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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취업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공만족도 

요인(교과만족, 수업만족, 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요인)을 악하 고, 공만족도와 취업 비행동의 계에서 취업효능감

이 조 효과를 보이는지에 하여 검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만족(C.R.=3.847, p<0.001), 수업만족

(C.R.=3.244, p<0.01), 계만족(C.R.=3.045, p<0.01), 인식만족(C.R.=2.464, p<0.05) 요인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취업효능감 고집단과 집단 간의 조 효과는 

p값이 0.05보다 작은 p=.040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 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의 감  학기 평가인증에 비하기 한 유용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factors of major satisfaction(curricular satisfaction, class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cognitive satisfaction, and general satisfaction factors) which influence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were identified by conducting a survey of female colleg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whether the feeling of employment efficacy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were verifi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urricular satisfaction(C.R.=3.847, p<0.001), class satisfaction(C.R.=3.244, p<0.01), 

relationship satisfaction(C.R.=3.045, p<0.01), and cognitive satisfaction(C.R.=2.464, p<0.05) factors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behavio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high group and the low group 

in terms of employment efficacy turned out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as the p value 

was less than 0.05, p = .040.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the useful basic data to not only improve 

the employment rate for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f community colleges in Korea, but 

also to prepare for the rapidly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Institutional Accr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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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 를 막론하고 고등교육기 인 학의 주

된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이라고 할 수 있

다. 인재양성을 목 으로 하는 학교육은 다

시 교양교육과 공교육으로 나 어지며, 최근 

한국 학사회에서는 공교육을 통한 직업교

육이 두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변하는 한국의 학생태계

와 한 련이 있다. 즉, 우리나라 학은 학

령인구의 감으로 인해 학의 존립 자체가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혹독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2024년까지 용되는 학기본

역량진단의 주요 평가지표  하나가 바로 취

업률이며, 폐지되는 학기본역량진단을 체

하여 2025년부터 시행될 학기 평가인증의 

평가요소에도 취․창업 지원  성과는 포함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한, 문 학교의 교육목 은 사회 각 분

야에 한 문 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쳐 국

가발 에 필요한 문직업인을 양성  공 하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 학교는 장에

서 용이 가능한 실무와 이론 교육을 기반으

로 하는 문 고등직업교육훈련 기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종합 학교와 비되는 

문 학교의 특성으로서 이에 문 학교는 일

반 종합 학교보다 취업률이 더욱 요하다. 

즉, 한국 학사회에서 취업률은 곧 학의 

경쟁력이자 생존 략이 되고 있으며, 이의 

향으로 최근 학계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과  학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한 목

으로 학생의 공만족도와 취업 비행동 간

의 향 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

다( 자옥, 2020; 정 희, 오지 , 2021). 

그러나 아직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에 

을 맞춰 취업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공만족도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을 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취업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공만족도 요인을 악하 고, 공만

족도와 취업 비행동의 계에서 취업효능감

이 조 효과를 보이는지에 하여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문 학교와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라는 을 들 수 있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로서 4년제 학교나 남녀 학

생 모두를 포함하여 문헌정보과 재학생의 취업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공만족도 요인을 

검증한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

과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해 참고할 수 있는 유

용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가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에 달되어 

학과 취업률의 제고  학령인구의 감에 비

하기 한 석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고

한다. 

2. 선행연구 

국내․외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만족도와 취업효능감이 매우 

요한 요인이 된다는 을 인식하고, 공만족도 

혹은 취업효능감이 취업 비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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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국외의 선행연구들을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Jurgens(2000)는 학생은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더욱 확신을 갖고 효과

으로 진로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하 다. 같

은 에서 Graunke & Woosley(2005)도 

학생의 공만족도는 학업 성취도와 더불어 진

로계획의 확실성과도 련이 있다는 을 강조

하 다. 

이외에 Logue(2005)도 공만족도는 진로

를 결정할 때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으

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  특성과 학문  

환경에 따라 공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Nauta(2007)가 수행한 

연구에서 Academic Major Satisfaction Scale 

(AMSS)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공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정 인 연  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 취업 비행동과 련된 연구로서 Bum 

& Lee(2018)의 연구에서 교수의 격려와 지도

를 받은 체육교육 공 학생일수록 자아 리더

십 행동이 증가하고, 이는 취업 비행동의 증가

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 졌다. 최근 August 

(2020)는 개인  특성이 취업 비행동에 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개인  특

성 요인 가운데 낙 이고 응력이 뛰어나며 

융화가 잘되는 학생일수록 취업 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규명되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상

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김미숙(2015)은 

4년제 학생을 상으로 하여 공만족도(교

과만족, 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진로조

사), 공수업 몰입경험, 진로탐색효능감(직업

탐색효능감, 면 효능감, 계구축효능감, 개인

탐색효능감)이 취업 비행동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 다. 그 결과, 공만족도의 하

요인 에서는 교과만족, 계만족, 일반만족

이 취업 비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악되었다. 진로탐색효능감의 하 요인 

에서는 직업탐색효능감과 계구축효능감이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한의진(2017)은 주 역시에 소재

한 4년제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

로 하여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직업탐색행동, 취업 비행동의 차이를 조사하

다. 학과만족도(교과만족, 계만족, 인식만

족, 일반만족)가 직업탐색행동과 취업 비행동

에 향을 미치는지도 검증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과만족도 하 요인 에서 일반만족

