 개발 련 구성요소는 이해(understanding),기술(skillful

practice), 효능감(efficacy beliefs), 메타인지(meta-cognition)로 제시되었다.첫째, 이해

(understanding)는 학문 자료 보다 일반 의미에 있어서 실제 실 세계의 작동 원리에

한 이해도이며,둘째,기술(skillfulpractice)은 제반 실무처리 과정이 특정 학문 역과 련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다 일반 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 후 배경 상황에 있어서 요구되

는 능숙한 실무 처리 역량이다.셋째,효능감(efficacybeliefs)은 다양한 개인 자질과 속성 등

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 효능에 한 신념이고,넷째,메타인지(meta-cognition)는 학습에 한

자기 성찰과 자기조 능력 등을 포함하여 배운 것을 행동에 반 하는 능력을 말한다.

Yorke와 Knight(2001～2004)는 고용가능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구성요소가 상호 련된 구

성요소들에 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특히 자기이론과 효능감을 포함한 개인 자질은 학

생들이 수행하는 모든 것에 향을 미치는 계에 기 하여 [그림 Ⅱ-4]와 같이 각 구성요소들

의 앞 자를 따서 USEM 모형을 제시하 다.

[그림 Ⅱ-4]Yorke와 Knight(2004)의 USEM모형

자료:Yorke,M.,&Knight,T.P.(2004).Embeddingemployabilityintothecurriculum.p.5.



- 29 -

첫 번째 향은 개인 자질과 고용가능성의 계로,개인의 의범 은 인 계를 형성하

는데 요구되는 기본 자산과 가시 으로 일을 처리하는 성향 솔선수범,인내력 등 이러한 개

인 인 자질들은 고용가능성에 직 인 향을 미친다.둘째,개인 자질은 실무처리 역량과,

공 일반지식에 한 이해 메타인지 모두에 향을 미치는데,흔히 실수나 부족함으로

부터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은 성공을 거두기 해 일정한 유형의 내 스트 스를 견딜 수 있

는 각오를 의미하므로,학과 공부와 기술 개발 메타인지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정보검색에서 ICT활용 산술능력 등 일부 핵심기술은 학과 공부의 이해력을 획득하

는데 용이하게 하고,교과목을 가르치는데 선택된 교수방법들은 학생들의 핵심기술과 메타인지

를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됨으로 실무처리 역량과 공·일반지식 이해 메타인지의 사

이는 서로 통하는 양방향성을 갖게 된다.마지막으로,실무처리 역량과 공·일반지식에 한

이해와 메타인지는 고용가능성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이 부분에 해서도 향 계가 있음을

간주하 다.

USEM 모형은 고용가능성을 어떻게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한 유용한 방법을 제

안하고 있지만,고용가능성을 개발하기 한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에는 그 구체성과 정

성이 떨어진다.따라서 Skillsplus 로젝트에서는 고용가능성 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변화

된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하여 크게 개인 인 자질과 핵심기술 과정기술

로 구분하여 총 39가지 차원들을 목록화 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개인 자질

① 유연한 자기이론:자질 지능 등이 고정되지 않고 개발될 수 있다는 믿음

② 자기인식:자신의 장 과 약 ,목 과 가치에 한 인식

③ 자신감:고용과 삶에 있어서 도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신뢰성

④ 독립심:지도감독 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⑤ 감성 지능:타인의 감정과 자신이 미칠 수 있는 향에 한 민감성

⑥ 응성:변화하는 상황과 새로운 도 에 극 으로 응할 수 있는 능력

⑦ 스트 스 내성:압력하에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⑧ 솔선수범:남에게서 지시를 받지 않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

⑨ 학습의지:고용과 삶의 필요를 충족하기 해 계속 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

  성찰:자신과 타인들의 성과에 하여 평가 으로 반성하는 성향

․핵심기술

  문해 능력:핵심 요 을 악하여 도출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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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술 능력: 한 수 의 정확성으로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 검색:다양한 정보원에 근할 수 있는 능력

  언어 기능: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자기 리:효율 이고 조직화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비 분석:문제나 상황을 세분화 할 수 있는 능력

  창의성:참신하거나 독창 이고 수평 인 사고를 용할 수 있는 능력

  경청: 요한 요 들을 인식하는 집 인 주의력

  문서 의사소통:독자 심으로 작성된 명확한 보고서나 서신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구두 발표:집단을 상으로 정보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달하는 능력 (  ,  참조)

  설명:구두 서면으로 설명하는 능력 (  ,  참조)

  로벌 인식:세계 인 문화와 경제의 인식

․과정기술

  컴퓨터 소양:기본 인 소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상업 인식:비즈니스의 이슈와 우선순 에 한 이해력

  정치 민감성:조직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 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함

  다문화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

  윤리 민감성:고용의 윤리 측면들을 제 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함

  우선순 결정:과제들을 요성에 따라 순 를 매길 수 있는 능력

  기획:달성 가능한 목표의 설정과 행동을 조직함

  공 이해력의 응용:고등교육 로그램으로부터 학과 교과목의 이해력을 활용함

  도덕 행동: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함

  모호성 복잡성에 한 처:모호하고 복잡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해결책을 찾기 해 합한 방법의 선택과 활용

  향력 발휘:자기 견해의 타당성에 해 타인들을 설득함

  어떤 는 행동방침에 한 주장 /는 그에 한 정당화 (  ,  ,  참조)

  갈등 해결:개인 내면과 타인과의 계에서 발생되는 갈등 극복

  의사결정:제시된 안들로부터 최선의 안 선택

  상:논쟁 인 문제에 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달성하기 한 의논

  워크:공통 과업에서 타인들과 건설 인 일할 수 있는 능력

고용가능성의 차원으로 제시된 모든 목록들을 살펴보면 해당 의미와 각 간극에 한 복성

이 존재하고,각 범주에 속한 특정 목록은 구체 인 상황에서 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

하 다.따라서 각 범주들의 정 성을 높이고 애매성을 낮추기 해 목록별 정교화 작업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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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그에 따른 이 보다는 노력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막 할 수 있고,각 차원들

을 정확히 식별할 경우 부분들의 합이 체보다 더 어질 험성이 있다(Yorke& Knight,

2006). 한 고용가능성에 한 성취도는 다양한 학과의 맥락에서 다양한 학생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성취도를 일반 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으며,고용가능성에 한 평가

는 성 과 같은 통 인 근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체 으로 반응 일 필요가 있다(Yorke,

2001).따라서 Yorke와 Knight는 고용가능성 개발에 한 교육과정의 성취도를 결과 으로

단하기 해서는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거로서 일종의 템 릿 개념으로 고용가능성에

한 39가지 차원들을 목록화하 고,이는 교육과정 분석 작업에도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Yorke와 Knight(2004)가 제안한 USEM 모형은 고용가능성 개발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

정받는 모형로서(DacrePool,Sewell,2007),고용가능성 개발에 련된 핵심 인 요소들을 도

출하여 각 요소별 향 계를 이론 으로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으로 교육과정을 계획·설

계하여 운 해야 하는 고등교육기 에서 USEM모형이 순조롭거나 투명하게 채택된 사례는 일정

부분 제한을 받고 있는데,이는 부분 으로 연구의 증거와 분석 자료가 보다 범 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DacrePool,Sewell,2007). 한 USEM 모형을 통해 습득된 성취도를 평가하는 39

가지 차원들의 계에서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 인 자질은 평가차원에서도 해당 범주와

각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지만,그 이외 능숙한 실무 처리 역량, 공 일반지식 등의 이해,메

타인지에 한 평가차원은 핵심기술과 과정기술 안에 무분별하게 제시되고 있어 모형의 구성요

소와 평가차원이 제 로 응되지 못하고 있다. 한 Harvey(2003)와 마찬가지로,고용가능성의

개발 차와 고용가능성과 련된 능력들에 해서는 구체 인 설명과 세부 인 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최종 으로 성취하게 될 고용가능성에 한 명확한 개념이 모호하고,이를 구

성하는 하 요소들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3)DacrePool과 Sewell(2007)의 CareerEDGE모형

DacrePool과 Sewell(2007)은 Harvey(2003)의 고용가능성 개발 모형과 Yorke와 Knight(2004)

의 USEM 모형을 토 로,고용가능성을 구성하는 핵심 인 요소를 다섯 가지로 설정하 다.첫

째, 공지식과 이해 기술은 가장 핵심 인 요소로서,학생들이 일반 으로 학 교육을 선

택하는 동기는 특정 과목을 심층 으로 공부하고 학 를 얻어 더 높은 수 의 자격을 취득하여

더 좋은 직업을 구하기 한 것이므로,이 요소는 더 높은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고용 기회를 갖게 됨을 설명해 다.둘째,일반 기술은 학교육 는 직장에서 모든 과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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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부를 지원하고 잠재 으로 다양한 맥락으로 이 될 수 있는 기술로(Bennett,Dunne,&

Carré,1999),연구자에 따라서 핵심기술(coreskills),필수기술(keyskills), 이 가능한 기술

(transferableskills)등으로도 불리어지는 기술이다.셋째,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학업과 삶

에서 성공을 이룬다는 많은 연구결과를 고려하여(Qualter,Gardner&Whiteley,2007),감성지능

은 유 이거나 유년시 에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Goleman,1988),이는 사람들이 배

울 수 있는 것으로 교육기 이 성공 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넷째,경력개발 학습

은 학 졸업생들이 자신이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얻기

해서는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다섯째,경험은 근무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이

그 지 않은 졸업생들에 비해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이 체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으므로,일과 삶을 통한 경험을 요시 하 다.이상 DacrePool과 Sewell(2007)은 고용가능성의

핵심 구성요소를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핵심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성을 제시한 CareerEDGE

모형을 [그림 Ⅱ-5]와 같이 제안하 다.

[그림 Ⅱ-5]DacrePool과 Sewell(2007)의 CareerEDGE모형

자료:DacrePool,&Sewell,P.(2007).TheKeytoEmployability:Developingapracticalmodelofgraduateemployability.p.8.

연상기호인 CareerEDGE는 모형 하부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학생들이

로그램을 통하여 경력개발학습,일 경험, 공지식/이해 기술,일반기술,감성지능 등 모든

요소들에 근하여 이를 개발하고,궁극 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되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

회를 거쳐,최종 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통하여 종합 인 고용가능성이 개발

되는 것이다.CareerEDGE모형을 ‘실용 인 고용가능성 개발 모형’으로서,학생과 학부모들에

게 고용가능성에 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동시에 고용가능성 개발 활동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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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는 강사나 개인 지도 교수,직업 상담사 기타 제반 실무 종사자들이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 작용되도록 설계된 모형이다.

CareerEDGE모형에 한 가치는 교육 로그램에서 고려되고 포함되어야 할 것들에 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이 모형은 핵심 구성요소와 각 차들 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학계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강사와 직업상담사 등에게 고용가능성 개발 과정에

하여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한 학생과 졸업생 이외의 집단에서도 이 개념을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는데,특히 업을 계획하는 년이나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에 한 모형으로도 조

정될 수 있다(DacrePool& Sewell,2007). 한 이 모형에서는 Harvey(2003)와 Yorke,

Knight(2004)가 각각 조 씩 다르게 제시하 던 능력 개발에 련된 성취 부분을 공기술,일

반기술,일 경험,경력개발,감성지능으로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CareerEDGE모형에서는 고용가능성 련 요소들 간의 향 계에서 일부 요소가 주

종이 역 되어 있다.Yorke와 Knight(2004)의 USEM모형에서는 자기효능감 련 요소가 고용

가능성과 련된 요소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반면,CareerEDGE모형에서는 자기효능

감 련 요소가 고용가능성 련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아 발달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

어,자기효능감 련 요소의 향 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한 Harvey(2003)와 Yorke,

Knight(2004)와 마찬가지로 고용가능성의 개발 차와 고용가능성과 련된 능력들에 해서는

구체 인 설명과 세부 인 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최종 으로 성취하게 될 고용가능성에

한 명확한 개념이 모호하고,이를 구성하는 하 요소들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이상 고용가능성의 개발 모형에 한 선행 연구들(DacrePool&Sewell,2007;Harvey,2003;

Yorke&Knight,2004)을 종합해 보면,학생들이 교육기 이 제공하는 고용가능성 련 로그

램에 참여하여,고용에 요구되는 각각의 능력을 개발하고,이러한 각각의 능력을 종합하여 배운

것을 실에 반 하고 다른 환경에도 용하고자 하는 자기성찰 내지는 메타인지 자기신념

(자기효능감,자부심,자신감)을 통하여 최종 으로 고용가능성이 개발되고 있다.그리고

Harvey(2003)는 고용가능성 개발 모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신

의 능력을 일자리 수 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실제로 고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 다.이는 고용가

능성이 실제 고용율을 잘 설명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가능성 개발뿐만 아니라 그 연속선상

에서 고용 모형까지도 고용가능성에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고용가능성이 개발

되는 차는 크게 교육훈련 참여,능력개발,자기성찰 내지는 메타인지와 자기신념,고용가능성

성취로 구분될 수 있고,고용가능성이 실제 고용으로 연계되기 해서는 노동시장의 여건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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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취업 기 수 조정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한편 모든 모형은 최종 으로 성취하게

될 고용가능성의 개념 내지는 구성요소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이러한 차 인 과정을 통하

여 고용가능성이 개발되는 것이므로,고용가능성 개발 차를 통하여 최종 으로 성취하게 될

고용가능성의 구성요소는 능력개발,자기성찰 내지는 메타인지 는 자기신념,외부 노동시장

여건,취업 기 수 조정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구분
고용가능성 개발 차

Harvey(2003) Yorke&Knight(2004) DacrePool&Sewell(2007)

교육훈련 참여
↓ ↓ ↓

능력 개발

↓ ↓ ↓

자기성찰,
자기신념 등

↓ ↓

↓

↓

고용가능성

↓

고용가능성
이외 고용 과정

- -

한계

․최종 으로 성취하게 될
고용가능성의 개념 모호

․최종 으로 성취하게 될
고용가능성의 개념 모호

․고용가능성 구성요소와
평가차원이 제 로 응
되어 있지 않음

․DacrePool외(200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 련
요소의 향 계와 상이
하게 제시

․최종 으로 성취하게 될
고용가능성의 개념 모호

․Yorke외(2004)가 제시한
자기효능감 련 요소의
향 계와 상이하게
제시

<표 Ⅱ-3>고용가능성의 개발 모형에 한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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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용가능성의 측정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고용 획득 직업 성공을 해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과 자신감을

개발하고,외부 노동시장의 상태를 인식하여,이를 자신의 고용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고

용과 련된 종합 인 능력과 신념’으로 정의할 때,최종 으로 성취된 고용가능성은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고용가능성에 한 지각으로 측정될 수 있다.이와 련하여 Johnson(2001)과

Rothwell,Arnold(2007)와 Rothwell외(2008)는 개인이 지각한 고용가능성에 한 자기 보고식

측정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새로운 으로 근하 다.

Johnson(2001)은 기존의 경력에 비해 시공간 측면에서 일과 경력에 한 새로운 사고의

환을 가져온 Hall(1996)의 로티안 경력과 Arthur와 Rousseau(1996)의 무경계경력 이론에 기

하여(서경민,2009),고용가능성을 ‘재 소속된 조직의 밖에서도 필요할 경우 자신의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 고,7개 문항으로 고용가능성을 측정하 는데,각 문항

은 크게 직업 문성과 직업자신감,구직자신감 사이의 인식을 종합 으로 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Ⅱ-6]참조).

[그림 Ⅱ-6]Johnson(2001)의 고용가능성 측정 문항 구성

구 모(2004)는 직지원 로그램에 참여한 퇴직자의 고용가능성을 측정하기 해

Johnson(2001)이 제시한 7개의 문항 에서 “ 재 나의 능력 노하우를 감안해 볼 때 취업이

용이할 것이다”와 “내가 재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은 다른 회사에서 나를 유능한 자원으로

간주할 것이다”라는 문항을 제외한 5개 문항으로 구성하 고,각 문항의 반응형식은 1-5

Likertscale이며,신뢰도는 0.868로 보고되었다.한편 서경민(2010)은 기업구성원을 상으로 고

용가능성을 측정하 는데,Johnson(2001)의 측정도구 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시

에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등을 제외한 5개 문항으로 구성하 고,각 문

항의 반응형식은 1-5 Likertscale이며,신뢰도는 0.92로 보고되었다.



- 36 -

Rothwell과 Arnold(2007)는 직장인을 상으로 고용가능성에 한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개인이 지각한 고용가능성을 측정하 는데,이들은 고용가능성의 차원을 ‘내부-외부

노동시장’과 ‘개인 -직업 속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활용하여 사분면으로 고용가능성의 차원

을 [그림 Ⅱ-7]과 같이 제시하 다.

[그림 Ⅱ-7]Rothwell과 Arnold(2007)가 제시한 고용가능성의 차원

자료:Rothwell,A.&Arnold,J.(2007).Self-perceivedemployability:developmentandvalidationofascale.p.27.

각 축 사이의 분면들에 하여 양 축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을 설정하고,각 역

과 련된 문헌 고찰을 통해 총 16개의 문항을 개발하 다.직업 속성과 내부 노동시장 사이

의 역은 재 조직에서의 직업에 한 지각된 평가로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내부 노

동시장과 개인 속성 사이의 역은 재 조직에서의 자기 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4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개인 속성과 외부 노동시장 사이의 역은 재 조직 외부에서의 자기

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외부 노동시장과 직업 속성 사이의

역은 재 조직 외부의 직업에 한 지각된 평가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의 반

응형식은 1-5 Likertscale이며,신뢰도는 0.83으로 보고되었다.

Rothwell외(2008)는 학생의 고용가능성에 하여 보다 복합 인 이해로 근을 시도하여,

개인들이 고용을 확보함은 물론 고용에서 잘 수행하도록 도움이 되는 많은 상호 련된 속성

과 환경 능력 등을 제안하 다.그들은 학생이 인식하는 주 인 고용가능성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해 앞으로의 고용과 련된 ‘자신의 신념’ ‘외부 노동시장의 인식’등과 같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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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에서 제시된 하 요소와 함께, 학생의 능력에 한 자격증 역할을 하는 소속 ‘학의

특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수 직업 발 가능성과 련된 ‘공분야’를 학생 고용가

능성의 요한 구성요인으로 포함시켰다(김성남,2009).그들이 제시한 고용가능성 구성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첫째,자기신념은 학업 학문 성과,자신의 기술 능력,외부 노동시장

에서의 기회 등에 한 인식 자신감 등을 말하며,둘째,외부 노동시장의 상태는 외부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 는 수요 등에 한 인식을 말한다.셋째, 학특성은 자신이 소속된 학의

명성에 한 인식을 말하고,넷째, 공분야는 자신의 공분야에서의 소속 학의 명성 노

동시장 수요 등에 한 인식을 말한다.이 게 학생이 지각하는 고용가능성의 구성요인은 독

립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한다고 보았고,4개의 요인을 각 측면에 구성하고 유

기 으로 연결시켜 지각된 고용가능성의 구조를 [그림 Ⅱ-8]과 같이 제시하 다.

[그림 Ⅱ-8]Rothwell외(2008)가 제시한 학생의 지각된 고용가능성

자료:Rothwell,A.,Herbert,I.,&Rothwell,F.(2008).UnderstandingEmployability:developmentand

validationofascaletoexaminetheperspectiveofUKundergraduates.p.36.

고용가능성의 구조를 토 로 각 셀 당 2개 문항씩 총 16개 문항이 개발되었고,각 문항의 반

응형식은 1-5 Likertscale이며,신뢰도는 0.75로 보고되었다. 한 측정결과에 한 요인분석

을 통해 지각된 고용가능성의 하 차원이 크게 2가지 요인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연구

상자의 내 인 속성,스킬,능력,학습 몰입도,포부 등에 한 지각을 내 고용가능성으로

명명하 고,외부 노동시장에 한 지각을 외 고용가능성으로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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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김성남(2009)은 개인에게 요구되는 속성에 을 맞춰 고용가능성 진단 도구를 개발

하 다.고용가능성을 ‘노동 시장 직업 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응하면서 효과 으로 직

업세계에 진입하고,이를 유지하며,나아가 직업 성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요

구되는 역량’으로 정의하 고,이때 학생의 고용가능성을 구성하는 역으로서 구직 비도

(employmentreadiness)와 고용 합능력(employabilityskills)을 제시하 다([그림 Ⅱ-9]).

[그림 Ⅱ-9]김성남(2009)이 제시한 학생의 고용가능성

자료:김성남.(2009). 학생의 고용가능성 진단 도구 개발.p.87.

구직 비도는 학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을 해 구직 목표를 설정하고,이에 한 정보를

탐색하며,이를 바탕으로 구직을 한 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며,이를 구성

하는 요소는 구직목표 설정,구직정보 탐색,구직기술 습득,구직경력 비이며,각 요소별로

8～13문항씩 42문항이 구성되었다.고용 합능력은 고용환경 반에 합한 능력으로서 고용의

획득,유지,발 응에 공통 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의사소통능

력,자원활용능력,문제해결능력, 인 계능력,변화 처능력이며,각 요소별로 5～10문항씩 35

문항이 구성되었다.구직 비도와 고용 합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은 총 77문항이고,각 문항의

반응형식은 1-5 Likertscale이며,신뢰도는 0.936～0.948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임언과 윤 한(2005)은 고용가능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생용 진로개발 비도 검사

도구를 개발하 다.그들은 진로개발 비도를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사항들

에 해 어느 정도로 비가 되어 있는지 등 진로개발을 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하

여 비되어야 할 인지 ·정의 특성을 갖춘 정도로 정의하고,청소년들의 진로개발 련 검

사도구들을 고찰함으로써 진로개발 비도에 한 구성요인을 공 직업지식,구직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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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해,진로결정확신도,의사결정 효능감, 계활동 효능감으로 구성하고,1·2차 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각 요인별로 5～7문항씩 총 35문항이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의 반응형식은 1-5 Likertscale이며,신뢰도는 0.75～0.78로 보고되었다.

구분 Johnson(2001)
Rothwell&

Arnold(2007)

Rothwell

외(2008)
김성남(2009)

임언 &윤 한

(2005)

조사 상 퇴직 정자 근로자 학생 학생 학생

도구의

구성

명칭
career

success

self-perceived

employability

self-perceived

employability

고용가능성

진단도구

진로개발 비도

검사도구

구성요인

직업 문성

직업자신감

구직자신감

직업 속성

개인 속성

내부노동시장

외부노동시장

공분야

자기신념

학특성

외부노동시장

구직 비도

고용 합능력

공·직업기술

구직기술

자기이해

진로결정확신도

의사결정효능감

계활동효능감

문항구조 7문항 16문항 16문항 77문항 35문항

응답범
1-5

(Likertscale)
1-5 1-5 1-5 1-5

채 방식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도구의

타당성

타당도

탐색

요인분석

(구 모,2004)

탐색

요인분석

탐색

요인분석

탐색 요인분석,

내용타당도/구인타

당도/공인타당도/

변별타당도 검증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내 일치도.868

(구 모,2004)
.83 .75 .936～.948 .75～.78

특징 - - -

1번의 비조사와

3번의 타당도

검증을통해모형확정

2번 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타당도 검증

<표 Ⅱ-4>고용가능성 측정도구 종합

이상 퇴직 정자와 직장인 학생의 고용가능성과 유사 개념의 측정도구를 각각 살펴본

결과,고용가능성은 고용에 요구되는 능력뿐만 아니라,자신이 진입하고자 하는 노동시장의 수

요 인식과 자신의 능력 고용기회에 한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고용가능성에

한 측정도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Harvey(2003)의 고용가능성 개발 고용 모형을 통하여

취업기 수 조정 요인을 도출해 볼 수 있다.이 모형에 따르면 학습자는 교육훈련 참여를 통

하여 직업 구직에 한 능력을 개발하고,자기성찰을 통하여 최종 인 고용가능성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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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실제 인 고용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기 수 을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추

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한 일자리 수요 등에 한 외부 노동시장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최종 으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 다.고용가능성은 고용과 련

된 능력개발의 부분이면서,노동시장의 여건을 반 한 고용여부와도 련된 부분이므로,고용가

능성의 구성요인으로 취업 기 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고용가능성 개발 모형

측정도구에 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는 고용가

능성의 구성요인을 종합하면 <표 Ⅱ-5>와 같이 직업 구직능력,직업 구직자신감,노동시

장 수요 인식,취업 기 수 조정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구분
직업
구직능력

직업
구직자신감

노동시장
수요 인식

취업 기 수
조정

기타

개발모형

DacrePool&
Sewell(2007)

○ ○ ○

Harvey
(2003)

○ ○ ○ ○

Yorke&Knight
(2004)

○ ○ ○

측정도구

Johnson
(2001)

○ ○

Rothwell&
Arnold(2007)

○ ○ ○

Rothwell외
(2008)

○ ○ ○ ○

김성남
(2009)

○ ○

임언&윤 한
(2005)

○ ○ ○

<표 Ⅱ-5>고용가능성 개발모형  측정도구 구성요인에 한 선행연구 종합

고용가능성의 구성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첫째,직업 구직능력은 고용을 획득하기 해

련 분야의 일을 제 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 인 기술 능력과 련 분야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구직 인 기술 능력에 한 것으로,이와 련하여 고용가능성 개발 모형에서 Dacre

Pool과 Sewell(2007)의 ‘공지식/이해/기술’등,Harvey(2003)의 ‘고용가능성 자질 능력’,‘경

력 리 표 능력’등,Yorke와 Knight(2004)의 ‘능숙한 실무처리 역량’,‘공 일반지식

등 이해’등 능력개발에 한 부분을 ‘직업 구직능력’에 해당되는 구성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에서 Johnson(2001)의 ‘직업 문성’과 Rothwell과

Arnold(2007)의 ‘직업 속성’ Rothwell외(2008)의 ‘공분야’,김성남(2009)의 ‘구직 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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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언과 윤 한(2005)의 ‘공·직업지식’ ‘구직기술’도 ‘직업 구직능력’에 해당되는 구성요

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직업 구직자신감은 앞으로의 고용과 련된 자신의 믿음에 한 것으로,이와 련하

여 고용가능성 개발 모형에서 DacrePool과 Sewell(2007)의 ‘자기효능감’,‘자부심’,‘자신감’,

Yorke와 Knight(2004)의 ‘개인 자질’은 ‘직업 구직자신감’에 해당되는 구성요인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에서 Johnson(2001)의 ‘직업자신감’과 ‘구직자신감’,

Rothwell과 Arnold(2007)의 ‘개인 속성’,Rothwell외(2008)의 ‘자기신념’,임언과 윤 한(2005)의

‘자기이해’ ‘진로결정확신도’도 ‘직업 구직자신감’에 해당되는 구성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노동시장 수요 인식은 취업하고자 하는 주체를 수용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인 측면을

인식하는 것으로,이와 련하여 고용가능성 개발 모형에서 Harvey(2003)의 ‘외부요소’는 ‘노동

시장 수요 인식’에 해당되는 구성요인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구성요

인에서 Rothwell과 Arnold(2007)의 ‘내부 노동시장’,‘외부 노동시장’과 Rothwell외(2008)의 ‘노

동시장 상태’도 ‘노동시장 수요 인식’에 해당되는 구성요인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취업 기 수 조정은 고용과 련된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노동시장의 여건

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에서는 고용과 련된 능력과 자

신감 노동시장 수요 인식까지만 제시되어 있지만,고용가능성 개발과 실제 인 고용의 상황

까지 고려한 Harvey(2003)의 모형에서는 고용가능성이 실제 고용율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고용

가능성 개발에서부터 노동시장의 외부요소 실제 인 채용이 이루어지기 한 자신의 능력

과 기 수 을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articulation)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고용가능성

개발 고용 모형을 제시하 다.따라서 Harvey(2003)모형에 따라서 ‘취업 기 수 조정’을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한편,고용가능성 개발 모형(DacrePool& Sewell,2007;Harvey,2003;Yorke& Knight,

2004)에서 제시된 자기성찰 는 메타인지는 고용가능성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고용가능성 구성요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구성요인(김성남,2009;

임언,윤 한,2005;Johnson,2001;Rothwell&Arnold,2007;Rothwell외,2008)에서 실업자 직

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으로는 Rothwell외(2008)의

‘학특성’은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속성으로 직업훈련 상황과는 거리

가 있고,임언과 윤 한(2005)의 의사결정 계활용 효능감과,김성남(2009)의 의사소통능력

등 고용 합능력은 일반 인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직업 구직능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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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

학생이나,퇴직자,실업자 등을 상으로 한 고용가능성에 한 연구에서는 교육훈련기 으

로부터 제공받는 교육훈련 로그램 구성요소들 에서 어떠한 요소가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지는 활발하게 수행되었다(구 모,2004;김민숙,2011,김재 ,2011,이규만,구 모,

2007,이용재,2010,이은주,2012,한국산업인력공단,2012b;Harvey,2001;Harvey,Locke&

Morey,2002;Yorke&Knight,2004).하지만 교육훈련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서로 다른

학습자의 특성과,이런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따라서 고용과 가장 직 으로 면

에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해 재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과 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 로그램의 특성을

통한 훈련생들의 학습활동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 로그램의 올바른 수행과 책무성 제고를 해 교육훈련 환경과 그 구

성요소 특정 목표 산출물을 어떻게 어우를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체제이론(투입-과정-산출)

을 용하여(John&Sharan,1995),투입단계에서 재 훈련생의 실업에 한 실패내성 구

직상황에서 다양한 인 계를 맺고 있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 변

인으로,훈련생에게 취업을 진시키기 해 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활동과 련 지원활동을

훈련 로그램 특성 변인으로 설정하고,과정단계에서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과 훈련기 의

훈련 로그램 특성을 통하여 훈련생들이 학습에 몰입하고 자신의 경력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이러한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몰입과 경력계획 변인을 설정하며,산출단계에서 훈련생들이 최종

으로 개발하게 되는 고용가능성을 산출 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자 직업훈련생에게 있어서 고용가능성을 최종 으로 습득하게 될 산출변인으로

설정하고,훈련생들이 지니고 있는 실패내성과 비공식 네트워크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

변인으로,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의 장지향성과 경력개발지원을 훈련 로그램 특성 변인

으로 설정하 으며,학습의 과정 인 측면에서 학습몰입과 경력계획 변인을 설정하여,각 변인

의 개념과 측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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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

어느 경우든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단지 자연환경과의 계뿐만 아니

라,집단 사회시스템,인간 계 등의 사회환경과 더 나아가서는 그 산물로서의 문화환경에

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며(한수정,1995),특히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사회 특성이 형

성된다.이러한 사회 특성은 ErichFromm이 제창한 개념으로,일정한 역사 인 사회에서 각

집단이나 계 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임석진,2008),동일한 집단이나 계

층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나타내는 공통된 특성을 사회 특성이라 할 수 있다(김경희,2013).

한 인간의 행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은 주로 인간의 감정이나 태도,가치,신념

등 주로 인간의 내 측면에 한 것으로(이 정,2006),환경 자극에 해 비교 일 성 있

고 지속 인 반응을 가져오는 개인의 내면 인 성격을 심리 특성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은 재 실직을 경험하고 재취업을 비하거나 계속 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 여 히 신규취업을 비하고 있는 구직상황에서 훈련생이 지니고 있는 사회

인 계와 실업에 한 개인의 내면 인 성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훈련생의 사회심

리 특성과 련하여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실업자라는 상황에서 실패내성(김아 ,2002;이연

숙,2002;Kim&Clifford,1988;Clifford,Kim&MacDonald,1988)과 취업을 해 다양한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구직상황에서 비공식 네트워크(장은주,박경규,2005;Forret&

Dougherty,2001;Podolny&Baron,1997;Wethington&Kessler,1986)를 고용가능성에 향

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설정하고,각 변인의 개념과 측정을 살펴보았다.

1)실패내성

가)실패내성의 개념

실패와 련된 선행연구들은 실패경험이 무력감을 유발시켜 과제수행의 손상과 더불어 동기

·정서 ·인지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나(김아 ,1997),학습상황이나 일상생활에

서의 실패경험이 미치는 향에 해서는 부정 인 견해와 더불어 정 인 견해도 양립하고

있다(오희숙,2002).

실패에 한 부정 인 견해로 표 인 이론은 Seligman(1975)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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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learnedhelplessness)으로,개를 상으로 한 기 충격에 한 회피학습 실험 연구

(Seligman&Overmier,1967;Seligman&Maier,1967)에서 유래되었다.이는 개인에게 통제

불가능한 자극을 지속 으로 제공하면,이후에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어도 자극을 피하기 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데,이러한 경우가 반복된 실패를 통해 무기력이 학습된 상태이다.이

게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음을 반복 으로 경험하게 되면 환경

에 하여 수동 인 태도를 갖게 되어 문제 해결에 한 기 와 행동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 한다(정남숙,2006).

