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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제1 연구의 필요성

컨벤션 산업은 문화 산업의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로 고부가가치산업,신지

식산업,청정산업 등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컨벤션 개최를 통

해서 국내외 지역간 인 ․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경제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상호이해의 증진을 통해 사회·문화 인 효과와 국가

랜드 이미지 개최지 이미지 제고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

에 컨벤션 산업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성으로 정부는 2009년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17 신성장동력

산업 하나로 MICE산업을 지정하여 장기 인 에서의 정책 인 지원과

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1)우리나라 산업의 견인차로 부상한 MICE산

업은 국제회의,인센티 ,컨벤션, 시 등을 포 하는 개념으로서 Meeting,

Incentivetour,Convention,Exhibition의 첫 자를 합한 것으로 산업간 후방

효과를 극 화 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그 범 가 더욱 확 되고 있으며 분

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이다.2)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국제회의 유치 진 원활한 개최 지원,국제회의

시설 확충 등을 목표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컨벤션 산업

을 육성하기 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 다.3)이러한 국가차원의 육성 제도

정책에 힘입어,1998년 68건에 불과하던 국제회의 개최가 2004년에는 164건으로

2.5배 늘어나 세계 17 로 부상하 으며 2008년에는 293건으로 세계 12 에 랭크

되었다.4)

1) 신 동력 진계 (MICE․ 사업), 무 리실  6개 처 료, 2009  5월, p.2.

2) Kim, S. S. & Chon, K. & Chung, K. Y. (2003). Convention industry in South Korea: an economic 

impact analysis. Tourism Management, 24(5), p.533.

3) 산업 에 한 , 시행 1997  3월 31 ,  5210 , 1996  12월 30  .

4)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연합 - 가 주  또는 후원하거나, 에 

가 한 단체가 주 하는  규  . 참가  가 5개  상 고, 참가  가 300  상

어야 한다. 그 에   참가 가 40% 상 , 3  상 간  지 는 

(www.ui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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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을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기 효과에 한 인식이 확산되면

서 국가 도시간의 컨벤션 유치경쟁이 차 치열해지고 있다.부산, 구,제

주,고양, 주,창원, ,인천 등 각 도시에서 컨벤션센터를 건립·운 하고 있

으며,그 외 많은 도시에서 컨벤션 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등 컨벤션 시설의 확충

이 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컨벤션 산업의 외형 성

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컨벤션 참가자를 한 다양한 로그램과 운 인력

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소 트웨어 측면에서의 질 성장에 해서도 많은

심이 집 되고 있다.그 에서도 컨벤션 산업을 이끌어가는 인 자원에 한

체계 인 양성과 리,교육에 한 심이 집 되고 있다.

컨벤션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학계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2000년을 후로 컨벤션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던 반기 연구는 부분이 거시

인 안목에서 컨벤션산업 반의 진흥 쪽에 을 맞추어 진행해 왔다.5)그리

고 컨벤션 산업 경쟁력에 한 연구는 부분 컨벤션 행사를 기획하고 운 하는

컨벤션기획사에 의한 평가와 컨벤션 참가자에 의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다.6)

한 문인 자원 리에서 근한 연구를 살펴보면,컨벤션 문인력양성방안

에 한 연구와 컨벤션산업 종사원의 직무스트 스와 이직의도에 한 연구,

문인력의 직무역량과 조직성과와의 계 등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이

러한 연구들은 컨벤션산업의 핵심인력인 컨벤션기획사에 을 맞추어 진행되

어 왔다.

하지만,컨벤션 참가자들의 만족에 컨벤션 참가자와 직 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진행인력의 서비스 수 이나 태도 등이 요한 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인력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7)컨벤션 자원 사자에 을 맞춘

연구들은 부분 자원 사활동 활성화에 을 맞추고 있는데,국제회의 자원

사자에 한 연구,직무능률 향상을 한 연구,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다.컨벤션 장진행인력을 자원 사자로 간주한 이유는 이러한

5) 염 하(2002).  원 사 에 한 연 , 경 학  경 학과 사 문, p.46.

6) (2003). 주지역 컨 산업 경쟁력에 한 컨 가  컨  참가  집단간 식차  . 

『 한 경 학 』,18(2), p.276.

7) 아(2007). 컨  원 사  프리 십  참여동   재참여 사에 미 는 향, 『한 레

학 』, 19(1),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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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부분 국가 인 차원에서 진행된 규모 컨벤션 행사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컨벤션 장진행인력들을 부분 자원 사자로 모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규모 행사의 경우 외국의 컨벤션 참가자들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특한 행사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8)컨벤션 산업에서 자원 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컨벤

션 자원 사자의 직무능률 향상에 한 연구와 컨벤션 자원 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한 연구,컨벤션 자원 사자의 셀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추가한 연구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염명하(2002)가 정의한 자원 사자의 기본 개념

을 토 로 하여 축소 혹은 확 해석하 다.하지만 ‘컨벤션 자원 사자는 시,

이벤트를 제외한 분야에서 컨벤션 주최 측이나 국제회의 기획업 등 컨벤션 련

조직에 의해 한시 으로 고용되어 컨벤션과 련한 기간 동안 무 는 유 으

로 컨벤션 진행에 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정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한시 으로 고용된 컨벤션 진행인력의 개념을 포함 한다’라는 정의9)는

무나 포 이며 자원 사자임을 구분하는 일반 인 원칙인 ‘무보수성’과 ‘자발

성’에 모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활동 범 에서 시,이벤트를 제외한

것도 최근 컨벤션 산업을 MICE산업으로 확장시키려는 추세에 맞지 않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먼 컨벤션 분야에

서 활동하는 진행인력의 개념을 자원 사자로 제한하지 않고 컨벤션 장진행인

력이라는 보다 더욱 큰 범주에서 그 개념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컨벤션 장진행인력의 부분이 학생으로 운 되고 있는 제주 지역

의 실을 고려하여 이들이 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진로나

취업 문제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악할 수 있는 개념인 진로자기효능

감,개인가치, 학생활에 한 삶의 질에 한 계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컨벤션 장진행인력을 자원 사자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컨벤션 장진행인력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자 한

8) H. H. Hiller(1995). Conventions as mega-events: A new model for convention-host city 

relationships, Tourism Management, 16(5), p.379.

9) 염 하(2002). 게 문,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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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고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제주도의 학생을 심으로 진로자기효능

감,개인가치, 학 생활 만족의 계를 모색할 것이다.

제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먼 기존의 연구가 진행인력들을 자원 사자로서 간주하여

연구되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컨벤션 장진행인력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

입하고자 한다.그리고 둘째로는 컨벤션 장진행인력의 컨벤션 장진행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을 상으로 이들의 진로자기효능감,개인가치,생활 만족간의

향 계에 해 살펴볼 것이다.진로자기효능감이란 Bandura의 자기효능감의

정의에 근거한 개념으로 개인이 진로와 련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 할 수 있는지에 한 개인 인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10)

경기침체로 인한 심각한 실업난은 학생들에게 진로나 취업 등에 하여 더욱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고 있다.많은 학생들이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을 통

하여 진로 탐색을 하며 인턴십 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취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하고 있다.따라서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

이 자신의 진로와 련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에 한 개인 인 확실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자기효능감’에 하여 알아보

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개인가치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한 결정을 할 때 작용하는 단

의 기 으로,개인의 행동이나 태도, 단을 이끌어 가며 자기행동의 내 기

이 되어 행동을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개인가치가 어떠한 지를 이해하고 개인가치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해함으로서 효과 인 리 방안에 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만족은 자신의 일상 인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불행한 느낌의 정도로

서 본인의 주 단으로 이루어진다.이는 자신의 생활주변에서 벌이지는 사

건에 하여 만족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에 한 여부에 달려있다.따라서 컨벤

10) A. Bandur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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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장진행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학 생활 만족에 진로자기효능감과 개인

가치 등이 어떠한 향 계가 있는지를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기존의 연구에서 컨벤션 자원 사자라는 시각으로만 다루어지던 장진

행인력의 개념을 자원 사자와 비교하면서 차별 인 개념을 모색한다.

둘째,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한다.

셋째,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개인가치,

생활만족의 향 계를 검증한다.

넷째,가설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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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의 차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표 1-1>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 다.

제 1단계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 ▶ 연구의 차

제 2단계 문 헌 연 구

▶ 컨벤션 산업 인 자원 ▶ 진로자기효능감 ▶ 개인가치

▶ 생활만족

▶ 연구의 틀 가설설정

제 3단계 연 구 방 법

▶ 조사 상지선정 ▶ 설문항목의 구성

▶ 자료수집 방법 ▶ 분석방법 제시

제 4단계 분 석

▶ 표본의 일반 특성

▶ 설문항목의 신뢰도 분석

▶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 학생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 차이분석

▶ 컨벤션 장진행인력 진로자기효능감,개인가치,생할만족에 한 향 계 분석

제 5단계 결 론

▶ 연구의 요약 의의 ▶ 연구의 한계 제언

<표 1-1>연구의 흐름



- 7 -

Ⅱ.이론 배경

제1 컨벤션 산업의 인 자원에 한 개념 근

1.컨벤션 산업의 구성요소

컨벤션 산업은 모든 산업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복합 이고 상호의존 인 산업

이다.즉 컨벤션산업은 컨벤션 문시설,항공 교통운수사업,호텔 등 숙박업

체,식·음료 등 음식업체, 고 시업체,시청각장비업체,여행업 등 련 산

업을 포함하는 종합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한다.11) 한,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

비스 산업으로서 련 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막 한 외화 획득과 세수 증 등의 경제 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

업이라고 할 수 있다.12)이러한 컨벤션 산업의 특징 때문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

은 컨벤션 산업의 개념을 더욱 확 하여 MICE(meeting,incentive tour,

convention,exhibition)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각 나라의 단체나 기업들의

해외 개최회의,인센티 , 시 박람회 등의 유치에도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 으로 컨벤션은 컨벤션센터나 컨벤션 호텔 등 컨벤션 문시설에서 다양

한 회의 시회를 유치하여 운 하는 일종의 행사이다.이러한 행사를 개최하

기 해서는 컨벤션을 개최하는 주최단체뿐만 아니라 컨벤션 문시설기 ,컨벤

션 기획 시기획업,교통운송업,여행업,항공업,식음료업,시청각장비업,디

자인 출 업,기타 련 시설 련단체가 유기 으로 상호 연 되어 있다.따라

서 컨벤션 산업은 회의 시회를 유치 기획한 후 특정 장소에서 그것을 운 하여 컨

벤션 주최자 참가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1) 문상 (2003). 『컨 산업론』, 울: 한 사, p.58.