과 교과만족은 직업탐색행동과 취업 비행동 모

두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계만족은 취업

비행동에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후 김보람(2018)은  련 학생의 

공만족도(교과만족, 계만족, 인식만족, 수

업만족)가 취업 비행동( 공 련 비행동, 

교내  비행동, 교외  비행동)과 직업선

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취

업 비행동이 직업선택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지도 규명하 다. 분석결과, 공 련 비

행동에는 공만족도의 교과만족, 계만족, 인

식만족, 수업만족 모두가 유의한 향을 미쳤

으며, 교내  비행동과 교외  비행동에는 

공만족도의 계만족과 수업만족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미선, 김한나(2019)는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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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는 2년제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하여 공만족도

와 진로상담이 공일치 취업결정에 향을 미

치는지 악하 으며, 이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미치는 조 효과도 검증하 다. 그 

결과, 학생의 공만족도와 진로상담 유무는 

공일치 취업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공만족도와 진로상담 유무가 공

일치 취업결정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그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밝 졌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서 자옥(2020)은 서

울  경기도 소재 4년제 학교의 체육 공 여

자 학생의 학과만족도(교과만족, 계만족, 일

반만족, 학교만족, 사회만족)가 취업 비행동

(교내 취업 비행동, 공 련 취업 비행동) 

 진로성숙도에 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취업

비행동이 진로성숙도에 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검증결과, 학과만족도의 하 요인 

에서 일반만족이 교내활동 련 취업 비행

동에 통계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의 하 요인 에서

는 일반만족, 교과만족, 학교만족이 공 련 

취업 비행동에 통계 으로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래 정 희, 오지 (2021)은 경기도에 치

한 2년제 학교의 비서과 재학생을 상으로 

하여 공만족도(교과만족, 계만족, 인식만

족, 일반만족), 직업가치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 목표

선택)이 취업 비행동( 비  취업 비행동, 본

격  취업 비행동)에 미치는 향 계를 검증

하 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  취업 비행

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공만족도 요인은 

인식만족이었으며, 본격  취업 비행동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공만족도 요인은 인식만

족과 계만족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 가운데 목표설정과 미

래계획은 비 , 본격  취업 비행동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더불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된 취업 

련 선행연구로서 이종문(2012)은 반 인 문

헌정보학계의 취업 경향을 악할 수 있는 연

구를 수행하 다. K 학 문헌정보학 공 졸업

자 178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취업실태를 분석

하 으며, 문제 으로 취업률의 조, 높은 비

정규직 취업률, 낮은 공일치도를 지 하 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의 도서  일자리 창출, 학생 측면에서의 

정보 분야 일자리 이해  체험 기회 제공, 교수 

차원에서의 공 분야에 한 일자리 개발  

지도 등을 제안하 다. 

문헌정보학 공 학생의 취업  진로지도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함

을 목 으로 최근 남재우, 이수 (2022)은 문

헌정보학 공 학생의 사서직에 한 문성 

인식  진로역량 수 을 조사하 으며, 진로

역량이 사서직 진로결정에 미치는 향을 검증

하 다. 그 결과, 사서직을 문직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진로역량의 수

은 일반 학생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역량은 사서직 진로결정에 자기성찰, 진로

리, 네트워킹 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앞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공만족도와 취업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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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취업 비행동에 미치는 향 계를 검증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취업은 오랫동안 주요 연구

상이었으나, 아직까지 문 학교 문헌정보

과 여 생에 을 맞춰 이를 검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취업률은 문 학교

의 강 이라고 할 만큼 요한 사안이며, 학령

인구의 감에 비하여 학과의 존폐를 결정지

을 수 있는 잣 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에 

을 맞춰 과연 취업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공만족도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 으며, 

공만족도와 취업 비행동의 계에서 취업

효능감이 조 효과를 보이는지에 하여 검증

하 다. 

3.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공만

족도 요인과 취업효능감의 조 효과를 검증하

기 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으며, 변

수(독립변수, 조 변수, 종속변수)의 조작  정

의  측정항목을 확립하 다. 한, 연구 상 

 설문 구성에 하여 설명하 다. 

3.1 연구모형  가설설정

앞의 2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제시

된 학생의 취업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공만족도 요인을 토 로 하여 본 연구에 합

한 공만족도 요인을 교과만족, 수업만족, 

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공만족도 5가지(교과

만족, 수업만족, 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의 요인 에서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취업효능감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한, 본 연구의 가설은 총 6개로서 이를 종합정

리하면 <표 1>과 같다.

3.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본 연구의 변수는 크게 독립변수, 조 변수, 

종속변수로 나 어지며, 이들의 조작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측정항목에 하

여 구체 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본 연

구의 변수는 5개의 독립변수와 각각 1개의 조

변수와 종속변수로 구성하 으며, 모든 변수

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은 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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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항목 가설내용 

H.1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에서 교과만족은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에서 수업만족은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3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에서 계만족은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4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에서 인식만족은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5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에서 일반만족은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6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와 취업 비행동의 계에서 취업효능감이 조 효과를 

보일 것이다.