학습된 무기력에 한 연구(Abramson,Seligman&Teasdale,1978;Boyd,1982;Fosco&

Geer,1971;Frankel&Snyder,1987;Hiroto,1974;Hiroto&Seligman,1975;Kuhl&Weiss,

1984;Roth&Kubal,1975;Sedek&Kofta,1990)에서는 결과에 해 통제가 계속 으로 불가

능한 실패상황에 노출된 학습자는 후속 수행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상실하고 정서 인

손상과 수행의 하까지 보인다고 주장하 다(주지은,1999).그러나 일부 연구(Roth&Kubal,

1975;Tennen,Drum,Gillen&Staton,1982;Thornton&Jacobs,1972;Wortman&Brehm,

1975)에서는 모든 실패경험이 부정 인 결과만을 래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실패경험이 후

속 인 과제 수행을 진시키는 정 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 다.이러한 상에

해 기 연구들(Brehm,1966;Wortman&Brehm,1975)은 심리 반작용의 측면에서 해석하

는데,개인이 자아에 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이것에 처하기 한 극 인

반응을 한다는 입장은 실패의 수 (정도)에 따라 실패경험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한 수

일 경우 뚜렷이 나타난 학습된 무기력 이론과 통합된 모형을 제시하 다(김아 ,1994).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Clifford(1984)는 건설 실패이론(theory ofconstructive

failure)을 제시하 는데,실패경험은 항상 무기력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어떤 특정한 조

건하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정 이고 건설 인 효과를 수 있다고 주장하 다.이후 Kim과

Clifford(1988)는 실패 후에 나타나는 반응 한 동기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한 연구에서 건설

실패경험과 련된 변인들 에서 개인차 변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실패내성의 요성을 강조

하 고,그들은 실패내성(failuretolerance)을 실패결과에 해서 비교 건설 인 태도로 반응하

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 다.그리고 실패내성을 개인이 실패를 경험한 후에 보이는 감정 인 반

응과 주어진 실패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행동 반응을 포함시

켰다(주지은,1999).이러한 실패내성은 개인이 실패경험에 해 어떻게 처해 왔는지에 따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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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히 형성되는 비교 안정 인 특성으로,실패 후에 무기력해지느냐 아니면 건설 이고 정

으로 처하느냐를 측할 수 있는 표 인 개인차 변수로 볼 수 있다(김아 ,1994,199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을 비하고 있거나,취업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신규취업을 비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실패내성을 ‘실업자 직업훈련생이 자

신의 스트 스나 역경 등에 하여 정 이고 건설 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아 ,1994,1997;Kim&Clifford,1988).

나)실패내성의 측정

실패내성에 한 측정도구는 주로 학업상황에서 학업 실패내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Clifford(1988)는 감정 인 반응,행동 인 반응,과제난이도선호 반응으로 구성된 학업 실패

내성(AcademicFailureTolerance)척도를 개발하 다.3가지 구성요인이 포함된 실패내성 척

도는 각 개인의 경향성을 나타내고,각 요인들의 수 평균치는 그 개인의 일반 인 학교 생활

에서의 실패에 한 내성 정도를 알려주는 척도가 된다.

김아 (1994)은 Clifford(1988)의 실패내성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실패내성 척도를 개발하

고,이후의 연구(김아 ,1997)에서 실패내성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 는데,3개의

구성요인(감정,행동,과제난이도선호)은 각 8개 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각

요인들의 신뢰도는 0.73～0.84로 나타났으며,구인타당도 검증과 다분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한

문항 분석 결과도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 김아 (2002)은 고등학생들의 학업 실패내

성을 측정하기 해 기존에 개발된 실패내성 척도(김아 ,1997)의 문항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문항검토와 수정을 거쳐 각 요인별 6문항씩 총 18문항을 구성하여

실패내성을 측정하 고,각 요인들의 신뢰도는 0.77～0.87로 나타났다.

한편,조규선(2000)은 김아 (1997)의 실패내성 척도를 학습상황이 아닌 직무상황에 맞게 재

구성하여 실패내성 척도를 개발하 는데,감정요인 8문항,행동요인 7문항,과제난이도선호요인

6문항 총 21문항으로,신뢰도는 0.76～0.85로 나타났다.그리고 박경환(2008)은 일과 학업을 병

행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실패내성 척도를 개발하기 하여 김아 (1997)의 실패내성 척도를 직

무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조규선(2000)의 척도를 사용하여 실패내성 척도를 재구성하 는데,김

아 (2002)의 연구에서 감정요인은 학업성취와의 유의한 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감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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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제외한 행동과 과제난이도선호 요인을 각 4문항과 6문항으로 총 10문항을 구성하고,5

LikertScale을 사용하여,신뢰도는 0.82로 나타났다.

2)비공식 네트워크

가)비공식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는 Arthur와 Rousseau(1996)의 무경계 경력의 핵심 인 내용 의 하나로서,

Walker와 McBride(1985)는 네트워크를 개인의 사회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 지지,물질

보조,서비스,정보 새로운 기회 등을 제공받는 일련의 개인 계의 집합체라고 정의하

다.그리고 네트워크 연구자들은 사회 자본의 개념과 련된 이론을 형성하고 검증하는데 선

도 역할을 수행하 는데,그들은 계(relationship 는 ties)를 분석의 기본 단 로 간주하

고,네트워크를 사람들 는 사회 행동을 연결해주는 연결의 형태로 정의하 다.

Kaplan(1984)은 조직 내에서 직속상사나 부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계가 자신의 업무

를 더 잘 수행하도록 도움을 다는 기 하에 비공식 이고 력 인 계를 구축·유지하는 과

정 속에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며,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계망을 비공식 네트워크로 규

정하 고,Johnson(2001)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자신의 재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형성한 비

공식 계의 크기로 정의하 다.그리고 Eby,Butts와 Lockwood(2003)가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한 ‘Knowingwhom'도 자신의 경력과 련된 개인 인 네트워크 계

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로 해석할 수 있고(강인주,2010),이러한 네트워크와

경력성공과 련하여 Collins(1983)은 조직 내·외의 네트워크는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며,

Burt(1992)도 조직 내·외의 개인 인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들이 크게 성공한다고 주장하 다.

실업자 직업훈련 상황에서 훈련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비공식 네트워크는 Kaplan(1984)이

제시한 조직 내에서 직속상사나 부하 직원간의 계를 제외한 그 이외 조직 내·외 다른 사람들

과의 계가 자신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경우 비공식 네트워크라고 정의한 개념을 토 로,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개념화할 수 있다.훈련기 에서 공식 네트워크는

훈련생들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을 해 훈련기 이 제공한 훈련 로그램에서 수업 교강

사와 학생의 계,같은 반 학생들과의 계, 수업 외 지원활동 학생과 교직원 등과의

계에서 형성된 계망을 공식 네트워크로 본다면,비공식 네트워크는 훈련기 내부에서

훈련 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공식 인 계를 제외한 그 이외 계와 훈련기 외부에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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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계를 비공식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훈련

기 의 수업 기타 지원활동에서 교강사와 교직원 같은 반 학생들과의 계에서 형성된

공식 인 인 계를 제외한,훈련기 내·외부에서 형성된 비공식 인 인 계’로 정의할 수

있다(Johnson,2001;Kaplan,1984).

나)비공식 네트워크의 측정

비공식 네트워크의 측정도구는 Johnson(2001)의 도구가 표 이다.그는 비공식 네트워

크를 ‘자신의 재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형성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크기’로 정의하고,네트

워크의 크기를 조직 내·외부에서의 인간 계의 폭과 다양성,정기 인 모임의 정도를 포함하여

5 척도의 7문항으로 측정하 다.한편,국내 연구(강인주,2010;장은주,2003;장은주,박경규,

2005;정순여,장은주,2008;조창 ,최무 ,2008)에서 비공식 네트워크에 한 측정은 부

분 Johnson(2001)의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장은주(2003)는 처음으로

Johnson(2001)의 도구를 사용하여 융기 종사자들의 주 경력성공에 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 는데,비공식 인 네트워크를 5 척도로 총 7문항을 측정하 으며,신뢰도는 0.790으

로 보고 되었다.

나.훈련 로그램 특성

훈련 로그램 특성은 훈련기 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에게 직업능력 개발 취업을 해 제

공하는 훈련활동과 련 지원활동 등을 의미한다.훈련기 에서 제공하는 훈련 로그램의 특성

과 련하여 일정한 훈련기간 이후에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 습득 인 측면에

서 훈련이 얼마나 장지향 (이규만,구 모,2007;이은주,2012;정태화,2003;한국산업인력

공단,2012b;Dykman,1996;OECD,2000;Rauner,1999)이고,경력개발 인 측면에서 취업 상

담 알선,지도 등이 잘 이루어져있는지(고용노동부,2012b;정철 외,2002;한국 문 학교

육 의회,2009;CEDEFOP,2004;Harvey외,2002;Yorke&Knight,2004)를 고려하여,훈련

로그램 특성 변인을 훈련의 장지향성과 경력개발지원으로 설정하고,각 변인의 개념과 측

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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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훈련의 장지향성

가)훈련의 장지향성의 개념

직업과 련된 교육훈련 역에서는 학습자들이 교육과정이나 훈련 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바

로 기업체의 채용과정을 거쳐 성공 인 취업을 알선하여야 하므로,기업체가 요구하는 장기반

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하지만 우리나라 ·고등단계의 직업교육에 한

장지향성이 부족하다는 비 이 지속 으로 제기 되고 있고(정태화,2003),학교교육 이후 취업

이나 직업능력 향상을 한 직업훈련에서도 장지향성의 필요성은 지속 으로 요구받고 있다.

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왜 장지향성이 부족한지에 해서는 체 으로 공 자 심의 교

육제도 운 ,산업체의 력 부족,정부의 재정지원 부족과 정부 주도의 교육과정 편성·운 등

이 지 되고 있다(강무섭 외,1999;김기홍,옥 필,변숙 ,2001;김용호,변은희,장동원,1999;

신익 ,김기홍,옥 필,2001).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 직업교육의 장성을 강화하는

련 법령(직업교육훈련 진법)을 규정하여,모든 직업교육기 의 학생들이 의무 으로 산업체

장실습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 다(정태화,2003).그리고 학교육과 장수요의 불일치의 이

면에는 통 인 학교육 시스템의 비탄력성이 자리잡고 있다.과거의 시스템 하에서 교육기

은 산업계 수요에 한 고려 없이 단순히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그 결과 졸업생들은 산

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해 취업난을 겪고 있으며,이는 인력 공 자로서의 교육기 과 수요자

로서의 산업 사이에 큰 격차를 만들게 되었다(엄기용,이재원,윤석천,2010). 한 직업훈련 분

야에서도 이수생들의 장 응력을 높이기 해 인력수요에 맞는 훈련을 해 맞춤훈련이 시

도되었고,훈련 수요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 해당 직종의 훈련인원을 배정하고 있지만,수요조

사 결과는 실에서 확인되는 훈련 수요와는 동떨어진 결과라는 지 도 제기되었다(임세 ,권

호안,2012).이 듯 산업 장의 실제 인 기술습득과 취업이라는 공통목표를 갖고 있는 직업교

육훈련기 에서 공통 으로 요구받고 있는 사항은 공 자 심의 교육훈련이 아닌,산업 장의

수요에 기반한 보다 실용 이고 장지향 인 교육훈련 로그램 운 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이와 련하여 Stern,Bailey와 Merrit(1996)는 재의 경제활동이 지니는 요한 특성 의

하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으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양성단계의 교육훈련

기 이 청소년들에게 장기반 학습의 경험을 극 으로 제공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이는 산업 장에서 생산과 온라인 학습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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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 직업세계를 분리시켜 왔던 과거의 이분법 인 교육방법은 산업 장에서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장지향성이라는 명칭과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연구는 없지만, 련

유사 개념 제도 등을 통해 장지향성의 개념을 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우선 Hoerner와

Wehrley(1995)는 장기반 학습의 요성에 해 연구하면서 이 개념이 과거에는 ‘실제의 장

이나 가상 인 장을 심으로 혹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경험과 활동’으로 정의하 으

나,최근의 시 변화 속에서는 이러한 정의가 하지 못하다고 하 다.그 신에 ‘학교교

육을 받기 시작하는 모든 학생에게 사람들은 살아가기 해 일을 해야 하고,학교교육과 생산

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간에는 매우 한 상 성이 있다는 주제와 내용을 가르치는 모든

유형의 지식과 학습’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그리고 정태화(2003)는 이들의

개념 정의를 토 로 장지향 직업교육 제도를 정의하고,주요 국가들의 장지향 직업교

육 제도를 탐색하 다.

OECD(2000)는 학교와 산업체가 서로 동하면서 장지향 인 직업교육훈련을 운 해야 할

필요성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 다.첫째, 장지향 인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학생과 고용

주가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취업활동에,고용주에게는 필요한 근로자

를 충원하는 효율 인 수단된다.둘째,학생들이 이런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은 물론 정 인 직무태도와 습 을 소유하게 됨으로,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비해 취업에 유리하게 된다.셋째,이러한 제도는 학습결과를 상황에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물론 학습의 기쁨까지도 제고시켜 주며,넷째,이 제

도는 학교의 교실수업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문 인 기술가로 성

장하는데 큰 발 이 된다.마지막으로,이 제도는 학생들이 훈련을 제공받은 산업체에 계속 근

무하게 될 때,이들의 지식과 기술을 축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으로 연장선상의 학습조

직으로서 산업체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정태화,2003).

한편, 장지향 인 직업교육훈련이 요한 이유를 학생의 입장에서 근한 Shanker(1988)는

직업교육훈련에서 문제 은 학교가 산업 장에서 시하는 기술들을 경시한다는 을 지 하

며,직업교육훈련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장지향 학습을 왜 해야 하는지에 한 세 가지 필

요성을 언 하 다.첫째,학생들은 학교에서 혼자서 공부하기를 기 받지만,산업 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거나 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받는다.둘째,학교교육의 내용은



- 50 -

개 추상 인 상징물을 조작하는 방식에 한 것이지만 실세계에서는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주로 구체 인 상황과 련되어 있다.셋째,학교에서의 학습은 일반화된 것임에 비해,학

교 밖에서의 학습은 주어진 환경과 연 되어 있는 보다 실체 인 것이다.따라서 직업교육훈련

기 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뿐만 아니라,학생들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장지향 인 교

육훈련제도를 운 할 것을 강조하 다(정태화,2003).

그 다면 교육훈련기 이 장지향 인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여 운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에 해 살펴보면,미국의 InghamIntermediateSchoolDistrict(1995)는 각 주에서 운

되는 장지향 직업교육훈련제도가 체 으로 내포하고 있는 공통요소를 분석한 결과,

장기반 훈련에 한 체계화된 교육 로그램 개발과 운 ,보수가 지 되는 장경험, 장에서

의 훈련담당자, 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에 한 교육,해당 산업체 반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한 교육 등이 공통 요소임을 밝혔다.Naylor(1997)는 장지향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개발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한 세 가지 요소로,산업체 고용주의 참여 확 ,질

높은 장기반 교육 제공, 장기반 교육과 학교기반 교육의 효과 인 통합 운 등을 제시하

다.그리고 Dykman(1996)은 장지향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하는 목 에 하여,첫째

직업교육훈련에 하고 의미있는 학습경험 제공,둘째 지식과 기술의 실제 용 기회 제공,

셋째 장상황을 반 한 통합 인 학습경험 제공,넷째 학교와 장간의 연계 강화,다섯째 학

생에게 진로 인식과 탐색 기회 제공,여섯째 참여학생의 고용가능성 제고,일곱째 고용주가 원

하는 직업교육훈련 수용,여덟째 구체 인 직무수행 기술 제공 등으로 장지향 직업교육훈

련제도의 운 방향을 제시하 다.

이상 장기반 학습의 개념과 장지향 인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필요성 이러한 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들을 토 로,산업 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측면에

을 두고 훈련의 장지향성에 한 개념을 정의해보면,훈련의 장지향성은 ‘훈련생들이

기업 산업체가 요구하는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

로그램이 얼마나 실용 이고 유용하며 학습 이에 도움이 되는지에 한 지각 정도’를 의미하

는 것으로,제공되는 훈련내용과 방법이 얼마나 장 착 으로 운 되는지에 따라서 훈련의

장지향성이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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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련의 장지향성의 측정

교육훈련이 얼마나 장지향 인가를 측정하고 있는 도구는 재까지 개발되지 않았지만,유

사한 측정도구로 국 얼스터 학(UniversityofUlster)(2011)은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 검토용

툴킷(EDORT,StudentEmployabilityDevelopmentOpportunitiesReviewToolkit)을 개발하여,

학교육 로그램이 얼마나 고용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 는지를 진단하고 있다.이 툴

킷은 국의 생명과학센터(UK CentreforBioscience)와 쉐필드 할람 학(University of

SheffieldHallam)의 고용가능성 진단용 감사도구를 참조하여,얼스터 학의 실정에 맞게 고용

가능성 개발 기회 검토용 툴킷으로 개발된 것으로,자체 으로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 제공에

한 로그램의 질 리를 해 사용되고 있다.툴킷은 교수진과 학생용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고,학생들의 고용가능성 기술을 효과 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과 앞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역으로 구분되어 있다.특히 학생용 툴킷은 직업기술을 효과 으로 개발하는 역,경력개발

을 지원하는 역,기타 일반기술 외활동 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세부 으로는 교육

과정, 장학습, 이학습,개인개발계획,경력개발학습,취업 비지원,진취성·신·창의성, 학

밖의 활동,과외활동의 총 9개 구성요소와 각 요소별 4개 문항씩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에서 직업기술을 효과 으로 개발하는 역인 교육과정, 장학습, 이학습은 교육

의 장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툴킷의 주안 은 학이 학생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기회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비 태세를 제 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것으로, 행 로그램에 한 학생과 교수진의 인식과 그 차이를 통해 로그램의 개선과

강화가 이 지고 있다.특히,학생용 설문지는 학이 제공하는 로그램이 고용가능성 련

기술,지식,능력,자질 등의 개발을 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는 고용가능성 련 능력

개발을 얼마나 장려하 는지 등을 1-4 Likertscale로 구성되어 있고, 련 교육활동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0으로 응답받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고용가능성과 련된 교육훈련 로그램의 특성을 측정한 도구를 살펴보면,이

규만과 구 모(2007)는 Alliger,Tannenbaum,Bennett,Traver,Shotland(1997)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로그램의 실용성을 4문항으로 5 척도로 측정하 고,신뢰도는 0.845로 보고 되었

다.그리고 이은주(2012)는 이용재(2011)가 선행연구(김진호,2003;유일,황 하,2002;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2007)고찰을 통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로그램의 유용성과

성을 각 4문항으로 5 척도로 측정하 고,신뢰도는 각 0.675,0.640으로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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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력개발지원

가)경력개발지원의 개념

career는 ‘속력으로 달리는 경주용 마차’라는 희랍어원을 가진 용어로서,이에 한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만,career란 개인의 인생 반(life-span)에 걸쳐 추구

하는 일의 총체(totalityofwork)로써 입학,진학,졸업,취업,직업 환,결혼,이혼,여가활동

등 연속성으로 진행되는 인생 반의 모든 활동을 지칭하며(이지연,2001;Osipow,1994),한 개

인이 일상에 걸쳐 일과 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 활동에서 지각된 일련의 태도와 행 로

정의된다(Hall,1976). 한 career는 단순히 보수를 받는 횡 인 직업생활에 한정되지 않고 삶

의 역과 련이 있으며,학령기에 제한되지 않고 종 으로 인생의 과정에 해당되는 것

으로 보고,career에 한 인식을 종 ·횡 으로 확 할 것을 강조하되,career의 핵심 인 역

은 직업이라는 을 취하고 있다(임언,최동선,2006).

국내의 경우 careerdevelopment는 상에 따라 진로개발(進路開發)과 경력개발(經歷開發)이란

용어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학교체제 학령기 학생에게는 ‘진학과 취업'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진로교육','진로지도','진로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일정한 직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교체제 밖 성인의 경우에는 효과 인 구직활동과 직장 응

직업 환,은퇴계획 등과 같은 일련의 직업생활에서 승진의 상향이동 혹은 직장이나 직무 환

의 수평이동 과정을지칭할 때통상 으로’경력개발‘이란용어를 사용한다(이지연,2003).

개인과 노동시장 측면의 균형 인 발 을 고려하는 학교체제 밖 성인을 상으로 한 경력개

발의 개념을 살펴보면,경력개발은 인생 반에 걸쳐 추구하는 일의 총체들이 개인의 생애목표

와 균형을 이루면서 외부환경과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이지연,2003),개인이

자신의 삶을 실 하는 한 과정으로서 직업생활(일)을 설계하고 환경과 그 변화에 극 으로

응해 가는 직업 경력과 련된 생애에 걸친 학습과 실천의 활동이다(진미석,윤형한,

2004).따라서 평생에 걸친 경력개발을 해서는 단순히 직업의 매칭을 넘어서 삶에 한 설계

와 응을 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하므로(임언,최동선,2006),임언,

이지연,최동선(2006)은 경력개발지원을 개인이 자기주도 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서

으로 지원해주고 정보나 구체 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경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데

을 두고 있다. 한 성희진(2012)은 임언 외(2006)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학 졸업 정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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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력개발지원을 학생이 생애에 걸쳐 자기주도 으로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경력을 개발하여 근로자로 발 할 수 있도록 학에서 정서 으로 지원해주고 정보나 구체

인 능력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정 훈련기간(1년 미만)동안 이루어지는 직업훈련 상황을 고려하여

경력개발지원을 ‘훈련생들이 자기주도 으로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훈련기 에서 정서 으로 지원해주고,정보나 구체 인 능력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제

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성희진,2012;임언 외,2006).

나)경력개발지원의 측정

취업을 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한 경력개발지원에 한 측정도구는

재까지 활발하게 개발되지 않았지만,성희진(2012)은 학의 경력개발 지원활동과 련된 선

행연구들(고재성,2006;이지연,2001;임언,장홍근,윤형한,2005;임언,최동선,강혜 ,2006;

정철 ,최동선,김진구,2002;진미석,정혜령,이수 ,2010;채호일,김통원,김덕원,윤 석,배

민수,김진이,2005)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인들을 종합하여, 학의 경력개발지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 다.경력개발지원은 취업 비지원과 장경험지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8문항과 4문항씩 총 12문항을 구성하여,5 Likertscale을 사용하여,신뢰도는 각 0.832.

0.855로 보고 되었다.

그리고 국 얼스터 학(UniversityofUlster)(2011)의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 검토용 툴킷

(EDORT) 에서 경력개발지원 역은 개인개발계획,경력개발학습,취업 비지원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한국산업인력공단(2012b)은 훈련기 의 반 인 훈련환경 개선과 변화를 해 매년

직업훈련서비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훈련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측정도구는

크게 훈련환경,수업 교강사,경력개발지원,학우 계,편의 행정지원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에서 경력개발지원은 진로상담과 취업 비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각 3문항과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5 Likertscale을 사용하여,신뢰도는 각 0.950,0.958로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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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습몰입

1)학습몰입의 개념

몰입은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여러 학문분야,특히 사회학,경 학,심리학,교육학 등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몰입의 개념은 학문분야와 심 역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

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진호,2003).몰입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에 따라 사회학,경 학 등에서

는 commitment로 조직몰입(organizationalcommitment)을,직무나 특정 상에 해서는

involvement로 직무몰입(job involvement),상품몰입(productinvolvement)을,심리학에서는

flow로 몰입의 상보다는 몰입의 주체인 개인을 강조하고(정나민,1989),이를 토 로 교육학

에서는 flow의 개념에 기 하여 학습몰입(learningflow)이 사용되고 있다.

심리학에 근간한 몰입(flow)은 개인이 자신의 행 에 완 히 몰두하여 최 의 경험(optimal

experience)을 갖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심리학자인 Csikszentmihalyi가 1975년

JouralofHumanisticPsychology와 그의 서 BeyondBoredom andAnxiety에서 처음 사용

한 이후 여러 학문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과 련된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김진호,

2003).flow가 다른 몰입(commitment,involvement)의 개념들과 차별되는 특징은 조직이나 직

무,상품과 같은 몰입의 상보다는 몰입의 주체인 개인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다.이로써 인

간의 행복과 자아실 과 같은 추상 인 목 들은 자신의 행 에 완 히 몰두하여 자신의 능력

을 최 한 발휘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며,이러한 몰입경험은 인간에게 즐거움과 같은 정 인

감정상태를 경험하게 하고,자기 발 을 이루게 한다(Csikszentmihalyi,1993).

몰입(flow)은 자신의 과제(task)에 완 히 몰두하여 최 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로 정의되

며(Csikszentmihalyi,1990), 한 개인이 특정 행 에 완 히 몰두하고 있을 때 느끼는 물아일

체의 상태로도 정의된다(Csikszentmihalyi,1975).이러한 몰입은 수행자가 활동에 최 한 참여

하여 즐거움과 창조성을 경험하는 순간에 찰된다(Csikszentmihalyi& Csikszentmihalyi,

1988).그리고 몰입은 수행자(performer)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완 히 연계된 상태,즉

최고 수 의 수행으로도 정의되고 있다(Jackson&Marsh,1996).

Wlodkowski(1999)는 학습상황에 몰입의 개념을 용하여 삶의 질과 련하여 학습몰입이

학습에 한 흥미유발과 극 인 참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최고수 의 학습경험,

능력개발,자아존 감 등을 경험하게 해주는 내 요인임을 설명하 다.이기택(2001)도 몰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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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상황에 용하여 학습자가 특정한 활동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흡입 는 집 의 상태로

정의하 고,이은주(2001)도 학습과정에 완 히 흡수되는 상태로 정의하 다.그리고 김진호

(2003)는 성인교육 로그램에서의 학습몰입(learningflow)을 참여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에 완

히 몰두하는 상태로 정의하고,Csikszentmihalyi(1990)의 몰입 개념을 성인학습 상황에 용

시켜,성인학습자는 학습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자신의 학습목표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심리 안정 상태에 도달하여,자신의 학습경험과 최 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며

의미있는 학습을 하는 상태를 의미하 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을 직업훈련 상황에

서 ‘실업자 직업훈련생이 학습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학습활동에 완 히 집 하여 학습과정

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최 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김진호,2003;이기택,2001;이은주,

2001;Wlodkowski,1999;Csikszentmihalyi,1975,1990).

2)학습몰입의 측정

학습몰입에 한 측정은 크게 연구자나 타인이 찰을 통해 몰입정도를 단하는 찰법과

연구 상자가 직 설문문항에 응답하는 설문법으로 구분된다.Custodero(1997)는 유아들의

음악학습에서 몰입경험을 측정하기 해 그들의 심리상태를 알아보는 AffectiveIndicator(행복,

즐거움,소속감,경계심,활발함,흥분,안정감)와 몰입행동을 알아보는 BehaviorIndicator(활발

함 정도,수행정도,참여정도)로 구성된 Flow Indicator를 개발하 고,이후 John(2004)과

Sullivan(2004)은 Custodero(1997)의 FlowIndicator를 활용하여 유아들의 음악수업에서의 몰입

상태를 측정하 다.이 듯 찰법을 활용한 학습몰입 측정은 연구 상의 연령이 낮아서 설문

을 통한 조사가 힘들 때 주로 활용되고 있다(민상기,2007).

그리고 설문법을 통한 몰입의 측정은 Csikszentmihalyi(1990)가 제시한 몰입의 9가지 하

역에 근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특히 Jackson과 Marsh(1996)가 개발한 몰입상태 척도(Flow

StateScale,FSS)가 학습몰입 측정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들은 몰입의 하 역(도

과 능력의 균형,분명한 목 ,명확한 피드백,과제에 한 집 ,통제감,행 와 인식의 일체

감,자자의식 상실,양 시간개념의 상실,자기 목 성)별로 5문항씩 총 54개 문항을 개발한

후에 요인분석을 통해 역별 1문항씩 삭제하여 최종 으로 9개 역에 4개 문항씩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된 몰입상태 척도를 개발하 고,신뢰도는 0.83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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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에서 김진호(2003)는 Jackson과 Marsh(1996)가 개발한 몰입상태 척도를 번안하여

성인학습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개발하 는데, 비조사를 통해 신뢰도가 낮은 하 문항 8개

를 삭제하고,총 28개 문항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총 9개 요인이 아니라,4개 요인

(학습과제몰두,학습과정통합,학습행동-사고 통합,자의식 상실)으로 재구성되었으며,신뢰도는

0.71～0.91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 Martin과 Jackson(2008)은 복잡하게 구성된 몰입상태 척도(Jackson& Marsh,

1996)를 목 과 상황에 맞게 간편하게 활용하고자 2개의 간단한 몰입 척도를 개발하 고 타당성

을 검증하 다.그 하나는 ShortFlow로,기존에 여러 개의 역과 많은 문항으로 구성된 복

잡한 몰입상태 척도를 단순화하기 하여 각 역별로 표되는 1개 문항을 추출하여 단일

역으로 9개의 문항을 구성하고, 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직원(637명), 은 운동선수(239명), 은

고 음악가(224명)를 상으로 직무활동,스포츠활동,음악활동에 한 몰입상태를 측정한 결과,

모델의 합도와 신뢰도,분포 등이 모두 수용할 만한 범 고,특히 신뢰도는 직무활동에서

0.73,스포츠활동에서 0.83,음악활동에서 0.84로 하게 나타났다.그리고 다른 하나는 Core

Flow로,경험에서 오는 주 인 몰입자체의 상학을 반 할 수 있도록 질 연구로부터 목표

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의 몰입상태에서 무엇을 느끼는지에 한 인터뷰 내용을 토 로

10개의 문항을 개발하 다.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고등학생(2,229명), 학생(378명),운동선

수(220명)를 상으로 일반 인 학교생활(2,229명),과외활동(2,229명),수학수업(378명),스포츠활

동(220명)에 한 몰입상태를 측정한 결과,과외활동의 분포를 제외하고는,모델 합도와 신뢰

도,분포 등이 모두 수용할 만한 범 다.특히 신뢰도는 ShortFlow보다 더 높았으며,일반

인 학교생활에서 0.93,과외활동에서 0.91,수학수업에서 0.94,스포츠활동에서 0.92로 나타났다.

라.경력계획

1)경력계획의 개념

Hall(1971)은 경력계획을 경력목표를 계획하고 실천할 때 개인이 주체가 되어 목표설정을

해 비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조직구성원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

아 도 하고 학습하는 노력이 매우 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21세기의 경력계약은 조직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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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일과의 계약이 될 것이라고 하 다.이 듯 경력계획은 개인차원의

경력개발계획(CareerDevelopmentPlanning,CDP)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경력에 한 자신

이 능력과 경력의 기회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이를 토 로 경력목표를 설정하며,설정된 목

표를 달성하기 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Feldman,1988).이러

한 경력계획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경력목표 달성을 해 제반 사항을 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경력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력계획 수립 시 자기 의존

이며,더욱 많은 능력이 개인에게 요구된다.이에 경력계획은 한 개인이 자신의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해 수립하는 행동과정이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Schein,

1996),경력에 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해 정보를 수집하고,경력 목표를 설정하고,목

표를 달성하기 한 노력의 과정(임범식,탁진국,2002)으로도 정의되고 있다.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경력계획을 ‘경력에 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해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한 행동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임범식,탁진국,2002;Feldman,1988;

Hall,1971;Schein,1996).즉,경력계획은 목표설정과 유사한 것으로 경력목표가 설정되면 이

를 달성하기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응하는 단계를 겪게 되며(김태은,탁진국,2007),구직자

는 자신의 경력 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동기로써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는데 동기화 될 것

이다(한 석 외,2006).

한편,경력계획과 유사한 개념으로 취업포부를 들 수 있는데,이선민(1994)은 직업포부나 교

육포부에 한 연구에서 포부의 개념을 응용하여 취업포부를 정의하 다.취업포부란 취업을

하고자 하는 포부의 수 을 말하는 것으로 포부의 개념을 취업과 연 시킨 것이다.취업포부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직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지의 여부,취업

을 한 계획의 구체성 여부,취업이라는 문제를 헤쳐 나가려는 각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경력이라는 개념을 직업선택 활동과 직업선택 후 활동까지 모두 경력에 포함하여 다룰 경

우(Super,1980),취업포부는 경력계획의 일환으로서 직업선택 의 활동에서 자신의 경력목표

를 달성하기 한 경력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Hall과 Foster(1977)는 경력계획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 성공에 한 순환 모형을

[그림 Ⅱ-10]과 같이 제시하 다.이 모형은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한 노력이 발생하게 되고 노력은 곧 좋은 수행으로 직결되게 된다.이 수행

을 통해 개인은 심리 성공을 경험하게 되고 자아 존 감이 이에 따라 향을 받게 된다.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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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자아존 감은 더 높은 몰입으로 나타나게 되며,마지막으로 이는 그 후의 목표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Ⅱ-10]Hall과 Foster(1977)의 목표설정의 심리  성공 순환모형

자료:Hall,D.T.,&Foster,L.W.(1977).Apsychologicalsuccesscycleandgoalsetting:

goals,performance,andattitudes,AcademyofMenagementJournal,20(2),p.289.