12) B. M. Braun & B. Rungeling(1992). The relative economic impact of convention and tourist 

visitors on a regional economy: 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11(1),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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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의 구성요소에 하여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일반 으로 컨벤션 주

최자와 개최자,컨벤션 참가자,컨벤션 지원조직,컨벤션 시설업체,컨벤션 서비

스 제공업체 등으로 나 어 생각해볼 수 있다.

1)컨벤션 주최자

컨벤션 주최자는 실질 으로 컨벤션을 개최하려고 하는 단체나 기 으로 계약

을 통해 업무를 임하는 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리인의 계라는 리인

이론 에서 구매자( 임자)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구매자에는 표 으로

기업과 회를 들 수 있다.13)

기업회의는 주주총회처럼 정해진 시기에 개최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의 경

우 필요할 때 마다 상시 열리기 때문에 회의의 개최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비시간이 회 회의에 비해 짧고,참석인원을 사 에 악할 수 있으

며 참석인원이 은 편이다.14)이러한 기업회의는 그 목 이 분명하며,참가자

역시 필수 으로 참가해야 하는 사람이 정해진다.기업회의의 종류로는 크게 연

차 총회, 리자 회의,신상품 발표,훈련 세미나,인센티 여행, 문․기술

회의,로드쇼 등이 있다.

회는 일반 으로 회원들의 공통된 이해,활동,목 등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들이 개최하는 회 회의는 컨벤션의

하나로서 요한 부분이다. 회 회의의 종류로는 정치 단체,무역 연합,산업

련 단체,종교 집단,취미 집단 등이 있다.

2)컨벤션 참가자

컨벤션 참가자란 행사의 개최목 과 련이 있는 사람들로 컨벤션에 직 으

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다.컨벤션에 참가하는 사람 들 에는 상당수의 비회원이

존재하며,게다가 회원과 비회원 모두 참가의사 결정에 강한 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의 배우자라고 연구되었다.15)

13) 린(2007). 리  론  한 컨 주  PCO 사  리 계 연 , 학  사학

문. p.20.

14) 곤ㆍ (2005). 『미래  컨  산업론』. 울: 산 사.

15)  Oh, Roehl & Shock(1993). 주 식(2001), 컨  참가동 , 개 지 , 만   재참가 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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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는 개최지에서 회의에 참석하며 휴식이나 등 다양한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개최지 이미지와 자신을 연계시킨다.따라서 참가자들이 특색 있는

행선지를 원하지 않는다면,컨벤션 조직 원회는 참가자들로 하여 특별한

지를 둘러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참가자들은 등록비

형식으로 모든 행사에 한 참가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하며,참가자들의 여러 가지 기호를 고려하여 참가자들이 원하

는 시설과 볼거리를 비해야만 참가를 진 할 수 있다.

3)컨벤션 지원조직

컨벤션 산업의 지원조직은 주로 국가기 과 공공단체 공 단체 등 넓은

의미에서 공공조직으로,컨벤션 산업을 산업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을 둔

다.컨벤션 산업의 지원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컨벤션 개최로 인하여 국가

지역경제 체에 미치는 직 효과와 효과를 극 화시키기 해서 행정

·재정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표 으로 한국 공사 내의 코리아컨벤션뷰

로와 각 도시에서 운 하는 컨벤션 담조직(CVB:ConventionVisitorsBureau)

등이 있다.

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 개최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지역을 표해서 컨

벤션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공 인 행사가 되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16)국제컨벤션뷰로 회(IACVB:InternationalAssociationof

ConventionandVisitorsBureau)는 CVB를 “비즈니스,즐거움,기타 목 으로

도시나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형태의 여행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비 리 산하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17)컨벤션뷰로의 업무내역을

살펴보면,컨벤션 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동시통역사 등 회

의 운 에 련된 서비스에 하여 주최측과 의,컨벤션 유치지원,컨벤션 시

설과 숙박시설,교통 서비스 기 등의 업무 조 등에 한 다양한 지원 업

무들을 수행한다.

향 계, 동아 학  사학 문. p.27. 재 .

16) 신 (2002). 컨 리론, 울: 사, p.83.

17) 래헌ㆍ 갑(2005). 『컨  경 과 』, 울: 사, pp.67-68.



- 10 -

컨벤션뷰로는 지역 내 모든 회의시설과 한 실무 계를 유지하여 국제회의

시설의 략 마 주체가 되기도 하며,국제회의 기획자가 없는 단체를 해

회의 기획과 운 활동을 지원해주기도 한다.즉,컨벤션뷰로는 컨벤션 행사 목

지에서 컨벤션이 유치 가능하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와 선 활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을 소개,선 하는 범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18)

4)컨벤션 시설업

컨벤션 행사 시설에는 컨벤션 센터,컨퍼런스 센터,호텔·리조트 내 회의장,

학 연구소의 회의시설 등이 있다.컨벤션센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민· 형태의 조직이 소유하고 경 하는 형태가 많았지만,최근에 이르러 탁경

하는 가 늘고 있다.하지만,컨벤션센터는 그 성격상 리를 추구하는데 많

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러 형태로 보조를 해주고 있다.19)

5)컨벤션 서비스업

컨벤션 서비스업체로는 컨벤션기획업체와 통역·번역업체,장식 간 업체,

AV장비 임 업체,회의장 소도구 기념품 제조업체,사진·슬라이드·비디오

문 업체,IT 련 업체,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리조트업체,수송 련 교통

업체 등이 있다.

컨벤션 행사는 그 비 과정이나 운 에 있어 개최 성격에 따라 부 시설에서

부터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가진다.따라서 컨벤션 행사를 비하기

해서는 문성이 필요하다.컨벤션을 기획하고, 비하며 운 하는 문가들을

미국 직업분류집에서는 회의기획사(meetingplanner)라고 한다.회의기획사들은

‘교통,동기부여,인센티 등 모든 목 의 회의에 해서 공동의 회의목표 달성

을 해 회의를 조직·기획·실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진흥법

에서는 국제회의 기획업(PCO:ProfessionalConventionOrganizer)을 ‘규모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비,진행 등 필요한 업무와 행사를 주 하

18) D. Getz. & D. Anderson. & L. Sheehan. (1998). Roles, Issues, and Strategies for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x in Destination Planning and Product Development: a survey of Canadian 

bureaux, Tourism Management, 19(4), p.331.

19) 경(2005). 우리나라 산업  한 책  안 연 , 경원 학  사학  문,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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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로부터 탁받아 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20).즉 컨벤션의 유치를

한 홍보 마 활동 등을 포함하여 비 운 업무를 주최자 으로부터

임받아 효율 인 회의 진행을 수행하는 문 업체를 말한다. 재 우리나라에서

는 컨벤션을 국제회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외래어 ‘컨벤션’이라고 사용하고 있고,

회의기획사라는 용어보다는 컨벤션기획업이라는 용어를 보편 으로 사용하고 있

다21)

2.컨벤션 산업의 효과

컨벤션 산업은 복합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컨벤션 참가자들은 개최지에서

하나의 서비스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시설을 이용하고,호텔에서 숙박

하며,다양한 ․ 크리에이션을 즐기게 된다.컨벤션 산업은 단순한 회의뿐

만 아니라 회의시설,숙박,교통, ,시청각기자재 등 컨벤션의 기획에서 진행

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련 산업이 상호 유기 으로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 산업

이다.22)따라서 컨벤션 산업의 효과는 매우 범 하게 나타나는데 경제

측면,사회문화 측면,정치 측면, 진흥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20) 진 . 3  1항 4

21) 승진ㆍ 주(2002). 『컨 산업론』, 진닷컴, p.5

22) 한 학 (2009). 『 학 론』, 컨  산업, 울: 산 사, p.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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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컨벤션 산업의 효과

출처:송래헌·이종갑(2005). 게서,p.33참조,연구자 재구성

1)경제 측면의 효과

컨벤션 개최를 통하여 컨벤션 개최국의 소득향상 효과와 고용증 효과(컨벤션

참가자의 지출,서비스산업의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소득 창출),세수증 효과

( 련 산업의 발 으로 인한 법인 개인의 소득세 증가)등 개최국의 경제

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이러한 컨벤션 산업의 경제 효과와 경쟁력

을 극 화하기 한 도구로서 최근에는 지리 인 범 를 이해하기 해 개념

인 도구로서 클러스터의 을 모색하고 있다.23)

한,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최신정보기술이 유입됨으로써 지역의 국제화

를 강화시킨다.컨벤션은 참가자와 개최국 국민이 직 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

회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많은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며

개최지의 주민들은 외국인과의 잦은 을 통해 국제 환경을 경험하게 되므

로 지역의 개최 지역의 국제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24)

23) C. Bernini(2009). Convention industry and Destination clusters: Evidence from Italy, Tourism 

Management, 30(6), p.879.

24) 한 학 (2009). 게 , p.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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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문화 측면에서의 효과

컨벤션 행사 개최 시 많은 인 교류와 정보 교류,문화교류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각국의 통이나 문화에 한 이해를 높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국제친선

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의식수 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컨벤션 행사를 통

하여 외국인과의 직 인 교류를 함으로써 개최지 주민의 국제 감각 함양 등

국제화의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 컨벤션 행사의 유치,기획,운 을 통하여 개최지의 교통시설,숙박시설,

공항 시설 등의 인 라 확충으로 사회기반시설의 발 을 진시킬 수 있으며,국

제사회에서의 상 확립 등 개최지의 이미지와 지명도 향상에도 이바지 한다.

3)정치 측면의 효과

컨벤션 산업의 육성은 국가 간 인 교류와 국제회의 참가자 상호간의 직

정보교환으로 인하여 국가 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필수 일 뿐만 아

니라 지역에 한 상호 이해를 진시킨다.

컨벤션의 핵심 기능은 커뮤니 이션 활동으로 회의주제의 정치성 유무를 떠나

인 ·문화 커뮤니 이션을 통해 국제회의 개최국은 자국의 사회·문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25)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컨벤션 행사는 국가 표를 포함한 표단들이 거 참

여함으로 국가홍보는 물론이고,회원자격으로 참가하는 미수교국 표와의 교류

기반 조성도 가능해 외교 면에서도 기여하며,국제회의 유치에 따라 주요국제회

의의 의장국 혹은 주최국의 임원피선으로 의사결정 참여 등 개최국의 권익신장

이익옹호가 가능하다.