<표 1> 연구가설 

변수 조작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독
립
변
수

공
만
족
도

교과
만족

교과에 해 만족하는 정도 

∙교과의 구성
∙교과의 흥미성
∙교과의 가치성
∙교과의 심화성
∙교과의 취업 련성
∙교과와 자신과의 합성

김미숙(2015), 
한의진(2017), 
김보람(2018), 
자옥(2020),

정 희, 오지 (2021)

수업
만족

수업에 해 만족하는 정도 

∙수업분 기
∙수업진행방식
∙교수의 목표성
∙교수의 문성
∙시험의 성
∙학 의 공정성

김보람(2018)

계
만족

교수-학생 간의 계에 해 
만족하는 정도 

∙교수-학생 간의 학업조언
∙교수-학생 간의 취업조언
∙교수-학생 간의 상담
∙교수-학생 간의 진로지도
∙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
∙교수-학생 간의 성

김미숙(2015), 
한의진(2017), 
김보람(2018), 
자옥(2020),

정 희, 오지 (2021)

인식
만족

학과 인식에 해 만족하는 
정도 

∙학과의 인기도
∙학과에 한 자 심
∙학과에 한 인지도
∙졸업 후 진로에 도움
∙졸업 후 공 련 진학․취업의지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의 유리함

김미숙(2015), 
한의진(2017), 
김보람(2018), 
자옥(2020),

정 희, 오지 (2021)

일반
만족

학과에 해 일반 으로 만족
하는 정도 

∙학과에 한 반 인 만족도
∙학과의 가치
∙학과의 비교우
∙학과에 한 사회 인 명성
∙학과 추천의지

김미숙(2015), 
한의진(2017),
이미선, 김한나(2019),
자옥(2020),

정 희, 오지 (2021)

<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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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상  설문구성 

본 연구는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 

기간은 2022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

간 이루어졌고, 설문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총 17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불성실한 응답자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168

부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  문항을 제외한 모든 

설문 문항을 리커트(Likert)형 5  척도로 설

계하 다. 설문 구성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

었으며, 문항은 총 45개로 구성하 다. 구체

으로 설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

과 같다. 

첫 번째 부분은 기 조사로서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한 설문으로서 총 2개의 문

항을 수록하 다. 두 번째 부분은 공만족도에 

한 설문으로서 총 2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

으며, 공만족도에 한 설문은 다시 하 요인 

5가지로 나 었다. 하 요인 교과만족 요인, 수

업만족 요인, 계만족 요인, 인식만족 요인은 

각각 6개의 문항, 일반만족 요인은 5개의 문항

으로 구성하 다. 세 번째 부분은 취업효능감에 

구분 설문 문항 수

개인  특성 2

공만족도

교과만족 6

수업만족 6

계만족 6

인식만족 6

일반만족 5

취업효능감 7

취업 비행동 7

합계 45

<표 3> 설문 문항의 구성 

변수 조작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조

변
수

취업
효능감

취업과 련된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 , 
믿음, 자신감의 정도

∙직업탐색활동에 한 자신감
∙취업정보에 한 자신감
∙자신의 능력에 한 평가
∙자신에게 맞는 직업에 한 확신
∙직업목표달성을 한 계획성
∙어려움 극복  인내성
∙직업선택에 한 안 비성

김미숙(2015), 
이미선, 김한나(2019),
정 희, 오지 (2021)

종
속
변
수

취업
비

행동

학재학시  취업에 성공하
기 해 비하는 정도 

∙주변인과 취업상의  정보획득
∙교내 진로  취업센터의 상담  교육
∙학 리( 공공부)
∙한자, 어학공부
∙ 공 련 자격증 취득
∙이력서에 기재 가능한 경력 비
∙국가고시 비

김미숙(2015), 
한의진(2017),
김보람(2018), 
자옥(2020),

정 희, 오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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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으로서 총 7개의 문항으로 분류하

다. 네 번째 부분은 취업 비행동에 한 설문

으로서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4. 분석결과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로그램 

SPSS 21과 AMOS 21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검증하 다. 세부 으로는 SPSS 21을 이용하

여 탐색  요인분석(주성분 추출방식, Varimax

회 , 요인 재치 0.4, Egien-Vaule 1.0 기 )

과 신뢰도 분석(Cronbach Alpha 0.6 기 )  

상 계 분석을 시행하 다. 한, AMOS 21

을 활용(다변량정규성, 최 우도법)하여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의 경로계수를 실시하 다. 이

외에 취업효능감의 평균을 기 으로 고집단과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 효과를 확인하 다. 

4.1 인구통계학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첫째, 학년은 

1학년이 78명(46.4%), 2학년이 90명(53.6%)

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연령은 만18-29세가 

158명(94%)으로 다수를 차지하 으며, 만

40-49세와 60  이상이 각각 3명(1.8%), 만

30-39세와 만50-59세가 각각 2명(1.2%)으로 

나타났다. 

4.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도구들에 한 기술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교

과만족에 한 분석에서는 문항6이 3.60±.82, 수

업만족의 경우 문항3이 3.43±.77, 계만족에서

는 문항2가 3.50±.93, 인식만족에 한 분석에서

는 문항5가 3.24±.91, 일반만족의 경우 문항4가 

3.56±.84, 취업 비에서는 문항3이 3.73±.83으로 

가장 평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취업

효능감에 한 분석에서는 문항7이 2.85±.96으

로 가장 높은 평균이 도출되었다. 