2)경력계획의 측정

경력계획에 한 측정도구를 살펴보면,Gloud(1979)의 경력계획은 경력목표 결정,경력계획

존재,경력목표 달성을 한 략 보유,경력목표 달성을 한 방법 인지,경력목표 명확성,경

력목표 변경 등 총 6개 문항으로 측정된다.국내에서 이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연구를 살펴

보면,임범식(2001)은 각 문항의 동의 정도를 5 척도로 구성하여,신뢰도는 0.84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동일한 문항을 사용한 김태은과 탁진국(2007),이동하(2007)의 연구에서도 신뢰

도는 각 0.83,0.88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Steer(1975)는 경력계획을 구체성,도 성,자율성으로 구분하 는데,구체성은 달성하

고자 하는 경력목표가 얼마나 상세하게 제시되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하고,도 성은 달성하고자

하는 경력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의 숙달 정도와 달성하고자 하는 경력에서 수행

하는 과업의 난이도를 말하며,자율성은 달성하고자 하는 경력목표를 수행하기 한 계획을 개인

이 얼마나 주체 으로 수립한 정도를 의미하며,총 10문항으로 측정하 다.이러한 Steer(1975)의

경력계획 도구를 국내 김희경(2005)이 번안하여 사용한 결과 신뢰도는 0.83～0.89로 보고되었다.

한편,이선민(1994)은 경력계획의 일환으로서 직업선택 의 활동에서 자신의 경력목표를 달

성하기 한 취업포부를 측정하 는데,취업의식,취업의 구체성,취업 어려움의 극복의지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여,5 척도로 측정하 으며,신뢰도는 0.70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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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의 계

고용가능성과 련 변인들 간의 계를 설정하기 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각 변인들 간의

계를 고찰한 결과,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먼 고용가능성과 련 변인 간

의 직 인 계를 살펴보고,둘째 고용가능성과 련 변인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고용가능성과 련 변인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가.고용가능성과 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

 경력계획의 계

1)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이 공통 으로 지니고 있는 실업은 스트 스를 유발하는 요한 사건이

며,신체 ,정신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Pearlin,1989). 한 실

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과 긴장이 증가하게 되며(DeFrank&Ivancevich,1986),실직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역량에 한 지각도 낮아진다(Hanisch,1999).Feather(1990)는

실업이 부정 인 감정으로 연결되며,개인의 생산성을 낮추는데,이러한 부정 인 향은 낮은

자아존 감,통제력 하,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상실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미국 청소년의 실업 심리 특성을 고찰한 연구

(Goldsmith,Veum&Darith,1997)에서도 비경제활동상태로 머물 던 경험이 있을 경우 즉,실

망실업을 경험한 자는 바로 취업으로 이행한 경우보다는 실업상태에서 자존감 수 이 더 낮았

음을 밝히고 있다(박능후,최민정,2012).국내 연구에서도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신체

심리 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장재윤 외,2004),발달과정 측면에서 볼 때 청년 실

업자들은 역할 수행을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하 다는 생각으로 인해 자아존 감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 다(이훈구,김인경,박윤창,2000).

이처럼 실직이나 실업으로 인한 스트 스는 우울,불안,신체화 증상을 가져오는 등 정신건

강에 부 인 향을 미치며(유희정 외,2000),특히 우울은 표 인 심리 부 응 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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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험한 사건에 한 후회나 자책뿐만 아니라,미래에 한 비 인 태도를 유발하게 된

다(윤소미,2002).따라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비생들에게는 취업 비와 시도,실패의 경

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래에 한 불안이 표 인 스트 스 사건이 된다(김민정,2009).

하지만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은 자신의 실업상황을 직업훈련 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업상황

으로 환하고자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습득하여,취업을 비하고 있으므로,자신의

실패경험에 해 보다 발 으로 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와 련된 심리변인으로 실

패내성은 개인이 실패경험에 하여 어떻게 처해 왔느냐에 따라 서서히 형성되는 비교 안

정 인 특성으로 실패 후에 무기력해지느냐,아니면 건설 으로 처하느냐를 측할 수 있는

개인차 변인으로 다수 연구(김아 ,1994,2002;조규선,2000;주지은,1999;Kim &Clifford,

1988)에서 수행되었다(박경환,2008).이러한 실패내성은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 는 태도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특성으로,자신의 실패경험에 해 건설 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은 비교

안정되게 유지된다(김아 ,2002).

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를 밝힌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

는 재직근로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패내성은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박경환,2008),직무상황에서도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은 상사평정 직무성과와 자기보고

식 직무성과가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조규선,2000),실업자 직업훈련 상황에서도 실패내

성은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비공식 네트워크와 고용가능성의 계

비공식 네트워크와 고용가능성에 한 연구는 일정 조직에 속한 조직구성원들을 상으로

수행되었으며,주로 네트워크 형성 여부는 고용가능성을 포함한 주 경력성공에 있어 매우

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비공식 네트워크와 련하여 Arthur와 Rousseau(1996)는 네

트워크가 통 인 경력보다는 무경계 경력의 핵심 인 내용 의 하나로 언 하여 고용가능

성에 한 네트워크의 향력이 크다고 구명하 다.이는 보다 큰 비공식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자주 직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므로,고용가능성을 높여

자신의 경력을 한 조직에서만 보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Raider&Burt,1996).이

런 에서 Burt(1992)는 조직 내·외부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개인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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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성을 높이는 등 주 경력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을 강조하 다.

국내의 실증 연구에서도 비공식 네트워크가 고용가능성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구명되었다.장은주(2003)는 경력성공을 경력만족과 고용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융 종사자들을 상으로 경력만족과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혔다.특히 고

용가능성은 개인-직무 합성(r=.387,p<.01),성장욕구(r=.354,p<.01),비공식 네트워크

(r=.320,p<.01),상사지원(r=.241,p<.01),직무지향 정치 행동(r=.187,p<.01),상사지향 정

치 행동(r=.123,p<.01)과 정 인 상 계를 가지고 있었고,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개인-직무

합성(β=.248,p<.01),성장욕구(β=.151,p<.01),비공식 네트워크(β=.149,p<.01)만이 고용가

능성의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이를 검증하는 설명력은 36.1%로 나타났

다. 한 공인회계사의 사회 자본과 고용가능성의 계를 구명한 연구(정순여,장은주,2008)

에서 고용가능성은 비공식 네트워크(r=.413,p<.01),상사지원(r=.394,p<.01),멘토링(r=.295,

p<.01)순으로 정 인 상 계를 가지고 있었고,회귀분석 결과 비공식 네트워크(β=.278,

p<.05)만이 고용가능성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고,이를 검증하는 설명력은 20.5%

로 나타났다.그리고 강인주(2010)의 기업 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성장욕구,상사지원 비

공식 네트워크의 계에서 고용가능성은 비공식 네트워크(r=.428,p<.01),성장욕구(r=.306,

p<.01),상사지원(r=.222,p<.01)순으로 정 인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회귀분석

결과 비공식 네트워크(β=.366,p<.01)가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다음으로 성장

욕구(β=.200,p<.01)순으로 향을 미치고,이를 검정하는 설명력은 21.6%로 나타났다.

3)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

재까지 교육훈련 로그램이 얼마나 장지향 인지에 따른 고용가능성의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직업교육훈련제도의 변화(정태화,2003;Dykman,1996;

OECD,2000;Rauner,1999)와 유사 련 변인들의 향 계(김재 ,2011;이규만,구 모,

2007;이은주,2012;한국산업인력공단,2012b)를 토 로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를 설

정해 볼 수 있다.

Dykman(1996)은 교육훈련기 이 왜 장지향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한 이유로,학교와 장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장 상황을 반 한 통합 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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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제공함으로써,학생들의 정 인 진로발달과 고용가능성을 향상시켜 수 있다고 하

다.따라서 교육기 은 고용주가 원하는 직업교육 과정을 수용하여,구체 인 직무수행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하 다.OECD(2000)에서도 학교와 산업체가 서로 동하면서

장지향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운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 는데,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학생과 고용주가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통하여 학생에게는 취업활동

에,고용주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효율 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특히 학생들의 취업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데,고용주는 이러한 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 지식과 기술은 물론 정 인 직무

태도와 습 을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장지향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운 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통해 교육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를 살펴볼 수가 있다.독일에서의 이원화 제도는 ‘이론은 학교에서 실제는

산업체에서 제공한다’는 원리에 따라 운 되고 있다.이 제도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핵심 인 제도로서, 장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표 인 장지향

직업교육으로 간주되고 있다(Rauner,1999). 한 미국의 도제제도는 학을 진학하지 않은 학

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교육학과 학습이론을 통해 이론과 실기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

며,학교교육 과정을 질이 우수한 훈련과 연결시켜 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기 때문에,학교교육이 산업 사회의 발 에 부응하게 되는 유

용한 제도로 간주되고 있다(정태화,2003).

한편,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을 목 으로 한 고등학교(구 문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은 ‘장성’이지만,직업교육에 해 장지향성이 부족하다는 비 이 지속 으로 제기되었다

(정태화,2003).그 이유는 체 으로 공 자 심의 교육제도 운 과 산업체 력 부족 등으

로 나타났는데(강무섭 외,1999;김기홍 외,2001;김용호 외,1999;신익 외,2001),이러한 문

제를 개선하기 해 그간에 정부는 직업교육의 장성을 강화하는 계 법령을 규정하여,모든

직업교육기 의 학생이 의무 으로 산업체 장실습을 참여할 것을 요구하 다.이러한 노력은

직업교육기 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장 응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정태화,2003),직업교

육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향 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생이 인식한 훈련서비스와 고용가능성의 계에 한 실증 연구(한국산업

인력공단,2012b)가 수행되었는데,훈련서비스와 고용가능성이 유의미한 정 상 계(r=.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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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훈련서비스가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805,p<.01).훈련서비스는 10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6가지로 나타났고,이 에서 특히 직업훈련이 산업

장의 실용 인 수업내용(β=.232,p<.01)으로 운 될수록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김재 (2011)은 문 학의 교육서비스를 학생수 과 학수 으로 구분하고,각 수

별 교육서비스와 문 학생의 고용가능성의 계를 연구하 다.우선 학생수 의 교육서비스

에서는 교수와의 상호작용 역을 제외한 수업 역,교수강의 역,학업 외 역량개발 역,

학내 외 활동 역이 문 학생의 고용가능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고,특히 공에 한 최신지식을 보유하는 교수강의 역이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학수 의 교육서비스에서는 학교 특성화 계획 수립 여부

만 문 학생의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결과 으로 학생

학수 의 교육서비스 공에 한 최신의 교수강의와 학교 특성화 계획 수립이 고용가능

성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고 있는데,이는 교육서비스가 얼마나 산업 장을 목하여 교

육과정을 운 하고 있는지에 따라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퇴직자를 상으로 한 직지원 로그램의 특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이규만과 구 모(2007)는 퇴직자의 직지원활동이 고용가능성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지원활동(도입참여정도,실시주체 만족

도, 로그램 다양성, 로그램 실용성) 에서 로그램의 실용성(β=.248,p<.05)이 고용가능성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은주(2012)의 직지원 로그램 특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 한 연구에서도 로그램의 특성( 성,유용성)과 고용가능성이 유의

미한 정 상 계(r=.45～.42,p<.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직지원 로그램의 유용성(β=.334,p<.01)과 성(β=.280,p<.01)이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퇴직자들이 자신이 참여한 로그램이 직을 해서 얼마

나 실용 이고 유용하 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훈련 내용 인 측면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

성의 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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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

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는 국가 차원에서 근한 다양한 진로지도와 경력개발

지원 정책(고용노동부,2012b;한국 문 학교육 의회,2009;CEDEFOP,2004)과 련 로그

램의 필요성(정철 외,2002;Harvey외,2002;Yorke&Knight,2004) ,유사 련 변인들의

향 계(김재 ,2011;이용재,2010;성희진,2012;한국산업인력공단,2012b;Caplan,Vionkur,

Price&vanRyn,1989;Eden&Aviram,1993)를 토 로 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

를 설정해 볼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이 으로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이라는 직업 인식의 환이

개됨에 따라,직업의 생성 소멸 주기의 단축은 평생 동안 자신의 진로를 지속 으로 활성화

시킴으로써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 개인의 책무로 자리잡게 되었다(Brown,

1996).즉,개인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맞추어 자신의 진로를 활성화하고,노동시장의 고용패

턴 변화에 부응하기 하여 평생 자신의 직업생활을 업그 이드하기 한 생애 경력개발

(life-longcareerdevelopment)을 해야 하는 요성이 차 강조되고 있다(이지연,2005).

과거 진로지도는 학교 안의 학생을 상으로 개인차원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차 국가 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상으로 이들의 삶의 질과 련된 고용·복

지·교육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인식되기 시작하 다(CEDEFOP,2004).따

라서 국가는 자기 주도 으로 진로개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우선 인 진로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훈련 노동시장의 근 기회와 정보가 쇄된 청소년에게 교육훈련으로의 진입과 노동시

장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이들의 사회 평등 통합을 개선하는 윤활유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이지연,2005). 한, 문 학에서도 취업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운 하기 해서는 산학 력,

취업처,국제교류원,성인학습의 네 가지 요소가 ‘종합인력개발센터’라는 기구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 제시되고 있다.이 취업,경력지도,경력 취업상담 로그램 운 이 이루어지는 취업처

의 기능이 매우 요한데,이는 문 학이 직업교육기 으로써 존립의 가치를 부여하기 해서

는 산업체 지향형 교육과정과 취업을 한 구축이 학 조직체계의 양 축으로 구성됨으로써(한국

문 학교육 의회,2009), 학교육서비스는 학생들에게 학업 외에 노동시장과 취업에 련된

문성을 향상시켜,궁극 으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김재 ,2011).

그리고 학교교육 이후의 직업훈련 상황에서도 훈련생들의 취업률 향상과 훈련기 의 질

리 제고를 해 훈련기 평가제도가 운 되고 있다.특히 훈련생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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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최근 훈련생 상담 리와 취업지원의 요성을 보다 강조하여 평가항목을 기존 100 만

의 9 에서 15 으로 변경하 는데(고용노동부,2012b),이는 궁극 으로 실업자 훈련생들의

정 인 고용창출과 성공 인 고용유지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실업자 훈련생들의 고용가능

성 향상을 한 훈련기 의 경력개발지원 서비스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인 차원에서의 진로지도 경력개발지원에 한 근은 학생 학교 심의

직업교육 역과,성인 학교 밖의 직업훈련 역에서(정태화,2003)다양한 진로지도 경

력개발 로그램을 운 함으로써,학습자들의 정 인 진로발달과 고용능력을 함양하여,궁극

으로 성공 인 직업생활을 유도하는 것으로,진로지도 경력개발지원 련 정책을 통하여

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를 설정할 수 있다.

한 국내·외 련 연구들을 통해서도 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를 살펴볼 수가 있

는데,Yorke와 Knight(2004)는 학생들의 고용가능성 개발에 한 학의 기여를 향상시키는

우선 인 방법은 경력개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 고,Harvey외(2002)도 학생의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해 학에서 다양한 방식의 경력개발지원과 로그램을 연결함으로써

장기 인 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국내 연구에서는 정철 외(2002)가 문 학

재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은 바람직한 노동시장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문 학 차원

에서 체 으로 진로지도를 담할 수 있는 경력센터를 설치·운 하는 것을 제로,진로지도

체제 개편 운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그리고 교육훈련서비스와 고용가능성의

계를 밝힌 실증 연구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에서는 실용 인 수업내용 다음으로 진로상담과

취업 비지원이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한국산업인력공단,2012b), 문 학에서는

수업 교수강의 역 외에 취업역량개발 역이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 ,2011).

한 고용가능성과 유사 개념인 구직효능감,경력개발역량 한 연구를 통해서도 경력개발지

원과 고용가능성의 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구직효능감은 구직활동에 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Vinokur&Price,1991)하는 것으로,이는 다양한 구직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능력에 한 확신(Wanberg,Watt&Rumsey,1996)이라 할 수 있다.

련 연구에서 구직효능감을 높여주는 구직기술을 받은 퇴직자는 그 지 않은 퇴직자보다 재취

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aplan외,1989;Eden&Aviram,1993),주로 경력개발과 구

직활동 등으로 구성된 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퇴직자들은 로그램이 실용 이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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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교육시간이 합하다고 인식할수록 구직효능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재,

2010).그리고 성희진(2012)은 경력개발역량을 개인이 생애에 걸쳐 자기주도 으로 경력을

선택하고 응하며 일과 련된 다양한 경험을 형성하여 근로자로 발 하는 일련의 경력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학생의 경력개발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업에 한 탐색(β=.344,p<.01)과 취업 비지원(β=.162,p<.01),자신에

한 탐색(β=.119,p<.05)순으로 밝히고 있다.

5)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

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를 직 으로 밝힌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직지원 로

그램에 어느 정도 극 으로 참여하 는지에 따라서 구직성공률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

(Harvey,1994)와 학교육에서 공몰입과 구직 련 특성과의 계(장재윤 외 2004;남순 ,

2005),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에 한 연구(김 미,한상훈,2012;임숙경,2007)통하여 학습몰

입과 고용가능성의 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퇴직 정자를 상으로 한 직지원활동과 고용가능성의 계에 한 연구에서 미 육군은

직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외부 문기 (RCI)을 통해 3일간의 직지원 워크 을

실시하며 이력서 작성 소 트웨어와 고용주 리스트 기타 참고자료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참가자를 면 히 찰한 후,워크 참여자들을 단순 참여자와 각종

자료와 정보를 극 으로 이용하는 극 참여자 집단을 구분하여 두 집단에 한 구직활동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극 참가자 집단이 단순 참가자 집단에 비해 높은 구직성공률(89.6%

80.9%)을 나타내고 있으며,새로운 직업의 보수수 한 극 참가자 집단이 1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rvey,1994).

장재윤 외(2004)는 학 4학년생들의 공몰입과 련된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공에 몰입

한 학생일수록 구직과 련된 바람직한 특성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몰입

은 구직효능감과의 계에서 정 인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r=.34), 공몰입과 실제

구직행동 강도와의 계에서도 정 인 상 을 보인 반면(r=.11), 공몰입과 구직스트 스는 부

인 상 을 보 고(r=-.11), 공몰입과 직업미결정성 한 부 인 상 을 보 다(r=-.30).

한,남순 (2005)의 공몰입과 직업가치에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공몰입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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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취업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 다.그 이유로는 첫째, 공에 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공에 몰입할수록 공과 련된 분야에서 일할 의지를 갖게 될 것이고,둘째,진로에

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경우 자신의 미래에 해 비교 일 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가능성은 공과 비 공 과목의 학 리와도 련될 것으로 상하 다.이와 같은 가능

성은 졸업 후 취업률과도 높은 연 성을 보일 것이며,진로에 해 보다 구체 인 계획 실

행과 련될 것으로 상하 다.

그리고 학습상황에서 학습성과와 련 변인들의 구조 인 계를 밝힌 연구(김 미,한상훈,

2012;임숙경,2007)에서는 특히 학습몰입이 학습성과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임숙경,2007).이러한 학습성과는 학습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과 련된 능력을

성취하는 것으로서(김 미,한상훈,2012),이 게 성취된 능력은 고용에 요구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므로,결국 고용가능성이 향상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6)경력계획과 고용가능성의 계

경력계획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 성공에 한 순환모형을 살펴보면,Hall과

Foster(1977)는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면,목표를 달성하기 한 노력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며,결국 행동의 결과로서 받은 심리 성공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몰입과 자기효능감이 향

상된다고 하 고,이 게 증가한 몰입과 자기효능감은 다시 목표설정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이는 스스로 자신의 경력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자신의 직업에 해 좀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취업을 비하며,구직활동을 수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희망 직업에 좀

더 몰입하게 됨으로써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경력계획과 고용가능성 간의 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지만,고용가

능성과 유사 개념인 구직효능감이나 구직강도와 경력계획의 계를 구명한 연구를 통하여 경

력계획과 고용가능성의 계를 설정할 수 있다.한 석 외(2006)은 장년층의 구직강도에 한

연구에서 경력계획과 구직효능감이 높은 정 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r=.50,p<.001),경

력계획과 구직강도도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2,p<.001).그리고 김균(2009)의

구직강도의 선행요인에 한 연구에서는 구직명료성(r=.394,p<.01)과 고용몰입(r=.186,p<.01)

이 구직강도에 정 인 상 을 갖고,구조모형에서도 구직명료성과 고용몰입은 구직강도에 각각

직 인 향을 미치며,구직명료성과 구직강도의 계에서 고용몰입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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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이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고 이를 획득하기 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지 명확히 아는 구직자는 고용을 더욱 요하게 생각할 것이며(김균,2009),이는 결국 실제 고

용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 직업탐색행동과 성공 인 취업과의 계에서도 경력계획과 고용가능성의 계를 유추

해 볼 수 있다.직업탐색행동(jobsearchbehavior)은 일자리를 찾기 한 구체 인 행동들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비하는 졸업 정자들이나 실직자들,그리고 새로운 직업기회

를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필수 인 행동이다.지난 20여 년 동안의 직업탐색행동에 한

많은 연구들은 직업탐색행동이 성공 인 취업과 유의한 상 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즉,직업

탐색행동 강도가 강할수록 구직면 이나 입사제안을 더 많이 받게 되며,구직자로 하여 원하

는 직업을 선택할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해 다(Kanfer,Wanberg,&Kantrowitz,2001).이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 인 경력계획을 가지고 직업탐색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구직

기회를 얻게 되는 결과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로 상황에서도 경력계획이 경력성공(고용가능성,경력몰입)에 향을 다는 많은

연구를 통해 경력계획과 고용가능성의 계를 설정할 수 있다.윤하나와 탁진국(2006)의 경력

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 경력계획은 직 과 경력만족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하 고,Orpen(1994)은 개인의 경력 리(경력계획)는 임 성장,승진,

경력성과,경력만족 모두와 정 인 상 계가 있음을 검증하 다.Abele과 Daniel(2009)은 경

력향상목표가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종단연구를 통해 검증하 고,김희경

(2005)은 경력계획이 구체 이고 어려우며 자율 으로 수립될수록 경력에 한 개인의 만족도

가 높았고,구체성을 제외하고는 경력에 한 몰입 역시 높음을 보고했다. 한 이동하(2007)는

경력계획을 구체 으로 수립할수록,경력목표를 달성하기 한 더 구체 인 략을 가지고 있

을 확률이 높고,마찬가지로 이런 략을 실제로 이행하는 빈도 역시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이런 사람들이 궁극 으로 자신의 경력에 만족한다는 것을 검증하 다.마지막으로 오은혜

와 탁진국(2012)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경력계획은 주 경력성공(경력만족,고용가능성)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경력에 한 구체 이고 도 인 계획을 스스로 수립

하게 되면,수립된 계획에 한 실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이러한 과정의 결과

로써 개인들은 경력에 더 만족하게 되어 자신의 고용가능성에 한 확신이 높아지게 됨을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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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용가능성과 실패내성,훈련의 장지향성  경력개발지원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1)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실패내성은 교육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변인들과 계하는 것으로(오희숙,2002),

실패내성은 실패상황에 노출되고 난 후의 피험자들의 감정 반응과 행동 반응을 잘 언해

주었는데,실패내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학업상황에서 실패에 해서 좀 더

정 이고 건설 인 태도로 임하 다(Kim&Clifford,1988;Clifford외,1988).그리고 학습상

황에서 여러 련 변인과의 계에서 실패내성은 과제흥미도와 정 인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주지은,1999;Clifford외,1988), 학생,고등학생,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실패내성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 ,1997,2002;오희숙,

2002;주지은,1999;Clifford,1988;Clifford,Fick,Bennett,1991). 한 실패내성은 자기효능감

이나 내재 통제감보다 학업성취를 더 잘 언하 고(김아 ,1997),실패내성이 높은 학생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 ,주지은,1999).그리고 정선 (2012)은

등학생을 상으로 학교 응과 실패내성 학습몰입의 계를 검증한 결과,실패내성과 학습

몰입은 높은 정 상 을 보이고(r=.59,p<.001),학습몰입과 학교 응 역시 매우 높은 정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73,p<.001),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실패내성(β=.09,p<.001)과

학습몰입(β=.62,p<.001)이 학교 응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까지 실패내성과 학습몰입 고용가능성의 계를 밝힌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하지만

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학습상황에서 개인 인 변수로 작용하는 실패내성

은 과제흥미도와 정 인 상 을 가지며(주지은,1999;Clifford외,1988),실패내성이 높은 사람은

실패경험이나 변화에 보다 정 으로 반응하고(이연숙,2002;Kim&Clifford,1988;Clifford외,

1988),실패내성이 높은 학생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덜 빠지게 되어(김아 ,주지은,1999)보다 학

습활동에 몰입할 수 있으며,실패내성이 높을수록 후속 인 과제수행을 진시키는 정 인 효

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김아 ,2002),정규 학교교육 상황에서는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학습활동

에 보다 몰입함으로써(정선 ,2012),학습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는(김 미,한상훈,

2012;임숙경,2007)구조 인 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실업자 직업훈련 상황에서 학습활동에

몰입하여 흥미를 갖게 되는 궁극 인 목 은 취업과 련된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설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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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학습상황에서 훈련의 장지향성과 학습몰입 고용가능성의 계를 직 으로 밝힌 연구

는 수행되지 않았지만,학습자들이 장훈련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연계함으로써,배움의 즐

거움이 생기고 학습에 더 몰두하여,자신의 능력이 더 향상된 장훈련 사례(한국산업인력공단,

2012a)와 장지향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Dykman,1996;OECD,2000) 교육훈련기 이

제공하는 로그램에 얼마나 극 으로 참여하 는지에 따라 향을 받는 고용가능성에 한

연구(김민숙,2011)를 통하여 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

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장훈련 장실습 실태조사(한국산업인력공단,2012a)에 따르면,디

지털컨버 스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은 이론상으로만 배우면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만,실무 으

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몰라서 로그램을 개발할 때 재미가 별로 없었는데, 장훈련에

참여하고 나서는 구체 으로 어떠한 실무분야에 용되는지를 실감하게 되어서, 로그램을 짜

는 것이 재미있고,어느 부분을 더 깊이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 다. 한 장

훈련기간 에 회사에서 작은 과업이라도 믿고 맡겨 주어서,책임감이 생겨 시간 가는 모르

고 로그래 작업에 몰두하다보니,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서 실력이 훨씬 늘었다고 하 다.

그리고 가구실내설계제작과정 훈련생은 장실습을 통해 실제 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용한

기술을 많이 습득하게 되어서 무 좋고,같은 반 친구들이 장실습을 다녀오고 나서는 공방

련 지식과 심이 많이 늘었고,평소 화도 공방 련 내용의 얘기를 많이 나 게 되었다고

하 다.이는 학교와 산업체가 서로 동하면서 장지향 인 직업교육훈련을 왜 운 해야 하

는지에 한 그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학습자들은 학습 결과를 실제 상황에 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물론 학습의 즐거움까지도 제고

시킬 수 있다(OECD,2000).그리고 지식과 기술의 실제 인 용 기회를 통하여, 하고 의

미있는 학습활동을 스스로 경험하게 됨으로써,결국 참여한 학생의 고용가능성이 높아지게 되

는 장지향 인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하는 목 (Dykman,1996)을 설명해주고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내용과 방법이 얼마나 장 착 으로 운 되는지에 따라서

훈련생들이 장지향 인 훈련에 참여할수록 학습활동에 더욱 몰입하게 됨으로써 고용가능성

이 보다 향상됨을 설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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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제 군인 취업지원 로그램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김민숙,2011)을 살펴보면,

제 군인이 인식한 로그램의 내용, 로그램의 실용성 제 군인의 로그램 참여도는 고

용가능성과 유의한 정 상 계(각 r=.52,r=.59,r=.51,p<.01)를 가지고 있고,단순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로그램 내용(β=.459,p<.01)과 로그램 실용성(β=.410,p<.01) 로그램 참여

도(β=.504,p<.01)는 각각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각 변인들 간의 개별

인 향 계가 검증되었다.하지만 로그램 내용이 실제 으로 취업을 연계하는데 있어 얼마

나 실용 으로 운 되었는지가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고,제 군인 스스로가

로그램에 얼마나 극 으로 참여하 는지가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별 인 계를 통하여 실용 인 로그램은 학습몰입을 유도하고,학습에 몰입할수록

고용가능성을 향상하게 되는 구조 인 계를 유추해 볼 수 있으므로,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

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설정해 볼 수 있다.

3)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재까지 경력개발지원과 학습몰입 고용가능성의 계를 밝힌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에게 사 에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극 인 학습활동과 정 인 진로발

달을 유도하고자 하는 등단계의 자유학기제(교육부,2013)와 진로지도 로그램과 학업성취

동기의 계(강 옥,2012;오은주,2008) 상기에서 살펴본 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고용노동부,2012;이지연,2005;정철 외,2002;한국 문 학교육 의회,2009;Brown,

1996;CEDEFOP,2004;Harvey외,2002;Yorke&Knight,2004)를 토 로,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설정해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 이해와 진로에 한 비 을 바탕으로 학습동기를 찾아 학

업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의 핵심공략으로서 ‘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 계획

(’13.5.28.)'을 발표하 다.이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 시간을 통해 꿈과 끼

를 찾고 창의성,인성,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사 에 자신을

이해하고,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함으로써,학교 수업의 흥미와 몰입도가 높아져 궁극 으

로 학습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교육부,2013).이러한 교육방식은 기존의 입시

주의 교육과는 달리,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 따라 등단계의 진로인식과 등단계의 진로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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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고등단계에서의 진로결정으로 이어지는 체계 이고 통합 인 진로지도 방식으로서,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성을 찾아가게 됨에 따라,자신의 진로발달을 해 보다 학습

에 몰입하게 되어 학습능력이 향상될 것이고,장기 으로는 성인이 되어서 자신에 맞는 직업선

택과 성공 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로지도 로그램과 학업성취동기에 한 연구를 통하여 경력개발지원과 학습몰입

의 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강 옥(2012)은 학업성취동기는 학습활동을 활성화시키고,학습

목표를 이루기 해 학습행동을 지속시켜 나가는 내 인 상태로 정의하고,진로독서상담 로

그램이 진로정체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진로독서상담을 받은 실험집

단의 진로정체감과 학업성취동기가 통제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실험집단의 사후 수도

사 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진로정체감과 학업성취동기에 한 진로독서상담

로그램의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반면,오은주(2008)는 진로탐색 로그램은

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 향상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연구 상인 실험집단의 평균 수가

약간 상승하 으므로,진로집단상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

다고 하 다.이는 학생들이 지속 으로 진로상담을 받을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찾고 자

신의 미래를 구체 으로 그려보게 됨으로써 꿈을 가꾸어 가는 즐거움을 갖고 되고,학교생활의

의미를 찾게 되어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될 것이며(강 옥,2012),결국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한 능력개발을 진한다고 볼 수 있다.

다.고용가능성과 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  학습몰입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1)비공식 네트워크와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구직상황에서 네트워크에 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구직 기회에 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Forret&Dougherty,2001).미국 리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직장

을 구하거나 옮길 때 다른 어떤 구직방법보다도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밝혔다.특히 경력자의 경우 직장을 옮기거나 직무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도 큰 네트워크는

정 인 향을 미쳤다(Podolny&Baron,1997).그리고 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은 그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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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보다 더 자주 노동 시장에서 구직 이직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므로 한 조직에서 자

신의 모든 경력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Raider&Burt,1996).최근 고용 계가 차 거래

고용 계로 바뀜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심을 갖게 되었

다.따라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조직 내·외에서 형성할 수

있고(Kanter,1989),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지할 것이다(장은주,박경규,2005).그리고 실업자를 상으로 실업기간

과 비공식 인 네트워크의 계를 연구한 Wethington외(1986)는 실업의 지속시간과 자신의

핵심 네트워크에서의 지원은 반비례 계가 있다고 하 는데,이는 비공식 인 네트워크가 실

업자의 취업계획 등을 보다 구체화 하는데 향을 으로써,실업기간을 단축시켜 취업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 구직상황에서 비공식 인 네트워크는 구직 기회에 한 정보나 방법,자원 지원 등

을 확보하여,자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실 가능하게 수립함으로써,결국 고용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을 측할 수 있다.

2)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 경력계획의 계를 검증한 실증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

만, 장훈련을 통하여 실업자 훈련생의 취업계획이 보다 구체 으로 수립된 장훈련 사례(한

국산업인력공단,2012a)와,고용가능성과 조되는 취업장벽과 련 변인의 계(김민순,정

애,2012),학년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안수 ,2008;이연미,2002;이제경,2004)을 토 로 훈련

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설정해 볼 수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장훈련 장실습 실태조사(한국산업인력공단,2012a)에 따르면,가

구실내설계제작과정 훈련생은 공방이 폼도 나고 멋진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실제 와서 실습을

해보니,먼지도 많고,근무환경도 열악하여 실을 제 로 알게 되었다며,이력서를 쓸 때도 실

제상황을 알기 때문에 월 이나 복지 등의 높이를 실에 맞게 낮추어 쓰게 된다고 하 다.