4) 진흥 측면에서의 효과

산업측면에서 볼 때 비수기 타개, 량 객 유치 양질의 객

유치효과를 가져다 다.컨벤션 행사는 계 에 구애받지 않고 개최가 가능하며,

참가자 수가 수 명에서 수 백 명 이상이기 때문에 컨벤션의 유치는 곧 량

25) 래헌ㆍ 갑, 『컨  경 과 』, 울: 사,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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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컨벤션을 유치하는 경우 컨벤션 참가자들에

한 활동을 계획 이고 집 으로 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특히 컨벤션

·후 연계 상품 등을 통해 기존 상품 신규 상품을 집 으로 소개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문화나 지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체재기간

동안 체험한 우리나라에 한 인상을 귀국 후에 주 에 하게 되므로 장기

으로 홍보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컨벤션 산업 인 자원

컨벤션 산업은 표 인 복합 서비스 산업으로 성공 인 컨벤션 행사를 개최

하기 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문 인 자원이 필수 인 요소이며 이들의 서비

스 품질과 경쟁력이 매우 요하다.컨벤션 분야의 문 인 자원은 다양한 직무

경험과 교육 로그램 등을 통해 핵심역량과 기술 향상시키고 지속 으로 자신

의 핵심역량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6)

컨벤션 개최지와 개최장소 이미지의 상호 계에 한 연구에서 컨벤션 참가

자들이 요시 생각하는 이미지를 “인 요인”,“ 근요인”,“시설요인”,“환경요

인”등에 한 4가지 이미지로 도출하 고 그 에서 “인 요인”이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이는 표 인 서비스 산업인 컨벤션 산업에서 인 요소의

요성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컨벤션 행사를 성공 으로 치루기 해서는 인 자

원 리가 매우 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컨벤션 문 인 자원

컨벤션 산업의 인 자원에 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이 크

게 부각되는 컨벤션 기획사를 상으로 필요한 능력 역량에 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그리고 컨벤션 산업 종사자의 직무 만족 혹은 이직의도에 한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28)컨벤션 산업 련 문 인 자원에 한 연구는 아래의 표와 같다.

26) V.S. McCabe(2008). Strategies for  Career Planning and Development in the Convention and 

Exhibition Industry in Australia, Tourism Management, 27(2). p. 229.

27) (2008). 컨  개 지  개  미지  상 계 연 , 『 학연 』, 32(1), pp.31-52

28) 아(2005). 컨  원 사 에 한 연 , 『 경 학연 』, 25(3), pp.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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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내용 조사 상 표본수 분석 방법 내용

강동한

(1999)

국제회의 산업

문인력

개발방안

6개 국제회의 업체와

5개의 특1 호텔

국제회의 련부서

종사원 상

104부

(t-test,분산분석,회귀분석)

개인 특성,업무경력에 따른

인력 문화수 ,과련교육의 필요도,

정부지원정책의 필요도

김의근

(2001)

제주지역

국제회의산업육성

정책에 한 연구

제주지역 컨벤션 련

연구기 ,학계,

업계,계 담당자

60부

(t-test,분산분석)

국제회의산업의 효과,제주지역 산업

분석,국제회의산업 육성정책 안,기타

략

홍성화

(2003)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경쟁력에 한

컨벤션기획가와

컨벤션 참가자

집단간

인식차이분석

국내 컨벤션 기획업체

종사원,컨벤션 참가자

컨벤션기획사

56부,

국제이동체공

학학술 회

참가자 108부

(t-test,분산분석)

수용태세, 연계성,도시이미지,

참가비용,참가편익

제주도 컨벤션 산업 경쟁력

김 천

(2005)

컨벤션 문인력

양성방안에 한

연구

컨벤션 업체, 련

정부산하기 ,

연구기 등

206부
(t-test,분산분석)

컨벤션 기획사들이 갖추어야할 능력특성

조 아

(2005)

컨벤션 기획사의

역량에 한 연구

컨벤션 기획업체와

호텔 컨벤션 업무담당

직원

173부

(t-test)

컨벤션 기획사 역량 요도 순 ,

컨벤션 기획 경력차이에 따른 역량

요도 악

김정아

(2005)

컨벤션산업종사자

의 직무스트 스와

이직의도에 한

연구

컨벤션 기획업체

종사원
242부

(t-test,분산분석,단순회귀분석)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조직특성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직무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등

이혜린

(2007)

리인 이론을

용한 컨벤션

주최자와

PCO사이의

리 계 연구

2000년부터 2006년

5월까지 컨벤션

운 을 문업체에

임한 컨벤션 주최

단체

500부

(구조방정식 모형)

리 계가 리 문제에 미치는 향,

리 계가 계약 (후)

주최자-통제행동에 미치는 향,계약후

주최자-통제행동이 계성과에 미치는

향

이동희

(2008)

컨벤션 기획업의

인 자원 리,

종사원의

직무역량,

조직성과와의

계 연구

컨벤션 기획업 종사원 177부

(다 회귀분석)

인 자원 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인 자원 리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인 자원 리의 조직성과 향에 한

유연성 역량의 조 효과

배진녀

(2009)

우리나라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 개선에

한 연구

컨벤션 기획업 종사원 132부

(t-test)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 인식에 한

특성,운 방법에 한 특성,자격시험

개선방안 제시

<표 2-1>컨벤션 산업 련 문인력에 한 연구

출처: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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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기 컨벤션 산업 문인력에 한 연구는 문인 자원 양성 방안

이나 정책에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기에는 문인 자원에 한

심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컨벤션 산업 경쟁력에 한 컨벤션 문인 자원과

컨벤션 참가자들의 인식차이를 다룬 연구,컨벤션 문인력의 역량에 한 연구,

컨벤션 산업 종사자의 직무스트 스와 이직의도에 한 연구 등이 있었다.최근

에는 컨벤션 주최자와 문인 자원간의 리 계 연구, 문인 자원 리와 직

무역량,조직성과와의 계 등에 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2003년

도에 도입된 컨벤션기획사 자격증 제도에 한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있다.

2)컨벤션 산업 련 인 자원 분류

컨벤션 산업에 련되어 있는 인 자원은 그 활동 범 가 매우 넓다.서승진

(2001)은 컨벤션 산업에 련되어 있는 인 자원의 능력과 자격조건을 제시하

는데,국제회의 문가,국제회의 진행자,진행보조요원, 장요원 등으로 구분하

다.29)이러한 기 으로 분류해 볼 때 장진행인력을 자원 사자와 동일시하는

개념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장진행인력 일부의 진행인력들이

일용직 근로자 는 자원 사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표 2-4>에 나타난 서승진(2001)의 분류에서는 진행보조요원과 장요

원의 역할을 단순 보조업무에 활용되는 인 자원으로 한정 하 다.하지만 컨벤

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진행인력들은 참가자들과 항상 면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의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더구나 컨

벤션 행사의 특성상 다양한 국 의 참가자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컨벤션 장진행인력들에게 외국어 구사 능력과 국제

인 매 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벤트 분야와 컨벤션 분야에서 자원 사자

들이 행사 운 과 성공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며,개최성과에 큰 향을 미

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다.30)

29) 승진(2001). 『컨 산업론』, 울: 진닷컴, p.263.

30) 평(2006). 트 원 사  리 지원체계 에 한 연 , 『사 과학 』, 21(0),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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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능 력 능 력 자격 조건

국제회의

문가

A

� 신규회의 개발·유치·기획능력 보유자

� 국제마 네트워킹 가능자

� 1인 3개 이상 국제회의 리 기능자

� 공인 문교육과정 이수자

·실무경력 6년 이상

B

� 1인 1개의 국제회의 리 가능자

� 외국어 의사소통 가능자

� 컴퓨터 운용자

� 실무경력 3년 이상

국제회의 진행자

� 국제회의당 2인의 진행자 필요

� 외국어 의사소통 가능자

� 컴퓨터 운용자

� 실무경력 3년 미만

진행보조요원
� TM,DM,단순업무 보조

� 국제회의 당 3인의 보조요원 필요

� 3회 이상 국제회의 업무

경험자

장요원 � 일용직 는 자원 사자 � 자격조건 없음

<표 2-2>컨벤션 산업 련 문가 등 별 자격기

출처:서승진(2001).『컨벤션산업론』,서울:진닷컴,p.263

3) ·이벤트 련 자원 사자

컨벤션 분야에서 이루어진 장진행인력에 한 연구는 부분이 자원 사자

의 을 반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따라서 컨벤션 장진행인력에 한 특징을 모색하기 해서는 기존에 이

루어진 ·이벤트 분야에서 이루어진 자원 사자에 한 연구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컨벤션 장진행인력 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벤트 련 자원 사자에 한 연구는 2000년 를 ·후로 하는 반기

에는 자원 사자 참여 활성화 방안과 같은 거시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자원 사자의 참여성과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운

리의 정도인 것으로 연구되었다.31)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다.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은 부분이

메가이벤트에 을 맞추어 진행되어 온 것이다.2002한일 월드컵 자원 사자를

31) (2000). 원 사  참여  안에 한 연 , 한양 학  학원 사과 .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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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내용 조사 상 표본수 분석 방법 내용

황윤정

(2000)

자원 사자

참여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

분야

자원 사자(공공

기 ,민간기

180부

(t-test,분산분석,다 회귀분석)

자원 사자 참여동기가 참여성과에

미치는 향,

자원 사자의 개인별 속성에 따른

참여성과 차이검증,자원 사

운 리 주체에 따른 참여성과

차이검증

이은경

(2002)

2002한일 월드컵

자원 사자의

참여동기,

참여혜택

가치 분석

2002년

한일월드컵

자원 사자

452

(t-test,정 상 분석,선형회귀분석)

월드컵 자원 사자의 참여동기와

가치 사이의 계,동기

가치 이 자원 사활동 참여성과에

미치는 향

노원

(2003)

이벤트

자원 사자의

만족도 연구

과천문화축제

한마당,

수원화성문화제,

이천도자기비엔날

참가자원 사자

155

(t-test,분산분석,회귀분석)

참여 동기요인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분석,자원 사활동의

지각속성요인이 자원 사활동 참여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황성동

(2003)

구

유니버시아드 회

자원 사활동에

한만족도연구

2003년

유니버시아드

회 자원 사자

221

(t-test,분산분석)

참여경험,실비지 ,물품지 ,

활동유지의지 등의 차이분석,연령,

학력,직업,활동분야,참여경로에

따른 만족도 분석

김

(2005)

이벤트

자원 사자

리지원에

한연구

이벤트

참여경험이있는

자원 사자

182

(t-test,회귀분석)

자원 사활동 참여동기에 한

차이분석,자원 사활동 로그램에

한 인식과 만족정도 회귀분석

<표 2-3> ·이벤트 련 자원 사자에 한 연구

상으로 한 이은경(2002)의 연구와 2003유니버시아드 회 자원 사자를 상

으로 황성동(2003)의 연구,2008베이징 올림픽 자원 사 학생을 상으로 한

장연언(2008)의 연구 등이 있다. ․이벤트에 련된 자원 사자에 한 연구

는 아래의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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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2006)

지역축제자원 사

자의 참가만족과

재참가의사에

미치는 향요인

지역축제

자원 사

경험이 있는

자원 사자

160

(경로분석)