4.3 타당성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이 에 

먼  SPSS 21을 이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구분 빈도 퍼센트

학년
1학년 78 46.4

2학년 90 53.6

연령

만18-29세 158 94.0

만30-39세 2 1.2

만40-49세 3 1.8

만50-59세 2 1.2

만60세 이상 3 1.8

<표 4> 인구통계학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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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설문내용 M SD

교과만족1 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반 으로 잘 편성되어 있다. 3.20 .94

교과만족2 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반 으로 흥미롭다. 3.16 .90

교과만족3 우리 학과의 교과목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3.15 .94

교과만족4 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공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23 .95

교과만족5 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반 으로 취업을 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3.18 .96

교과만족6 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나와 잘 맞다. 3.60 .82

수업만족1 우리 학과의 수업 분 기는 반 으로 좋다. 3.34 .79

수업만족2 우리 학과의 수업진행방식은 나와 잘 맞다. 3.36 .73

수업만족3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를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3.43 .77

수업만족4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은 공 분야에 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 3.32 .73

수업만족5 공시험은 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3.21 .77

수업만족6 학 은 신 하고 공정하게 주어진다. 3.29 .77

계만족1 학과 역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해 교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3.35 .67

계만족2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편입, 자격증 등 진학이나 취업과 련된 정보를 알려주신다. 3.50 .93

계만족3 교수님과의 개인 상담이나 집단상담은 취업을 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3.24 .66

계만족4 졸업 후 진로에 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3.43 .71

계만족5 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3.39 .68

계만족6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교수님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다. 3.20 .81

인식만족1 내가 속한 학과는 인기학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3.01 .98

인식만족2 나는 내가 속한 학과를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한다. 2.95 .90

인식만족3 우리 가족은 내가 속한 학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98 .96

인식만족4 졸업 후의 진로에 지 의 학과가 도움이 된다. 3.17 .95

인식만족5 졸업 후 내가 속한 학과와 련된 진학이나 취업을 할 것이다. 3.24 .91

인식만족6 우리 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2.95 .90

일반만족1 나는 우리 학과에 해서 반 으로 만족한다. 3.46 .81

일반만족2 내가 속한 학과는 다닐만한 학과라고 생각한다. 3.40 .78

일반만족3 다른 학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 학과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3.54 .79

일반만족4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56 .84

일반만족5 나는 내가 속한 학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것이다. 3.49 .76

취업 비1 나는 가족이나 지인(교수, 친구, 선후배 등)과 취업 련해서 의논하며 정보를 얻는다. 2.81 .83

취업 비2 나는 교내 진로  취업센터에서 검사, 상담, 특강, 교육 등을 받아 도움을 받는다. 3.32 .79

취업 비3 나는 공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학 리를 한다. 3.73 .83

취업 비4 나는 한자나 어학공부를 열심히 한다. 3.12 .88

취업 비5 나는 공과 련된 각종 자격증 취득 비를 한다. 2.92 .95

취업 비6
나는 이력서에 포함할 수 있는 구체 인 경력( 회, 공모 , 인턴십, 실습, 자원 사, 아르바이트 등)을 

비한다. 
3.12 .87

취업 비7 나는 공무원시험과 같은 국가고시를 비한다. 3.57 .83

취업효능감1 나는 다양한 직업을 조사함으로써 직업탐색활동을 할 수 있다. 2.56 .76

취업효능감2 나는 취업과 련된 정보를 검색  수집할 수 있다. 2.58 .80

취업효능감3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2.43 .87

취업효능감4 나는 나에게 어떤 직업이 잘 맞는지 알고 있다. 2.55 .75

취업효능감5 나는 나의 직업목표를 이루기 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55 .80

취업효능감6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좌 하지 않고 목표하는 진로나 취업에 성공하기 해서 끝까지 노력할 수 있다. 2.45 .87

취업효능감7 나는 만약에 내가 선택한 진로나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른 진로나 직업으로 바꿀 수 있다. 2.85 .96

<표 5> 기술통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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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함으로써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주성분 추출방

식의 요인추출 방법과 Varimax 회 의 요인회

 방법을 용하 으며, 요인분석 시에 다른 

요인에 재되거나 요인 재치가 0.4 미만인 

항목은 제외하 다. 한, AMOS 21을 활용하

여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측정항목

에 하여 요인별 단일차원성  통계  검증

을 실시하 다. 

4.3.1 탐색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체 으로 살펴보

문항
구성요소

1 2 3 4 5 6

교과만족1 .908

교과만족3 .902

교과만족5 .893

교과만족4 .877

교과만족2 .476

인식만족2 .885

인식만족6 .880

인식만족3 .874

인식만족1 .837

일반만족3 .819

일반만족1 .784

일반만족2 .781

일반만족5 .643

수업만족5 .770

수업만족1 .724

수업만족4 .717

수업만족6 .629

계만족5 .741

계만족4 .718

계만족1 .713

계만족3 .665

취업 비1 .719

취업 비5 .707

취업 비2 .693

취업 비4 .616

취업 비6 .457

Eigen-value 4.199 3.691 3.163 2.839 2.835 2.713

설명분산(%) 16.151 14.195 12.167 10.919 10.905 10.434

분산(%) 16.151 30.347 42.514 53.432 64.337 74.771

Cronbach Alpha .951 .943 .849 .840 .821 .853

KMO=.881, Bartlett’s =4131.602, df=325

<표 6> 탐색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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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만족은 5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4.199, 설명분산

은 16.151%로 나타났다. 둘째, 인식만족은 4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3.691, 

설명분산은 14.195%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

만족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3.163, 설명분산은 12.167%로 악되었

다. 넷째, 수업만족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아이겐 값은 2.839, 설명분산은 10.919%

로 집계되었다. 다섯째, 계만족은 4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2.835, 설명분산

은 10.905%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취업 비행

동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2.713, 설명분산은 10.434%로 악되었다. 