그리고 항만장비정비과정 훈련생은 짧은 기간 동안 장훈련을 받으면서,어디로 취업하면 맞

을지 알게 되었고, 한 업계의 근무여건이나 여,복지혜택 등을 알게 되어서 진로설정과 취

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 다. 한 스마트폰&웹개발과정 훈련생은 큰 회사와 벤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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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습을 하게 되었는데,취업할 때 처음에는 큰 회사보다는,벤처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

다고 하면서, 장실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회사 분 기를 알게 되었다고 하 다.이러한 사

례들은 훈련생들이 교실훈련보다는 장훈련이나 장실습을 함으로써,취업하고자 하는 분

야의 고용여건을 실감하고,자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실제 이고 구체 으로 수립하여,훈련생

들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한편,고용가능성과 조되는 취업장벽인식과 련변인의 계에서 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

가능성 경력계획의 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김민순과 정 애(2012)는 지방 학생의 취업

장벽인식수 과 련변인의 연구에서 취업 련 교육경험변인이 취업심리변인(구직효능감,취업포

부,직업미결정)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고 표 화계수가 .22임을 살펴볼 때 취업 련 교육경험

이 높을수록 취업심리변인이 높아짐을 확인하 고,취업심리변인이 취업장벽으로 가는 경로가 유

의미하고 표 화계수가 -.52로 취업심리변인이 높으면 취업장벽을 게 한다는 것을 검증하 다.

결국 취업장벽을 낮추기 해서는 취업 련 교육훈련 경험을 많이 제공하여 취업심리변인인 구

직효능감과 취업포부 수 을 높이고,직업미결정수 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 하 다.

한, 학교육을 받고 있는 학년에 따라서 진로장애를 낮게 인식하거나,진로결정 수 이

높거나,취업 비행동이 높아지는 연구결과(안수 ,2008;이연미,2002;이제경,2004)를 토 로

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설정해 볼 수 있다.이연

미(2002)는 학생의 진로발달유형에 한 연구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진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반면,진로장애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수 (2008)도 학생의 취업장벽과 취업 비에 한 연구에서 학생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수 이 높다는 것을 검증하 다.그리고 이제경(2004)은 3,4학년 학생과 기업체 신

입사원을 상으로 3학년 ,4학년 ,취업직 3개월 동안의 취업 비행동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의 취업 비행동은 시기에 따른 발달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3학

년 ,4학년 ,취업직 의 순으로 시기가 변화함에 따라 공식 /비공식 정보의 활용,취업

비행동 체, 비 취업 비행동,본격 인 취업 비행동,취업 비 강도(시간과 노력)등

모든 면에서 차 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실습 등 보다 장지향 인 학습활동에 더 하게 됨에 따라,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다 구체

인 취업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진로결정수 이 높아지고,이는 결국 고용가능성과 조

인 개념인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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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경력개발지원을 통한 학습자들의 진로설정과 직업선택 경력개발의 과정을 살펴보면,경력

개발지원을 통해 학습자들은 생산 인 삶에 해 한 방향을 세우고 진로선택에 한 비

와 결정을 내리며,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한 시기에 직업을 선

택하고,선택한 직업에 잘 응하며 더욱 발 할 수 있도록 지속 인 경력개발과 리가 요구

되는 일련의 차를 거치게 된다(김강호,2009a;김충기,1995;류창열,2006;Bailey&Stadt,

1973;Taylor,1972).이러한 일련의 차 속에서 학습자들은 경력개발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구체화 하고,자신의 계획이 제 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직업과 련된

종합 인 능력을 성취하게 되는데,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설정해 볼 수 있다.

한 련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경력개발지원과 경력계획 고용가능성의 계를 살펴볼

수 있다.취업지도 로그램을 통해 직업정보를 획득하고,진로결정 수 을 높여,더 많은 임

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졌고(김소형, 정수,2008;박소 ,민병철,2008), 한

진로지도를 통한 개인의 진로 비행동은 취업률을 높이고,임 보상이 높은 일자리로 취업할

확률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재,2006).그리고 학차원에서 학업 외 진로·취업 등의

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할수록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김재 ,2011),이 게 경력개발지원을 제공받은 학습자는 자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구체 으로 수립하게 됨으로써 고용가능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학생을 상으로 한 진로지도 로그램의 효과에서 진로지도와 진로성

숙의 계를 통해,경력개발지원과 경력계획의 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Strong(1970)은 학

생을 상으로 직업선택 집단상담 로그램을 실시한 후 약 70%의 정 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으며,Smith(1981)는 고도로 구조화된 로그램이 덜 구조화된 로그램이나 로그램

이 없는 것보다 진로성숙도의 향상에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장성숙(2003)은 일반계 고

등학생을 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정보탐색 로그램이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진

로성숙의 단기 장기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고,김혜정(2007)은 청소년 취업 설계

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하 역인 진로에 한 의견 태도,정보탐색 합리

의사결정,진로 비행동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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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양미란(2004)은 진로성숙도의 정의 ,인지 역에 한 진로집단상담의 효과검증

에서 사 -사후-추후검사를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즉,진로집단상담은 실업계 고

등학생의 진로에 있어서 직업 ,독립성,계획성,사회 조성,직업정보지식 용의 진로

의식을 향상시켰다.

한편 다양한 진로지도 로그램 에서 실제 으로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향을 미치는 요

소를 분석한 김강호(2009a)는 문계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의 다양한 경험 에서

진로와 직업교과 이수,진로 련 강연,진로 련 검사 등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지 못하 지만,진로상담과 직업체험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지도 로그램이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상담이거나,보다 장 착 인 경

험이 주어질 때 청소년들의 진로가 보다 정 으로 발달됨을 시사하고 있다.

4)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재까지 학습몰입과 경력계획 고용가능성의 계를 밝힌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공몰입과 진로탐색행동 취업의 계(장재윤 외,2004;장재윤,신희천,이지 ,2007;조규

,장은 ,2010),교과흥미와 진로성숙도의 계(김강호,2009a),상기에서 살펴본 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김 미,한상훈,2012;남순 ,2005;임숙경,2007;장재윤 외,2004;Harvey,

1994)를 토 로,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설정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공몰입과 진로탐색행동 취업의 계를 통하여 학습몰입과 경력계획 고

용가능성의 계를 유추해 보면,심리학에서 ‘몰입’은 어떤 상에 한 행 과정에 감정과 인

지 으로 푹 빠진 상태를 의미하며,몰입 수 은 다양한 성과들을 유의하게 측하는데 사용되

어 왔다(Mowday,Porter&Steers,1982).따라서 학교육에서 공에 몰입한다는 것은 공

분야에 해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공을 선택하기 에 이미 신 하게 고려하는 과정이 있

을 것임을 시사하고,더 나아가 학에서 공에 몰입할수록 졸업 후 취업률도 높을 것으로

상된다(장재윤 외,2004).그 이유는 공에 해 신 하게 고려하여 선택하고 애착을 느낄수록

학을 졸업한 이후의 진로에 해서도 보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

진로에 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경우,자신의 미래에 해 비교 일 비할 가능성이

높으며,학 리도 철 히 할 것이다.따라서 재학 의 공몰입은 졸업 후 취업성공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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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질 것이며,진로에 한 보다 구체 인 계획 실행과 련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장재윤 외,2007). 한 장재윤 외(2007)는 학생들이 진로탐색행동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공에 몰입하는 것에 한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재학 자신의 공에 하여 몰입할수록

공과 유 한 분야로 취업을 할 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도 높다고 보고 하 다.그리고 엄동욱

(2008)의 졸 신입사원의 조기퇴사 실태와 원인에 한 연구에서 졸 신입사원 퇴직자의

근속기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하향 취업여부 보다는 자신의 공과 일과의

합성이 떨어질 때 조기퇴사를 유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공몰입은 진로 직업선택에 있어 정 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즉 공공부에

한 몰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을 선택하기 이 에 충분히 자신의 성과 흥미를 고려했었

음을 의미하고, 이후 진로탐색행동을 극 으로 수행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규 ,장은 ,2010).

그리고 김강호(2009a)는 학교 진로지도 경험 개인·가정 변인이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기 해 한국교육고용패 의 문계 고교생 2～3학년 자료(2006～2007년)를 활용하

여 무선효과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진로상담,재학 일 경험,가정에서 성·흥미 련 화,

가정에서 진로정보 탐색,미래직업결정,진로고민,교과흥미(국어, 어,진로교과),학업성 이 진

로성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교과흥미 보통교과인 국어, 어에 비

해 문교과에 한 흥미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에 더 많은 효과를 다고 밝히고 있다.

이 듯 취업을 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실업자의 상황에서는 학습몰입이 경력계획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재직근로자의 상황에서는 반 로 경력계획이 학습활동

에 정 인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가정되고 있다(채규옥,2000;Noe,1986).재직근로자는

개인 경력 선택과 열망에 의해 경력과 련된 지속 인 학습활동에 참여하고(Maurer&

Tarulli,2003),경력계획이 구체 이고 도 이며 자율 일수록 학습태도에 보다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허선주,구도희,박인우,2009).이는 재 련 직업분야의 능력과 기술을 이

미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는 자신의 경력계획을 수립한 후에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학습몰입을 경험하게 되지만,이·직 신규 취업을 해 주로 새로운

훈련직종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생은 훈련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경

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훈련기 이 제공하는 로그램에 참여하고 학습활동에

보다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구체 이고 실 으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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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는 것으로,학습몰입과 경력계획의 계는 취업을 비하고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생인

지,아니면 이미 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인지에 따라서 그 향 계가 서로 다

르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실패내성과 비공식 네트워크 ,훈

련의 장지향성과 경력개발지원,그리고 훈련생의 학습몰입과 경력계획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고,실패내성과 훈련의 장지향성 경력개발지원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며,비공식 네트워크와 훈련의 장지향

성 경력개발지원 그리고 학습몰입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하지만,비공식 네트워크와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

과와,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는 설정되지 않았다.그 이유는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 으로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는 실

패내성과 훈련기 이 제공하는 로그램이 얼마나 장지향 이고,경력개발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해 학습활동에 보다 몰

입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비공식 네트워크는 학습활동 밖에서

형성된 인 계로서 실질 인 학습상황에서 학습몰입을 유도하기 보다는 구직상황에서 비공

식 인 채 을 통하여 경력계획 수립에 향을 주는 변인이기 때문이다.그리고 경력계획은 훈

련생이 지니고 있는 실패내성이 높다고 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경력계획을 구체 으로

수립하기 보다는 학교 밖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구직 련 실질 인 정보와 훈련기 이

제공하는 기술훈련과 경력개발지원 련 로그램을 통하는 등 경력계획 수립과 련된 직·간

인 향을 통하여 경력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이다.이러한 변인들 간의 계를 종합하여

<표 Ⅱ-6>과 같이 제시하 다.



- 79 -

가설 선행연구

H1

실패내성 → 고용가능성
김아 ,1994,2002;박경환,2008;조규선,2000;주지은,

1999;Kim,Clifford,1988

비공식 네트워크 →

고용가능성

강인주,2010;장은주,2003;정순여,장은주,2008;Arthur,

Rousseau,1996;Burt,1992;Raider,Burt,1996

훈련의 장지향성 →

고용가능성

김재 ,2011;이규만,구 모,2007;이은주,2012;정태화,

2003;한국산업인력공단,2012b;Dykman,1996;OECD,

2000;Rauner,1999

경력개발지원 →

고용가능성

고용노동부,2012b;성희진,2012;이지연,2005;정철 외,

2002; 한국 문 학교육 의회, 2009; Brown, 1996;

CEDEFOP,2004;Caplan외,1989;Eden,Aviram,1993;

Harvey외,2002;Yorke,Knight,2004

학습몰입 → 고용가능성
김 미,한상훈,2012;남순 ,2005;임숙경,2007;장재윤

외,2004;Harvey,1994

경력계획 → 고용가능성

김균,2009;김희경,2005;윤하나,탁진국,2006;오은혜,

탁진국,2012;이동하,2007;한 석 외,2006;Abele외,

2009;Hall,Foster,1977;Kanfer외,2001;Orpen,1994

H2

실패내성 → 학습몰입

→ 고용가능성

김아 ,1994,1997,2002,김아 ,주지은,1999;박경환,

2008;오희숙,2002;이연숙,2002;정선 ,2012;조규선,

2000;주지은,1999;Clifford외,1988;Clifford외,1991;

Kim,Clifford,1988;Roth,Kubal,1975;Tennen외,1982;

Thornton,Jacobs,1972;Wortman,Brehm,1975

훈련의 장지향성 →

학습몰입 → 고용가능성

김민순,2011;한국산업인력공단,2012a;Dykman,1996;

OECD,2000

경력개발지원 → 학습몰입

→ 고용가능성

강 옥,2012;고용노동부,2012;교육부,2013;오은주,

2008;이지연,2005;정철 외,2002;한국 문 학교육

의회,2009;Brown,1996;CEDEFOP,2004;Harvey,Locke

&Morey,2002;Yorke&Knight,2004

H3

비공식 네트워크 →

경력계획 → 고용가능성

장은주,박경규,2005;한국산업인력공단,2012b;Burt,

1992;Forret,Dougherty,2001;Kanter,1989;Podolny,

Baron,1997;Raider,Burt,1996;Wethington,1986

훈련의 장지향성 →

경력계획 → 고용가능성

김민순,정 애,2012;안수 ,2008;이연미,2002;이제경,

2004;한국사업인력공단,2012

경력개발지원 →

경력계획 → 고용가능성

김강호,2009a,2009;김소형, 정수,2008;김충기,1995;

김혜정,2007;류창열,2006;박성재,2006;박소 ,민병철,

2008;양미란,2004;장성숙,2003;Bailey,Stadt,1973;

Smith,1981;Strong,1970;Taylor,1972

학습몰입 → 경력계획

→ 고용가능성

김강호,2009a;장재윤 외,2004;장재윤 외,2007;조규 ,

장은 ,2010

<표 Ⅱ-6>고용가능성과 련 변인의 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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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 방법

1.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 은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는 것이다.변인간의 계를 구명하기

해 [그림 Ⅲ-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이 연구의 모형에 따르면,첫째,훈련생의 실

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경력계획은 고용가능

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H1-1,1-2,1-3,1-4,1-5,1-6).둘째,훈련생의

실패내성,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H2-1,2-2,2-3).셋째,훈련생의 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

향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H3-1,3-2,3-3,3-4).

[그림 Ⅲ-1]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의 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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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상

실업자 직업훈련생은 직업안정기 에 구직을 등록한 고등학교 졸업생 는 이와 동등한 연령

이상의 신규 직실업자가 직업능력 개발 취업을 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

생으로,이 연구의 모집단은 직업을 갖기 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실업자 직업훈련생 체이다.실업자 직업훈련에 해서는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주도로 실업

자에 한 직업훈련 제도가 운 되고 있지만,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업 지역별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훈련제도가 소소하게 운 되고 있어,정확하게 모집단의 규모

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연구의 실화를 해 목표 모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직업훈련은 훈련의 주체와 목 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폴리텍 학의

기능사 양성과정과 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

훈련으로 구분된다.이 연구에서 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의 장지향성과 경력개발지원을 측

정하기 하여 이러한 훈련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훈련 로그램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은 사무 리 음식서비스,미용 등 숙련기술보다

는 기 직업능력과 서비스에 한 비 이 높고,훈련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등 단기과정으로

운 됨에 따라 제도 으로 장학습 경력개발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상으로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그리고 폴리텍 학의 기능사 양성과정은 1년 과정으로 당해 연도 3

월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에 종료되는데, 장학습이 주로 12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훈련

기 이 제공하는 훈련의 특성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게 됨으로 합한

조사 상으로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훈련기

이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서비스 등이 조사기간(10～11월)내에 제공되는 로그램을 선정하

여야 하므로,훈련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운 되고 있는 2013년 국가기간·략

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을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 다.

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은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 략산업 인력부족 직종에 한 지원·

기능인력과 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이다.지원·기능인력은 산업 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

나 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문 졸 이하 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

자에 해당되고, 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문직 종사자로서 졸 이상 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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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해당된다(고용노동부,2012a).이러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해서 고용노동부는 매년 수요조

사를 통해 훈련 분야 직종을 고시하고,훈련기 평가 훈련과정 심사를 통해 합한 훈련

기 에 훈련인원을 배정해 주고 있다.통상 당해 연도 1월에 훈련기 훈련과정 선정 결과가

공고되면,훈련기 은 훈련생을 모집·선발하여,2～4월부터 훈련을 시작하고,연내 훈련이 종료되

도록 훈련 로그램을 운 하고 있지만,훈련기 의 훈련 로그램 운 과 지역사회의 훈련생 모집

여건 추가 훈련실시 등에 따라 훈련과정이 하반기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훈련이

종료되기도 한다.훈련방법은 집체훈련 는 집체훈련과 장학습을 병행하는 혼합훈련으로 운

되고 있고,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이지만 통상 5개월～10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이 많은 비 을 차

지하고 있다.최근 훈련실시 황(훈련 시작일 기 )을 살펴보면,2008년 18,292명,2009년 16,997

명,2010년 14,147명,2011년 25,199명,2012년 28,879명으로 최근 들어서 훈련인원이 증가하고 있

고(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2013),2013년 계획된 훈련인원은 총 25,910명이었다(고용노동부,

2012a).하지만 모집률 조 도탈락인원을 감안하여 통상 훈련기 에 훈련인원을 보다 많

이 배정해 주고 있어,2013년 9월말 기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은 총 33,547명으로 확인되어(고

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2013),이 연구에서 목표 모집단을 33,547명으로 설정하 다.

표집 크기는 Krejcie와 Morgan(1970)에 따라서 목표 모집단인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수가

33,547명 임을 감안하여 정 표집 수(384명)이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2013년 9월말 기 으

로 훈련이 시작된 체 훈련과정(238개 훈련기 ,1,314개 훈련과정,33,547명 훈련생) 에서,

훈련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조사기간 이 에 종료되는 훈련과정(408개 훈련과정,11,175명 훈련

생)은 제외한다.계속해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훈련과정(906개 훈련과정,22,372명 훈련생)

에서,조사기간(10～11월)에 거의 훈련이 종료되는 시 에 있는 77개 기 의 125개 훈련과정에

속한 3,195명의 훈련생을 상으로 하되,목표 모집단을 표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비율표집

을 용하 다.다만,조사기간 이내에 훈련이 진행 인 분야가 없는 경우는(보건·의료,미용·

숙박·여행·스포츠)자료수집의 한계상 조사 상에서 제외하고,그 이외의 분야에 해서는 목표

모집단의 분야별 비율과 2% 이하의 오차범 (<표 Ⅲ-1>비고 참조)내에서 분야별로 비율표

집을 용하여,최종 으로 1,515명의 훈련생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 다.그리고 조사 상의

훈련기 훈련과정은 2013년 9월말 기 훈련생 재 인원 수를 고려하여,분야별로 훈련기

과 훈련과정을 리스트화하여,분야별로 할당된 조사 상 인원이 선정될 때까지 훈련과정을

무선표집하 고,최종 으로 76개 훈련기 에서 실시되고 있는 110개 훈련과정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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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목표 모집단 표본집단선정과정 표본집단

비고
'13년9월말이내
훈련참여 인원

조사기간이
훈련종료인원

조사기간 이내
훈련진행 인원

조사기간 이내
훈련종료 인원

조사 상인원

경 ·회계·사무 494(1.5) 180(1.6) 314(1.4) 23(0.7) 15(1.0) 0.5

보건·의료 100(0.3) 100(0.9) 0(0.0) 0(0.0) 0(0.0) 0.3

문화·술·디자인·방송 6,863(20.5) 2,570(23.0) 4,293(19.2) 727(22.8) 320(21.1)-0.7

미용·숙박·여행·스포츠 271(0.8) 117(1.0) 154(0.7) 0(0.0) 0(0.0) 0.8

건설 5,806(17.3) 3,064(27.4) 2,742(12.3) 684(21.4) 290(19.1)-1.8

기계 7,624(22.7) 1,426(12.8) 6,198(27.7) 749(23.4) 350(23.1)-0.4

재료 1,818(5.4) 628(5.6) 1,190(5.3) 215(6.7) 95(6.3) -0.9

섬유·의복 224(0.7) 72(0.6) 152(0.7) 30(0.9) 15(1.0) -0.3

기· 자 3,153(9.4) 712(6.4) 2,441(10.9) 135(4.2) 110(7.3) 2.1

정보·통신 5,650(16.8) 1,690(15.1) 3,960(17.7) 517(16.2) 250(16.5) 0.3

인쇄·목재·가구·공 878(2.6) 206(1.8) 672(3.0) 55(1.7) 40(2.6) 0.0

환경·에 지·안 666(2.0) 410(3.7) 256(1.1) 60(1.9) 30(2.0) 0.0

계 33,547(100.0)11,175(100.0)22,372(100.0) 3,195(100.0) 1,515(100.0)0.0

<표 Ⅲ-1>목표 모집단  표본집단

3.조사 도구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조사도구로는 질문지를 활용하 다.질문지는 고용가능성,

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경력계획 측정도구

로 구성하 다.이러한 측정도구 가운데 고용가능성은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구성

요인을 도출하여 문항을 직 개발한 조사도구이며,이 외 련 변인들에 한 측정도구는 이

연구에 맞도록 기존 도구를 번안하거나 내용상 일부를 수정하 다.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

구는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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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명 문항수 문항번호

종속변인 고용가능성

직업 구직능력

21

8 Ⅶ-1～8

직업 구직자신감 6 Ⅶ-9～14

노동시장 수요 인식 4 Ⅶ-15～18

취업 기 수 조정 3 Ⅶ-19～21

독립변인

실패내성

감정

18

6 Ⅰ-1～6

행동 6 Ⅰ-7～12

과제난이도선호 6 Ⅰ-13～18

비공식 네트워크 6 Ⅱ-1～6

훈련의

장지향성

훈련과정의 실용성

9

3 Ⅲ-1～3

장학습의 유용성 3 Ⅲ-4～6

학습 이 기회 제공 3 Ⅲ-7～9

경력개발지원

개인개발계획

12

4 Ⅳ-1～4

경력개발학습 4 Ⅳ-5～8

취업 비지원 4 Ⅳ-9～12

학습몰입 10 Ⅴ-1～10

경력계획 6 Ⅵ-1～6

통제변인 성별,연령,학력,결혼,직장경력,훈련기간*,훈련수 * 5 Ⅷ-1～5

주)*사 에 수집된 행정통계 자료 활용

<표 Ⅲ-2>조사도구 구성

가.고용가능성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고용가능성은 ‘고용 획득 직업 성공을 해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과 자신감

을 개발하고,외부 노동시장의 상태를 인식하여,이를 자신의 고용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고용과 련된 종합 인 능력과 신념’을 의미한다.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의 고용가능성 측정도구

를 개발한 차는 [그림 Ⅲ-2]와 같다.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고용가능성 측정도구들을 토 로 고

용가능성의 구성요인을 설정하고,이에 한 비문항을 작성하 다.작성된 문항(안)은 문가집

단의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하 으며, 비조사를 실시한 뒤 본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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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내용

구인화
․선행연구 내용분석에 따른 구인화 모형 설정

․고용가능성 하 역별 개념 구명

⇩

비문항 구성
․핵심요인별 문항 Pool형성

․지시문 반응양식 결정

⇩

내용타당도 검증
․구인화 비문항(안)개발에 한 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문항수정 비조사용 최종 문항 작성

⇩

비조사
․ 비조사 실시 분석:내 일치도,변별도,구인타당도(탐색 요인분석)

․ 비조사 문항 수정 보완

⇩

본조사
․본조사 실시 분석:내 일치도,구인타당도(확인 요인분석)

․최종 측정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보고

[그림 Ⅲ-2]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개발 차

1)구인화

고용가능성 구인화 모형은 상기에서 살펴본 고용가능성 개발 모형(DacrePool& Sewell,

2007;Harvey,2003;Yorke& Knight,2004)과 측정도구(김성남,2009;임언,윤 한,2005;

Johnson,2001;Rothwell&Arnold,2007;Rothwell외,2008)에 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고용가능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 다.고용가능성과 유사개념 등을 측정하고 있는

도구는 고용과 련된 표 인 차원을 기 으로 각 차원들이 유기 으로 연 되어 있으며,

표 인 차원은 크게 고용에 요구되는 직업 구직능력,직업 구직자신감,노동시장 수요 인

식으로 종합할 수 있었다.그리고 고용가능성이 개발되는 차 인 과정을 이론 으로 제시한

Harvey(2003)의 고용가능성 개발 고용 모형은 측정도구의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취업 기 수

조정까지를 고려하여 고용가능성이 개발되어 고용되는 과정을 제시하 다.이 모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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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교육훈련 참여를 통하여 직업 구직에 한 능력을 개발하고,자기성찰을 통하여

최종 인 고용가능성을 개발하지만,실제 인 고용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일자리 수요 등에

한 외부 노동시장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자신의 능력과 기 수 을 노동

시장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이 모형은 고용가능성이 실

제 고용율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고용가능성 개발에서부터 실제 인 고용이 이루어지기 한 노

동시장의 일자리 수요와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추어 자신의 기 수 을 조정하는 것까지를 포

하고 있다.따라서 Harvey(2003)의 고용가능성 개발 고용 모형과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선

행연구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고용가능성 구성요인은 고용에 요구되는 직업 구직능력,직업

구직자신감,노동시장 수요 인식,취업 기 수 조정으로 도출할 수 있고,이를 토 로 [그

림 Ⅲ-3]과 같이 고용가능성 구인화 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Ⅲ-3]고용가능성 구인화 모형

고용가능성의 구성요인별 의미를 살펴보면,직업 구직능력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련 지식,기술,태도 구직활동에 요구되는 능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에 한 인식을 의미한다.직업 구직자신감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잘 구할 수

있고,그 분야에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느낌을 의미한다.그리고 노동시장

수요 인식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 수요가 있는지에 한 인식을 의미

하고,취업 기 수 조정은 고용과 련된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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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문항 작성

구인화 모형을 토 로 고용가능성 측정을 한 비문항을 작성하 다. 비문항 작성에는

구성요인별로 몇 개의 문항을 작성할 것인지가 먼 논의되어야 하는데 일반 으로 최종 검사

에 구성요인별로 3～15개 정도의 문항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Croker&Aligina,1986;

Walsh&Betz,1995).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한 고용가능성에 한 자기 보고식 측

정도구(김성남,2009;Johnson,2001;Rothwell외,2008),진로개발 비도 검사도구(임언,윤

한,2005) Harvey(2003)의 취업 기 수 조정(articulation)에 한 개념을 토 로 고용가능

성 측정도구를 개발하 다.

먼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에 한 활용은 국외 도구(Rothwell외,2008)의 경우 원안을 번안

하고,번역 문가의 교정을 거쳐,이를 다시 실업자 직업훈련의 상황에 맞게 문항을 보완하

으며,국내 다수 연구에서 국외 도구(Johnson,2001)를 번안하여 이미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국내

연구(구 모,2004)에서 사용한 도구를 실업자 직업훈련 상황에 맞게 문항을 보완하 다.둘째,

많은 선행연구 고찰을 토 로 개발된 국내 고용가능성 측정도구(김성남,2009)와 고용가능성과

련된 진로개발 비도 검사도구(임언,윤 한,2005)에서도 련 구성요인의 문항을 추출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상황에 맞게 보완하 다.셋째,연구자가 구인화한 고용가능성의 구성요인이

기존 고용가능성 측정도구 고용가능성과 련된 측정도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해당 구성

요인과 련된 선행연구(Harvey,2003)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이 연구에 맞게 문항을 개발하

다.

이상 선행연구를 번안 내재는 수정·보완 등의 차를 거쳐([부록1]참조),구성요인별로 각

3～8문항씩 총 21문항의 비문항을 개발하 고,개발된 문항에 하여 지시문과 응답양식을

결정하 다.지시문은 응답자들이 연구자가 개념화한 고용가능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

기 때문에 연구자가 정의한 고용가능성의 개념과 고용가능성의 구성요인들의 의미를 제시하

고,각 문항에 하여 본인의 재 생각과 인식 정도에 가장 가까운 응답지에 체크하도록 하

다.측정도구의 반응양식은 고용가능성에 한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를 개발한 선행 연구들의

측정도구를 근거로 하여 “ 그 지 않다(1)”,“그 지 않은 편이다(2)”,“보통이다(3)”,“그런

편이다(4)”,“매우 그 다(5)”등의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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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용타당도 검증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비문항이 실제로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을

측정하기에 타당한지에 한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내용타당도는 직업교육을 공하고 직

업교육훈련 련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연구자 2인과 직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을 담당하

고 있는 훈련교사 2인 재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거의 수료 시 에 가까운 훈련과정)

훈련생 2인 등 총 6인을 상으로 검토를 받았다.

검토 결과,직업 구직능력의 구인에서 직업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의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직업능력을 지식,기술,태도로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고,노동시장 수요 인식의 구인에서

는 재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망에 한 인식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을 구성하는 3개의 문항(‘～시 에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과 기술～’,‘～기업

이 원하는 능력과 기술～’,‘～기업이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을 ‘일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

식을～’,‘일하는데 있어 필요한 문 인 기술을～’,‘일하는데 있어 직업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태도를～’로 수정하 다.그리고 노동시장 수요 인식을 구성하는 기존 3개 문항에 ‘내가 취업하

고자 하는 분야는 향후 일자리 망이 좋다’라는 문항을 추가하여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

야의 재 상황뿐만 아니라,향후 일자리 망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 다.

4) 비조사 본조사

비조사 자료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 분석,문항- 체 상 분석,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고용가능성 측정도구 21개 문항의 내 일치도 계수는 0.966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

며,문항 삭제 시 내 일치도 계수가 증가하는 것은 없었다. 한 하 요인의 내 일치도 계수

역시 직업 구직능력이 0.953,직업 구직자신감이 0.946,노동시장 수요 인식이 0.892,취업

기 수 조정이 0.956등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문항 삭제 시 내 일치도 계수가 증

가하는 것은 없었다.문항의 변별도를 단하기 한 문항- 체 상 분석 결과,고용가능성을

측정하는 21개 문항은 체 고용가능성 값과 0.640～0.849의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나 변별

도가 확보되었다([부록3]참조).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하여 분석에 사용된 상 행렬이나 표본의 크기가 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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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하 다.먼 변수와 사례 수가 합한지를 알아보기 해 Kaiser-Meyer-Olkin의 지수

를 살펴본 결과,0.935로 양호하게 나타났고(Kaiser,1974),Bartlett의 구형성 검증(testof

sphericity)결과에서도 단 행렬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x2=4604.030,df=210,p=.000),이 연구에

서 개발한 측정도구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 추출된 요인으

로 설명된 비율인 공통성(communality)도 0.596～0.955로 합하 고,마지막으로 반 상 행렬

의 각선에 치한 값을 검토함으로써 개별변수의 표본 성을 분석한 결과,행렬의 각선

에 채워진 MSA(MeasureofSampling)값이 체 으로 큰 값(0.883～0.968)을 이루는 반면,

나머지 상 계수는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표본의 상 행렬이 요인분

석에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21개 문항에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3>과 같다.요인추출방식으로 주성분분석,요인회 방식으로 베리멕스를

사용하고,고유값 1을 기 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고용가능성은 총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요인 재값은 모두 해당 역에 하여 0.5이상이었으며,이들 4개 요인은 고용가능

성을 약80%를설명해 주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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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1

(직업 구직능력)

요인2

(직업 구직자신감)

요인3

(노동시장수요인식)

요인4

(취업기 수 조정)
공통성

문항1 .653 .299 .236 .196 .609

문항2 .568 .374 .313 .189 .596

문항3 .735 .313 .271 .198 .751

문항4 .856 .227 .219 .132 .850

문항5 .828 .235 .240 .156 .822

문항6 .848 .256 .201 .176 .855

문항7 .808 .280 .175 .184 .795

문항8 .763 .301 .246 .214 .779

문항9 .352 .786 .270 .175 .853

문항10 .361 .784 .208 .192 .855

문항11 .314 .817 .210 .222 .859

문항12 .349 .652 .347 .342 .787

문항13 .340 .659 .349 .236 .801

문항14 .317 .611 .346 .208 .705

문항15 .355 .216 .747 .192 .767

문항16 .153 .286 .800 .190 .782

문항17 .324 .299 .740 .214 .788

문항18 .330 .223 .668 .317 .704

문항19 .221 .210 .311 .827 .874

문항20 .222 .202 .186 .899 .933

문항21 .214 .220 .206 .904 .955

고유값 12.386 1.691 1.173 1.023

설명변량 60.722 8.288 5.752 5.017

변량 60.722 69.010 74.763 79.779

KMO 0.933

Bartlett x2=4859.933(df=210,p=0.000)

<표 Ⅲ-3>고용가능성 측정도구 탐색  요인분석 결과

한편 본조사에서는 최종 수정된 문항의 신뢰도 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표

Ⅲ-4>참조).먼 고용가능성 21개 문항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내 일치도 계수는 0.942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하 요인별 내 일치도 계수 역시 직업 구직능력이 0.926,직업 구

직자신감이 0.915,노동시장 수요 인식이 0.851,취업 기 수 조정이 0.922등으로 양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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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모든

문항이 각 하 요인에 유의미하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 요인별 요인 재량(표 화

계수)은 직업 구직능력이 0.661～0.867,직업 구직자신감이 0.650～0.917,노동시장 수요

인식이 0.693～0.808,취업 기 수 조정이 0.851～0.932로 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모

형 합도 역시 부분 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가능성 측정도

구의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하 다.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직업 구직능력

문항1 1.000 0.648 - -

문항2 1.197 0.661 0.053 22.406***

문항3 1.293 0.730 0.053 24.341***

문항4 1.795 0.867 0.064 27.914***

문항5 1.816 0.871 0.065 28.004***

문항6 1.782 0.857 0.064 27.670***

문항7 1.652 0.789 0.064 25.914***

문항8 1.623 0.796 0.062 26.114***

직업 구직자신감 　 　 　 　

문항9 1.000 0.881 - -

문항10 1.025 0.917 0.020 51.638***

문항11 0.971 0.890 0.020 48.475***

문항12 0.815 0.701 0.026 31.686***

문항13 0.865 0.743 0.025 34.749***

문항14 0.806 0.650 0.028 28.375***

노동시장 수요 인식 　 　 　 　

문항15 1.000 0.808 - -

문항16 1.008 0.803 0.032 31.356***

문항17 0.981 0.769 0.033 29.946***

문항18 0.823 0.693 0.031 26.583***

취업 기 수 조정 　 　 　 　

문항19 1.000 0.851 - -

문항20 1.075 0.898 0.024 44.797***

문항21 1.113 0.932 0.024 46.908***

주1) 합도 지수:x2=3400.359(df=183,p=0.000),RMR=0.054,GFI=0.810,NFI=0.859,IFI=0.866,CFI=0.865

주2)유의도:***=p<0.001

<표 Ⅲ-4>고용가능성 측정도구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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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패내성 측정도구

실패내성은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이 자신의 스트 스나 역경 등에 하여 정 이고 건설

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김아 ,1994,1997;Kim&Clifford,1988).이 연구에

서는 Clifford(1988)의 실패내성 척도를 김아 (1994,1997,2002)이 한국형 실패내성 척도에 맞

게 개발한 최근 도구(김아 ,2002)를 활용하여,실업자 직업훈련생에게 부합하도록 문항 수정

을 통해 사용하 다.