자원 사자들의 추구편인차이와

업무만족이 자원 사활동 만족,

축제참여만족 재참가 의사와의

계 분석

류인평

(2006)

이벤트

자원 사자의

리지원체계

구축에 한연구

이벤트

자원 사자
182

(t-test,분산분석,회귀분석)

자원 사활동 교육/훈련에 한

차이분석, 리·지원이 평가

사후 리에 미치는 향

박시사

(2008)

축제자원 사자의

참가동기와

참가만족도에 한

연구

제주다민족문화

제 자원 사자
80

(다 회귀분석)

자원 사 참여동기를 해외지향동기,

내 성장동기,변화추구동기,

미래보상동기,인정지향동기로 나 에

그에 따른 참가만족도에 하여 분석

장연언

(2008)

메가 이벤트

자원 사

참여인식에

한 분석

베이징 올림픽

학생

자원 사자

428

(t-test,분산분석,회귀분석)

자원 사 인구통계학 요인에 한

참여동기,참여의사 등의 차이분석,

참여동기 참여제약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향 분석

출처:연구자 작성

제2 컨벤션 장진행인력

1.컨벤션 자원 사자

컨벤션 산업에 련한 자원 사자에 한 연구는 2000년 를 ·후 하는 반

기에는 자원 사자 참여 활성화 방안과 같은 거시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그리고 재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들이 컨벤션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

와 만족도,재참여의사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다.국제회의 자원 사자 직무

능률 향상을 한 나 아(2004)의 연구와 국제회의 자원 사자의 참여동기와 만

족도와 한 백성미(2004)의 연구와 자원 사자의 셀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추가

한 조 아(2007)의 연구가 진행되었다.하지만,이러한 연구들은 염명하(200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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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자원 사자의 기본 개념을 토 로 하여 축소 혹은 확 해석해왔다.염명

하가 정의한 국제회의 자원 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국제회의 자원 사자

는 시,이벤트를 제외한 분야에서 국제회의 주최 측이나 PCO(국제회의 기획

업)등 국제회의 련 조직에 의해 한시 으로 고용되어 국제회의와 련한 기간

동안 무 는 유 으로 국제회의 진행에 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정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한시 으로 고용된 국제회의 진행인력의 개념을 포

함한다.32)

이러한 염명하(2002)의 정의는 자원 사자 범주 안에 장진행인력을 포함시키

고 있는데 이는 자원 사자임을 구분하는 ‘무보수성’과 ‘자발성’이라는 원칙에서

살펴볼 때 개념 인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먼 ,정의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자원 사자를 ‘고용’이라는 개념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 한,

장진행인력의 활동 범주가 자원 사자들의 활동 범주보다 더욱 다양하며 문성

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 컨벤션 장진행인력은 장진행활동으로 상당한 수

의 경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자원 사자 범주에 컨벤

션 장진행인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컨벤션 분야에서 장진행활동을 자원 사활동으로 간주한 이유는

연구자들의 심이 부분 정부 주도의 규모 컨벤션 행사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규모 정부주도 회의인 경우 장진행활동을 하는 인력들을 자원 사

로서 모집하는 것이 수월했다. 한 이러한 행사들은 부분이 공공부문의 성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공익이라는 에서 자원 사자들이 참여 할 수 있

었다.

하지만,최근 컨벤션 행사는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더욱 다채로운 형태로 진행

되고 있으며 컨벤션 산업의 범주를 MICE산업으로 확 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

문에 국내회의를 포함하여 인센티 투어, 시회,이벤트 범주로 까지 확 되고

있다.따라서 다양한 조직에 의해 특수한 목 을 가지고 일정기간동안 특정 장소

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장진행인력을 자원 사자로 모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이러한 문제 으로 인하여 컨벤션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진행인

력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

32) 염 하(2002). 게 문, p.33.



- 21 -

구분 연구내용 조사 상 표본수 분석 방법 내용

염명하

(2002)

국제회의

자원 사자에

한 연구

2000년 개최된

컨벤션 행사의

자원 사자

찰

-

(참여 찰법 직 찰법,

련자 인터뷰)

컨벤션 자원 사자 활성화

방안 제시

나 아

(2004)

국제회의 자원

사자 직무

능률 향상을

한 연구

국제회의

자원 사자

경험이 있는

학생

41
(빈도분석)

자원 사 참여 동기와 만족도

백성미

(2004)

국제회의

자원 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한연구

2004년아시아

개발은행

연차총회,

세계여성지도자회

의자원 사자

145

(t-test,회귀분석)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와 만족도 차이분석,

참여동기에 따른 만족도의

향 계

조 아

(2007)

컨벤션

자원 사자의

셀 리더십이

참여동기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향

APEC

정상회의

자원 사자

303

(분산분석,회귀분석)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셀 리더십 차이분석,

셀 리더십과 재참여의사간

계에 한 분석

<표 2-4>컨벤션 산업 련 자원 사자에 한 연구

출처:연구자 작성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컨벤션 산업 장진행인력에 한 연구들은

부분 자원 사자의 에서 이루어져왔다.국제회의 자원 사자에 해 연구

한 염명하(2002)의 연구는 APEC 장 회의와 ASEM2000민간포럼에 참여한

자원 사자를 상하여 련자 인터뷰를 하고 컨벤션 자원 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염명하(2002)의 연구에서는 국제회의가 발 한 미국이나 유럽 등의

자원 사자들이 고연령으로 무 의 순수 사자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은 여

성 인력들이 많으며,자원 사에 한 의식부족으로 국제회의 진행요원과 구별이

거의 안되며 유 인 경우가 많다고 지 하고 있다. 한 유 의 진행요원과 무

의 자원 사자를 구분하여 인원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이런 경우에는 주최

측이나 국제회의 기획업체의 의도를 이해 못한 자원 사자들이 유 의 진행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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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하는 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여에 한 불만을 갖게 되

어 자칫하면 회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도 있다는 을 지 하 다.

이후로 진행된 나 아(2004),백성미(2004),조 아(2007)에 의해 이루어진 컨벤

션 자원 사자에 한 연구들은 부분 자원 사자들의 참여 동기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2.컨벤션 산업 자원 사자의 특징

2008년 개최된 국제회의를 체 참가자 규모별로 살펴보면,① 100〜300명 미

만(226건),② 300〜500명 미만(105건),③ 500〜1,000명 미만(91건),④ 1,000명

이상(86건)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에서 300명 미만의 ·소규모 회의는 총 352

건으로 체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33)

500인 이상의 참가자가 참석하는 규모 정부 컨벤션 행사의 경우,주최 측이

나 컨벤션 기획사들이 자원 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비교 수월하겠지만,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300명 이하의 행사가 반 이상을 을 고려해 보면, 장진행

인력들의 상당수는 행사기간을 후로 활동하게 되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일용직 근로자 개념에서 장진행인력에 해 근하기 해서는 장진행

인력의 특징들에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부분의 연구가 자원 사자 개

념에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 자원 사자들의 특징에 해

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원 사의 의미는 의지(will)과 욕망(desire)을 나타내는 ‘Voluntas'에서 기원

한다.이러한 용어에 근거해서 자원 사자란 'Voluntas'(자유의지)와 'eer'(사람)

의 복합어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행복

을 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컨벤션 산업 분야에서도 규모 정부행사의 경우 장진행인력을 자원 사자

로 모집하기도 한다.하지만 일시 으로 개최되는 컨벤션 행사에서 장진행인력

을 자원 사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원 사자의 개

념을 그 로 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그러므로 컨벤션 자원 사자와 련

33) 리아컨 뷰로(2009). 게 , p.6.



- 23 -

성을 가지는 에서의 자원 사와 이벤트에서의 자원 사에 한 개념을 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황윤정(2000)은 자원 사를 보상을 기 하지 않으면서 자유의지와

흥미를 가지고 지와 지역사회에서 일시 는 상시 으로 객과 시민들

에게 자신의 서비스,시간,기술,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회복과 자아실 을

완성해가는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으로 정의하 다.34)황윤정(2001)은 자원

사활동이 갖는 특징을 자원 사 활동 자체가 놀이 특성을 지니면서 여가를 선

용하고 행사의 홍겨움을 공유한다는 에서 홍미성, 자원 사활동이 객

과 시민과의 직 인 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에서의 인서비

스 지향성, 자원 사자가 그들의 사활동을 통해 객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동시에 스스로의 와 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에서 동참성,자원 사활동이 지와 지역사회라는 지역 인 공간에서 이루

어진다는 에서 지역성으로 설명하고 있다.그리고 축제나 규모 국제행사의

자원 사활동 등 활동의 특성에 따라 일시성과 규모 인 특정을 갖는다고

하 다.

김 (2004)은 이벤트 자원 사의 개념을 일반 인 자원 사의 개념과 공

공부문의 자원 사를 이벤트라는 특성을 혼합하여 정의하 다. 이벤트

자원 사는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에서 상시 는 일시 으로 이루어지

는 이벤트에서 보수를 바라지 않고 자발 으로 참여하여 객과

지역사회 공동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서비스,시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취감,만족감을 느끼면서 자아실 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인 는 단체의 활

동이라고 정의하 다.35)

34) (2000). 게 문. p.15.

35) (2005). 트 원 사  리·지원에 한 연 . 경 학  문 학원 사학 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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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자원 사자 자원 사자 컨벤션 자원 사자

소 속
시민단체,공공기 등

공·사조직
지,지역사회

국제회의 주최측 는

PCO

성 격
자발 ,자율 ,창조 ,

동 ,비 리
자발 , 극성,흥미성 자발 /의무

보 수 무보수 원칙 무보수 /유보수 무보수 /유보수

역할

효과

지역사회 공동체 추구,

건강사회 구

객과 시민 공동체

회복,자아실 완성,

지·지역사회 사

컨벤션 행사 진행 역할,

컨벤션 이미지에 향

분 야
사회복지분야,

공공복지분야
지와 지역사회에 한정 컨벤션 분야에 한정

기 간 지속 한시 /지속 회의기간 동안 한시

상 구나 일정소양을 갖춘 다수

외국어 등 컨벤션

장운 능력을 갖춘

사람에 한정

<표 2-5>일반자원 사자와 자원 사자,컨벤션 자원 사자의 개념 비교

출처:염명하,국제회의 자원 사자에 한 연구를 토 로 연구자 재작성,경기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01,p.34.

컨벤션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는 컨벤션 자원 사자를 시,이벤트를 제외한 분

야에서 컨벤션 주최 측이나 국제회의 기획업체 등 국제회의 련 조직에 의해

한시 으로 고용되어 국제회의와 련한 기간 동안 무 는 유 으로 컨벤션

의 진행에 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일정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정의하면서,한시

으로 고용된 컨벤션 진행요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36).이러한 염명하(2000)

의 자원 사자에 한 정의는 한시 으로 고용된 국제회의 진행요원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모호하고 혼동의 소지가 있다.아래의 <표 2-6>에서

는 염명하의 컨벤션 자원 사자 개념과 컨벤션 장진행인력 개념을 비교 하

다.