탐색  요인분석 시의 단기 은 첫째, 변

수들에 한 아이겐(eigen-value) 값이 1.0을 

상회하고 있는 경우에 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분산의 요인 재

치가 0.4보다 큰 경우에 동일 요인의 측정변수 

간의 집  타당성과 별 타당성이 검증된 것

으로 단한다. 측정변수들의 평가 차원 내에

서 항목 간의 내  일 성을 의미하는 개념이 

집  타당성이며, 평가 차원 간의 독립성을 뜻

하는 개념이 별 타당성이다. 

의 단기 으로 본다면, 아이겐 값은 최

소 2.713(10.434%)에서 최  4.199(16.151%)

로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

이 명확히 분류되었다. 분산이 74.771%로

서 요인 채치(1, 2, 3, 4, 5, 6 성분)가 모두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정변수 간

의 집  타당성과 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

었다. KMO의 수치는 .881,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는 카이제곱값이 4131.602(df=325)

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 알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 다. 

크론바 알바값의 신뢰도 단기 을 Nunnally 

(1978)는 탐색 인 연구 분야의 경우 0.60, 기

연구 분야의 경우 0.80, 응용연구 분야의 경우 0.90 

이상으로 제시하 다. Van & Ferry(1980)는 

일반 인 조직단 의 분석수 에서는 크론바 

알 값이 0.60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

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의 단기 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6개 모든 요인의 크론바 알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됨

으로써 측정 도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4.3.2 확인  요인분석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한 요인별 단일차원

성  통계  검증을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체 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572.332, df=283, 에 

한 p값=0.000, 비교부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0.929, 원소 간 평균 차이(RMR: 

Root Mean-Square Residual)=0.055, 증분

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 표

합지수(NFI: Normed Fit Index)=0.869 등

과 같은 통계수치로 나타났다. 

확인  요인분석 시의 단기 은 첫째, 비

교부합지수(CFI)와 표 합지수(NFI)의 값

이 0.9보다 크면 우수하고 0.8보다 크면 양호한 

것으로 단한다. 둘째, 값은 작을수록 바람

직하다고 본다. 셋째, 증분 합지수(IFI)의 값

이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다고 단한다. 

이를 토 로 본다면, 본 연구의 비교부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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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stimate S.E. C.R. p AVE CCR

교과만족

--> 교과만족2 1.000

.837 .962

--> 교과만족4 1.689 .183  9.218 ***

--> 교과만족5 1.678 .184  9.128 ***

--> 교과만족3 1.694 .183  9.259 ***

--> 교과만족1 1.744 .186  9.384 ***

인식만족

--> 인식만족1 1.000

.795 .938
--> 인식만족3 1.020 .033 30.608 ***

--> 인식만족6  .725 .053 13.812 ***

--> 인식만족2  .740 .052 14.181 ***

일반만족

--> 일반만족5 1.000

.705 .905
--> 일반만족2 1.116 .127  8.802 ***

--> 일반만족1 1.175 .131  8.936 ***

--> 일반만족3 1.259 .131  9.643 ***

수업만족

--> 수업만족6 1.000

.693 .900
--> 수업만족4  .886 .087 10.223 ***

--> 수업만족1  .939 .094  9.967 ***

--> 수업만족5  .865 .093  9.260 ***

계만족

--> 계만족3 1.000

.716 .909
--> 계만족1 1.121 .139  8.058 ***

--> 계만족4 1.153 .147  7.868 ***

--> 계만족5 1.264 .145  8.727 ***

취업 비

--> 취업 비6 1.000

.609 .886

--> 취업 비4 1.057 .101 10.448 ***

--> 취업 비2  .798 .092  8.638 ***

--> 취업 비5 1.000 .111  9.038 ***

--> 취업 비1  .908 .097  9.391 ***

=572.332, df=283, p=0.000, CMIN/DF=2.022, CFI=0.929, RMR=0.055, IFI=0.929, TLI=0.918, NFI=0.869, 

RMSEA=0.078

 ***p<0.001

<표 7> 확인  요인분석 결과

수(CFI)는 0.929, 표 합지수(NFI)는 0.869

로서 권장치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Chi-square

값(=572.332)도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 증

분 합지수(IFI)의 값 역시 0.929로서 모든 

합도 지수들이 기 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밝

졌다.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로서 구조모델 

추정에 한 기각비(C.R.: critical ratio)의 크

기를 값이 1.96 이상 기 으로 해석한다면, 

본 연구의 모형은 각 측정변수의 기각비(C.R.)

가 1.96을 크게 과하며, 유의수  p<0.001에

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4.4 상 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요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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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교과만족 수업만족 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취업 비행동

교과만족 1

수업만족 .465** 1

계만족 .453** .588** 1

인식만족 .530** .349** .361** 1

일반만족 .416** .574** .537** .265** 1

취업 비행동 .631** .612** .610** .507** .474** 1

**p<0.01

<표 8> 상 계 분석결과

첫째, 교과만족 요인의 경우에는 취업 비

행동과 r=.631의 가장 높은 유의미한 상  수

치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인식만족 요

인과 r=.530, 수업만족 요인과 r=.465, 계

만족 요인과 r=.453, 일반만족 요인과 r=.416

의 순으로 정 (+)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수업만족 요인은 취업 비행동과 r=.612

의 가장 높은 정 (+)인 상  수치를 보여주었

으며, 다음으로는 계만족 요인과 r=.588, 일

반만족 요인과 r=.574, 인식만족 요인과 r=.349

의 순으로 유의미한 상 을 가지는 것으로 

악되었다. 