김아 (2002)의 도구는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업 실패내성을 측정하는 것으로,감정,행

동,과제난이도선호의 세 가지 역으로 이루어져 있고,각 역별 6문항씩 총 18문항을 사용

하여,내 일치도는 0.77～0.87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서는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의 실패에 한

내성을 측정하기 하여 학업 실패내성 척도를 학습상황이 아닌,일반 인 상황에서의 개인

의 실패에 한 내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재구성하기 하여,‘나쁜 성 ’은 ‘실패’로,‘공부를 하

다가 틀리면’은 ‘어떤 것이 잘못되면’으로,‘학교공부 에서’는 ‘무언가를 수행하는데 있어’등으

로 문항을 수정하고,응답범 는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실패내성 측정도구는 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 다. 비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실패내성 18문항 체의 내 일치도 계수는 0.892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하 요인별 내 일치도는 감정이 0.867,행동이 0.856,과제난이도선호가 0.851등으로

비교 양호하 다.따라서 본조사에서는 문항의 표 만을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

정하여 활용하 다.

본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실패내성 18문항 체의 내 일치도 계수는 0.873으

로 양호하게 나타났고,하 요인별 내 일치도도 감정이 0.846,행동이 0.794,과제난이도선호가

0.846등으로 비교 양호하 다.

실패내성 측정도구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5>와 같다.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모든 문항이 각 하 요인에 유의미하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 요

인별 요인 재량(표 화 계수)은 감정이 0.603～0.764,행동이 0.530～0.707,과제난이도선호가

0.541～0.800으로 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모형 합도 역시 부분 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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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감정 　 　 　

문항1 1.000 0.702 - -

문항2 1.148 0.714 0.048 24.019***

문항3 1.138 0.764 0.045 25.471***

문항4 0.967 0.659 0.043 22.357***

문항5 0.982 0.726 0.040 24.395***

문항6 0.990 0.603 0.048 20.574***

행동 　 　 　 　

문항7 1.000 0.660 - -

문항8 1.018 0.658 0.050 20.489***

문항9 0.900 0.530 0.053 17.109***

문항10 1.103 0.707 0.051 21.641***

문항11 1.005 0.600 0.053 19.005***

문항12 0.972 0.625 0.049 19.670***

과제난이도선호 　 　 　 　

문항13 1.000 0.673 - -

문항14 1.097 0.717 0.047 23.499***

문항15 1.088 0.776 0.043 25.062***

문항16 1.000 0.648 0.046 21.519***

문항17 1.159 0.800 0.045 25.632***

문항18 0.828 0.541 0.045 18.296***

주1) 합도 지수:x2=644.469(df=132,p=0.000),RMR=0.036,GFI=0.952,NFI=0.932,IFI=0.946,CFI=0.945

주2)유의도:***=p<0.001

<표 Ⅲ-5>실패내성 측정도구 확인  요인분석 결과

다.비공식  네트워크 측정도구

비공식 네트워크는 훈련기 의 수업 기타 지원활동에서 교강사와 교직원 같은 반

학생들과의 계에서 형성된 공식 인 인 계를 제외한,훈련기 내·외부에서 형성된 비공

식 인 인 계를 의미한다(Johnson,2001;Kaplan,1984).이 연구에서는 Johnson(2001)의 비

공식 네트워크 척도를 장은주(2003)가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생

에게 부합하도록 문항 수정을 통해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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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주(2003)의 도구는 단일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내 일

치도는 0.790이었다.이 도구는 융 종사자들을 상으로 사용된 도구이기 때문에,‘회사’를 ‘훈

련기 ’으로,‘내 직업분야’를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로 수정하고,훈련기 에서 형성되는

공식 인 네트워크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도록 ‘훈련기 이외’ ‘다른 반 학생들’,‘같은 반 학

생들 이외’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그리고 부분의 문항은 자신의 네트워크 크기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지만,1개 문항(동료들은 내가 조직 이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

한다)은 타인이 자신의 네트워크 크기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실업자 직

업훈련생에게는 합하지 않아 제외하고,총 6문항을 사용하 고,응답범 는 5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 다.

비공식 네트워크 측정도구는 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 다. 비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실패내성 6문항 체의 내 일치도 계수는 0.708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본조사에서는 문항의 표 만을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 다.

본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비공식 네트워크 6문항 체의 내 일치도 계수는

0.748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하

요인에 유의미하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6> 참조).요인 재량(표 화 계수)은

0.502～0.645로,4번,5번,6번 문항의 표 화 계수는 상 으로 낮은 수치를 보 으나,일반

으로 0.5이상인 경우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 로 활용하 다.모형 합도 역시

부분 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구인

타당성을 확보하 다.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비공식 네트워크 　 　 　

문항1 1.000 0.610 - -

문항2 0.821 0.645 0.047 17.397***

문항3 0.885 0.634 0.051 17.223***

문항4 0.672 0.549 0.043 15.644***

문항5 0.808 0.502 0.055 14.637***

문항6 0.734 0.552 0.047 15.713***

주1) 합도 지수:x2=89.501(df=9,p=0.000),RMR=0.035,GFI=0.979,NFI=0.946,IFI=0.951,CFI=0.951

주2)유의도:***=p<0.001

<표 Ⅲ-6>비공식  네트워크 측정도구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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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훈련의 장지향성 측정도구

훈련의 장지향성은 훈련생들이 기업 산업체가 요구하는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 로그램이 얼마나 실용 이고 유용하며 학습 이에 도움이

되는지에 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이 연구에서는 국 얼스터 학(University of

Ulster)(2011)의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 검토용 툴킷(EDORT, Student Employability

DevelopmentOpportunitiesReviewToolkit)을 번안하여 이 연구에서 정의한 훈련의 장지향

성의 개념에 합한 직업기술을 효과 으로 개발하는 역을 추출하여 훈련생들이 인식한 훈

련의 장지향성을 측정하 다.

얼스터 학의 툴킷(2011)은 학교육 로그램이 학생들의 고용가능성 개발에 얼마나 기여

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도구로, 학 자체 으로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 제공에 한 교육 로

그램 질 리를 해 사용되고 있다.이 툴킷은 직업기술을 효과 으로 개발하는 역(교육과정,

장학습, 이학습)뿐만 아니라,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역(개인개발계획,경력개발학습,취업

비지원)과 기타 일반기술(진취성·신·창의성) 외활동(학 밖의 활동 참여,과외활동)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연구에서는 기업 산업체가 요구하는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

기 해 훈련 로그램이 얼마나 실용 이고 유용한지를 측정하기 해,직업기술을 효과 으로

개발하게 해주는 교육과정, 장학습, 이학습을 훈련의 장지향성 측정에 활용하 다.

한편,훈련의 장지향성은 훈련 로그램이 얼마나 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운

되고 있는지에 한 훈련의 성격 내지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로그램이 얼마나 실용

인지(이규만,구 모,2007;이용재,2011),유용한지(이은주,2012)등으로 표 될 수 있다.따

라서 얼스터 학의 툴킷에서 훈련의 장지향성으로 추출된 각 요인들의 문항이 담고 있는 의

미를 악하여,‘훈련기 의 훈련과정은 실용 인 기술과 경험을 익히는데 도움을 다’등으로

구성된 ‘훈련과정’을 ‘훈련과정의 실용성’으로,‘훈련기 의 장학습(산업체 탐방이나 장견학,

장실습 등)은 실무를 악하는데 도움을 다’등으로 구성된 ‘장학습’을 ‘장학습의 유용

성’으로,‘훈련기 은 내가 배운 것을 되돌아보고,다른 환경에 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다’등으로 구성된 ‘이학습’을 ‘학습 이 기회 제공’으로 명명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 얼스터 학의 툴킷(2011) 에서 직업기술을 효과 으로 개발하

는 역을 이 연구에서 정의한 훈련의 장지향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하되,구성요인의 명

칭이 훈련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수정하 다.즉 훈련의 장지향성 측정도구를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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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용성, 장학습의 유용성,학습 이 기회 제공의 세 역으로 구성하고,얼스터 학의 툴킷

에서 각 역별로 4문항씩 구성되어 있는 문항을 번안하여,실업자 직업훈련생에게 맞는 문항으

로 재구성하 으며,각 역별로 3문항씩 총 9문항과 응답범 는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

훈련의 장지향성 측정도구는 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 다. 비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훈련의 장지향성 9문항 체의 내 일치도 계수는 0.927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하 요인별 내 일치도는 훈련과정 실용성이 0.931, 장학습 유용성

이 986,학습 이 기회 제공이 0.941등으로 양호하 다.따라서 본조사에서는 문항의 표 만을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 다.

본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훈련의 장지향성 9문항 체의 내 일치도 계수는

0.90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하 요인별 내 일치도도 훈련과정 실용성

이 0.915, 장학습 유용성이 0.982,학습 이 기회 제공이 0.921등으로 매우 양호하 다.

훈련의 장지향성 측정도구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7>과 같다.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모든 문항이 각 하 요인에 유의미하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하 요인별 요인 재량(표 화 계수)은 훈련과정 실용성이 0.858～0.923, 장학습 유용성

이 0.961～0.985,학습 이 기회 제공이 0.881～0.910으로 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모형

합도 역시 부분 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하 다.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훈련과정 실용성 　 　 　

문항1 1.000 0.858 - -
문항2 1.115 0.923 0.024 46.623***

문항3 1.019 0.874 0.024 43.163***

장학습 유용성 　 　 　 　

문항4 1.000 0.961 - -

문항5 1.031 0.985 0.009 110.209***

문항6 1.016 0.975 0.010 101.499***

학습 이 기회 제공 　 　 　 　

문항7 1.000 0.881 - -

문항8 1.104 0.910 0.023 48.851***

문항9 1.027 0.886 0.022 46.626***

주1) 합도 지수:x2=49.501(df=24,p=0.002),RMR=0.010,GFI=0.992,NFI=0.997,IFI=0.998,CFI=0.998

주2)유의도:***=p<0.001

<표 Ⅲ-7>훈련의 장지향성 측정도구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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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력개발지원 측정도구

경력개발지원은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이 자기주도 으로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취업

을 비할 수 있도록 훈련기 에서 정서 으로 지원해주며,정보나 구체 인 능력을 습득하도

록 도와주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성희진,2012;임언 외,2006).이 연구에서는 국 얼스터

학(University ofUlster)(2011)의 고용가능성 개발 기회 검토용 툴킷(EDORT,Student

EmployabilityDevelopmentOpportunitiesReviewToolkit) 에서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역

을 추출하여 훈련생이 인식하는 경력개발지원을 측정하 다.경력개발지원은 개인개발계획,경

력개발학습,취업 비지원의 세 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각 4문항씩 총 12문항과 응답범

는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

경력개발지원 측정도구는 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 다. 비조사 자료에 한 신뢰

도 분석 결과,경력개발지원 12문항 체의 내 일치도 계수는 0.977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하 요인별 내 일치도는 개인개발계획이 0.961,경력개발학습이 0.952,취업

비지원이 0.956등으로 비교 양호하 다.따라서 본조사에서는 문항의 표 만을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 다.

본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경력개발지원 12문항 체의 내 일치도 계수는

0.962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하 요인별 내 일치도도 개인개발계획이

0.945,경력개발학습이 0.932,취업 비지원이 0.920등으로 양호하 다.

경력개발지원 측정도구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8>과 같다.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모든 문항이 각 하 요인에 유의미하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별 요인 재량(표 화 계수)은 개인개발계획이 0.874～0.922,경력개발학습이 0.792～

0.944,취업 비지원이 0.842～0.887로 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모형 합도 역시 부

분 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구인타

당성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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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개인개발계획 　 　 　 ***

문항1 1.000 0.874 - -

문항2 1.006 0.922 0.019 51.997***

문항3 0.997 0.907 0.020 50.164***

문항4 1.020 0.901 0.021 49.401***

경력개발학습 　 　 　 　

문항5 1.000 0.792 - -

문항6 1.306 0.944 0.030 43.304***

문항7 1.309 0.943 0.030 43.230***

문항8 1.178 0.857 0.031 37.674***

취업 비지원 　 　 　 　

문항9 1.000 0.853 - -

문항10 0.962 0.842 0.024 40.781***

문항11 1.073 0.887 0.024 44.738***

문항12 1.080 0.865 0.025 42.709***

주1) 합도 지수:x2=1171.605(df=51,p=0.000),RMR=0.054,GFI=0.875,NFI=0.938,IFI=0.940,CFI=0.940

주2)유의도:***=p<0.001

<표 Ⅲ-8>경력개발지원 측정도구 확인  요인분석 결과

바.학습몰입 측정도구

학습몰입은 직업훈련 상황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생이 학습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학습활

동에 완 히 집 하여 학습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최 의 심리상태를 의미한다(김진호,

2003;이기택,2001;이은주,2001;Wlodkowski,1999;Csikszentmihalyi,1975,1990).이 연구에

서는 Jackson과 Marsh(1996)의 몰입상태 척도(9개 역,36개 문항)를 Martin과 Jackson(2008)

이 목 과 상황에 맞게 간편하게 활용하고자 개발한 2개의 몰입 척도(ShortFlow9문항,Core

Flow10문항) 에서 경험에서 오는 주 인 몰입상태 자체를 측정하는 핵심몰입 척도를 번

안하고,번역 문가의 교정을 받은 후에 실업자 직업훈련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실업자 직업

훈련생의 학습몰입을 측정하 다.

Martin과 Jackson(2008)의 핵심몰입 척도는 단일 역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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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과외활동,수학수업,스포츠활동에서 측정된 각각의 내 일치도는 0.93,0.91,0.94,

0.92로 양호한 수 이었다.한편 이 연구에서 학습몰입 측정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단일 역으로 구성된다.응답범 는 Martin과 Jackson(2008)도구의 응답범 에 따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습몰입 측정도구는 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 다. 비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학습몰입 10문항 체의 내 일치도 계수는 0.94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나,본조사에서는 문항의 표 만을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

다.

본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학습몰입 10문항 체의 내 일치도 계수는 0.929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하

요인에 유의미하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9> 참조).요인 재량(표 화 계수)은

0.613～0.841로 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모형 합도 역시 부분 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하 다.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비공식 네트워크 　 　 　

문항1 1.000 0.823 - -

문항2 0.943 0.729 0.030 31.238***

문항3 0.917 0.759 0.028 33.037***

문항4 1.028 0.822 0.028 37.101***

문항5 0.950 0.824 0.025 37.289***

문항6 0.702 0.613 0.028 24.968***

문항7 0.998 0.836 0.026 38.119***

문항8 0.918 0.629 0.036 25.802***

문항9 0.962 0.697 0.033 29.423***

문항10 1.070 0.841 0.028 38.423***

주1) 합도 지수:x2=477.479(df=35,p=0.000),RMR=0.026,GFI=0.934,NFI=0.949,IFI=0.953,CFI=0.953

주2)유의도:***=p<0.001

<표 Ⅲ-9>학습몰입 측정도구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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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력계획 측정도구

경력계획은 경력에 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해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한 행동의 과정을 의미한다(임범식,탁진국,2002;Feldman,1988;Hall,1971;

Schein,1996).이 연구에서는 Gould(1979)가 개발한 경력계획 도구를 임범식(2001)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IT업계 종사자의 경력계획을 측정한 도구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상황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 다.임범식(2001)의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내 일치도는 0.84로

양호한 수 이었다.

이 연구에서 경력계획 측정도구는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단일 역으로 구성된다.

응답범 는 임범식(2001)도구의 응답범 에 따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경력계획 측정도구는 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 다. 비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경력계획 10문항 체의 내 일치도 계수는 0.914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본조사에서는 문항의 표 만을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 다.

본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경력계획 6문항 체의 내 일치도 계수는 0.881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하

요인에 유의미하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0>참조).요인 재량(표 화 계수)은

0.670～0.840으로 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모형 합도 역시 부분 합도 지수가 수

용 가능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가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하 다.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경력계획 　 　 　

문항1 1.000 0.762 - -

문항2 0.984 0.741 0.035 28.150***

문항3 0.807 0.670 0.032 25.201***

문항4 1.293 0.813 0.041 31.176***

문항5 1.307 0.840 0.041 32.248***

문항6 0.894 0.642 0.037 24.025***

주1) 합도 지수:x2=1030.048(df=9,p=0.000),RMR=0.038,GFI=0.866,NFI=0.898,IFI=0.900,CFI=0.899

주2)유의도:***=p<0.001

<표 Ⅲ-10>경력계획 측정도구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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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별 모니터링 요원을 내부

력자로 지정하고,질문지 발송 방문조사와 응답지 수거의 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먼

목표 모집단으로 선정된 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훈련이므로,인력공단의 각 지방조직에서 훈련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모니터링 요

원을 내부 력자로 지정하고,설문조사 조에 한 문서를 시행하여,모니터링 요원에게 연

구목 과 조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조사 상으로 선정된 훈련기 의 훈련과정에 속한 훈련

생 수만큼 질문지를 발송하 다.설문조사 응답지 수거 시에는 훈련과정별로 구분된 투에

당일 출석생 수와 회수부수를 기재토록 하고, 할 지역에 할당된 조사 상의 설문조사가 모두

완료되면 응답지를 모두 취합하여,연구자에게 우편 발송토록 하 다.

자료 배포 수집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자료수집 결과는

<표 Ⅲ-11>과 같다.총 1,515부의 질문지 1,50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9.2%이었다.자료

수집 시 이 연구에서 정의한 실업자 직업훈련생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교나 학교에 재학

인 훈련생은 제외하고 질문지를 배포 수집하 으며,회수된 1,503부 1문항 이상에 응

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72부를 제외하고,총 1,431명(유효 회수율 94.5%)의 자료

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분야 조사 상
자료수집 유효응답

회수인원 회수율 유효응답 인원 유효 회수율
경 ·회계·사무 15(1.0) 10(0.7) 66.7 10(0.7) 66.7
보건·의료 0(0.0) 0(0.0) - 0(0.0) -
문화·술·디자인·방송 320(21.1) 312(20.8) 97.5 291(20.3) 90.9
미용·숙박·여행·스포츠 0(0.0) 0(0.0) - 0(0.0) -
건설 290(19.1) 340(22.6) 117.2 336(23.5) 115.9
기계 350(23.1) 348(23.2) 99.4 344(24.0) 98.3
재료 95(6.3) 84(5.6) 88.4 77(5.4) 81.1
섬유·의복 15(1.0) 17(1.1) 113.3 17(1.2) 113.3
기· 자 110(7.3) 84(5.6) 76.4 77(5.4) 70.0
정보·통신 250(16.5) 245(16.3) 98.0 218(15.2) 87.2
인쇄·목재·가구·공 40(2.6) 33(2.2) 82.5 32(2.2) 80.0
환경·에 지·안 30(2.0) 30(2.0) 100.0 29(2.0) 96.7

계 1,515(100.0) 1,503(100.0) 99.2 1,431(100.0) 94.5

<표 Ⅲ-11>분야별 자료수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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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087 76.0

여자 344 24.0

연령

(평균 만30.4세)

10 22 1.5

20 912 63.7

(표 계속)

<표 Ⅲ-12>연구 상의 일반  특성

조사 상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은 <표 Ⅲ-12>와 같다.성별은 남자 훈련생(76.0%)이 여자

훈련생(24.0%)에 비해 더 많았으며, 체 훈련생의 평균 연령은 만 30.4세로 주로 20～30 의

비 이 체 83.9%를 차지하 다. 체 응답 훈련생의 최종학력은 졸(47.4%),고졸(28.9%),

문 졸(20.5%)등의 순으로 나타났고,결혼 여부는 미혼 훈련생(80.8%)이 기혼 훈련생(17.8%)

에 비해 더 많았으며,과거 직장경력은 없음이 40.9%인 반면,나머지 59.1%는 직장경력을 보유

하고 있으나,6년 미만이 36.5%를 차지하 다.그리고 훈련생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훈련 로

그램의 훈련기간은 5개월(32.3%),3개월(27.6%),4개월(14.6%),10개월(11.3%)의 등의 순으로 비

이 높게 나타났고,훈련수 은 기능지원이 62.3%인 반면, 문기술은 37.7%로 나타났다.

이 게 수집된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과 최근 매년 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한

25,000여명 이상의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일반 인 특성(<표 Ⅱ-1>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

생의 일반 특성 참조)을 비교해 보면,남자의 비 이 월등히 높고,고교재학 학재학을

제외한 경우 20～30 비 이 높으며, 졸과 고졸의 비 이 높게 나타난 공통 인 특성을 지

니고 있어,최종 으로 분석에 활용될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은 매년 국가기간·략산업직종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특성을 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제한에서도 제시하 듯이 이 연구에서 최종 으로 분석에 활용된 훈련생의

일반 인 특성 연령과 학력은 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특성(<표 Ⅱ-1>실업자 직업훈련

생의 일반 특성 총계 참조)을 잘 반 하고 있지만,여성보다 남성의 비 이 더 높게 나타난

성별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이는

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은 기계 등 기술 직종이 많아 남성의 비 이 높은 반면, 체 실업

자 직업훈련의 89.4%를 차지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는 사무 리 음식서비스 등 여성 친

화 직종인 서비스 분야가 많아 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성별이 여성의 비 이 더 높게 나타

났기 때문이다.



- 104 -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평균 만30.4세)

30 288 20.1

40 121 8.5

50 52 3.6

60 이상 36 2.5

최종학력

졸 이하 21 1.5

고졸 413 28.9

문 졸 294 20.5

졸 678 47.4

학원졸 이상 25 1.7

결혼 여부

미혼 1,156 80.8

기혼 255 17.8

기타(이혼/사별/별거 등) 20 1.4

직장경력

(평균 4.1년)

없음 585 40.9

1년 미만 93 6.5

1년 이상 ～ 3년 미만 241 16.8

3년 이상 ～ 6년 미만 189 13.2

6년 이상 ～ 9년 미만 93 6.5

9년 이상 ～ 12년 미만 78 5.5

12년 이상 ～ 15년 미만 25 1.7

15년 이상 ～ 18년 미만 33 2.3

18년 이상 ～ 21년 미만 35 2.4

21년 이상 ～ 24년 미만 8 0.6

24년 이상 ～ 27년 미만 8 0.6

27년 이상 ～ 30년 미만 4 0.3

30년 이상 39 2.7

훈련기간

(평균 5.1개월)

3개월 395 27.6

4개월 209 14.6

5개월 462 32.3

6개월 96 6.7

7개월 16 1.1

8개월 24 1.7

9개월 41 2.9

10개월 162 11.3

11개월 4 0.3

12개월 22 1.5

훈련수
기능지원 891 62.3

문기술 540 37.7

계 1,4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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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 에 따라 변인들 간의 계를 구명하기 하여 빈도,평균,표 편

차,백분율 등의 기술통계, 계 회귀분석(hierarchicalmultipleregressionanalysis)등을 활

용하 다(<표 Ⅲ-13>참조).

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

발지원,학습몰입,경력계획 고용가능성의 수 을 측정하기 해 빈도,평균,표 편차,백분

율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고,다음으로 이 연구의 주요 목 인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

성과 련 변인들 간의 계를 구명하기 하여 선행연구에서 고용가능성 는 유사한 개념(취

업 등)에 향을 미치고 있는 성별(구 모,2004;김구,2010;이규만,구 모,2007;진재문,

2000;한국산업인력공단,2011;황 훈,2008;Ashenfelter,1978),연령(김구,2010;김재 ,2011;

이규만,구 모,2007;장홍근,2003;한국산업인력공단,2011,2012b;황 훈,2008;Ashenfelter,

1978;Bretz외,1994;Luciano,1997;Meyer,1990),학력(이규만,구 모,2007;장홍근,2003;

한국산업인력공단,2011;Bretz외,1994;Luciano,1997;Meyer,1990),결혼(김구,2010;장홍근,

2003;한국산업인력공단,2012b;황 훈,2008;Meyer,1990),직장경력(이규만,구 모,2004)과

훈련기간(재식,2008;장홍근,2003)을 통제하고,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의 특성상 지원·

기능인력과 문·기술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훈련 로그램의 기술 수 을 통제한 상태에

서 고용가능성과 각 변인 간의 향 계를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 다.그리고 각 변인의 하

요인들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각 변인의 하 요인들을 투입하여 하

요인들의 향력을 다 회귀분석으로 구명하 고, 한 고용가능성에 한 모든 변인들의 상

인 향력의 크기를 검증하기 하여 모든 변인을 투입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한 학습몰입과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Baron&Kenny(1986)가 제시한

매개변인 분석 모형(mediatormodel)에 근거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분석에는 WindowsSPSS20.0 로그램을 활용하고, 체 인 통계분석에서의 유의도

수 은 .05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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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통계방법

첫째,훈련생의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은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계

회귀분석

H1-1.실패내성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2.비공식 네트워크는 고용가능성에직 으로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3.훈련의 장지향성은 고용가능성에직 으로정 인 향을미칠것이다.

H1-4.경력개발지원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5.학습몰입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6.경력계획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실패내성,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은 학습

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계

회귀분석

(매개변인

분석)

H2-1.실패내성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2.훈련의 장지향성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3.경력개발지원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

학습몰입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계

회귀분석

(매개변인

분석)

H3-1.비공식 네트워크는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2.훈련의 장지향성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3.경력개발지원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4.학습몰입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표 Ⅲ-13>가설별 자료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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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 결과 논의

1.측정변인의 일반  특성

가.변인의 기술통계량

이 연구에서 측정한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경력계획에 한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

과 같다.5 기 으로 환산된 평균은 고용가능성이 3.52,실패내성이 3.61,비공식 네트워크

가 3.10,훈련의 장지향성이 3.35,경력개발지원이 3.63,학습몰입이 3.78,경력계획이 3.78로

나타났다.

구분
이론
구간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5 환산
평균

고용가능성 21～105 35 105 74.22 12.703 3.52
직업 구직능력 8～40 8 40 28.99 5.786 3.63
직업 구직자신감 6～30 6 30 21.30 4.439 3.55
노동시장 수요 인식 4～20 4 20 13.07 3.223 3.27
취업 기 수 조정 3～15 3 15 10.85 2.153 3.62
실패내성 18～90 29 90 64.92 8.821 3.61
감정 6～30 8 30 21.75 4.383 3.63
행동 6～30 8 30 22.72 3.304 3.79
과제난이도선호 6～30 8 30 20.44 3.820 3.41
비공식 네트워크 6～30 6 30 18.62 3.894 3.10
훈련의 장지향성 9～45 9 45 30.11 7.711 3.35
훈련과정 실용성 3～15 3 15 11.62 2.299 3.87
장학습 유용성 3～15 3 15 8.04 4.399 2.68
학습 이 기회 제공 3～15 3 15 10.45 2.859 3.48
경력개발지원 12～60 12 60 43.51 9.599 3.63
개인개발계획 4～20 4 20 14.67 3.389 3.67
경력개발학습 4～20 4 20 14.16 3.612 3.54
취업 비지원 4～20 4 20 14.68 3.405 3.67
학습몰입 10～50 10 50 37.84 6.481 3.78
경력계획 6～30 6 30 22.68 4.260 3.78
주1)n=1,431

주2)응답범 :5 리커트 척도(① 그 지 않다 ～ ⑤매우 그 다)

<표 Ⅳ-1>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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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능성은 4개의 하 요인과 각 하 요인별로 문항 수(3～8개)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지

만,연구자가 구인화한 각 하 요인들이 균등하게 고용가능성을 표할 수 있도록 각 하 요인

의 평균을 산정하여 고용가능성의 평균을 산출하 다.5 기 으로 환산된 고용가능성의 평균

은 3.52로 보통보다 높은 수 이며,각 하 요인별로는 직업 구직능력이 3.63,직업 구직

자신감이 3.55,노동시장 수요 인식이 3.27,취업 기 수 조정이 3.62로 반 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 이지만,노동시장 수요 인식은 다른 하 요인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이

는 고용과 련된 능력을 습득함으로써,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

의 기 수 을 조정하는 등 개인이 스스로 조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상 으로 높은 반면,노

동시장 수요 인식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 인 요인으로 지역사회 련 분야의 일자리 수요

와 련된 부분이기에 개인이 스스로 조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므로,다른 하 요인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 변인 실패내성의 평균은 3.61로 보통보다 높은 수 이며,하

요인은 감정이 3.63,행동이 3.79,과제난이도선호가 3.41로 반 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 이지

만,과제난이도선호는 다른 하 요인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이는 실업자 직업훈련

생의 특성상 신규 는 재취업을 하여 스스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취업에 요구되는 직업

구직 련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는 등 재 자신이 처한 실업상태를 극복하기 한 행

동 ,감정 인 내성은 높지만,취업이 되지 않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기

술을 취업할 수 있는 수 으로 습득하기 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한 것이므로, 재 보다 더 어

려운 일에 시도하고 도 하고자하는 과제난이도선호는 다른 하 요인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비공식 네트워크의 평균은 3.10으로 보통보다 조 높은 수

으로,다른 변인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는 조사에 응답한 훈련생의 과거 직장경력이

없거나 3년 미만인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과거 직장 내에서의 인 계망이

그다지 넓지 않은 훈련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 선·후배 계 동아리 활동 등

유 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학교육과는 달리 직업훈련은 부분 1년 미만 단기로 운 되

기 때문에 동일한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들과는 교류가 상 으로 으므로,비공

식 네트워크는 다른 변인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훈련 로그램 특성 변인 훈련의 장지향성의 평균은 3.35로 보통보다 조 높은 수 이며,

하 요인은 훈련과정 실용성이 3.87,학습 이 기회 제공이 3.48로 보통보다 높은 수 이지만,

장학습 유용성은 2.68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이는 훈련생이 참여하고 있는 로그램의

훈련내용이 체로 실용 이고,학습 이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훈련기 이 제공하는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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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따라서 산업체 탐방이나 장실습 등 장에 직 배치되어 실무를 할 수 있는 장학

습의 기회가 로그램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학습 유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

났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경력개발지원의 평균은 3.63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 이며,개인개발

계획이 3.67,경력개발학습이 3.54,취업 비지원이 3.67로 반 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습몰입과 경력계획의 평균은 각각 3.78로 동일하게 다른 변인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몰입과 경력계획은 훈련기 이 제공하는 로그램의 특성을 통해 훈련생들이 학습에 보다

몰입하고,경력계획을 보다 구체 으로 수립하게 되는 것이므로,다른 변인에 비해 상 으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나.변인의 상 계 분석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이 인식한 고용가능성과 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

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 경력계획의 상 계는 <표 Ⅳ-2>와 같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고용가능성은 모든 련 변인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특히,고용가능성은 훈련 로그램 특성 변인으로 구성된 경력개발지원(r=.686)과 높은

정 상 을 보 고,하 요인인 취업 비지원(r=.659),경력개발학습(r=.621),개인개발계획

(r=.620)순으로 높은 상 을 보 다.다음으로 고용가능성은 훈련의 장지향성(r=.592)과 높은

정 상 을 보 고,하 요인인 학습 이 기회 제공(r=.580)과 훈련과정 실용성(r=.555)과는 높

은 정 상 을 보이고 있지만, 장학습 유용성(r=.371)과는 간정도의 정 상 을 보 다.