36) 염 하(2002). 게 문,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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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컨벤션 자원 사자 컨벤션 장진행인력

소 속 국제회의 주최측 는 PCO 국제회의 주최측 는 PCO

성 격 자발 /의무 자발 /의무 /고용 계

보 수 무보수 /유보수 유보수

역할

효과

지역주민으로서의 표성,컨벤션 행사

진행 역할,컨벤션 이미지에 향

컨벤션 행사 진행 역할,컨벤션 이미지에

향

분 야
컨벤션 행사에서 지역 안내 행사

안내등의 업무 수행

컨벤션 분야에서 등록,회의진행보조,통역,

사무국 보조 등 비교 문성이 더욱

요구됨

기 간 회의기간 동안 한시 회의기간 동안 한시

상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지역주민
외국어 등 컨벤션 장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

<표 2-6>컨벤션 자원 사자와 컨벤션 장진행인력의 개념 비교

출처:염명하의 개념을 토 로 연구자 작성

한 컨벤션 분야에서 임시 유 진행인력과 자원 사자간의 업무의 구분

역할이 모호하여 장에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컨벤션 자원 사자가 부분

순수한 무보수로 활동하는 경우보다 교통비와 그 밖의 수당과 같은 활동비를 제

공받는 경우가 많아 혼동이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규모의 메가 이벤트에서는 수천 명이 자원 사에

참가하고 있으며 국제행사가 있으면 자원 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어 국제

행사를 기획하는 기 과 단체들이 일시 으로 자원 사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장진행인력의 상당수를 자원 사자로서 활용함으로

써 컨벤션 분야의 장진행인력을 자원 사자와 동일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따라서 컨벤션 장진행인력에 한 연구가 컨벤션 인 자원 리 측면에서

시 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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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컨벤션 산업 장진행인력 개념

·소규모의 컨벤션 행사에서 장진행인력을 자원 사자로서 모집하기는 어렵

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는 컨벤션 기업업체(PCO)들은 장진행인력들을

행사개최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모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컨벤션 장진행인력은 컨벤션 분야에서 컨벤션 주최측이

나 PCO(컨벤션기획업)등 국제회의 련 조직에 한시 으로 고용되어 국제회의

와 련한 기간 동안 국제회의의 진행에 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일정능력을 갖

춘 사람으로 정의한다.

<표 2-7>자원 사자와 장진행인력의 구분

구 분 자원 사자 장진행인력

행사

주최/주

� 비 리단체,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최/주 하는 행사,순수 공익

목 의 행사라고 단되는 경우 등

� 리단체,기업,학회, 회 등 리

목 의 행사

보 수

� 무보수성이 원칙이지만,최소한의

수당(식비, 교통비)등을 지 받는

경우가 있음

� 일반 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

사자 수당으로 지 하는 수당은

2만원 내외

� 주최/주 측과의 고용 계에 의해

결정

� 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보수

가 높아짐

활동 범

� 부분 행사 진행 기간에 한시 으

로 이루어지며,지역주민으로서 자

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범

에서 인 자원 활용이 이루어짐

� 행사 진행 기간을 후로 하여 주

최/주 단체에 사무 업무 등을 포

함한 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사

업무 분야에서 활동

활동 연령층
� 매우 폭넓은 연령 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짐

� 주로 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에서 경

력개발과 보수를 기 하며 이루어짐

출처:제주외국어 자원 사단의 자원 사자와 장진행인력 개념을 토 로 연구자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외국어자원 사단이 2003년 10월 창립되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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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민간단체로서 국제행사 지원 사업,통역지원사업,컨벤션 문인력 외국어

자원 사자 양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웹포털사이트의 카페를 통하여 아

래의 <표 2-8>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에 개최되고 있는 MICE행사 련 인

력모집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정보게시일 구 분 컨벤션 행사

10.15 장진행 2012여수세계박람회 제 3회 국제심포지엄 진행요원 모집

10.06 장진행 ASGMeeting진행요원 모집

9.28 장진행 PICES2009진행요원 모집(종료)

9.17 장진행
국제 질화물 반도체 국제회의(ICNS-8) 극소형 생물 화학 국제 학술회
의(MTAS2009)진행요원 모집

9.11 장진행 맥스오길비헬스월드행사진행요원 모집-자원 사아닙니다.(1일/8〜10만원)

8.26 장진행 ICPVT-12 장진행요원 추가 모집

8.26 장진행 제 3차 CODEX항생제내성 특별 원회 진행요원 모집

8.19 장진행 제 3회 제주세계델픽 회 경 지원분야 진행요원 모집

8.10 장진행 콜로이드계면화학아시아학술 회

8.10 장진행 FUZZ-IEEE2009제주진행요원 모집(마감)

7.20 장진행 한신경 재치료의학회 여름캠 한 미 진행요원 모집

7.20 자원 사 제 5회 제주평화포럼 자원 사자 모집공고

6.14 교육정보 2009제주 MICE자원 사자 워크 참가자 모집

6.11 장진행 한국유방암학회 춘계학술 회 진행요원 모집(종료)

6.01 장진행 HyundaiMotorGlobalDistributors Convention진행요원 모집(종료)

5.25 장진행 제 67차 ICISA연차총회 진행요원 모집(종료)

5.21 장진행 CMAS세계 촬 선수권 회 진행요원 모집(여성 가능)

5.14 장진행 2009국제건설 리학술 회 진행요원 모집(종료)

5.14 장진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부스 안내요원 모집(종료)

5.10 장진행 생태 아태세미나 진행요원 모집

5.10 장진행 제21차 인간과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 진행요원 모집

4.29 자원 사 다민족 문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4.29 장진행 WWEC2009행사진행요원 모집

4.11 장진행 원자력학회 춘계학술 발표회 진행요원 모집(종료)

3.05 장진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국별연락 모집

2.27 장진행 제 16회 물 리 심포지엄 시회 진행요원 모집(마감)

2.26 자원 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자원 사자 추가 모집

2.24 장진행 2009년도 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 회 진행요원 모집(종료)

1.31 자원 사 2009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자원 사자 모집(마감)

1.21 자원 사 2009정월 보름 들불축제 자원 사자 모집(마감)

1.05 장진행 OTW Jeju2009운 요원 모집(마감)

<표 2-8>컨벤션 행사 련 자원 사자 장진행인력 모집 공고

출처:제주외국어자원 사단 다음 카페 공고(http://cafe.daum.net/JEJUFLS),2009년 10월 15일까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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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컨벤션 산업 장진행인력 특성

컨벤션 장진행요원은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와는 다

른 컨벤션 장진행 인력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구분 체진행 련 업무 내용

염명하

(2002)

의 ·수송·숙박 련
공항 ,공항안내,VIPRoom 운 ,수송,호텔 ,연락인력

업무

회 의 련
등록,회의장 진행,행사장 안내,previewroom,copyroom운 ,

통역지원업무 등

사 교 행 사 련 칵테일 티,만찬 등 연회 운 업무

련 상품 알선 안내 업무

조 아

(2005)

회 의 지 원 종합상황실,부 사무실 지원,통역,미디어센터 등

수 송 ,수송안내,셔틀탑승안내

숙 소 호텔 상황실,안내데스크,의료서비스 보조

행 정 지 원
회의장 시설 리,식음료 지원,물자 리 운반 주차 리,

문화행사보조,차량운

경 제 행 사 IT 시회,ABAC/CEOSummit등

<표 2-9>컨벤션 장진행인력의 역할

출처:연구자 작성

첫째， 컨벤션 장진행인력은 회의 기간 동안 회의 참가자와 직 면하는

서비스 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통하여 컨벤션 장진행인력은 개최국

가와 개최 지역에 하여 참가자들이 느끼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일반 인 자원 사자의 활동도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국가발 에

이바지하지만 컨벤션 장진행인력은 외국에서 컨벤션 참가를 하여 방문한 사

람들과 직 으로 교류를 하게 되므로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 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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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컨벤션 장진행인력은 일정수 의 외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컨벤

션 참가자는 다수의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 원회의 직원도 외국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이들과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수행하기 하여

업무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일정 수 의 외국어 실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한 컨벤션 장진행 활동을 한 어느 정도의 문성을 갖춘 업무

능력이 필요하다. 를 들면 회의장 진행을 한 기기 운 능력이나 컴퓨터 활

용 능력,의 수행 능력 등 일정 수 이상의 문성을 필요로 한다.

셋째,컨벤션 장진행인력은 컨벤션이 한시 으로 개최되는 특성으로 인해 업

무를 지속 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컨벤션 조직 원회는 컨벤션을 비하고

개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 조직으로 컨벤션 개최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에는 해산된다.따라서 컨벤션 장진행인력은 동일한 컨벤션 행사에서 지속 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

넷째,컨벤션 장진행인력은 리단체,기업,학회, 회 등 리 목 의 컨벤

션에 참여하여 장진행 활동을 수행한다.컨벤션 장진행인력은 기본 으로 주

최,주 측과 고용 계를 맺고 활동하게 된다.그리고 주로 학생을 포함한 청

년층에서 경력개발과 인 보수를 기 하며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 문성

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에 한 보수도 높아진다.이는 컨벤션 자

원 사 참여자들과 행사참여 동기가 근본 으로 달라지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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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컨벤션 장진행 인력의 진로자기효능감,개인가치,생활만족

1.진로 자기효능감

1)자기효능감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하기 해서 노력한다.자

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향을 미치려는 노력에 의해서 보다 바람직한 미래

를 실 하고 원하지 않는 미래의 결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자신이 행

동에 의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행동하려고 하

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삶의 변화시키고자 하는 신념은 행동의 주된 원인이며,

우리의 삶은 이러한 신념에 의해서 유도된다.

자기효능감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타인의 행동을 찰하고 모방함으로 이루어

진다고 보는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행동에서의

인지- 재 요소들의 역할을 강조한 이론이다.37)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

을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 인 능력에 한 믿

음으로 행동과 행동변화를 이해하고 측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효능감

기 가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요한 재자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 다.

[그림 2-2]Bandura(1977)의 연구모형

출처:Bandura(1977);이은경(2003).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진로의식성숙과의 계,원

학교 석사학 논문,p.9.재인용

37) A. Bandur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84(2), 

Psychological review.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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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동은 그들의 삶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에 한 신념에 근거한다.즉,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스스로

그 일을 얼마나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한 믿음이 요하게 작용한다

는 것이다.어떤 행동 역에 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그러한 행동을 회피하게 하

고,높은 자기효능감은 그러한 행동을 보다 자주 근하게 한다.따라서 Bandura

는 자기효능감을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요한 재자라고 가정하 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네 가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

하 다.38)

첫째,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성공 인 성취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직

인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특정 과목을 잘 수 있어야 한다.