셋째, 계만족 요인의 경우에는 취업 비행

동과 r=.610의 가장 높은 유의미한 상  수치

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일반만족 요인과 

r=.537, 인식만족 요인과 r=.361의 순으로 정

(+) 상 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인식만족 요인은 취업 비행동과 r=.507, 

일반만족 요인과 r=.265의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상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일반만족 요인의 경우에는 취업 비

행동과 r=.474의 통계 으로 정 (+)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밝 졌다. 

이로써 요인들 간의 상 계를 종합하여 본

다면, 유의수  0.05 수 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4.5 가설검증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공만

족도 요인(교과만족, 수업만족, 계만족, 인식

만족, 일반만족)을 악하고, 취업효능감이 취

업 비행동에 미치는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한 

가설을 설정하 다. 구조방정식(SEM)의 경로

계수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

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검증결과, 기각비(C.R.)의 값이 1.96 이

상이고, p값이 0.05보다 작은 가설 H.1(교과만

족), H.2(수업만족), H.3( 계만족), H.4(인식

만족)가 채택되었다. 반면에 기각비(C.R.)의 

값이 1.96 이하이고, p값이 0.05보다 큰 가설 

H.5(일반만족)는 기각되었다. 

한, 기각비(C.R.)의 값이 클수록 향력

이 큰 것으로 단하기에 취업 비행동에 가장 

큰 향력을 주는 요인은 교과만족(3.847)이며, 

다음으로는 수업만족(3.244), 계만족(3.045), 

인식만족(2.464) 순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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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번호 가설 Estimate S.E. C.R. p 채택

H.1 교과만족 --> 취업 비행동  .359 .093 3.847 *** 채택

H.2 수업만족 --> 취업 비행동  .379 .117 3.244 .001** 채택

H.3 계만족 --> 취업 비행동  .491 .161 3.045 .002** 채택

H.4 인식만족 --> 취업 비행동  .112 .045 2.464 .014* 채택

H.5 일반만족 --> 취업 비행동 -.053 .113 -.464 .643 기각

=572.332, df=283, p=0.000, CMIN/DF=2.022, CFI=0.929, RMR=0.055, IFI=0.929, TLI=0.918, NFI=0.869, 

RMSEA=0.078

***p<0.001, **p<0.01, *p<0.05

<표 9> 가설검증결과

채택된 가설의 세부 인 결과  이를 토

로 도출한 실무  측면에서의 시사 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H.1로서 국내 문 학교 문헌정

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교과만족은 기각비

(C.R.)의 값이 3.847(p<0.001)로 나타나 취업

비행동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문 학

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교과만족

이 높아질수록 취업 비행동은 증가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을 강화하기 해서는 

교과만족이 공만족도 요인 가운데 취업 비

행동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

었기에 무엇보다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의 4.2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도구들에 

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교과만족

은 문항6(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나와 잘 맞다)

이 3.60±.82로 나타나 교과만족 항목  가장 높

은 평균을 보 다. 다음으로 문항4(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공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가 3.23±.95로 악되어 본 연구에 참

여한 상자들의 교과만족은 교과의 자신과의 

합성과 교과 심화성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을 증가시키기 해 교과만

족 측면에서 주목되는 은 무엇보다 학과 커

리큘럼의 구성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에 교육과정 개편 시에 학생들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나 간담회를 실시하여 실제 요구사항

들을 극 커리큘럼에 반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에 한 흥미와 공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더불어 직업 문인을 양성하는 문 학교

이기에 이론 심의 교과보다는 실무 심의 

교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도서  실무 장에서 요하면서도 빈번하게 

수행하게 되는 실무문서작성(사업 기획서, 

로그램 운 계획서, 산서 등)과 련된 교과

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학생들 스

스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라고 인식하

게 함으로써 교과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실질 으로 취업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설 H.2로서 국내 문 학교 문헌정

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수업만족은 기각비

(C.R.)의 값이 3.244(p<0.01)로 나타나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한 정 인(+) 향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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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문 학교 문

헌정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수업만족이 높

아질수록 취업 비행동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앞의 기술통계의 수업만족에 한 분석결과

에서 문항3(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은 가르치고 

하는 목표를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이 

3.43±.77, 문항2(우리 학과이 수업진행방식은 

나와 잘 맞다)가 3.36±.73의 순으로 평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수업만족은 수업진행방식의 자신과

의 합성과 교수의 문성에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토 로 도출한 국내 문 학교 문헌정

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을 증가시키기 

한 수업만족 측면에서의 시사 은 학생성장 

심의 수업 운 이 요할 것으로 단된다. 즉, 

수업진행방식에 있어서 학생들이 배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장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과

제, 발표, 토론, 시험 등을 수행하게 한다면, 학

생 스스로가 수업을 통해 자신의 성장가능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수업만족도는 높아

질 것이다. 특히 학 재학 시 의 발표를 통한 

성장 경험은 취업 시 면 과 련해서도 성공

의 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문 학교는 직업교육의 산실이기

에 교수의 문성 차원에서 실습 과목의 경우

에는 도서  실무 경력이 있는 교․강사가 담

당하도록 한다면, 수업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 도서  장에서 이루어지

는 업무를 수업시간을 통해 하게 함으로써 

취업 의지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설 H.3으로서 국내 문 학교 문헌

정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계만족은 기각

비(C.R.)의 값이 3.045(p<0.01)로 나타나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국내 문 학

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계만족

이 높아질수록 취업 비행동은 증가한다는 사

실을 악할 수 있다. 