그리고 고용가능성은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 변인인 실패내성(r=.409) 비공식 네트

워크(r=.381)와는 간정도의 정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실패내성의 경우 감정

(r=.338) 행동(r=.380)은 고용가능성과 간정도의 상 을 보이고 있지만,과제난이도선호

(r=.228)는 낮은 정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용가능성은 매개변인과의 계에서 높은 정 상 을 보 고,학습몰입(r=.577),경력

계획(r=.519)순으로 고용가능성과 높은 정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고용가능성과 통제변인과의 계에서 고용가능성은 성별(여자,r=-.081),결혼여부(기혼,

r=-.072)와 매우 낮은 부 상 을,연령(r=-.129),직장경력(r=-.117)과는 낮은 부 상 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고,학력,훈련기간,훈련수 과는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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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1-1 1-2 1-3 1-4 2 2-1 2-2 2-3 3 4 4-1 4-2 4-3 5 5-1 5-2 5-3 6 7 8 9 10 11 12 13 14
1.고용가능성 1
1-1.직업 구직능력 .812** 1
1-2.직업 구직자신감 .857**.688** 1
1-3.노동시장 수요 인식 .780**.484**.562** 1
1-4.취업 기 수 조정 .696**.399**.452**.364** 1
2.실패내성 .409**.315**.440**.269**.267** 1
2-1.감정 .338**.266**.358**.242**.197**.759** 1
2-2.행동 .380**.296**.408**.252**.243**.782**.380** 1
2-3.과제난이도선호 .228**.164**.252**.125**.181**.760**.277**.504** 1
3.비공식 네트워크 .381**.369**.389**.221**.227**.385**.309**.335**.244** 1
4.훈련의 장지향성 .592**.661**.524**.389**.297**.269**.236**.258**.127**.331** 1
4-1.훈련과정 실용성 .555**.637**.476**.365**.276**.265**.206**.283**.132**.295**.730** 1
4-2. 장학습 유용성 .371**.409**.337**.232**.194**.172**.179**.144**.069**.227**.837**.333** 1
4-3.학습 이 기회 제공 .580**.641**.510**.399**.279**.247**.197**.246**.131**.306**.822**.652**.450** 1
5.경력개발지원 .686**.817**.592**.429**.332**.261**.231**.257**.116**.313**.691**.667**.415**.690** 1
5-1.개인개발계획 .620**.714**.553**.393**.298**.286**.230**.297**.139**.312**.662**.638**.391**.670**.899** 1
5-2.경력개발학습 .621**.769**.520**.372**.303**.208**.192**.201**.085**.274**.609**.582**.375**.599**.929**.729** 1
5-3.취업 비지원 .659**.777**.566**.422**.319**.231**.218**.214**.098**.281**.644**.628**.382**.643**.939**.766**.833** 1
6.학습몰입 .577**.580**.536**.370**.338**.418**.295**.414**.267**.315**.455**.492**.251**.444**.512**.481**.452**.484** 1
7.경력계획 .519**.496**.491**.347**.304**.439**.362**.384**.265**.356**.332**.345**.198**.315**.420**.416**.352**.397**.480** 1
8.성별 -.081**-.088**-.088**-.088**.011-.142**-.104**-.119**-.106**-.065*-.115**-.085**-.095**-.096**-.108**-.100**-.089**-.109**-.127**-.150** 1
9.연령 -.129**.003-.128**-.161**-.114**-.023-.123**.051 .043-.011-.001-.011.023-.029-.028-.039-.013-.026.142**-.081**-.098** 1
10.학력 -.028-.048.030-.070**.003.079**.017.089**.085**.009-.075**-.094**-.032-.076**-.110**-.055*-.139**-.107**-.002.086**.010-.113** 1
11.결혼여부 -.072**.024-.060*-.114**-.071**.009-.058*.059* .036 .010 .029 .008 .037 .016 .011-.007.029 .008.143**-.085**.079**.701**-.144** 1
12.직장경력 -.117**.007-.128**-.157**-.082**-.042-.108**.015 .014-.016-.021-.020-.005-.031-.023-.052*-.002-.011.128**-.087**-.080**.833**-.200**.611** 1
13.훈련기간 .045.058*-.007.069**.018-.092**-.045-.103**-.072**-.085**.060*.060* .016.089**.078**.017.117**.078**.051-.068**.060*.172**-.383**.196**.192** 1
14.훈련수 -.051-.111**-.009-.045.004.101**.061*.075**.098**.046-.079**-.100**-.005-.125**-.146**-.049-.196**-.154**-.114**.074**-.087**-.247**.437**-.284**-.303**-.439** 1
*p<0.05,**p<0.01

<표 Ⅳ-2>측정변인들 간의 상 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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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multicollonearity)진단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련 변인의 계를 검증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에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검할 필요가 있다.다 공선성은

독립변인들 간의 상 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다 공선성이 존재하게 되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독립변인의 변량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진다(최동선,2003).이 연

구에서 측정한 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경력

계획과 그 하 요인들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용가

능성에 한 향 계를 구명하기 에 반드시 독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다 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이 연구에서는 댜 회귀분석을 통한 공

차한계(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arianceInflationFactor,VIF)를 사용하 다.일반 으로

공차한계가 1에 가까울수록,변량팽창계수가 10미만일수록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단하고,

공차한계가 0에 가까울수록,변량팽창계수가 10이상일수록 다 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김두섭,강남 ,2000;양병화,1998;최동선,2003).이 연구에서 각 변인의 공차한계는 0.455～

0.769이며,변량팽창계수는 1.300～2.196으로 나타나,독립변인들은 어느 정도의 상 계를 가

지고 있으나,심각한 다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표 Ⅳ-3>참조).

변량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실패내성 0.706 1.416

비공식 네트워크 0.769 1.300

훈련의 장지향성 0.497 2.011

경력개발지원 0.455 2.196

학습몰입 0.603 1.660

경력계획 0.652 1.535

<표 Ⅳ-3>공차한계와 변량팽창계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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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의 계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기 하여 성별,

연령,학력,결혼여부,직장경력,훈련기간,훈련수 을 통제한 상태에서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 로그램 특성(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

습몰입,경력계획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리고 하

요인으로 구성된 독립변인의 경우 해당 하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계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마지막으로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 인 향력의 크기

를 검증하기 하여 모든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가.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실패내성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패내성을 독립변인으로,고용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고용가능성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38.407*** 　 13.786***

통제변인주1

성별(여자) -.116 -4.295*** -.053 -2.147*

연령 -.148 -2.709** -.119 -2.384*

학력(졸) .004 .136 .018 .633

학력(졸이상) -.004 -.117 -.029 -.895

결혼(기혼) .051 1.307 .004 .121

직장경력 -.068 -1.411 -.054 -1.219

훈련기간 .042 1.404 .060 2.210*

훈련수 (문기술) -.082 -2.571* -.100 -3.442***

독립변인 실패내성 .417 17.262***

R2(△R2) 0.039 0.206(0.167)

R2adj 0.034 0.201

F 7.251*** 40.900***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4>고용가능성에 한 실패내성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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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실패내성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한 실패내성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실패내성(β

=0.417,p<0.001)은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실패내성이 고용가능성을 16.7%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0.900,p<0.001).이에 따라 실패내성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

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추가 으로 고용가능성에 한 실패내성 하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5>와 같다.실

패내성 감정(β=0.196,p<0.001),행동(β=0.305,p<0.001)은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지만,과제난이도선호(β=0.039,p>0.05)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이러한 요인들이 고용가능성을 18.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7.710,p<0.001).

그리고 고용가능성에 한 실패내성 하 요인의 향력의 크기는 행동,감정 순이었다.

구분

종속변인:고용가능성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38.407*** 　 12.791***

통제변인주1

성별(여자) -.116 -4.295*** -.050 -2.040*

연령 -.148 -2.709** -.117 -2.380*

학력(졸) .004 .136 .015 .528

학력(졸이상) -.004 -.117 -.028 -.888

결혼(기혼) .051 1.307 -.007 -.207

직장경력 -.068 -1.411 -.049 -1.116

훈련기간 .042 1.404 .069 2.543*

훈련수 (문기술) -.082 -2.571* -.095 -3.304***

실패내성

감정 .196 7.584***

행동 .305 10.681***

과제난이도선호 .039 1.442

R2(△R2) 0.039 0.226(0.187)

R2adj 0.034 0.220

F 7.251*** 37.710***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5>고용가능성에 한 실패내성 하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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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공식  네트워크와 고용가능성의 계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를 독립변인으로,고용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

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구분

종속변인:고용가능성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38.407*** 　 22.656***

통제변인주1

성별(여자) -.116 -4.295*** -.090 -3.620***

연령 -.148 -2.709** -.130 -2.574*

학력(졸) .004 .136 .025 .903

학력(졸이상) -.004 -.117 .005 .162

결혼(기혼) .051 1.307 .022 .619

직장경력 -.068 -1.411 -.064 -1.430

훈련기간 .042 1.404 .075 2.706**

훈련수 (문기술) -.082 -2.571* -.088 -2.960**

독립변인 비공식 네트워크 .384 15.915***

R2(△R2) 0.039 0.185(0.145)

R2adj 0.034 0.179

F 7.251*** 35.733***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6>고용가능성에 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회귀분석 결과

H1-2.비공식 네트워크는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비공

식 네트워크(β=0.384,p<0.001)는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비공식 네트워크

가 고용가능성을 1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5.733,p<0.001).이에 따라 비공식 네

트워크가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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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

훈련기 이 제공한 훈련의 장지향성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훈련의 장지향성을 독립변인으로,고용가능성

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구분

종속변인:고용가능성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38.407*** 　 25.122***

통제변인주1

성별(여자) -.116 -4.295*** -.036 -1.618

연령 -.148 -2.709** -.142 -3.218**

학력(졸) .004 .136 .040 1.610

학력(졸이상) -.004 -.117 .026 .915

결혼(기혼) .051 1.307 .004 .118

직장경력 -.068 -1.411 -.004 -.098

훈련기간 .042 1.404 .027 1.100

훈련수 (문기술) -.082 -2.571* -.038 -1.456

독립변인 훈련의 장지향성 .586 27.391***

R2(△R2) 0.039 0.371(0.332)

R2adj 0.034 0.367

F 7.251*** 93.208***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7>고용가능성에 한 훈련의 장지향성의 회귀분석 결과

H1-3.훈련의 장지향성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한 훈련의 장지향성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훈련

의 장지향성(β=0.586,p<0.001)은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훈련의 장지향성

이 고용가능성을 3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3.208,p<0.001).이에 따라 훈련의 장

지향성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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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으로 고용가능성에 한 훈련의 장지향성 하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8>

과 같다.훈련의 장지향성 훈련과정 실용성(β=0.302,p<0.001), 장학습 유용성(β=0.129,

p<0.001),학습 이 기회 제공(β=0.316,p<0.001)은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이러한 요인들이 고용가능성을 38.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3.007,

p<0.001).그리고 고용가능성에 한 훈련의 장지향성 하 요인의 향력의 크기는 학습 이

기회 제공,훈련과정 실용성, 장학습 유용성 순이었다.

구분

종속변인:고용가능성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38.407*** 　 19.941***

통제변인주1

성별(여자) -.116 -4.295*** -.031 -1.459

연령 -.148 -2.709** -.132 -3.098**

학력(졸) .004 .136 .031 1.294

학력(졸이상) -.004 -.117 .029 1.067

결혼(기혼) .051 1.307 .010 .320

직장경력 -.068 -1.411 -.003 -.071

훈련기간 .042 1.404 .023 .971

훈련수 (문기술) -.082 -2.571* -.013 -.522

훈련의

장지향성

훈련과정 실용성 .302 11.257***

장학습 유용성 .129 5.647***

학습 이 기회 제공 .316 11.078***

R2(△R2) 0.039 0.419(0.380)

R2adj 0.034 0.414

F 7.251*** 93.007***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8>고용가능성에 한 훈련의 장지향성 하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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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

훈련기 이 제공한 경력개발지원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

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경력개발지원을 독립변인으로,고용가능성을 종속변

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고용가능성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38.407*** 　 19.260***

통제변인주1

성별(여자) -.116 -4.295*** -.020 -.980

연령 -.148 -2.709** -.094 -2.347*

학력(졸) .004 .136 .033 1.467

학력(졸이상) -.004 -.117 .044 1.710

결혼(기혼) .051 1.307 -.003 -.118

직장경력 -.068 -1.411 -.017 -.471

훈련기간 .042 1.404 .035 1.585

훈련수 (문기술) -.082 -2.571* .018 .747

독립변인 경력개발지원 .686 35.134***

R2(△R2) 0.039 0.486(0.447)

R2adj 0.034 0.483

F 7.251*** 149.193***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9>고용가능성에 한 경력개발지원의 회귀분석 결과

H1-4.경력개발지원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한 경력개발지원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경력개발

지원(β=0.686,p<0.001)은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경력개발지원이 고용가능성을

4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49.193,p<0.001).이에 따라 경력개발지원이 실업자 직업

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4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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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으로 고용가능성에 한 경력개발지원 하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10>과 같

다.경력개발지원 개인개발계획(β=0.231,p<0.001),경력개발학습(β=0.171,p<0.001),취업

비지원(β=0.340,p<0.001)은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러한 요

인들이 고용가능성을 44.9%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3.240,p<0.001).그리고 고용가능성

에 한 경력개발지원 하 요인의 향력의 크기는 취업 비지원,개인개발계획,경력개발학습

순이었다.

구분

종속변인:고용가능성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38.407*** 　 19.037***

통제변인주1

성별(여자) -.116 -4.295*** -.018 -.924

연령 -.148 -2.709** -.092 -2.298*

학력(졸) .004 .136 .033 1.480

학력(졸이상) -.004 -.117 .041 1.608

결혼(기혼) .051 1.307 -.001 -.052

직장경력 -.068 -1.411 -.020 -.570

훈련기간 .042 1.404 .036 1.649

훈련수 (문기술) -.082 -2.571* .017 .705

경력개발지원

개인개발계획 .231 7.452***

경력개발학습 .171 4.739***

취업 비지원 .340 8.948***

R2(△R2) 0.039 0.489(0.449)

R2adj 0.034 0.485

F 7.251*** 123.240***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10>고용가능성에 한 경력개발지원 하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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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학습몰입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학습몰입을 독립변인으로,고용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구분

종속변인:고용가능성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38.407*** 　 16.308***

통제변인주1

성별(여자) -.116 -4.295*** -.028 -1.298

연령 -.148 -2.709** -.152 -3.477***

학력(졸) .004 .136 -.006 -.257

학력(졸이상) -.004 -.117 -.054 -1.925

결혼(기혼) .051 1.307 -.019 -.621

직장경력 -.068 -1.411 -.077 -1.980*

훈련기간 .042 1.404 .035 1.479

훈련수 (문기술) -.082 -2.571* -.012 -.455

독립변인 학습몰입 .605 28.340***

R2(△R2) 0.039 0.386(0.347)

R2adj 0.034 0.382

F 7.251*** 99.318***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11>고용가능성에 한 학습몰입의 회귀분석 결과

H1-5.학습몰입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한 학습몰입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학습몰입(β

=0.605,p<0.001)은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학습몰입이 고용가능성을 34.7%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9.318,p<0.001).이에 따라 학습몰입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

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5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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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경력계획과 고용가능성의 계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경력계획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경력계획을 독립변인으로,고용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고용가능성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38.407*** 　 18.701***

통제변인주1

성별(여자) -.116 -4.295*** -.035 -1.476

연령 -.148 -2.709** -.112 -2.403*

학력(졸) .004 .136 .000 .008

학력(졸이상) -.004 -.117 -.042 -1.406

결혼(기혼) .051 1.307 .047 1.411

직장경력 -.068 -1.411 -.051 -1.228

훈련기간 .042 1.404 .051 1.990*

훈련수 (문기술) -.082 -2.571* -.080 -2.917**

독립변인 경력계획 .517 22.804***

R2(△R2) 0.039 0.297(0.257)

R2adj 0.034 0.292

F 7.251*** 66.577***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12>고용가능성에 한 경력계획의 회귀분석 결과

H1-6.경력계획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한 경력계획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경력계획(β

=0.517,p<0.001)은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경력계획이 고용가능성을 25.7%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6.577,p<0.001).이에 따라 경력계획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

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6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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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 모두는 각각 실업

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용가능성

에 한 각 변인들의 상 향력의 크기를 검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훈

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을 모두 독립변인으로,고용가

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고용가능성에

한 각 독립변인들의 향력의 크기는 경력개발지원(β=0.363,p<0.001)이 가장 큰 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학습몰입(β=0.215,p<0.001),훈련의 장지향성(β=0.149,p<0.001),경력계획(β=0.140,

p<0.001),실패내성(β=0.105,p<0.001),비공식 네트워크(β=0.067,p<0.001)순으로 향을 미치

며,이러한 변인들은 고용가능성을 58.1%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65.135,p<0.001).

구분

종속변인:고용가능성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38.407*** 　 4.915***

통제변인주1

성별(여자) -.116 -4.295*** .029 1.666

연령 -.148 -2.709** -.099 -2.871**

학력(졸) .004 .136 .031 1.588

학력(졸이상) -.004 -.117 -.004 -.166

결혼(기혼) .051 1.307 -.033 -1.319

직장경력 -.068 -1.411 -.018 -.602

훈련기간 .042 1.404 .045 2.353*

훈련수 (문기술) -.082 -2.571* .002 .111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 변인

실패내성 .105 5.323***

비공식 네트워크 .067 3.543***

훈련 로그램

특성 변인

훈련의 장지향성 .149 6.376***

경력개발지원 .363 14.692***

학습몰입 변인 학습몰입 .215 9.864***

경력계획 변인 경력계획 .140 6.766***

R2(△R2) 0.039 0.620(0.581)

R2adj 0.034 0.616

F 7.251*** 165.135***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13>고용가능성에 한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경력계획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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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  훈련 로그램 특성의 계에서 학

습몰입의 매개효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련변인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매개효과 분석은 1단계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2

단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며,3단계 독립변인과 매개변

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이 때 종

속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더 게 나와야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할 수 있다.그리고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향력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완 매개변인으로,3단계 회귀식이 유의하나 2단계보다 향력이 감소할 경우에는 부분

매개변인으로 단할 수 있다.

가.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패내성을 독립변인으로,학습몰입을 매개변인으로,고

용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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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인:학습몰입 종속변인:고용가능성 종속변인:고용가능성

1단계 2단계 3단계

β1 t β2 t β3,4 t

상수 10.869*** 　 13.786*** 　 9.172***

통제변인
주1

성별(여자) -.082 -3.324*** -.053 -2.147* -.011 -.504

연령 .036 .735 -.119 -2.384* -.137 -3.223**

학력(졸) .031 1.119 .018 .633 .002 .065

학력(졸이상) .058 1.833 -.029 -.895 -.059 -2.144*

결혼(기혼) .069 1.967* .004 .121 -.032 -1.041

경력 .028 .653 -.054 -1.219 -.069 -1.816

훈련기간 .029 1.087 .060 2.210* .045 1.924

훈련수 (문기술) -.135 -4.675*** -.100 -3.442*** -.030 -1.194

독립변인
실패내성 .420 17.583*** .417 17.262*** .198 8.665***

학습몰입 .521 22.681***

R2(△R2) 0.222(0.169) 0.206(0.167) 0.417(0.378)

R2adj 0.217 0.201 0.413

F 44.958*** 40.900*** 101.554***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14>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

H2-1.실패내성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1단계 실패내성이 학습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β1=0.420,p<0.001),2단계 실패내성이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β2=0.417,

p<0.001),3단계 실패내성(β3=0.198,p<0.001)과 학습몰입(β4=0.521,p<0.001)이 고용가능성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실패내성은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

고,2단계에서의 향력이 3단계에서 감소하 기에(β2>β3)부분 인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실패내성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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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훈련의 장지향성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훈련의 장지향성을 독립변인으로,학습몰입을 매

개변인으로,고용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학습몰입 종속변인:고용가능성 종속변인:고용가능성

1단계 2단계 3단계

β1 t β2 t β3,4 t

상수 　 22.234*** 　 25.122*** 　 14.362***

통제변인
주1

성별(여자) -.084 -3.471*** -.036 -1.618 .000 .000

연령 .011 .222 -.142 -3.218** -.147 -3.753***

학력(졸) .044 1.632 .040 1.610 .021 .958

학력(졸이상) .106 3.384*** .026 .915 -.019 -.745

결혼(기혼) .080 2.321* .004 .118 -.030 -1.088

경력 .063 1.456 -.004 -.098 -.030 -.876

훈련기간 -.001 -.026 .027 1.100 .027 1.257

훈련수 (문기술) -.083 -2.913** -.038 -1.456 -.003 -.111

독립변인
훈련의 장지향성 .444 18.947*** .586 27.391*** .397 18.737***

학습몰입 .425 19.854***

R2(△R2) 0.243(0.191) 0.371(0.332) 0.508(0.469)

R2adj 0.239 0.367 0.504

F 50.796*** 93.208*** 146.517***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15>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

H2-2.훈련의 장지향성은학습몰입을매개로고용가능성에간 으로정 인 향을미칠것이다.

훈련의 장지향성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1단계 훈련의 장지향성이 학습몰입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고(β1=0.444,p<0.001),2단계 훈련의 장지향성이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β2=0.586,p<0.001),3단계 훈련의 장지향성(β3=0.397,p<0.001)과 학습몰입(β

4=0.425,p<0.001)이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훈련의 장지

향성은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2단계에서의 향력이 3단계에서 감소하 기에

(β2>β3)부분 인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훈련의 장지향성은 학습몰입

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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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경력개발지원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경력개발지원을 독립변인으로,학습몰입을 매개변인으

로,고용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구분

종속변인:학습몰입 종속변인:고용가능성 종속변인:고용가능성

1단계 2단계 3단계

β1 t β2 t β3,4 t

상수 　 17.480*** 　 19.260*** 　 12.128***

통제변인
주1

성별(여자) -.073 -3.137** -.020 -.980 .006 .302

연령 .047 1.002 -.094 -2.347* -.110 -2.998**

학력(졸) .039 1.480 .033 1.467 .020 .953

학력(졸이상) .119 3.951*** .044 1.710 .003 .137

결혼(기혼) .076 2.275* -.003 -.118 -.029 -1.122

경력 .052 1.263 -.017 -.471 -.035 -1.066

훈련기간 .006 .216 .035 1.585 .033 1.635

훈련수 (문기술) -.042 -1.533 .018 .747 .032 1.485

독립변인
경력개발지원 .511 22.456*** .686 35.134*** .510 24.497***

학습몰입 .344 16.492***

R2(△R2) 0.301(0.248) 0.486(0.447) 0.568(0.529)

R2adj 0.296 0.483 0.565

F 67.830*** 149.193*** 187.080***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16>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

H2-3.경력개발지원은학습몰입을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경력개발지원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1단계 경력개발지원이 학습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β1=0.511,p<0.001),2단계 경력개발지원이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β

2=0.686,p<0.001),3단계 경력개발지원(β3=0.510,p<0.001)과 학습몰입(β4=0.344p<0.001)이 고용

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경력개발지원은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

한 향을 미치고,2단계에서의 향력이 3단계에서 감소하 기에(β2>β3)부분 인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경력개발지원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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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  학습몰입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가.비공식  네트워크와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비공식 네트워크와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를 독립변인으로,경력계획을

매개변인으로,고용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구분

종속변인:경력계획 종속변인:고용가능성 종속변인:고용가능성

1단계 2단계 3단계

β1 t β2 t β3,4 t

상수 　 18.802*** 　 22.656*** 　 14.306***

통제변인
주1

성별(여자) -.134 -5.293*** -.090 -3.620*** -.032 -1.413

연령 -.052 -1.018 -.130 -2.574* -.107 -2.366*

학력(졸) .027 .935 .025 .903 .014 .546

학력(졸이상) .082 2.498* .005 .162 -.031 -1.048

결혼(기혼) -.018 -.501 .022 .619 .030 .937

경력 -.030 -.652 -.064 -1.430 -.051 -1.272

훈련기간 .012 .436 .075 2.706** .070 2.800**

훈련수 (문기술) -.009 -.305 -.088 -2.960** -.084 -3.149**

독립변인
비공식 네트워크 .346 14.096*** .384 15.915*** .234 10.110***

경력계획 .434 18.566***

R2(△R2) 0.156(0.118) 0.185(0.145) 0.344(0.305)

R2adj 0.151 0.179 0.339

F 29.246*** 35.733*** 74.407***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17>비공식  네트워크와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

H3-1.비공식 네트워크는경력계획을매개로고용가능성에간 으로정 인 향을미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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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훈련생의 비공식 인 네트워크와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1단계 비공식 네트워크는 경력계획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고(β1=0.346,p<0.001),2단계 비공식 네트워크는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β2=0.384,p<0.001),3단계 비공식 네트워크(β3=0.234,p<0.001)과 경력계획(β

4=0.434,p<0.001)이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비공식 네트

워크는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2단계에서의 향력이 3단계에서 감소하 기에

(β2>β3)부분 인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비공식 네트워크는 경력계획

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이 채택되었다.

나.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훈련의 장지향성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훈련의 장지향성을 독립변인으로,경력계획을 매

개변인으로,고용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구분

종속변인:경력계획 종속변인:고용가능성 종속변인:고용가능성

1단계 2단계 3단계

β1 t β2 t β3,4 t

상수 　 22.343*** 　 25.122*** 　 14.860***

통제변인
주1

성별(여자) -.112 -4.364*** -.036 -1.618 .005 .254

연령 -.066 -1.269 -.142 -3.218** -.119 -2.956**

학력(졸) .028 .957 .040 1.610 .030 1.329

학력(졸이상) .091 2.733** .026 .915 -.007 -.268

결혼(기혼) -.019 -.515 .004 .118 .011 .371

경력 .003 .055 -.004 -.098 -.005 -.134

훈련기간 -.026 -.917 .027 1.100 .036 1.642

훈련수 (문기술) .020 .672 -.038 -1.456 -.045 -1.921

독립변인
훈련의 장지향성 .329 13.169*** .586 27.391*** .466 22.724***

경력계획 .363 17.636***

R2(△R2) 0.143(0.105) 0.371(0.332) 0.484(0.445)

R2adj 0.137 0.367 0.481

F 26.325*** 93.208*** 133.291***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18>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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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훈련의 장지향성은경력계획을매개로고용가능성에간 으로정 인 향을미칠것이다.

훈련의 장지향성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1단계 훈련의 장지향성은 경력계획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고(β1=0.329,p<0.001),2단계 훈련의 장지향성은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β2=0.586,p<0.001),3단계 훈련의 장지향성(β3=0.466,p<0.001)과 경력계획(β

4=0.363,p<0.001)이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훈련의 장지

향성은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2단계에서의 향력이 3단계에서 감소하 기에

(β2>β3)부분 인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훈련의 장지향성은 경력계획

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가 채택되었다.

다.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경력개발지원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경력개발지원을 독립변인으로,경력계획을 매개변인으로,

고용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경력계획 종속변인:고용가능성 종속변인:고용가능성

1단계 2단계 3단계

β1 t β2 t β3,4 t

상수 　 17.549*** 　 19.260*** 　 12.792***

통제변인
주1

성별(여자) -.097 -3.928*** -.020 -.980 .007 .382
연령 -.035 -.702 -.094 -2.347* -.084 -2.240*

학력(졸) .026 .927 .033 1.467 .026 1.223
학력(졸이상) .104 3.271** .044 1.710 .015 .628
결혼(기혼) -.027 -.753 -.003 -.118 .004 .148
경력 -.001 -.028 -.017 -.471 -.016 -.491
훈련기간 -.022 -.808 .035 1.585 .041 1.979*

훈련수 (문기술) .058 1.993* .018 .747 .002 .071

독립변인
경력개발지원 .431 17.850*** .686 35.134*** .567 27.913***

경력계획 .276 13.693***

R2(△R2) 0.214(0.176) 0.486(0.447) 0.546(0.507)

R2adj 0.209 0.483 0.543

F 43.103*** 149.193*** 170.646***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19>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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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3.경력개발지원은경력계획을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경력개발지원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1단계 경력개발지원은 경력계획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β1=0.431,p<0.001),2단계 경력개발지원은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β

2=0.686,p<0.001),3단계 경력개발지원(β3=0.567,p<0.001)과 경력계획(β4=0.276,p<0.001)이 고

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경력개발지원은 모든 단계에서 유의

미한 향을 미치고,2단계에서의 향력이 3단계에서 감소하 기에(β2>β3)부분 인 매개효과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경력개발지원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

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3이 채택되었다.

라.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학습몰입을 독립변인으로,경력계획을 매개변인으로,고용가

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구분

종속변인:경력계획 종속변인:고용가능성 종속변인:고용가능성

1단계 2단계 3단계

β1 t β2 t β3,4 t

상수 　 13.564*** 　 16.308*** 　 11.913***

통제변인
주1

성별(여자) -.085 -3.589*** -.028 -1.298 -.004 -.170
연령 -.072 -1.514 -.152 -3.477*** -.131 -3.156**

학력(졸) -.001 -.037 -.006 -.257 -.006 -.258
학력(졸이상) .033 1.064 -.054 -1.925 -.064 -2.383*

결혼(기혼) -.050 -1.487 -.019 -.621 -.005 -.158
경력 -.041 -.963 -.077 -1.980* -.065 -1.765
훈련기간 -.023 -.875 .035 1.479 .042 1.850
훈련수 (문기술) .054 1.918 -.012 -.455 -.027 -1.118

독립변인
학습몰입 .499 21.506*** .605 28.340*** .460 19.708***

경력계획 .291 12.578***

R2(△R2) 0.274(0.236) 0.386(0.347) 0.448(0.408)

R2adj 0.270 0.382 0.444

F 59.725*** 99.318*** 115.097***

주1)성별은 남자,학력은 고졸이하,결혼은 미혼,훈련수 은 기능지원을 기 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p<0.05,**p<0.01,***p<0.001

<표 Ⅳ-20>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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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4.학습몰입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1단계 학습몰입은 경력계획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β1=0.499,p<0.001),2단계 학습몰입은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β2=0.605,

p<0.001),3단계 학습몰입(β3=0.460,p<0.001)과 경력계획(β4=0.291,p<0.001)이 고용가능성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학습몰입은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

고,2단계에서의 향력이 3단계에서 감소하 기에(β2>β3)부분 인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학습몰입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3-4가 채택되었다.