직 인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특정 분야를 잘 할 수 있다는 신

념을 갖게 해주는 방법이다.

둘째,남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여 으로써 자신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

다.특히 자신과 능력 면에서 유사한 타인의 성취를 찰하는 모델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자신도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주게 된다.

셋째,언어 인 설득으로 사람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사람들에

게 노력에 한 정 인 평가를 해주며,과거의 성공경험을 일깨워 주고,다양

한 기술들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넷째,정서 인 흥분을 정 으로 해석하고 처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긴장이나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자기효능감이 낮기 때문이 아

니라 다른 정 인 이유로 귀인하도록 유도하고,이와 함께 긴장이나 불안에

처하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한 자신감을 말한다.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을 수행할 때 보다 정 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다시 행동의 자신감과 일 성으로 이어진다.즉,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꾸 하고 자신감 있게 처리하게 된다.이러한 정 사고와 행동

은 결국 보다 나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은 시작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인지에 결정 인 향

38) Bandura, A(1986); 택  공 (2007). 『 심리학  해』, 울: 학지사, pp.327-328.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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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정 정서상태와 자아개념을 보

유하고 있어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분의 자극을 정 성향을 통해 해결하려

고 노력한다.그리고 조직에서 실패 혹은 실망을 경험했을 때 이것을 내 인 요

인으로 귀인시킴으로써,차후에 성과달성을 해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자하거나

새로운 과업수행을 찾는다.39)따라서 자기 효능감은 조직행동연구에서 매우 요

한 연구주제로 부상하고 있다.왜냐하면 자기 효능감이 조직의 성과 구성원들

의 동기부여와 강력한 연결 계를 지니고 있음이 차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

다.40)

2)진로 자기효능감

진로자기효능감이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의 정의에 근거한 개념으로

개인이 진로와 련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 할 수 있는지에

한 개인 인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다.41)

Betz와 Hackett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이론을 진로 발달 연구에 용해왔다.

처음에 이들은 여성들이 수학에 해서 보이는 자신감 부족에 한 연구에 자기

효능감이론을 용하기 시작했으며,20여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 부족을 느끼는 행동 역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

다.이들은 반 인 진로결정 행동과 련된 자기효능감 기 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 다.(Betz& Voytne,1997)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선택과 응에 련

되는 개인의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하 다.이들은 자기

효능감이 인간행 화 련된 다양한 심리 변인을 설명하고 언할 때 요하

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직업분야에 용하 다.

39) Early & Litychy(1991). 지 (2005),  사원  능감, 심리  계약 , 결과변 간  

 계, 『 학연 』, 29(2), p.153. 재

40) 경 ㆍ 란(2001). 워 트에 미 는 능감  과, 『 한경 학 지』, 23(0), p.17.

41) Betz. Nancy E(2005).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ive-Level Response Continua for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2), p.132.



- 33 -

Taylor와 Betz(1983)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특정 진로 역과 련되어 자기효능

감과 달리 일반 인 진로결정과 련되어 있는 자기효능감(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CDMSE)을 제안하여 특정과제에 국한되었던 진로 자기효능감을 일

반 자기효능감 개념으로 환하 다.Bandura(199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과

제의 난이도와 복잡성,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한

가지 로 일반 인 자기효능감이라는 요인은 학업 상황과 같은 특정맥락 내

에서의 개인의 수행 주 을 측하지는 못하 다.따라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

비하는 행동을 하는 작업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행동과 수행

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로자기효능감의 측면에서 더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42)

Betz와 Hackett(1981)는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학문 는 진로와 련된

결정과 함께 진로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여기에 자기효능감을

요한 변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진로발달 모델과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

역에 용한 ‘직업 자기효능감(occupational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을 제

안하 다. 한 그들은 성취행동,진로결정,진로 응 등에서 향을 미치는 요인

과 진로발달의 모델을 밝히기 해 직업 자기효능감 척도를 제작하 다.이후

이 척도들은 직업 자기효능감과 함께 수학 ,과학 ,기술 ,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 련되어 사용되었다.43)Hackett와 Betz(1986)는 진로선택과 응에 련

된 개인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 자기효능감(CareerSelf-Efficacy)’으로 개념화

하 으며 진로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을 이해하고 수정하는데 특히 요하다고

강조하 다.

Hacket와 Betz에 의해서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이 진로심리학과 진로상담

에 용되어 온 이후 지 까지 자기효능감 이론이 용된 직업행동의 역들은

공의 변경과 련한 자기효능감과 과학 기술 진로(Lent,Brown,&

Larkin,1984),과제·특정(task-specific)직업 자기효능감(Rooney& Osipow,

1991),수학 자기효능감(Hackett& Betz,1983),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Taylor

& Popma,1990),진로탐색 자기효능감(Solberg,Good,& Nord,1994)과 같은 유

42) 경(2003). 학생  능감과 직업가   진로 식 과  계, 원 학  학원 사

학 문, p.3.

43) HackettㆍBetz(1986). 고운ㆍ 학(2007). 진로결  과 진로 행동과  계에  진로

능감  매개 과 연 , 『한 심리학 』, p.410.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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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측정 개념들이 연구되었다.44)

진로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와 련된 결정을 함에 있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학업성취와 수행 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진로자기효능감은 선택한 목표에 한 직업 인 과제를 수행하

거나,직업 련 정보를 모으거나,문제를 해결하거나,실 가능한 계획을 세우거

나 자기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향상된다고 하 다.45)

진로자기효능감에 련한 많은 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

생들의 연령층은 자율성,능력 정체감을 획득하는 기간으로 간주되며,자아정

체감은 진로발달과 한 계가 있다.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 결정

유형 진로결정 수 간의 계를 탐색한 결과 미래확신성과 주도성이 높을수

록 진로결정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6)

그리고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진로의식성숙과의 계에 한 이

은경(2003)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직업가치

하 요인인 내 가치와 외 가치 모두 높다고 하 다.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진로의식 성숙수 이 높은데 이는 학생들이 진로문제를 성공 으로 완

수할 수 있을지에 한 개인의 자신감 내지 신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탐색

하고 자신에 해 확신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훨씬

효율 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7)

3)진로자기효능감의 측정

진로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한 검사도구로 가장 표 인 검사도구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와 이를 Betz,Klein과

Taylor(1996)가 개정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Form)’가 표 이다.CDMSES-SF는 자기평가,직업정보,목표선

44) 경ㆍ (2002). 진로결 능감  진로 태도 에 미 는 향, 『한 심리학 』, 14(1), 

p.110.

45) 미 (2008). 진로 벽, 진로결  능감  진로 행동에 미 는 향에 한 연 , 여 학

 사무학과 사학  청 문, p.28.

46) ㆍ (2002). 한 학생  진로결 에 향  미 는 가 변 과 개 변 에 한 연 , 

『한 심리학 』, 14(1), pp.143-144.

47) 경(2002). 학생  능감과 직업가   진로 식 과  계, 원 학  학과 사학

문,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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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미래계획,문제해결 등 5개 하 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Taylor

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는 진로결정과 련된 과업 행동

결과의 성공 여부의 기 에 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한 검사도구로,진로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개인 인 태도와 정서 인 부분의 성숙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2.개인가치

1)개인가치에 한 연구

가치에 한 연구는 Rokeach의 연구로부터 그 시발 이 되고 있다.Rokeach의

연구는 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 문헌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그의 연구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가치의 개념과 구성에 한 연구가 발 하기에 이르 고 이

에 따라 가치와 소비자행동에 한 계성 연구가 1970년 에 시도되기에 이르

다.48)특히 Schwartz와 Bilsky(1987)는 상기한 가치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정

의하 다.

① 특정한 상황을 월한다.

② 행동 혹은 사건의 선택 는 평가의 지표가 된다.

③ 상 인 요성에 의해 서열화 될 수 있다.

④ 바람직한 최종상태 혹은 행동이다.

⑤ 개념 혹은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 Eagly와 Chaiken(1983)은 자극과 반응사이를 조종하고 그러한 반응에

향을 미치는 내 상태를 반 하는 사회 인식작용으로 정의하 으며,Madrigal

(1995)은 가치는 행동에 한 추상 인 신념 혹은 상황을 월하고,행동과 성과

의 선택, 는 평가를 유도하는 최종 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고 하 으며,Well

과 Prensky(1996)는 가치를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근원 인 신념이

며,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느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

다.이들은 가치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한 삶의 방식과 무엇이

한 행동을 구성하는가에 한 에서 설명하고 있다.

48) 태훈ㆍ 경(2005). 개 가 에  택  차 에 한 연 , 『 보연 』, 19(0),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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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가치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한 결정을 내릴 때 작용하는

단의 기 이고,개인의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단을 이끌어 가는 기 으로 자

기행동의 내 기 이 되어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학교 졸업 정자들의 개인 특성이 진로 결정이나 직업탐색활동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49)와 학습경험과 개인변인,자기효능감,결과기 간에 향 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성격과 진로와의 계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수 진로탐색행동과 성격간의 계를 진로 미결정자와 진

로 비탐색자의 성격 특성을 기술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진로결정수

을 통해 살펴본 진로 미결정자와 진로 비탐색자들의 특성은 소외감을 느끼고,

긴장감이 있고,성공에 한 두려움이 있었다.그리고 자기효능감 수 ,자아개

념,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 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50)

컨벤션분야에서 장진행인력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의 개인가치와 진로와의

계를 모색하는 연구는 지 까지 연구 주제로서 심을 받지 못해왔다.하지만

학생들의 개인가치나 성향들이 진로와 많은 계가 있으며 한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 과 한 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컨벤션분야에서 장

진행인력으로 활동하는 학생들 활동경험에 따른 개인가치와 진로자기효능감

간 향 계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2)개인가치의 측정도구

개인가치를 측정하기 해서 개발된 척도에는 Rokeach(1973)의 RVS(Rokeach

Value Survey)와 Mitchell(1978)의 VALS(Values and Lifestyle), 그리고

Kahle(1983)의 LOV(ListofValue)등이 있다.소비자 행동연구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가치 측정도구의 하나는 Rokeach가 개발한 RVS(Rokeach Value

Survey)이다.Rokeach(1973)의 가치 목록은 소비자들의 목표를 나타내는 최종가

치와 그리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인 수단 가치로 구분되고 있다.

49) ㆍ ㆍ (2008). 들  개  특  진로미결   직업탐색행동에 미 는 

향, 『한 경 학 』, p.200.