앞의 계만족에 한 기술통계분석에서 문

항2(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편입, 자격증 등 진

학이나 취업과 련된 정보를 알려주신다)가 

3.50±.93으로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 졌

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계만족

은 교수의 진학이나 취업정보 공유 주도에 높

은 만족감을 갖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

의 취업 비행동을 증가시키기 해 계만족 

측면에서 주목되는 은 2년이라는 짧은 문

학교 재학시  동안에 학생들의 취업의지를 

강화하고 실제 취업 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교수-학생 간

의 원활한 계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이다. 

즉, 지도교수는 학생 개인별로 진정성 있고 

역동 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진로지도  

취업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졸업하기 에 학생

이 소질과 성을 찾아 진로나 진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극 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 집단상담 시에는 상 으로 취업의지가 

약한 경우에는 이미 취업 비를 시작한 다른 

학생과 만나게 함으로써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계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최근 문

학교에는 성인학습자나 만학도 학생이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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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 집단을 상으로 한 

체계 인 진로지도  취업상담이 필요할 것이

다. 문 학교의 특성상 취업률은 학평가 

시에 가장 요한 잣 가 되는데, 특히 주부 성

인학습자나 50  이상의 만학도 학생은 취업률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행히 요즘 실버

세 를 겨냥한 사회  일자리의 일환으로서 도

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기에 지도교수는 상

담 시에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독려해야 한다. 

넷째, 가설 H.4로서 국내 문 학교 문헌정

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인식만족은 기각비

(C.R.)의 값이 2.464(p<0.05)로 나타나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문 학

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공만족도 인식만족

이 높아질수록 취업 비행동은 증가한다는 것

을 뜻한다. 

앞의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도구들에 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인식만족은 

문항5(졸업 후 내가 속한 학과와 련된 진학

이나 취업을 할 것이다)가 3.24±.91로 나타나 

인식만족 항목 가운데 평균이 가장 높았다. 다

음으로 문항4(졸업 후의 진로에 지 의 학과가 

도움이 된다)가 3.17±.95로 규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인식만족은 공 

련 취업, 진로와 공의 련성에 높은 만족

감을 보인다는 을 알 수 있다.

이를 토 로 도출한 국내 문 학교 문헌정

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을 증가시키기 

한 인식만족 측면에서의 시사 은 학생들이 

공에 한 자 심을 바탕으로 진학이나 취업의

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이다. 

즉, 문헌정보과에서 양성하는 문사서  정

보 문가는 고도화된 지식정보사회에 필수

으로 필요한 인력으로서 미래 유망 직업이라는 

사실을 수업시간이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인

지하도록 지도하여 인식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문헌정보과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는 실제 인 채용공고  동문의 취업 합격 

소식을 신속하게 학과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학과 로그램으로서 재학생-졸업생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하는 방안도 학생들의 취업의지

와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는 학생이 자기 주도 으로 취업역량  취업

에 한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과 취업률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한, 가설 H.6으로서 국내 문 학교 문헌

정보과 여 생의 취업효능감이 취업 비행동

에 미치는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조 효과 

평균을 기 으로 취업효능감 고집단과 취업효

능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그 결과, 취업효능감 고집단과 집단 간의 

조 효과는 p값이 0.05보다 작은 p=.040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조 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됨으로써 가설 H.6은 채택되었다. 

이에 우선 으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기에 구분한 집단의 세부 인 향력을 구

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취업효능감 고집단과 집단의 취업 비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면, 취업효

능감 고집단에서만 기각비(C.R.)의 값이 

1.96 이상이고, p값이 0.05보다 작은 교과만족

(2.777, p<0.01), 수업만족(3.081, p<0.0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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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번호
가설

취업효능감 고집단

Estimate S.E. C.R. p

H.6

교과만족 -> 취업 비행동  .497 .179  2.777 .005**

수업만족 -> 취업 비행동  .623 .202  3.081 .002**

계만족 -> 취업 비행동  .338 .165  2.055 .040*

인식만족 -> 취업 비행동  .083 .053  1.557 .120

일반만족 -> 취업 비행동 -.206 .124 -1.662 .097

CMIN=11.630, Df=4, p=.040, NFI-Delta=.002, IFI-Delta=.003, RFI-rho=.001

**p<0.01, *p<0.05

<표 10> 취업효능감 고집단의 조 효과 분석결과

가설

번호
가설

취업효능감 집단

Estimate S.E. C.R. p

H.6

교과만족 -> 취업 비행동  .204 .127 1.608 .108

수업만족 -> 취업 비행동 -.043 .172 -.249 .804

계만족 -> 취업 비행동  .485 .259 1.871 .061

인식만족 -> 취업 비행동  .192 .073 2.635 .008**

일반만족 -> 취업 비행동  .775 .372 2.082 .037*

CMIN=11.630, Df=4, p=.040, NFI-Delta=.002, IFI-Delta=.003, RFI-rho=.001

**p<0.01, *p<0.05

<표 11> 취업효능감 집단의 조 효과 분석결과

만족(2.055, p<0.05)이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이에 반해 

취업효능감 집단에서만 기각비(C.R.)의 

값이 1.96 이상이고, p값이 0.05보다 작은 인식

만족(2.635, p<0.01)과 일반만족(2.082, p<0.05)