이상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Ⅳ-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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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결과

첫째,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은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모두채택

H1-1.실패내성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2.비공식 네트워크는 고용가능성에직 으로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3.훈련의 장지향성은 고용가능성에직 으로정 인 향을미칠것이다. 채택

H1-4.경력개발지원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5.학습몰입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6.경력계획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둘째,훈련생의 실패내성,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모두채택

H2-1.실패내성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2.훈련의 장지향성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2-3.경력개발지원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셋째,훈련생의 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모두채택

H3-1.비공식 네트워크는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2.훈련의 장지향성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3-3.경력개발지원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4.학습몰입은 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Ⅳ-21>연구가설에 한 검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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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결과에 한 논의

이 연구는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하기 하여 훈련

생의 사회심리 특성(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 로그램 특성(훈련의 장지향성,경

력개발지원),학습몰입 경력계획이 고용가능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연

구 결과에 따르면,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실패내성과 비공식 네트워크 훈련기 이 제공하

는 훈련의 장지향성과 경력개발지원,그리고 훈련생의 학습몰입 경력계획은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주었다.그리고 학습몰입은 훈련생 훈련 로그램 특성과 고용가

능성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고,경력계획 역시 훈련생 훈련 로그램 특성,학

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연구 결과를 연구목표

연구가설별로 정리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의 계

이 연구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실패내성(β=0.105,p<0.001),비공식 네트워크(β=0.067,

p<0.001),훈련의 장지향성(β=0.149,p<0.001),경력개발지원(β=0.363,p<0.001),학습몰입(β

=0.215,p<0.001) 경력계획(β=0.140,p<0.001)모두는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력의 크기는 경력개발지원이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향을 미

치고,다음으로 학습몰입,훈련의 장지향성,경력계획,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향력의 크기를 변인별로 정리해보면 훈련기 이 제공하는 취업 연계 련 경력개

발지원이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다음으로 훈련생 스스로가 학습활동에 얼마나

몰입하는지가 큰 향을 미치며,그 다음으로 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 로그램 내용이 얼마

나 장지향 인지와 훈련생 스스로 경력계획을 수립하 는지는 유사한 향을 미쳤다.그리고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 변인 자신의 실패경험을 얼마나 정 이고 건설 으로 극복하

고자 하는지에 한 실패내성이 그 다음으로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친 반면,비공식 네트워

크는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지만 그 향력의 크기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토 로 각 변인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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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실패내성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은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향

계를 검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학업상황에서 실패내성과 학업성취의 계(김아 ,

1994,2002;주지은,1999;Kim&Clifford,1988),직무상황에서 실패내성과 직무성과의 계(박

경환,2008;조규선,2000)를 밝힌 선행연구를 고려해볼 때,실업자 직업훈련 상황에서 실패내성

과 고용가능성의 계는 학업상황과 직무상황에서 밝힌 실패내성 련 향 계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겪고 있는 실패경험 내지는 문제 어려움

등을 보다 건설 이고 발 으로 처하는지에 따라서 학업상황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직무상황에서는 직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 바와 같이, 재 실업상

태에서 취업을 해 직업훈련 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 직업훈련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패경

험을 보다 건설 이고 발 으로 응하는 훈련생일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

다.이는 체 으로 실업자 직업훈련 로그램이 직업 구직능력을 습득하는데 을 두고

로그램이 개발·운 되고 있지만,실직으로 인해 재취업을 비하고 있는 직실업자와 정규

학교교육 이후에 취업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취업을 비하고 있는 신규실업자의 심리 인 특

성을 감안하면,자신이 처한 실업상태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더 배워야 하는 훈련생의 상황

을 보다 정 으로 처할 수 있도록 실패내성을 길러 수 있는 요소도 로그램에 일정 부

분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이 연구에서 실패내성 하 요인 행동(β=0.305,p<0.001)과 감정(β=0.196,p<0.001)

순으로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 반면,과제난이도선호(β=0.039,p>0.05)는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특성상 취업이

되지 않아 련 분야의 직업 구직 련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기 하여 직업훈련 로

그램에 참여한 것이므로, 상의 문제를 행동 ,감정 으로 정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고용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재 보다 더 어려운 일에 도 하는 것은 고용가능성을 높여 주지

않았다.실업상황에서 취업을 하기 하여 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우선

순 이기 때문에 직업 구직능력을 개발하기 한 행동 ,감정 인 내성만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실패내성을 길러 수 있는 로그램

을 고안할 때는 재 보다 더 어려운 일에 도 하는 것보다는, 재 자신이 처한 문제 을 행

동 ,감정 으로 어떻게 발 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로그램 내에 포함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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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공식 네트워크와 고용가능성의 계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은 구직상황에서 큰 네

트워크에 근할수록 새로운 구직 기회에 한 정보를 쉽게 얻어 고용가능성을 높이고(Forret

&Dougherty,2001),직장을 구하거나 옮길 때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가

장 많이 이용하며(Podolny&Baron,1997),재직상황에서도 조직 내·외부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고용가능성이 높다(강인주,2010;장은주,2003;정순여,장은주,2008;

Burt,1992)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용가능성은 고용과 련된 능력개발

뿐만 아니라,고용 여건 등 일자리 수요와도 련된 부분이므로, 재 참여하고 있는 직업훈련

로그램 이외에 얼마나 더 많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훈련생의 고용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는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만,다른 변

인에 비해 가장 은 향력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조사에 응답한 훈련생의 과거 직장경력이

없거나 3년 미만인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과거 직장 내에서의 인 계망이

그다지 넓지 않아 비공식 네트워크 수 이 다른 변인에 비해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한 고

용가능성에도 상 으로 은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조직 내에서 직무상

황이나 직장을 옮길 때 비공식 인 네트워크는 고용가능성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것

은(강인주,2010;장은주,2003;정순여,장은주,2008;Burt,1992)재직근로자의 경우 재 련

직업분야의 능력과 기술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조직 내·외부의 고용가능성을 인식할 때 자신

의 비공식 인 네트워크가 가능성 있는 구직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직 내에서의 경력성공에 도

움을 주기 때문에 비공식 네트워크가 상 으로 큰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반면,

이 연구에서는 이·직 신규 취업을 해 주로 새로운 직종의 직업훈련 로그램에 참여하

고 있는 훈련생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생들은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가능성 있는

구직정보를 제공받기 보다는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하는 것이 선무이므로,이 연구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고용가능성에 상 으로 은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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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 이 제공한 훈련의 장지향성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은

장지향 인 직업교육훈련제도 변화의 필요성(정태화,2003;Dykman,1996;OECD,2000;

Rauner,1999)과 교육훈련서비스와 고용가능성의 계에 한 선행연구(김재 ,2011;이규만,

구 모,2007;이은주,2012;한국산업인력공단,2012b)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교육훈

련기 이 왜 장지향 인 직업교육훈련을 운 해야 하는지는 학교와 장 간의 연계를 강화

하여 학생들에게는 장상황을 반 한 통합 인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학생들의 정 인

진로발달과 고용가능성을 향상시켜 수 있고(Dykman,1996),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학생

과 고용주가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통하여 학생에게는 취업활동에,고용주에게는 필요한 인력

을 충원할 수 있는 효율 인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OECD,2000).이에 따라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모든 직업교육기 의 학생이 의무 으로 산업체 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련

법령을 규정하고,직업교육기 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장 응력을 제고시키고 있다(정태화,

2003).그리고 교육훈련서비스와 고용가능성의 향 계를 밝힌 선행연구에서도 실업자 직업훈

련이 산업 장의 실용 인 수업내용으로 운 될수록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한국

산업인력공단,2012b), 문 학의 교육서비스 에서 공에 한 최신의 교수강의와 학교 특

성화 계획 수립이 고용가능성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재 ,

2011),이 한 교육훈련 서비스가 얼마나 산업 장을 목하여 교육훈련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업자 직업훈련생이나 학생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

났다.

한 이 연구에서 훈련의 장지향성 하 요인 모두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력의 크기는 학습 이 기회 제공(β=0.316,p<0.001)이 고용

가능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다음으로 훈련과정의 실용성(β=0.302,p<0.001)이 큰 향을

미친 반면, 장학습의 유용성(β=0.129,p<0.001)은 두 하 요인에 비해 상 으로 은 향

을 미치고 있었다.이는 직업훈련 로그램이 체 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용 인 기술

습득 주로 로그램이 운 되고 있으므로,훈련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훈련내용이 실용 일수

록,그리고 습득한 기술이 실무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수록 고용가능성에 높은 향

을 미치고 있었다.하지만 장학습은 실업자 직업훈련 로그램에서 실제 으로 도입이 활성

화 된지가 1～2년 밖에 경과되지 않았고, 장학습을 제공하는 훈련기 도 일부분이어서,훈련

기 이 련 훈련직종의 기업들과 연계하여 장학습을 효과·효율 으로 운 하는 방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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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가 더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장학습의 유용성은 다른 하 요인에 비해서 훈련생들이

인식하는 수 이 낮고,고용가능성에 한 향력도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훈련기 과 산업 장의 연계를 강화하여 훈련생들에게 장의 직무상황을 반 한 통합

인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훈련생들에게는 취업활동에,고용주에게는 필요한 인력 충원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많은 훈련기 들이 직업훈련 로그램에 장학습을 포함하여 직업

훈련을 운 할 필요가 있다. 한 장학습이 보다 체계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장학습 운

방법 기업체의 트 이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4)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

훈련기 이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은 국

가차원에서 근한 다양한 진로지도와 경력개발지원 정책(고용노동부,2012b;한국 문 학교

육 의회,2009;CEDEFOP,2004) 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 한 선행연구(김재

,2011;이용재,2010;성희진,2012;한국산업인력공단,2012b;Caplan,Vionkur,Price&van

Ryn,1989;Eden&Aviram,1993)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국가 인 차원에서의 진로

지도 경력개발지원에 한 근은 학생 학교 심의 직업교육과 성인 학교 밖의 직업

훈련 역에서(정태화,2003)다양한 진로지도 경력개발지원 로그램을 제공하여,학습자들

의 정 인 진로발달과 고용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궁극 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구

직자들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목 을 두고 있다. 한 학교육에서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우선 인 방법은 경력개발지원을 강화하고(Yorke&

Knight,2004),다양한 방식의 경력개발지원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인 략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Harvey,2002),이 연구에서도 경력개발지원이 실업자 직업

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개발지원의 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이 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 하 요인 모두는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력의 크기는 기업 일자리 정보 탐색 등 취업 비지원(β

=0.340,p<0.001)이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다음으로 개인개발계획(β=0.231,

p<0.001)이 향을 미치며,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 스킬 지도 등 경력개발학습(β



- 137 -

=0.171,p<0.001)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이는 경력개발지원의 하 요인별로 각각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한 지원 수 과 비례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상 으로 가장 높게 인식한 취업 비지원이 가장 큰 향을 미치고,다음으로 근

소하게 나타난 개인개발계획이 유사한 크기의 향을 미치며,상 으로 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경력개발학습은 그 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게 나타났다.다른 변인에 비해 경력개발지원

은 훈련생이 훈련기 으로부터 경력개발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고용가능성을 가

장 높여 수 있는 로그램의 특성으로 확인되었고,그 하 요인 한 훈련생이 지원 수 을

높게 인식할수록 고용가능성도 비례 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경력개발지원이 모든 훈련생

들에게 수업내용의 일환으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훈련의 장지향성과는 달리 훈련생 개개인의

경력개발을 해 개개인별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훈련기 이 훈련생에게 제공

하는 개별 인 리와 심이 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을 가장 높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학습몰입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은 퇴직 정자들이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할수록 높은 구직성공률을 보이고(Harvey,1994),학교교육에서도 학생들이

공에 몰입할수록 구직 련 정 인 특성을 보이는 선행연구(장재윤 외 2004;남순 ,2005)

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이는 학교교육에서 학생이나 학교 밖의 성인이 자신이 참여

한 교육훈련 로그램에 보다 극 으로 몰입할수록 보다 높은 구직성공률을 보이고(Harvey,

1994),실제 구직행동 강도를 높이는 것처럼(장재윤 외,2004),자신의 미래에 해 비교 일

비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남순 ,2005),실업자 직업훈련 상황에서도 훈련생들은 훈련

기 으로부터 동일한 직업훈련 로그램을 제공받지만,직업 인 기술 습득을 해서 얼마나

극 으로 학습활동에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고용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훈련생들이 학습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경력계획과 고용가능성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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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경력계획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은 경력계획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 성공에 한 순환모형(Hall&Foster,1977)과 고용가능성과 유사 개념인 구직효

능감이나 구직강도와 경력계획의 계(김균,2009;한 석 외,2006),그리고 재직상황에서 경력

계획과 경력성공(고용가능성,경력몰입)의 향 계(오은혜,탁진국,2012;윤하나,탁진국,2006;

이동하,2007;Abele외,2009;Orpen,1994)를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구직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해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경력계획을

수립하여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등 취업을 비하는 일련의 과정은 고용가능성을 더 높여 수

있고(Hall&Foster,1977),재직상황에서도 자신의 경력에 한 구체 이고 도 인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게 되면,수립된 계획에 해 실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자신의 고용가

능성에 한 확신도가 높아지는 것처럼(오은혜,탁진국,2012),훈련생 스스로가 자신의 경력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훈련기 의 경력개발지원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다.이러한 결

과는 이 연구에서 훈련기 이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과 훈련생 스스로 수립한 경력계획이 고

용가능성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고용가능성에 한 경력 련 변인의

향력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나.고용가능성과 실패내성,훈련의 장지향성  경력개발지원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학습몰입은 훈련생(실패내성) 훈련 로그램(훈련의 장지향성,경

력개발지원)특성 변인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모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자신의 실패경험이나 변화에 보다 정 으로 반응하는 학습자일수록 자신이 참여하고 있

는 학습활동에 보다 흥미를 느끼고(주지은,1999;Clifford외,1988),훈련기 으로부터 제공받

은 장학습을 통하여 배움의 즐거움이 생겨 보다 학습에 몰입하게 되며(한국산업인력공단,

2012a),진로지도 로그램을 통해 학교생활의 의미를 찾게 되어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달아 결

국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한 능력개발을 진시키는(강 옥,2012)등 개별 으로 구

명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고용가능성은 훈련생의 특성인 실패내성,훈련 로그램의 특성인 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

발지원 등 훈련 참여가 이루어지는 투입변인의 직 인 향을 받으면서도,이러한 투입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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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훈련생을 학습활동에 보다 몰입하게 하는 학습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궁극 으로 실

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실업자 직업훈련

이 투입-산출이라는 방식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물 생산과정과는 달리 학습의 과정 속에서

고용과 련된 지식,기술,태도를 내재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임세 외,2012),직업

훈련 사업의 가치를 직업능력 제고를 통한 취업과 임 이라는 경제 인 측면에 치 시키기 보

다는(박진희,2009),직업능력의 변화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집 과 몰입 경험의 재구성 등

경제 인 수치로 표 할 수 없는 요인들이 더 깊이 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세 외,2012).따라서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 투입-과정-산출의 방식으로 각 단계가 상

호작용하여 제 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동안 취업여부에 따라서 직업훈련의 효과를 단정하

던 정부 정책 인 이 간과해온 학습의 과정(pedagogy)측면에서 학습몰입의 요성을 인

식하고,실업자의 심리 인 특성과 직업 구직능력을 길러 수 있는 훈련 로그램 특성을

토 로 보다 학습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로그램을 운 할 필요

가 있다.이러한 결과를 토 로 각 변인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실패내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는 재까지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았지만,실패내성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보다는(김아 ,주지은,1999)자

신의 실패경험이나 변화 등에 보다 정 으로 반응함으로써(이연숙,2002;Kim & Clifford,

1988;Clifford외,1988)과제흥미도에 향을 미치고(주지은,1999;Clifford외,1988),실패내

성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보다 몰입하여(정선 ,2012),궁극 으로 학습성과에 정 인 향

을 미치게 되는(김 미,한상훈,2012;임숙경,2007)등 선행연구에서 개별 으로 검증한 연구결

과들을 종합 으로 지지하는 결과가 할 수 있다.

특히 실패내성은 다른 변인에 비해 고용가능성에 한 직 인 향(0.187)보다는,학습몰입

을 매개로한 간 인 향(0.420×0.521=0.219)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이는 실패내성이 고용가

능성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의 크기보다는,실패내성이 높은 훈련생일수록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훈련 로그램에 몰입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더 높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학습몰입

을 매개로 한 실패내성의 간 인 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따라서 재 실업자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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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분 직업 구직능력을 습득하는 것에 을 두고 훈련 로그램이 개발·운 되고 있지

만,과거 실직경험이나 계속해서 취업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신규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실업

자 직업훈련생의 심리 인 특성을 고려하여,훈련 로그램 내에서 훈련생들의 실패내성을 길러

주고 학습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학습몰입을 매개로 한 고용가능성에 한

실패내성의 효과를 극 화할 필요가 있다.

2)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는 학습자들이 장훈련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연계함으로써,배움의 즐거움이 생기고 학습에 더 몰두하여,자신의 능

력이 더 향상됨을 실감한 장훈련 사례(한국산업인력공단,2012a)와 교육훈련기 이 제공하는

실용 인 로그램에 더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이 높아지는 선행연구(김민숙,

2011)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훈련기 과 기업체가 서로 동하면서 장지향 인 직업훈련을 운 해야 하는지에

한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결과로서,훈련생들은 훈련기 에서 이론과 실기수업을 충분히

받고 있지만,학습한 결과를 실제 상황에 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배우는 것

에 더 몰입하게 되어,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의 궁극 인 효과성을 확

인해 볼 수 있었다.따라서 훈련기 은 훈련생들이 학습한 결과를 이론 으로만 이해하기 보다

는 실제 산업 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한 직·간 인 다양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장지향 인 훈련을 통하여,훈련생이 학습활동에 보다 몰입할 수 있는 훈련 로그램을 개발·

운 할 필요가 있다.

3)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는 재까지 선행연구에서 검증

되지 않았지만,학생들이 지속 으로 진로상담을 받을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찾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 으로 그려보게 됨으로써,학교생활의 의미를 찾게 되어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닫

게 될 것이라는 이론 가설(강 옥,2012)을 검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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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훈련생에게 있어 훈련기 이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은 당연히 자신의 경력계획

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활동이지만,훈련생들의 개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과 경

력개발학습 취업 비지원 등의 경력개발지원은 부수 으로 훈련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직

업분야에 취업하기 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더 보완하면서 학습하여야 하는지에 한 자신의

직업능력을 진단해 보는 계기가 됨으로,경력개발지원은 자신이 심있는 취업분야로의 학습몰

입을 보다 유도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더 향상시키는 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훈련생들이

동일한 훈련 로그램에 참여하 다 하더라도,훈련 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수료생들이 직장

을 구한 취업처들은 유사한 분야 내에서 조 씩 다른 세부 업종으로 취업하고 있는 상을 볼

수 있는데(한국산업인력공단,2012c),이는 동일한 훈련내용의 수업을 제공받았더라도 훈련생의

심과 소질 등에 따라서 훈련생에게 맞는 경력개발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자신이 더 심있

는 분야나 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하여 학습몰입이 일어나게 되고,이는 결국 훈련생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세부 인 분야로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훈련기 은 훈련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화된 경력개발지원을 제공함

으로써 훈련생이 심있는 분야나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한 학습몰입을 유도하게 하여,자신

이 계획하고 희망하 던 합한 직종으로의 고용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맞춤화된 지원활

동이 더욱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다.고용가능성과 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  학습몰입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경력계획은 훈련생(비공식 네트워크) 훈련 로그램(훈련의 장지

향성,경력개발지원)특성,학습몰입 변인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모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주 노동시장에서

구직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실제 인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Raider& Burt,

1996), 장훈련을 통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취업계획이 보다 구체 으로 수립된 장훈련

사례(한국산업인력공단,2012a) ,취업지도 로그램을 통해 직업정보를 획득하고 진로결정

수 을 높여 더 많은 임 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며(김소형, 정수,2008;박

소 ,민병철,2008;박성재,2006),진로탐색행동과 취업의 계에서 공몰입이 매개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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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장재윤 외,2004;장재윤 외,2007;조규 ,장은 ,2010)등 개별 으로 구명한 선행연구

나 유사한 변인들 간의 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고용가능성은 훈련생의 특성인 비공식 네트워크,훈련 로그램 특성인 훈련의 장지향성,

경력개발지원,학습의 과정에서의 학습몰입으로부터 직 인 향을 받으면서도,이러한 직

인 향을 주는 변인들은 훈련생이 자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구체 으로 수립하는 과정을 거

쳐 궁극 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궁극 인 목 은 개인의 직업 성공을 해 자

신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이러한 고용가능성은 훈련생 개인과 훈련기 이 제공하

는 로그램 특성을 통하여 고용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이 보다는 고용가능성이 개발되는

차 인 에서 학습몰입과 경력계획의 과정을 통하여 고용가능성이 형성되는 구조 인 과

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실업자 직업훈련이 단순하게 기술습득을 한 도구만이 아니라(임세

외,2012),평생교육의 에서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경력형

성에 도움을 주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박진희,2009),훈련생 훈련 로그램의 특

성으로 인해 훈련투입이 이루어지고,이러한 투입 인 요인으로 인해 훈련생들은 학습에 몰입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지만,개개인에게 맞는 합한 분야로의 고용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기

해서는 훈련생들이 자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구체 으로 수립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로의 고용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구조 인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

다.따라서 그 동안 직업훈련에서 간과되어 온 학습의 과정(pedagogy)측면에서 훈련생의 학습

몰입과 경력계획의 수 을 높여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직업훈련 로그램을 개발·운 할

필요가 있고,이러한 결과를 토 로 각 변인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비공식 네트워크와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비공식 네트워크와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는 구직상황에서 네트워크

에 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구직 기회에 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Forret&

Dougherty,2001)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더 자주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므로(Raider& Burt,1996),네트워크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아

(Kanter,1989),당장의 취업계획이나 앞으로의 ·장기 인 경력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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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능성이 높아지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비공식 네트워크는 고용가능성에 한 직 인 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 인 향력의 크기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실업자 직업훈

련생들이 동일한 훈련 로그램 외에서 형성·유지하고 있는 인 계망이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작게나마 직 인 향을 미치면서도,자신이 형성한 인 계망을 활용하여 구

인 구직정보를 얻고 실제 인 노동시장의 상황을 하게 되면서,바로 당장의 취업계획과

앞으로의 경력설계 등에 하여 보다 구체 으로 자신의 경력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고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구조 인 계를 살펴볼 수가 있었다.따라서 훈련기 은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이 비공식 네트워크를 보다 견고히 형성·유지하여 자신의 경력계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내에서 다른 훈련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생들과 서로 교

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이 훈련 로그램에 참여하기 이 에 이미

형성해 놓은 인 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스킬들을 훈련 로그램에 포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훈련의 장지향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는 훈련생들이 교실훈련보

다는 장훈련이나 장실습을 함으로써,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고용여건을 실감하고,자

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실제 이고 구체 으로 수립하여,훈련생들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킨

장훈련 사례(한국산업인력공단,2012a)와 고용가능성과 조되는 취업장벽인식과 련 변인의

계에서 취업 련 실용 인 교육훈련 경험을 제공받을수록 취업심리 변인인 구직효능감과 취

업포부 수 이 높아져,결국 직업미결정수 이 낮아진 선행연구(김민순,정 애,2012)를 지지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학교교육과는 달리 직업훈련은 이론보다는 직 으로 실험·실습해 볼 수 있는

실기의 비 이 월등히 높고,학습한 결과를 실제 상황에 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자신이 재 흥미를 느끼고 소질이 있는 분야로 제 로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단하면서 자신의 경력계획을 구체 으로 수립하거나 는 재조정함으로써,궁극 으로 자신

이 희망하는 취업분야로의 고용가능성을 보다 높여 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훈련기 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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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훈련 로그램과 련된 다양한 기업체들과 산학 력을 체결하여,기업 규모 기업

의 최종 산출물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장지향 인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이로써 훈련생들은 기업체들의 특성을 다양하게 함으로써,훈련과정 에 자신에게 맞는

합한 경력계획을 제 로 수립하게 되어,결국 계획하 던 분야로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수

있을 것이다.

3)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는 주로 청소년을 상으로 한

진로지도의 이론 인 개념과 진로 취업지도 로그램의 효과를 지지하 다.특히,청소년의

진로설정과 직업선택 지속 인 경력개발의 과정(김강호,2009a;김충기,1995;류창열,2006;

Bailey& Stadt,1973;Taylor,1972)에서 학습자들은 경력개발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자신의 계획이 제 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직업과 련된 종합 인

능력을 성취할 수 있다.그리고 청소년들은 취업지도 로그램을 통해 직업정보를 획득하고 진

로결정 수 을 높여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김소형, 정수,2008;박소 ,민병철,2008),진

로지도 로그램은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김혜정,2007;장성숙,2003),특히 진로상담은 진로

성숙도를 가장 잘 측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김강호,2009a).이 듯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을 상으로 한 진로지도와 자신의 진로설정 취업가능성의 계를 검증하 다

면,이 연구는 학교교육 밖의 성인 학습자를 상으로 경력개발의 에서 경력개발지원과 고

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경력개발지원은 당연히 훈련생 스스로의 경력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지원활동이지만,훈련

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훈련기 이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훈련생 스스로가 자신의 경

력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함으로써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로의 고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단순한 정보 제공차원의 경력개발지원이 아닌,훈련생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자신의

심과 성 능력을 고려하여 제 로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훈련기 의 경력개발

지원활동의 강화가 요구된다.

4)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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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는 재까지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았지만, 학교육에서 공몰입과 진로계획 졸업 후 취업성공에 한 가정(장재윤 외,

2007)과 공몰입과 진로탐색행동 취업과의 계를 밝힌 선행연구(장재윤 외,2004;장재윤

외,2007;조규 ,장은 ,2010)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육에서 공몰입은 진로

에 한 보다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졸업 후 취업성공과 련성을 갖게 되는데(장재

윤 외,2007),학업에 몰입한다는 것은 미래 자신의 직업에 요구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과 함

께 졸업 후 취업계획에 한 자신의 진로탐색행동을 극 으로 수행하여,자신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규 ,장은 ,2010).이는 재학 자신의 공에 몰입할수

록 공과 유 한 분야로 취업할 뿐만 아니라,취업의 질도 높아진 연구 결과(장재윤 외,2007)

가 밝히는 것처럼 공몰입과 취업의 계에서 경력계획이 매개역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실업자 직업훈련생을 상으로 훈련기 에서 동일한 직업훈련 로그램을

제공받지만 훈련생이 학습활동에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구체

으로 수립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검증하 다.

한편,재직근로자는 재 련 직업분야의 능력과 기술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경력계획을 수립한 후에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학습몰입을 경험하게

된다(채규옥,2001;허선주 외,2009;Maurer&Tarulli,2003;Noe,1986).하지만 이·직

신규 취업을 해 새로운 훈련직종의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생은 기 취

업을 하기 해 훈련 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다소 막연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앞으로

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새롭게 자신의 경력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므로,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 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심있는 분야와 더 보완해야 할 부분 등에 하여

보다 몰입하여 습득함으로써,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은 고용과 련된 능력에 터하여 자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구체 이고 실 으로 수립하게 되어,결국 계획한 분야로의 고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 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훈련기 은 훈련생이 기 직업훈련에 참

여하게 된 막연한 참여 동기가 보다 구체 이고 실 가능한 경력계획으로 수립될 있도록 훈련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몰입 인 요소를 반 하여 훈련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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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요약,결론 제언

1.요약

이 연구의 목 은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의 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첫째,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 경력계획이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고,둘째,훈련생 훈련 로그램 특성과 고용가능성의 계

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며,셋째,훈련생 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과 고용가

능성의 계에서 경력계획의 매개효과를 구명하 다.

연구의 모집단은 직업을 갖기 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

내 실업자 직업훈련생 체이지만,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훈련 로그램 내에 훈련

기 이 제공하는 훈련의 장지향성과 경력개발지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2013

년 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을 목표 모집단(283개 훈련기 ,1,314개

훈련과정,33,547명 훈련생)으로 설정하 다.조사기간에 거의 훈련이 종료되는 훈련과정 에

서 목표 모집단을 표할 수 있도록 목표 모집단의 분야별 비율표집을 용하여,최종 으로

1,515명의 훈련생을 조사 상으로 설정하 고,분야별로 할당된 조사 상의 인원이 선정될 때

까지 훈련기 과 훈련과정을 무선표집하여 최종 으로 76개 훈련기 에서 실시되고 있는 110

개 훈련과정을 선정하 다.

조사도구는 고용가능성,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

습몰입,경력계획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활용하 다.고용가능성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직업 구직능력,직업 구직자신감,노동시장 수요 인식,취업 기 수 조정으로 구

인화 모형을 설정하고,구인별로 문항을 추출하여 문항을 개발한 후에 비조사에서 내 일치

도,문항- 체 상 분석,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의 변별력,신뢰도 타당도를 검토하

다. 비조사 결과 최종 으로 개발된 고용가능성 측정도구는 21개 문항이었으며,본조사의 내

일치도 계수는 0.851～0.926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

정된 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경력계획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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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구는 이 연구의 목 에 합하다고 단되는 기존 도구를 활용하거나 재구성하 으며,

비조사를 통해 내 일치도를 검토하 고,본조사에서 나타난 내 일치도 계수는 각각 실패내성

0.794～0.846,비공식 네트워크 0.748,훈련의 장지향성 0.915～0.982,경력개발지원 0.920～

0.945,학습몰입 0.943,경력계획 0.881이었다.

자료수집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1,515부를

배포하여 총 1,50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9.2%이었다.이 에서 미응답,불성실 응답 자료

72부를 제외하고,총 1,43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자료분석은 SPSS for

Wndows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 등 기술통계와 단순회귀분석,다 회귀분

석 매개변인 분석모형(Baron&Kenny,1986)을 활용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실패내성,비공식 네트워크),훈련 로그램 특성(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 경력계획 모두는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훈련기 이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이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다음으로 학습몰입,훈련의 장지향성,경력계획,실패내

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비공식 네트워크는 다른 변인에 비해 향력이 상 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학습몰입은 훈련생(실패내성) 훈련 로그램(훈련의 장지향

성,경력개발지원)특성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모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용가능성은 훈련생 스스로의 실패내성과 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의 장지향성 경력개발

지원으로부터 직 인 향을 받으면서도,이러한 직 인 향을 주는 변인들은 학습몰입을

통하여 고용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학습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한 실패내성,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의 간 인 향이 검증되었다.

셋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경력계획은 훈련생(비공식 네트워크) 훈련 로그램(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특성,학습몰입과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모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가능성은 훈련생이 형성·유지하고 있는 비공식 네트워크와 훈련기 이



- 149 -

제공하는 훈련의 장지향성 경력개발지원,그리고 학습의 과정에서의 학습몰입으로부터 직

인 향을 받으면서도,이러한 직 인 향을 주는 변인들은 훈련생이 수립하는 경력계

획에도 향을 주어,궁극 으로 고용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경력계획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한 비공식 네트워크,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학습몰입의 간 인

향이 검증되었다.

2.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훈련 로그램 특성(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뿐만 아니라,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

나게 되는 학습몰입과 경력계획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실패내성,

비공식 네트워크)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이다.이는 그동안 직업훈련 로그램만 제

공하면 바로 취업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 정책 인 이 간과한 사항을 잘 드러낸 것

이라 할 수 있다.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여러 번의 이직경험을 겪게 되는 최근의 직업

환경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궁극 인 목 은 단순한 취업여부가 아

닌,개인의 직업 성공을 해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따라서 실업자를

상으로 한 직업훈련 로그램을 운 할 때는 장지향 인 훈련내용과 맞춤화된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훈련 로그램의 특성뿐만 아니라,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과,

학습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학습활동에 한 몰입 경력계획 수립 등에 한 사항도 고

려하여 훈련 로그램을 설계·개발하고 운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 인 향력의 크기순으로 주요한 결론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훈련기 이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은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훈련생이 훈련기 으로부터 기업 일자리 정보 탐색 등의 취업 비지원,개

인개발계획 수립에 한 지원,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 스킬 지도 등 경력개발학습 등

을 잘 받았다고 인식할수록 비례 으로 훈련생의 고용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통상 훈련 로그램이 운 될 때 기술훈련은 많은 수업시간을 편성하지만,경력개발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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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수업시간에 아주 은 비 을 차지하고,훈련기 에 따라서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별도

로 훈련생 개인별로 상담 면담 등을 통하여 훈련생의 심과 소질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력개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맞춤화된 지원활동이므로,훈련생 개개인이 인식하는 지원수

에 한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

향상에 가장 큰 향을 주고 있는 경력개발지원이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훈련 로그램

내에 경력개발지원에 한 비 을 높이고,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이 아닌,훈련생의 개별 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화된 경력개발 지원활동이 요구된다.

학습몰입은 경력개발지원 다음으로 고용가능성에 큰 향을 주었다.이는 훈련생들이 훈련기

으로부터 동일한 훈련내용의 수업을 제공받고 있지만,직업 구직능력을 습득하기 하여 얼마

나 극 으로 학습활동에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고용가능성이 더 높아진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학습목표에 근간한 충실한 수업내용뿐만 아니라,훈련생들이 학습활동에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몰입 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업을진행할 필요가 있다.