50) 진(2006). 학생  직업  미에 한 사 지  , 『 연 』, 41(0),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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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가치 수단 가치

편안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 야심 (열심히 일하는)

신나는 생활 (자극 이고 능동 인 생활) 한 (마음이 개방 인)

세계평화 ( 쟁과 분쟁으로부터의 해방) 유능한 (능력있는,효과 인)

평등 (형제애,모든사람의 동등한 기회) 쾌활한 (마음이 가벼운,즐거운)

자유 (독립,자유로운 선택) 깨끗한 (단정한,말끔한)

행복 (만족) 용기있는 (신념에 따르는)

국가안보 (외 으로부터의 보호) 용서하는 (타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즐거움 (인생을 즐김) 남을 돕는 (타인을 해 일하는)

구제 (구원받은 생) 정직한 (신실한,진실한)

사회 인정 (존경,칭송) 상상력이 풍부한 (과감한,창조 인)

진실한 우정 (친 한 교제) 독립 인 (자기의존 ,자기충족 )

명 (인생에 한 성숙된 이해) 지 인 (이해력있는,사려깊은)

아름다운 세계(자연미와 술) 논리 인(일 성 있는,이성 )

가족안 (사랑하는 사람을 돌 ) 사랑하는 (애정이 깊은,상냥한)

성숙한 사랑(성 ,정신 친교) 복종 인 (의무감있는,매 가 좋은)

자존 (자부심) 공손한 ( 의바른,매 가 좋은)

성취감 (지속 공헌) 책임있는 (의존할만한,신뢰할수 있는)

내 조화 (내 갈등에서의 해방) 자기통제 인 (자제 인,자율 인)

<표 2-10>Rokeach의 가치

출처:Rokeach(1973),Belief,AttitudesandValue.Sanfrancisco.;이은경(2002).2002한일 월드컵 자원

사자의 참여동기,참여혜택 가치 분석,세종 학교 학원 경 학과 석사학 논문,p.24.

최종가치와 수단가치는 각 18문항으로 구성되어 모두 36문항을 이루고 있다.

Mitchell(1978)에 의해 개발된 VALS(ValuesandLifestyle)는 인구통계 변수,

생활양식 변수,가치 등 34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VALS는 인구통

계 특성에 한 의존성이 무 높다는 단 을 보완하기 하여 42개 문항으로

구성된 VALS2가 개발되었다.

한 Kahle(1983)의 가치목록(LOV:ListofValue)은 미시간 학의 연구자들

에 의해서 개발되었다.LOV는 이론 으로 Kahle의 사회 응이론과 련한 것으

로 인간 개개인은 사회 내에서 가치를 실 하기 해 다양한 삶의 역할에 응

하게 된다는 것이다.즉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회 안에서 용되는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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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이러한 가치의 기 에 따라 그 사회의 일원으로써 행동하게 되는 것

이다.Kahle(1983)의 개인 심 인 ‘개인가치’는 아홉 개의 주요한 가치 항목으

로 구성되며 선행연구에서는 내 가치와 외 가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① 가족

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② 쾌감이나 흥분감,③ 삶의 재미와 즐거

움,④ 다른 사람과의 원만하고 따뜻한 인간 계,⑤ 자아실 ,⑥ 다른 사람으로

부터의 존경,⑦ 성취감,⑧ 가족과 국가의 안 ,⑨ 자존감)51)본 연구에서는 가

치측정의 척도로서 Kahle(1983)의 가치목록을 사용하여 컨벤션 장진행인력의

개인가치를 측정하 다.

3. 학생 생활 만족

1)생활 만족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인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한/불행한 느낌의 정도는 본인

의 주 단으로 이루어진다.생활의 질에 한 평가는 자신의 생활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하여 만족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에 한 여부에 달려있다.

생활의 질이란 자신의 생활조건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바에 한 총체 이고

주 인 평가를 말한다.

생활의 질,즉 심리 행복감을 단하는 사회 지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객

지표와 주 지표로 구분한다.학생들이 높은 비 을 두고 있는 객

지표는 가정의 사회경제 지 와 그에 따른 용돈의 여유,부모와의 계,학교

생활과 련된 것,그리고 신체 조건과 같은 것들이다.

반면에,주 지표란 자신의 여러 가지 생활조건을 어떻게 지각하며 그러한

각각의 조건들에 하여 어느 정도로 만족감을 느끼는가에 한 개인의 내 평

가를 의미한다.자신의 생활조건에 하여 스스로 평가하는 만족의 정도는 실제

인 조건보다는 스스로 느끼는 만족의 정도에 따란 단된다.

심리 ㆍ주 행복감,즉 생활 만족은 정의 차원과 인지 차원으로 구별

된다.정의 차원의 생활만족이란 일상생활에 한 감정이 행복한-불행한과 같

51) (2007). 『 학 프로 론- 론과 실 』, 울: 신 사,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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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 이거나 부정 인 정서를 말한다.그리고 인지 차원의 생활만족은 일

상생활 반에 해 주 인 평가로서의 만족도 단과 계가 있다.즉 생활만

족이란 자신이 선택하고 설정한 기 에 따라 자신의 일상 생활의 질에 한

주 이고 총체 인 평가를 말한다.52)

생활만족은 개인이나 가족의 복지감,생활의 질,행복감 등의 유사한 개념과 함

께 행복 는 복지의 측정기 이 되고 있으며,이에 한 연구가 꾸 히 이루어

져 왔다.행복에 한 정의는 지 까지 다수의 철학하자와 사화학자들의 심과

연구의 상이 되었다.Dinner(1984)는 이러한 다수의 개념 정의들을 다음과 같

이 세 범주로 구분하 다.

첫째는 외 /규범 범주로서 미덕이나 신성함과 같은 외 인 기 에 의한 행

복의 정의이다.이 범주에서는 행복이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체계에 따라 결정된다.다시 말하면 행복은 행 자의 주 단이 아니라

찰자의 가치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내 /감정 정의의 범주로서 이 정의는 감정 는 감명의 개념에 기

를 두고 있다.즉 유쾌한 감정 상태를 야기 시키는 부정 감정에 한 정

감정의 우세가 행복이라는 것이다.이 범주에 속하는 정의는 유쾌한 감정 경험

을 강조하며 재의 감정 상태에 계없이 사람들은 부분 일상생활에서

정 감정에 노출되거나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내 /주 정의의 범주로서 이 정의는 행복을 결정하는 개인의 기

에 근거한 생활 만족의 개념이다.이러한 형태의 행복을 Shin과 Johnson(1978)

은 ‘개인이 선택한 기 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삶의 질에 한 반 인 평

가’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개념들을 토 로 Dinner는 행복은 주 인 것이고, 정 인 것이며,

형 으로 개인 생활의 모든 역에 한 반 인 만족 정도로써 알 수 있다

는 특징이 있다고 하 다.이러한 행복의 특징에 비추어 행복에 한 연구에서는

일상 으로 자주 거론되어 온 행복이라는 용어가 필연 으로 개념이 분명치 않

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의미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생활 만족의 개념으로 정의하 다.53)

52) 원 (2000). 학생  생 만 감 련 변 , 『 』, 19(0),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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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활 만족의 이론

생활만족에 련된 주요 이론 유형에는 활동이론,목 이론,상향 하향이론,

단이론 등이 있다.이들 이론들의 근방법과 련연구에 한 구체 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활동이론에서는 행복이 목 달성이나 요구충족보다는 인간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활동은 인간의 능력이 우수한 방식으로 나타나

는 바람직한 표징이다.최근에는 이러한 활동으로 취미,오락,사회 상호작용,

스포츠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 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목 이론은 행복이 특정목 이나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견

해이다.행복에 련된 많은 연구들이 욕구와 목 에 한 이론모형에 기 를 두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론 인 정형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목 이론에

서 요시되고 있는 문제는 행복이 이 에 충족된 욕구에서 오는가 아니면 당시

에 충족된 욕구에서 오는가 혹은 욕구를 충족해가는 과정에서 오는가라는 것이

다.이러한 문제에 하여 Scitovsky(1976)는 ‘목 을 달성하거나 욕구를 충족시

키기 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실제 인 목 달성과 욕구충족 보다 더 큰 만

족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 다.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의 차이에 련된 문제는 심리학과 행복에 한 연

구에서 자주 다루어져 왔다.상향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가 불행

한가를 단할 때 일시 인 유쾌함과 고통의 경험을 합한 정신 계산을 사용한

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에서 행복을 정의하면 행복은 행복한 순간들의 축

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반해 하향이론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정 인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성향이 있으며,이러한 성향은 개인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즉,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단이론에서는 어떤 경험이 정 감정 는 부정 감정을 래하는가를

측하지는 못하지만 나타는 정 ,부정 감정의 정도차이는 측할 수 있다

53) 강경 (1998). 학생  여가 동참여  학만 , 여가만 , 생 만 간  계, 남 학  체 학과 

사학 문,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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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생활만족에 한 많은 연구들이 생활에 한 만족정도는 특정기 과 실

제 상태 간에 비교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만일 자개인의 재생활이 기 이 되

는 과거의 생활보다 더 나은 것이라면 그 사람은 생활에 만족을 느낄 것이다.생

활만족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교가 보다 의식 이다.그러나 생활감정의 경우에는

무의식 인 형태로 비교가 이루어진다.

3) 학생 생활 만족

학은 하나의 지식만 습득하고자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인간 인 만남을 통

해 객 인 자기의식을 함양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용시켜 인을 탄생시키는

곳이다.청년 후기 는 성인 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매우 요한 시기에 있

는데 이 시기의 성공 인 발달 과업은 후일 사회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과업수

행과 한 계를 갖게 된다.하지만 취업구조의 불안정과 실업률 상승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한 학생활의 스트 스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문제해결 방식의 연구들이 부분이었다.따라서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해서는 악하기 어려웠다.이러한 측면

에서 삶의 질 차원에서 학생활 만족도를 다룬 김재은(1997)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그는 학생활을 크게 학업 주의 시간과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여 학생

들의 여가시간 활용의 요성을 언 하 고 이에 한 만족도를 조사하 다.