이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을 증가시키기 해 취업효

능감 고집단과 집단 간의 조 효과 측면에서 

주목되는 은 취업효능감 집단 간의 취업 비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이에 취업효능감 집단은 취

업역량을 강화하기 이 에 학과에 한 일반

인 만족도와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주력해야 한

다. 반면에 취업효능감 고집단은 취업역량을 강

화할 수 있는 교과를 운 하고, 수업이나 상담

시간을 활용하여 교수-학생 간의 계를 통해 

취업 비행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재 국내 학들은 변하는 교육환경과 학

령인구 감소 상이 맞물리면서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오래 부터 횡행했던 지방 학 

기의 자조  표 으로 ‘벚꽃 피는 순서 로 

학 문을 닫는다.’ 는 ‘벚꽃 엔딩’이라는 말이 이

제는 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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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용되는 학기본역량진단 시에 

졸업생 취업률은 학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이며, 폐지되는 학기본역량진단을 체하

여 향후 2025년부터 시행될 학기 평가인증

의 평가 거에도 취․창업 지원  성과는 포함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 학교 문헌정보과가 생

존의 기에 비하기 한 유용한 기 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는 목 으로 공만족도 교과만

족, 수업만족, 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요

인 에서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

의 취업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를 규명하 고, 취업효능감의 조 효과를 

통계 으로 검증하 다. 

연구결과, 먼  교과만족(C.R.=3.847, p<0.001), 

수업만족(C.R.=3.244, p<0.01), 계만족(C.R. 

=3.045, p<0.01), 인식만족(C.R.=2.464, p<0.05) 

요인이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취업 비행동에 가장 큰 향력을 주는 요

인은 교과만족(3.847)이며, 다음으로는 수업만

족(3.244), 계만족(3.045), 인식만족(2.464) 순

으로 집계되었다. 

한, 취업효능감 고집단과 집단 간의 조

효과는 p값이 0.05보다 작은 p=.040으로 나타

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조 효과를 갖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취업효능감 고집단에서만 교과

만족(2.777, p<0.01), 수업만족(3.081, p<0.01), 

계만족(2.055, p<0.05)이 취업 비행동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반면에 취업효능감 집

단에서만 인식만족(2.635, p<0.01)과 일반만족

(2.082, p<0.05)이 취업 비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를 토 로 도출한 실무  측면에서의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만족 측면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

을 극 학과 커리큘럼에 반 하고, 실무 심

의 교과를 편성함으로써 교과만족도를 높여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만족이 공

만족도 요인 에서 취업 비행동에 가장 큰 

향력을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무엇보다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수업만족 측면에서 학생성장 심의 수

업을 운 하고, 교수의 문성 차원에서 실습 

과목은 도서  장 실무 경력이 있는 교․강사

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수업만족도를 높여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계만족 측면에서 진정성과 더불어 

역동 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성인학습자와 만학도 학

생은 맞춤형 진로지도  취업상담을 실시함으

로써 계만족도를 높여 문 학교 문헌정보

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을 증가시켜야 할 것

이다. 

넷째, 인식만족 측면에서 학과에 한 자

심을 바탕으로 하여 진학이나 취업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제 인 사서 련 채용

공고  동문의 취업 합격 소식을 신속하게 공

유하며, 재학생-졸업생 멘토링 학과 로그램

을 운 함으로써 인식만족도를 높여 문 학

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동을 증가

시켜야 한다. 

다섯째, 취업효능감 집단과 고집단으로 구

분하여 집단의 경우에는 취업역량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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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학생의 자존감  일반 인 학과에 

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에 반해서 취업효

능감 고집단의 경우에는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를 운 하고, 수시로 수업시간이나 

상담을 통해 교수-학생 간의 신뢰감 있는 계

를 형성함으로써 취업의지를 고취하면서 취업

비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종합  제언하면, 변화하는 고등교육 생태

계에 문 학교가 비하기 해서 취업률은 

상당히 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의 핵심은 

문 학교 문헌정보과 여 생의 취업 비행

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공만족도 요인

(교과만족, 수업만족, 계만족, 인식만족 요

인)을 밝 냈다는 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

업 비행동을 강화하기 해서 다양한 학과 취

업 특강  로그램을 운 하는 것도 요하

지만, 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만족, 수

업만족, 계만족, 인식만족 반 인 측면에서

의 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한 방 은 학생 심 교육 실천에 있

다. 특히 교수-학생 간의 계만족 측면에서 교

수자 역할의 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도는 학생들의 취업의식을 고

취시키고 취업 비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학과 취업률은 입학경쟁률과도 계

가 있기에 공만족도의 향상이 선행된 취업

비행동을 강화함으로써 학과 운  차원에서 선

순환(Virtuous Cycle)의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문 학교 문헌정보과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킴으로써 학령인구의 감  

학기 평가인증에 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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