훈련기 이 제공하는 훈련의 장지향성은 학습몰입 다음으로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주었다.하 요인별로는 자신이 배운 기술을 실무에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수록,그

리고 훈련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훈련내용이 실용 일수록 고용가능성에 높은 향을 미친 반

면, 장학습은 상 으로 은 향을 미쳤다.이는 장학습이 활성화 된지 1～2년 밖에 경

과되지 않아 장학습을 제공하는 훈련기 이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훈련기 이 련 훈련직

종의 기업들과 력하여 장학습을 효과·효율 으로 운 하는 방법 노하우 등이 쌓이지 않

았기 때문에,훈련생들이 장학습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수 이 낮고,고용가능성에 한 상

인 향력의 크기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장학습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학습 운 방법 노하우 등에 한 훈련기 간의 공유와 함께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경력계획은 훈련의 장지향성과 유사하게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주었다. 련 직업분

야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을 아무리 많이 습득하 다 하더라도,앞으로의 취업계획과 략

목표 등에 한 자신의 경력계획이 제 로 수립되지 않았다면 고용가능성을 높이는데 제한이

따르므로,훈련기 은 훈련생 스스로가 경력계획을 보다 구체 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력개발 지원활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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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내성은 경력계획 다음으로 고용가능성의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행동 ,감동

측면에서 재 자신이 처한 문제를 정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고용가능성을 높여주

지만, 재보다 더 어려운 일에 도 하는 것은 고용가능성을 높여주지 않았다.이는 실업상황

에서 취업을 해 련 직업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선무이기 때문에 직업

구직능력을 개발하기 한 행동 ,감정 인 내성만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실업자 직업훈련 로그램은 실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으로 직업 구직능력을 습득하는데 을 두고 있으므로, 재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실

업자의 심리 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실패경험을 정 이고 건설 으로 처할 할 수 있

는 능력을 길러 수 있는 요소를 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아울러 재보다 더 어려

운 일에 도 하는 것 보다는, 재 자신이 처한 문제 을 행동 ,감정 으로 어떻게 발 으

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훈련 로그램을 설계·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비공식 네트워크는 실패내성 다음으로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만,

다른 변인에 비해 그 향력의 크기는 상 으로 작았다.이는 과거 직장경력이 없거나 3년

미만인 훈련생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어 훈련생의 인 계 망이 그다지 넓지 않아 향

력의 크기는 상 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비공식 네트워크도 고용가능성을 유

의미하게 높여주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훈련기 에서는 다른 반 학생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훈련기 이외에서 이미 형성된 인 계를 지속 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스킬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은 훈련생(실패내성) 훈련 로그램 특성(훈련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의 직 인 향뿐만 아니라,학습몰입을 매개로 훈련생 훈련 로그

램 특성이 고용가능성에 간 인 향을 미친다.즉,훈련생 개인의 실패내성이 높고,훈련기

에서 장지향 인 훈련과 경력개발지원을 제공해 다 하더라도 훈련생 스스로가 학습활동에

몰입하지 않는다면,훈련생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데 제한이 따르게 된다.이는 그동안 실

업자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에 따라서 직업훈련의 효과를 제시해 온 선행연구와 정부의 정책 인

이 간과해 온 학습의 과정 인 측면(pedagogy)의 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실업자

직업훈련은 투입-산출이라는 계량화가 가능한 물 생산과정이 아니라,고용과 련된 지식,기

술,태도를 내재화하는 학습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훈련기 은 훈련생의 고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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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보다 향상시켜주기 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을 투입-과정-산출의 에서 각 단계

가 상호작용하여 제 로 작동될 수 있도록,실업자의 실패내성을 높여주고,직업 구직능력을

길러 수 있는 훈련 로그램 특성을 토 로,보다 학습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

여 직업훈련 로그램을 개발·운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은 훈련생(비공식 네트워크) 훈련 로그램(훈련

의 장지향성,경력개발지원)특성,학습몰입의 직 인 향뿐만 아니라,경력계획을 매개로

훈련생 훈련 로그램 특성,학습몰입이 고용가능성에 간 인 향을 미친다.즉,훈련생

개인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크고,훈련기 에서 장지향 인 훈련과 경력개발지원을 제공해

주며,훈련생이 학습활동에 몰입하 다 하더라도,훈련생 스스로가 자신의 경력계획을 구체

으로 수립하지 않았다면,훈련생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제한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는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궁극 인 목 은 개인의 직업 성

공을 해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훈련생 훈련 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훈련투입이 이루어지고,이러한 투입 인 요인으로 인해 훈련생들은 학습에 몰입하게 되는 과

정을 거치지만,개개인에게 맞는 합한 분야로의 고용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기 해서는 훈련

생들이 자신의 경력계획을 보다 구체 으로 수립하여야 비로써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

로의 고용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구조 인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따라서 훈련기 은

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하여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단편 으로 생각

하기 보다는,고용가능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훈련생 개인과 훈련 로그램 특성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 에서 보다 학습활동에 몰입하고,스스로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로그램을 개발·운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제언

가.실업자 직업훈련의 제도 개선을 한 제언

첫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 향상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하여 훈련기 은 경력개발지원을 한 문 인력을 확충하고,훈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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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단계 으로 경력개발 지원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훈련기 의 경력개발지원은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을 높여주는데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고,그 하 요인 한 지원받

은 수 이 높을수록 비례 으로 고용가능성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력개발지

원은 훈련기 이 모든 훈련생들에게 일 으로 동일하게 제공하는 직업능력 습득을 한 수

업내용과는 달리,훈련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해 개개인별로 지원·리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훈련생 개개인에 한 많은 심과 애정 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하지

만 훈련기 은 통상 경력개발지원에 한 문성이 부족한 행정 담자나 주당 수업시수가 많

은 훈련과정 담임교사 등에게 맡고 있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경력개발지원을 일임하여,훈련과

정이 거의 종료되는 시 에 몰아서 경력개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훈련생

의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경력개발 지원활동이 보다 효과·효율 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문 으로 훈련생의 경력설계 개발,취업 연계를 지원해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여,훈련기간 에 단계 으로 훈련생의 경력개발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이로써 훈

련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경력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훈련과정을 이수

하여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궁극 으로는 자신이 수립한 경력계획 로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학습이 보다 체계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장학습 운 방법 차에 한 가

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훈련의 장지향성은 경력개발지원과 학습몰입 다음으로 고용가능

성에 큰 향을 미치고 있지만,다른 변인에 비해 훈련생이 인식하고 있는 수 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특히 하 요인 에서 장학습 유용성은 보통보다 더 낮게 나타났는데,이는 장학

습이 실업자 직업훈련 로그램에 실제 으로 용된 지 일부 몇 훈련기 에 한하여 1∼2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 도 련 훈련 직종의 기업들과 연계하

여 장학습을 효과·효율 으로 운 하는 방법 차의 체계화가 아직까지는 미약하기 때문

에 인식 수 과 향력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훈련기 에 장학

습을 실시하는 방법 차,노하우 등이 공유되어 직업훈련 로그램이 교실훈련과 장학습

이 병행 으로 운 될 수 있도록,정부는 장학습 운 방법 차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훈련기 에 확산시키는 등 장학습이 체계 으로 운 될 수 있

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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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로그램 내에 실패내성 향상 인 계 형성·유지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실업자 직업훈련 로그램은 취업을 하여 직업 구직능력을 습득하는데

을 두고 운 되고 있지만,연구결과 훈련 로그램 특성뿐만 아니라,실패경험을 정 으로 극

복하는 실패내성과 수업활동 이외에서의 인 계를 형성·유지하는 비공식 네트워크도 고용

가능성에 직·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훈련을 받고 있는 상이 실업자

라는 을 감안하여 훈련 로그램 내에 직업교양 시간을 더 할애하여,훈련생의 실패내성을 길

러주고,보다 큰 인 계망을 형성·유지할 수 있는 스킬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훈련생들이 수시로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진단하고,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인식·보

완함으로써,자신의 고용가능성을 지속 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온라인 고용가능성 진단 서비

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 제도 으로 훈련생이 직업훈련 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직업

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속하여 훈련기 의 만족도에 하여 수강평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으로써,우수한 훈련기 을 선별하기도 하고 다른 훈련지

원자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처럼 기존 유사 서비

스가 실시되고 있는 HRD-Net에 고용가능성 진단 서비스를 도입하여,훈련생들이 수시로 훈련

이 시작되는 시 과 간시 ,종료되는 시 등에 자유롭게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상호 비교해 으로써,고용가능성 구성요인 어떠한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를 인식하여 지속 으로 스스로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진단하고 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이 높은 훈련기 이나 훈련과정이 정부가 수행하는

훈련기 평가나 훈련과정심사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등 훈련생이 인식한 고용가능성과 실

제 훈련기 평가 훈련과정 심사 결과와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를 검할 필요가 있다.직

업훈련 로그램의 궁극 인 목 은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궁극 으로 성

공 인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므로,이러한 직업훈련 로그램의 목 이 제 로 달성될 수 있도

록 우수한 훈련기 을 선정하여, 합한 훈련과정을 배정해 주고 있는지에 한 검이 필요하

므로,훈련생이 인식한 고용가능성 수 과 해당 훈련기 의 기 평가 과정심사 결과의 련

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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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후속연구 수행을 한 제언

첫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 특성,훈련 로그램 특성,학

습몰입 경력계획의 구조 인 계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이 연구는 실업자 직업훈련

생의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하기 하여 투입-과정-산출의 에서 고용가

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고용가능성과 련 변인들 간의 개별 인 계를 밝히

고 있지만,고용가능성이 종합 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해서는 완벽하게 다루지 못하 다.

따라서 체제이론(투입-과정-산출)에 따라 도출된 고용가능성과 련 변인들을 종합 인 계모

형을 통하여 고용가능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한 구조 인 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학습몰입 경력계획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매개변인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포 으로 탐색함으로써,고용가능성과 련변인들 간의 다양한 직·간 인 향 계를 구명

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을 두고,고용가능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만 독립변인을 설정하여, 련 변인 설정이 다소 제한 이었

다.하지만 련 변인들은 고용가능성에 한 직 인 향뿐만 아니라,모두 매개변인을 통

하여 고용가능성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학습

몰입과 경력계획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고용가능성에 직 인 향을 주는 독

립변인뿐만 아니라,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학습몰입 경력계획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보다 포 으로 탐색하여 다양한 독립변인들을 도출하고,이러한 독립변인들과 매개변인(학습

몰입,경력계획)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고용가능성을 높여 수 있는 다양한 직·간 인

향 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실업자 직업훈련생이 인식하고 있는 고용가능성은 수료 후 실제 인 취업과 사후 고용

유지율과는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구명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선행연구(Harvey,2000;

Yorke,2001)에서 고용가능성은 학습에 한 부분이므로 ‘고용된 결과’보다는 ‘능력 개발’의

요성을 더 시사하고 있지만,이 연구에서는 고용가능성을 고용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과 자신

감을 개발하고,외부 노동시장의 상태를 인식하여,이를 자신의 고용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고용과 련된 종합 인 능력과 신념으로 정의하고 하고 있으므로,‘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 여부’와의 련성도 구명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훈련종료 시 에서 훈련생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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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 자신의 고용가능성이 수료 후 실제 인 취업과 취업의 질 사후 고용유지율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에 한 종단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정부가 지원하는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따라서 참여하는 훈련생의 특성이 다소 차이

가 있으므로,연구 상을 모든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훈련생으로 확 하여(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폴리텍 학 기능사 양성훈련 등)훈련사업의 특성별로 훈련생의

고용가능성 수 과 차이 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훈련기 이 제공하는 로

그램 특성을 고려하여 3개월∼1년 정도 훈련이 실시되는 국가기간·략산업직종훈련으로 한정

하여 연구를 수행하 지만,실업자를 상으로 훈련직종,훈련기간,자비부담,실시주체(공공/민

간)등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므로,각 훈련사업별 효과성을 검증하고 장

보완 등을 도출하기 하여 훈련 사업별로 구분하여 훈련생의 고용가능성 수 과 차이를 구

명하고,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이 어떠한 변인들에 더 향을 받는지를 구

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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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 원안 국외연구 번안

국외연구 번안
번역 문가 교정 /
국외연구

번안·재구성한
국내연구 문항

직업훈련 상황에
맞게 재구성 /
직 개발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직업
구직능력

김성남(2009)

∘나는 졸업 후
진출을 고려하

고 있는 직업분
야에서 요구하
는 지식과 기술
에 해 구체
으로 알고 있다.

- -
∘기업이 요구하
는 지식을 습득
하게 되었다.

∘일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Rothwell
외(2008)

∘The skills and
abilities thatI
possess are
whatemployers
arelookingfor.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은
고용주들이 원
하는 것이다.

∘나는 기업이 원
하는 기술과 능
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갖게 되
었다.

∘일하는데 있어
필요한 문
인 기술을 갖게
되었다.

Johnson(2001)
→

구 모(2004)
- -

∘나는 내 분야에
서 시 에 뒤떨
어지지 않는 능
력과 기술을 갖
추고 있다.

∘일하는데 있어
시 에 뒤떨어
지지 않는 능력
과 기술을 갖게
되었다.

∘일하는데 있어
직업생활을잘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임언,
윤 한(2005)

∘이력서를 용도
에 따라 잘 작
성할 수 있다.
∘기업에서 요구
하는 장 들을
부각시켜 자기

소개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면 시 질문에
해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화기술이있다.

∘취업을 하여
구인정보를 주
기 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내가 심을 갖
고 있는 기업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

∘이력서를 용도

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기업이 요구하
는 장 들을 부
각시켜 자기소

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면 시 질문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구인정보를 주
기 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 심 있는 기업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

[부록 1]고용가능성 측정도구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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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 원안 국외연구 번안

국외연구 번안
번역 문가 교정 /
국외연구

번안·재구성한
국내연구 문항

직업훈련 상황에
맞게 재구성 /
직 개발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게 되었다.

직업
구직자신
감

Johnson(2001)
→

구 모(2004)
- -

∘내가 재 가지
고 있는 경험과
능력으로 볼 때
다른 회사에도
나를 유능한 자
원으로 간주할

것이다.
∘내가 재 가지
고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볼 때,
다른 회사도 나
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
할 것 같다.

∘지 내가 가지
고 있는 능력정
도면 다른 회사

에서도 지 과
동등한 조건의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 나를
유능한 자원으

로 간주할 것이
라 믿는다.

∘기업에서 내가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

할것이라믿는다.
∘기업에서 나를
좋은 조건으로
우 해 것이
라 믿는다.

Rothwell
외(2008)

∘Icaneasilyfind

out about

opportunities in

mychosenfield.

∘I am generally
confident of

success in job

Interviews and

selectionevents.

∘IfeelIcouldget

anyjobsolong
asmyskillsand

experience are

reasonably

relevant.

∘원하는 분야에
서 취업 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반 으로 면
과 채용과정

에서 성공을 확
신한다.

∘나의 경험
기술이 직업과
련성만 있다
면 어떤 직장이

든 구할 있을
것 같다.

∘원하는 분야의
취업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체로 면
채용 과정을 무
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
∘나의 경험
기술과 한
련성만 있다
면 어떤 직장이
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체로 면

채용 과정을 무
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직장이
든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노동시장 Rothwell ∘People in the∘내가 목표로 하∘내가 취업하고 ∘내가 취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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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 원안 국외연구 번안

국외연구 번안
번역 문가 교정 /
국외연구

번안·재구성한
국내연구 문항

직업훈련 상황에
맞게 재구성 /
직 개발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수요
인식

외(2008)

career I am

aimingforarein
high demand in

the external

labourmarket.

∘Thereisgenerally

astrongdemand

forgraduates at
thepresenttime.

∘There are plenty

ofjobvacancies

inthegeographical

areawhereIam

looking.

고 있는 분야는
외부 노동시장
에서 수요가 많
다.

∘나의 공에서

재 졸업생에
한 많은 수요
가 있다.

∘내가 직업을 찾
고 있는 지역에
는 많은 일자리

가 있다.

자 하는 직종은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내 공 분야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체로
큰 편이다.

∘내가 취업을 원
하는 지역에는
일자리가 많다.

자 하는 분야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내가 취업하고

자 하는 분야는
직원 채용 규모
가 체로 크다.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일자리가 많다.

∘Rothwell외(2008)
의 노동시장 수
요 인식 문항에
향후 망에

한 문항도 포함
하여 개발

- -

∘내가 취업하고
자 하는 분야는
향후 일자리

망이 좋다.

취업
기 수
조정

Harvey(2003)

∘조정(articulation)*
개념을 바탕으
로 직 문항
개발
*자신의 능력과
기 수 등을

실에서 제공되
는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

- -

∘일자리를 구함
에 있어 기업의
임 수 ( 여,
상여 등)과
나의 기 수

의 차이를 조정
할 것이다.

∘일자리를 구함
에 있어 기업의
근무여건(출·퇴
근,출장 등)과

나의 기 수
의 차이를 조정
할 것이다.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 기업의 복
지수 (휴가 등)

과 나의 기 수
의 차이를 조
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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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비조사 측정도구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  바쁘신 와 에도 귀 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 실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후,고용을 획득하고 성공 인 직업  성취에

요구되는 고용과 련된 종합 인 능력인 고용가능성을 개발하는데 있어,어떠한 요인

들이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지는 총 4면이며,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조사결

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그 응답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

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

는 응답은 본 연구를 해 매우 귀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과 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바쁘신 와 에도 불구하고 귀 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서울 학교 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정진철

박사과정 :정선정

[연구자 연락처]정선정 (02-3271-9116,010-4748-3703,dreamta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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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은 귀하의 실패내성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 )해 주십시오.

나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아주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매우 우울해 지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2.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정 인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어떤 것에 실패할 때마다 어디론가 회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잘못 답하면,매우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5.어떤 것에 실패하면,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무슨 일을 시도할 때마다 실수할까 걱정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7.어떤 것에 실패하면,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다시 시도해 본다.① ② ③ ④ ⑤

8.꼭해야하는것은아니라도,잘못된부분은다시하여제 로되게한다.① ② ③ ④ ⑤

9.모르는 것에 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어떤 것이 잘못되면,계속해서 해보고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1.새로운 것을 수행하다가 성공하지못하면, 방 포기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2.어떤 것에 실패하면,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려고 결심하곤 한다.① ② ③ ④ ⑤

13.무언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어려운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아주 쉬운 것보다는,어려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낫다. ① ② ③ ④ ⑤

15.어렵거나 도 인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① ② ③ ④ ⑤

16.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17.좀 실수하더라도 어려운 것을 시도하는데 매력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8.시간이 많이 걸리고,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는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Ⅱ.다음은 귀하의 비공식 네트워크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

에 표시(√ )해 주십시오.

나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이 훈련기 에서 같은 반 학생들 이외,다른 반 학생들과 폭
넓은 인간 계를 맺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정기 으로 이 훈련기 이외의 사람들과 교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3.이 훈련기 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이 훈련기 이외에서 내가 하는 사람들의 출신지,학력,
성별,직 등은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넓은 인간 계를 유지하고 있다.① ② ③ ④ ⑤

6.같은 반 학생들 이외,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언가 알고 싶을
때 나에게 온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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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련기 이 제공한 ～ /이 훈련기 은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훈련과정은 실용 인 기술과 경험을 익히는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2.훈련과정은 취업과 련된 장의실무기술을익히는데도움을 다.① ② ③ ④ ⑤

3.훈련과정은 장에서쓰이는일반 인기술을익히는데도움을 다.① ② ③ ④ ⑤

4. 장학습(산업체 탐방이나 장견학, 장실습 등)은 직장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5. 장학습(산업체 탐방이나 장견학, 장실습 등)은 실무를

악하는 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6. 장학습(산업체 탐방이나 장견학, 장실습 등)은 실제 업무

경험을 하는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7.배운 지식과 기술을 다른 상황에 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
① ② ③ ④ ⑤

8.수업시간에배운것을실무에 용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해 다.① ② ③ ④ ⑤

9.내가 배운 것을 되돌아보고,다른 환경에 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
① ② ③ ④ ⑤

Ⅲ.다음은 귀하가 인식한 훈련의 장지향성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

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Ⅳ.다음은 귀하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

에 표시(√ )해 주십시오.

이 훈련기 은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내가설정한목표로가고있는지주기 으로 검하는데도움을 다.① ② ③ ④ ⑤

2.내가 앞으로 한 계획을 비하는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3.내게일어날수있는가능성있는기회들을살펴보는데도움을 다.① ② ③ ④ ⑤

4.나의 경력경로와 장기목표가 보다 분명해지도록 도움을 다.① ② ③ ④ ⑤

5.나의 진로와 직업세계에 해 하게 지도해 다. ① ② ③ ④ ⑤

6.이력서 작성을 하게 지도해 다. ① ② ③ ④ ⑤

7.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게 지도해 다. ① ② ③ ④ ⑤

8.면 스킬을 하게 지도해 다. ① ② ③ ④ ⑤

9.내게 맞는 합한 직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10.내가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11.내가 취업 일자리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12.내가 취업 일자리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방법에

해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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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통해 나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일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일하는데 있어 필요한 문 인 기술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일하는데 있어 직업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① ② ③ ④ ⑤

Ⅴ.다음은 귀하의 학습몰입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 )해 주십시오.

나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수업에 완 히 집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수업시간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수업시간에 나의 행동을 잘 조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수업시간에 극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을 잘 조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수업시간에 깨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에 해 잘 몰입하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수업에 참여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9.수업시간에 신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10.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에 해 완 히 집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Ⅵ.다음은 귀하의 경력계획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 )해 주십시오.

나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취업목표가무엇인지아직결정하지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2.취업에 한 계획을 수립하 다. ① ② ③ ④ ⑤

3.취업목표를 달성하기 한 략을 수립하 다. ① ② ③ ④ ⑤

4.취업목표를 달성하기 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취업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취업목표를 자주 바꾸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Ⅶ.다음은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성취한 귀하의 고용가능성과 련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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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력서를 용도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기업이 요구하는 장 들을 부각시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면 시 질문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① ② ③ ④ ⑤

7.구인정보를 주기 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심 있는 기업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기업에서 나를 유능한 자원으로 간주할 것이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0.기업에서 내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할

것이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1.기업에서 나를 좋은 조건으로 우 해 것이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2.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체로 면 채용 과정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① ② ③ ④ ⑤

14.어떠한 직장이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6.내가취업하고자하는분야는 직원 채용 규모가 체로크다. ① ② ③ ④ ⑤

17.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일자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8.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향후 일자리 망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9.일자리를 구함에 있어 기업의 임 수 (여,상여 등)과 나의

기 수 의 차이를 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일자리를 구함에 있어 기업의 근무여건(출·퇴근,출장 등)과

나의 기 수 의 차이를 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일자리를 구함에 있어 기업의 복지수 (휴가 등)과 나의 기

수 의 차이를 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Ⅷ.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특성에 한 문항입니다.해당 번호에 ○ 는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귀하의 연령은? (만) 세

3.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졸이하 ② 고교재학 ③ 고졸 ④ 학재학

⑤ 문 졸 ⑥ 졸(4년제이상) ⑦ 학원졸 이상

4.귀하의 결혼여부는? ①미혼(결혼안함) ②기혼(결혼함) ③기타(사별/이혼/별거등)

5.귀하의 체직장경력은?①없음 ② 약 년 개월

-긴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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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고용가능성 측정도구 비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하 요인 문항

내 일치도 계수 문항제거시 α 값 수정된

문항- 체

상 계
내 일치도 계수

(체 α =0.966)
문항 제거시 α

직업 구직능력

문항1

0.953

.950 .721

문항2 .952 .737

문항3 .945 .794

문항4 .944 .767

문항5 .945 .773

문항6 .943 .784

문항7 .945 .765

문항8 .946 .794

직업 구직자신감

문항9

0.946

.933 .788

문항10 .934 .788

문항11 .934 .763

문항12 .939 .849

문항13 .933 .828

문항14 .942 .762

노동시장 수요 인식

문항15

0.892

.857 .725

문항16 .869 .654

문항17 .849 .750

문항18 .868 .721

취업 기 수 조정

문항19

0.956

.955 .675

문항20 .927 .640

문항21 .910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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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본조사 측정도구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  바쁘신 와 에도 귀 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 실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후,고용을 획득하고 성공 인 직업  성취에

요구되는 고용과 련된 종합 인 능력인 고용가능성을 개발하는데 있어,어떠한 요인

들이 고용가능성에 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지는 총 4면이며,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조사결

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그 응답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

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

는 응답은 본 연구를 해 매우 귀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과 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바쁘신 와 에도 불구하고 귀 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서울 학교 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정진철

박사과정 :정선정

[연구자 연락처]정선정 (02-3271-9116,010-4748-3703,dreamtag@snu.ac.kr)



- 185 -

Ⅰ.다음은 귀하의 실패내성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 )해 주십시오.

나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아주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매우 우울해 하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2.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정 인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어떤 것에 실패할 때마다 어디론가 회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잘못 답하면,매우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5.어떤 것에 실패하면,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무슨 일을 시도할 때마다 실수할까 걱정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7.어떤 것에 실패하면,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다시 시도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8.꼭해야하는것은아니라도,잘못된부분은다시하여제 로되게한다.① ② ③ ④ ⑤

9.모르는 것에 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어떤 것이 잘못되면,계속해서 해보고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1.새로운 것을 수행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방 포기해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2.어떤 것에 실패하면,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려고 결심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무엇인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어려운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아주 쉬운 것보다는,어려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낫다. ① ② ③ ④ ⑤

15.어렵거나 도 인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6.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17.좀 실수하더라도 어려운 것을 시도하는데 매력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8.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는,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Ⅱ.다음은 귀하의 비공식 네트워크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나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이 훈련기 의 같은 반 학생들 이외,다른 반 학생들과 폭 넓은 인간
계를 맺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이 훈련기 의 같은 반 학생들 이외,내 주변 사람들이 무엇에 해
궁 할 때 나에게 오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이훈련기 이외의 사람들과 정기 으로 교류(만남,모임, 화등)한다.① ② ③ ④ ⑤

4.이 훈련기 이외에서 내가 하는 사람들의 출신지,학력,성별,
직 등은 매우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5.이 훈련기 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같은 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외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넓은 인간 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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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련기 이 제공한 ～ /이 훈련기 은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훈련과정은 실용 인 기술과 경험을 익히는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2.훈련과정은 취업과 련된 장의 실무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을 다.① ② ③ ④ ⑤

3.훈련과정은 장에서 쓰이는 일반 인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을 다.① ② ③ ④ ⑤

4. 장학습(산업체 탐방이나 장견학, 장실습 등)은 직장 구조를 이해

하는데도움을 다.(장학습이 제공되지않은경우는‘ 그 지않다’에표시)
① ② ③ ④ ⑤

5. 장학습(산업체 탐방이나 장견학, 장실습 등)은 실무를 악하는데

도움을 다.(장학습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는 ‘ 그 지 않다’에 표시)
① ② ③ ④ ⑤

6. 장학습(산업체 탐방이나 장견학, 장실습 등)은 실제 업무경험을

하는데도움을 다.(장학습이 제공되지않은경우는‘ 그 지않다’에표시)
① ② ③ ④ ⑤

7.배운지식과기술을다른상황에 용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해 다.① ② ③ ④ ⑤

8.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실무에 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① ② ③ ④ ⑤

9.내가 배운 것을 되돌아보고,다른 환경에 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
① ② ③ ④ ⑤

Ⅲ.다음은 귀하가 인식한 훈련의 장지향성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

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Ⅳ.다음은 귀하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

에 표시(√ )해 주십시오.

이 훈련기 은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내가 설정한 목표로 가고 있는지 주기 으로 검하는데 도움을 다.① ② ③ ④ ⑤

2.내가 앞으로 한 계획을 비하는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3.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회들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다.① ② ③ ④ ⑤

4.나의 경력경로와 장기목표가 보다 분명해지도록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5.나의 진로와 직업세계에 해 하게 지도해 다. ① ② ③ ④ ⑤

6.이력서 작성을 하게 지도해 다. ① ② ③ ④ ⑤

7.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게 지도해 다. ① ② ③ ④ ⑤

8.면 스킬을 하게 지도해 다. ① ② ③ ④ ⑤

9.내게 맞는 합한 직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10.내가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11.내가 취업 일자리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12.내가 취업 일자리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방법에 해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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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통해 나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일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일하는데 있어 필요한 문 인 기술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일하는데 있어 직업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Ⅴ.다음은 귀하의 학습몰입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 )해 주십시오.

나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수업에 완 히 집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수업시간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수업시간에 나의 행동을 잘 조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수업시간에 극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을 잘 조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수업시간에 깨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에 해 잘 몰입하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수업에 참여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9.수업시간에 신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10.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에 해 완 히 집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Ⅵ.다음은 귀하의 경력계획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 )해 주십시오.

나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취업에 한 계획을 수립하 다. ① ② ③ ④ ⑤

2.취업목표를 달성하기 한 략을 수립하 다. ① ② ③ ④ ⑤

3.취업목표를 달성하기 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취업목표가 무엇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5.취업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취업목표를 자주 바꾸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Ⅶ.다음은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성취한 귀하의 고용가능성과 련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 188 -

4.이력서를 용도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기업이 요구하는 장 들을 부각시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면 시 질문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구인정보를 주기 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심 있는 기업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기업에서 나를 유능한 사람으로 간주할 것이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0.기업에서내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사람으로간주할것이라믿는다.① ② ③ ④ ⑤

11.기업에서내가맡은일을잘수행할수있는사람으로간주할것이라믿는다.① ② ③ ④ ⑤

12.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체로 면 채용 과정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어떠한 직장이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6.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직원 채용 규모가 체로 크다. ① ② ③ ④ ⑤

17.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일자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8.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향후 일자리 망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9.일자리를 구함에 있어 기업의 임 수 (여,상여 등)과 나의 기

수 의 차이를 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일자리를 구함에 있어 기업의 근무여건(출·퇴근,출장 등)과 나의 기

수 의 차이를 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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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bjectiveofthisstudywastoinvestigatetherelationshipsamongtheemployability,

trainee'spsychosocialcharacteristics,trainingprogram characteristics,learningflow and

careerplanningofunemployedvocationaltrainees.Inordertoachievethestudygoal,the

followingresearchplanhasbeensetup.First,theimpactsoftrainee'spsychosocial

characteristics,trainingprogram characteristics,learningflow andcareerplanningforthe

employability ofunemployedvocationaltraineeswasexamined.Second,themediating

effectsoflearningflow intherelationshipsamongthecharacteristicsofthetraineeand

trainingprogram,andemployabilitywereinvestigated.Third,themediatingeffectofcareer

planningintherelationshipsamongthecharacteristicsoftraineeandtrainingprogramand

learningflowandtheemployabilitywasexamined.

Thetargetpopulationofthestudywasthetraineeswhoparticipateinthe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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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andStrategyIndustriestraining(283training institutions,1,314training

courses,and33,547trainees),andatotalof1,515traineeswereultimatelysetasthestudy

target,andthetraining institutionsandtraining courseswererandomlysampled(76

traininginstitutionsand110trainingcourses)untilthenumberofallocatedstudytargetsby

eachareawereselectedbyapplyingtheratiosamplingbyeachareaoftargetpopulation.

Thequestionnairesconsistingofemployability,failuretolerance,informalnetworks,field

orientednessoftraining,careerdevelopmentsupport,learningflowandcareerplanningwere

usedastheresearchtool.Forthemeasurementtoolfortheemployability,theitemswere

developedbysettingthejobandjob-huntingability,jobandjob-huntingconfidence,the

demandrecognitionofthelabormarket,theadjustmentofemploymentexpectationlevelas

constructsthroughtheprecedingresearchanalysis.Theinternalconsistencycoefficientof

themeasurementtoolforthedevelopedemployabilitywassatisfactorywith0.851～0.926.In

addition,existingtoolssuitableforthestudyobjectivewereusedandreconstructedforthe

measurementtoolsforthevariableswhichimpacttheemployability,andthereliabilityand

validityofthemeasurementtoolsweresecuredthroughthepreliminaryandmainsurveys.

ThedatawerecollectedviaavisitingsurveyfromOctober21toNovember15,2013.A

totalof1,515questionnaireswerecirculatedand1,503questionnaireswerereturned(collect

rateof99.2%),and1,431questionnairesexcludingunreliableresponseswereusedforthe

finalanalysis.Inordertoinvestigatetherelationshipsamongtheemployabilityandrelated

variables,thehierarchicalregressionanalysiswasconductedusingSPSSforWindows20.0.

Thefindingsofthisstudywereasfollows.First,thefindingsshow thatalltrainee'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failure tolerance,informal networks),training program

characteristics(fieldorientednessoftrainingandcareerdevelopmentsupport),learningflow

andcareerplanningdirectlyexercisestaticinfluenceontheemployabilityofunemployed

vocationaltrainees.Inparticular,whilethecareerdevelopmentsupportprovidedbytraining

institutionshasthegreatesteffectontheemployability,andthelearningflow,thefield

orientednessoftraining,careerplanning,andfailuretolerancefollowedinthatorder,the

influenceofinformalnetworksprovedtoberelativelylow comparedtoother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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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thelearningflow oftheunemployedvocationaltraineeshasmediatingeffectson

therelationshipsamongthecharacteristicsofthetrainee(failuretolerance)andtraining

program (field orientedness of training and career development support) and the

employability.Whiletheemployabilitywasdirectlyinfluencedbytrainees'failuretolerance

andthefieldorientednessoftrainingandcareerdevelopmentsupportprovidedbytraining

institutions,theindirectinfluenceoffailuretolerance,thefieldorientednessoftrainingand

careerdevelopmentsupportfortheemployabilitywiththemediationoflearningflowforthe

variablesincreasingtheemployabilitythroughthelearningflowwasalsoproved.Third,the

careerplanningofunemployedvocationaltraineeshasmediatingeffectsontherelationships

amongthecharacteristicsofthetrainee(informalnetworks)andtrainingprogram (field

orientednessoftrainingandcareerdevelopmentsupport),learningflow andemployability.

Whiletheemployabilitywasdirectlyinfluencedbytheinformalnetworksformedand

maintainedbytrainees,thefieldorientednessoftrainingandcareerdevelopmentsupport

providedbytraininginstitutions,andthelearningflowinthelearningprocess,theindirect

influenceofinformalnetworks,thefieldorientednessoftraining,careerdevelopmentsupport

andleaningflow werealsoprovedasvariablesthathavedirecteffectsininfluencingthe

careerplanningthattraineesestablish,thereforeitultimatelyincreasestheemployability.

Basedonthefindingsofthestudy,somerecommendationsforfutureresearchwere

suggested.Firstwasthestudythatinvestigatesthestructuralrelationshipsamongthe

employabilityofunemployedvocationaltraineesandthecharacteristicsofthetrainees,

trainingprograms,leaningflow andcareerplanning.Second,variousvariablesthathave

directandindirecteffectsontheemployabilityneedtobedrawnwithcomprehensive

explorationoftheindependentvariablesthathaveaninfluenceonthelearningflow and

careerplanningactingasmediatingvariablesaswellastheindependentvariablesthat

directlyinfluencetheemployabilityoftheunemployedvocationaltraineesbyfocusingon

themediatingeffectsoflearningflowandcareerplanning.Third,alongitudinalstudythat

investigatestherelationshipsamongtheemployabilityrecognizedbyunemployedvocational

trainees,andtheactualemploymentandfollow-upemploymentretentionrateis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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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thedifferencesamongtheemployabilityleveloftraineesandrelationshipsneedsto

beinvestigatedontheprogramcharacteristicsbyexpandingthestudytargettoalltrainees

participatingintheunemployedvocationaltrainingprogram supportedbythegovernment

(NaeilLearningCardSystem fortheunemployed,unemploymenttrainingforfarm and

fishingvillages,trainingtechniciansoftheKoreaPolytechnicColleg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UnemployedVocationalTrainees,Employability,FailureTolerance,Informal

Networks,Field OrientednessofTraining,CareerDevelopmentSupport,

Learning Flow,Career Planning,PsychosocialCharacteristics,Training

Program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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