그리고 학생의 여가활동참여와 학만족,여가만족,생활만족간의 계를 통

하여 학생의 생활 만족은 문화 활동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높다라

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강경빈(1998)의 연구가 있다.54)

4.진로자기효능감,개인가치,생활 만족의 계에 한 선행연구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과정을 성공 으로 조직

하고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한 신념을 말한다.그래서 어떠한 상황

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극 이며 능동 으로 처리해 나가는 반면,자

54) 강경 (1998). 게 문, pp.1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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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그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주 안녕감은 생활 만족과

정 정서가 높고,부 정서가 낮은 상태를 말한다.즉,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부 정서보다는 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 때 주 안녕감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생활 만족 사이에는 정 상 계와 인과

계가 있다고 한다.사회 지원과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에 계에 한 김복

기의 연구에서 어머니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사회 지원,자기효능감,생활 만

족도의 계를 분석하 다.55)그 결과는 사회 지원을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등학교 교사의 여가생활이 교사효능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김상철의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과 생활만족도는 정 상 이 있으며 특히 자기

조 효능감,과제 난이도 선호에서 상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6)그리고 생

활만족을 높이기 해서는 정 인 여가생활을 통한 교사효능감을 높이는 방안

을 제안하 다.다양한 방식의 여가교육 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자신감 자기

효능감,과제 난이도 선호를 이끌 수 있는 여가활동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 다. 한 한국 무용 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신체 자기효능감

과 생활만족과의 계를 분석한 이건미의 연구에서 한국무용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신체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간에 높은 상 계가 있다고 하

다.57)

평생교육 로그램 참가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한 권 길의 연

구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 간의 계에 해 상 분

석을 하 다.58)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은 정 이 계를 보 는데 이러

한 결과를 통해 평생교육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높아진

다고 해석하 다.

55) 복 (2003). 사  지원과 능감  생 만 도  계에 한 연 , 하 학  학원 

사학 문, pp.42-45.

56) 상철(2008). 등학  사  여가생  사 능감  생 만 도에 미 는 향, 경남 학  

학원 사학 문, pp.85-87.

57) 건미(2006). 한 무  여  신체  능감과 생 만 도에 미 는 향, 학  학

원 사학 문, pp.55-57.

58) (2008). 평생  프로그램 참여 들  능감과 생 만 도에 한 연 , 원 학  학원 

사학 문,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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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학교생활 만족도의 계에 한 명

지명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체 인 학교생활 만족도의 상

계는 역에서 의미있는 상 계를 보 다.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

수록 학교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9)

취업 비자들의 스트 스와 우울에 한 연구에서 최미옥은 사회 지원과 자

기효능감,생활만족과의 계에 해서 분석하 는데,취업 비자의 스트 스

리행동은 취업 비 성여부,스트 스 처,스트 스 처 효능감,어려움 극복

효능감,샐활만족도 행복과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

스 처 정도는 교육정도,스트 스 처 효능감,어려움극복 효능감,생활만족

도,행복 등과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많은 연구들이 자기효능감과 생활 만족간에 직

인 련이 있으며 정 인 향 계를 보여주고 있다.컨벤션 장진행인력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 사이에는 정 향 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가

치가 매개변수로서 개인의 추구하는 가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9) 지 (2002). 고등학  학생들  격 과 능감, 학 생 만 도  계, 포 학  학

원 사학 문, pp.57-58

60) 미 (2009). 취업  트레  우울에 한 연 : 사  지원, 능감, 생 만 도  

계 , 하 학  학원 사학 문,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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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조사 설계 분석 방법

제1 연구 모형 가설 설정

1.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 은 컨벤션 분야에서 자원 사자 개념으로만 연구되어 왔던 기

존의 연구 방향과는 차별 으로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을 상

으로 진로자기효능감과 개인가치,생활 만족의 계를 살펴보는데 그 목 이 있

다.이를 하여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계열의 학생들을 상

으로 그들의 진로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개인가치와 생활만족을 종속변

수로 구성하여 연구모형을 [그림3-1]과 같이 도출하 다.그리고 인구통계 특

성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1]연구모형

2.연구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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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은 의 연구 모형 [그림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설정

하 다.

가설 1진로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진로자기효능감은 개인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진로자기효능감은 내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진로자기효능감은 외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개인가치는 생활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1성별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2학년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2 설문의 구성과 변수의 조작 정의

각 연구 개념의 조작 정의 측정변수는 <표 3-1>과 같으며 측정변수는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5=‘매우 그 다’)를 용하여 측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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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념

(측정항목 수)
변수 참고문헌

진로자기효능감

(17)

직업정보수집,목표설징,계획수립 문제해결,자

기 평가 등에 한 변수 17개
Creed(2002)

개인가치(9)
일에 한 성취감,즐거움을 추구하는 낙천 인

생활,다양한 흥미로운 경험,자 심,자기개발

Kahie(1983)

이문주(2006)

생활 만족(3)
학생활에 한 반 인 생활 만족과 련한

변수

Diener(1984)

박종민(2002)

인구통계 변수 성별,연령,학력,학년 등에 한 변수 -

컨벤션 장진행인력

활동경험에 한 변수

정보 원천,활동 경험,하루에 지 받은 활동비,

희망 활동비,경력개발 방법 등에 한 변수

염명하(2002)

조 아(2005)

노원 (2008)

<표 3-1>변수의 조작 정의

자료의 수집은 사 에 조사의 목 과 방법을 숙지한 조사원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컨벤션 련 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sampling)하여 1:1면

법(face-to-faceinterview)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조사기간은 2009년 9월 20일

부터 10월 15까지 실시하 다.최 설문조사는 다양한 응답자를 찾을 수 있는 학의

도서 에서 진행하 다.하지만, 부분의 응답자가 컨벤션 장진행활동경험이 없었으

며 컨벤션 산업을 생소해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 할 수 없었고 비교 컨벤

션 산업에 한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계열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컨벤션 장진행경험이 있는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설문

조사는 제주 학교,탐라 학교,한라 학,제주 학에서 진행 하 다.

설문지는 총 256부를 배포하 으며 그 213부를 회수하 다.이 응답이 불성실

하거나 설문작성이 종료되지 않은 16부를 제외한 19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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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문 변수의 구성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자료의 수집과 측정을 한 조사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실증 연구방법을 택하 다.

설문지 구성은 인구통계 특성 등 일반 사항을 포함하여 총 45개 항목으로

설정하 다.일반 인 질문으로 인구 통계 특성 9문항과 진로자기효능감에

한 16문항,개인가치 9문항,생활 만족 3문항,컨벤션 장진행활동 만족도 2문

항,추천의도,재방문의도,미경험자 참여의도 3개 항목,경력 개발 진로선택

에 한 8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표 3-2>와 같이 구성하 다.

구성개념 문항 수 문항 척도

인구 통계 특성 9 1～9 명목척도

진로 자기효능감 16 A:1～16 등간(Likert5 )척도

개인 가치 9 B:1～9 등간(Likert5 )척도

생활 만족 3 D:1～3 등간(Likert5 )척도

경력 개발 8 F:1～8 명목척도

<표 3-2>설문지의 구성

2.변수의 조작 정의

1)컨벤션 장진행인력

본 연구에서 컨벤션 장진행인력은 컨벤션 분야에서 컨벤션 주최측이나 PCO

(컨벤션기획업)등 국제회의 련 조직에 한시 으로 고용되어 국제회의와 련

한 기간 동안 국제회의의 진행에 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일정능력을 갖춘 사람

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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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로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의 정의에 근거

한 개념으로 개인이 진로와 련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 할

수 있는지에 한 개인 인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한다.이러한 진로자기효능감에

한 기존연구에서는 계획수립,목표설정,문제해결,자기평가,정보수집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6개 항목을 채택하 다.계획

수립에서는 ‘향후 5년간의 계획 수립’,‘직업을 얻기 해 필요한 단계 결정’으로

목표설정에서는 ‘ 심경력분야 선택’,‘희망직업 선택’,‘생활방식에 합한 진로

선택’,‘심 공이나 진로 선택’,문제해결에서는 ‘경력 환’,‘직업 환’,‘안

모색’,자기평가에서는 ‘직업에 한 가치 우선순 결정’,‘경력 리를 해

치루어야 할 희생인식’,‘희망하는 라이 스타일 유형 인식’,정보수집에서는 ‘

심분야에 해 도서 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음’,‘직업군의 평균 연 을 찾을 수

있음’,‘심분야 종사자들과의 화’등이 있다.각각의 항목은 리커트 5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개인가치

본 연구에서 개인가치는 Kahle(1983)의 사회 응이론(socialadaptationtheory)

과 련한 것으로 인간 개개인은 사회 내에서 가치를 실 하기 해 다양한 삶

의 역할에 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가치는 내

가치와 외 가치로 구분된다.내 가치에는 ‘자 심’,‘성취감’,‘즐거움 추구’,‘자

기개발’,‘흥미로운 경험’이 외 가치에는 ‘안정 인 생활’,‘사회 인 명 ’,‘원만

한 인 계’,‘집단 소속감’이 있다.각각의 항목은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4)생활 만족

생활만족을 측정하기 하여 사용된 도구는 박종민(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만족 척도 학생 생활만족과 련된 3개 항목을 선택하여 측정하 다.

생활만족은 ‘나의 삶에 해서 체로 만족하고 있다’,‘좋은 생활환경 속에서 살

고 있다’,‘삶에 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인생의 목표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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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이루고자 노력한다’라는 항목을 리커트 5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 다.

3.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 에 맞는 컴퓨터 소 트웨어

Windows용 SPSS17.0 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기술통계와

회귀분석,일원배치분산분석,t-검정 등을 실시하 다.본 분석에 앞서 변수 항목

구성의 내 일 성을 검토하기 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고,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기술통계로 체 인 응답경

향과 분포를 살펴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체 항목의 빈도,퍼센트,

평균,표 편차 등을 산출하 다.

회귀분석은 가설모형을 구성하는 종속변수(개인가치,생활만족)에 한 독립변

수(진로자기효능감)의 설명력과 측력을 알아보기 하여 실시하 다.개인의

특성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 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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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실증분석 결과

제1 표본의 구성과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4-1>과 같이,남성이 85명

(43.1%),여성이 112명(62.56%)으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 학 재학

생은 66명(34.5%), 학교 재학생은 131명(63.5%)으로 나타났다.학년의 경우 1학

년이 36명(18.3%),2학년이 30명(15.2%),3학년이 65명(33.0%),4학년이 66명

(33.5%)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학교의 경우 제주 학교 학생이 113명(57.3%)이

었고,제주 학 학생이 54명(27.4%),한라 학 학생이 16명(8.1%),탐라 학

교 학생이 14명(7.1%)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도수(명) 비율(%)

성별
남 성 85 43.1

여 성 112 56.9

학력
문 재학 66 34.5

학교 재학 131 65.5

표본

상

학교

제주 학교 113 57.3

한라 학 16 8.1

제주 학 50 27.4

탐라 학교 14 7.1

학년

1학년 36 18.3

2학년 30 15.2

3학년 65 33.0

4학년 66 33.5

<표 4-1>본조사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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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 횟수로는 1회가 77명(3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2회〜3회 경험자는 73명(37.1%),4회 이상 경험자가 47명(23.7%)

으로 나타났다.

컨벤션 장진행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회의장 진행이 41명(20.8%)으로 가장 많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안내데스크가 37명(18.8%),사무국지원이 27명(13.7%),

시장이 24명(12.2%),등록데스크가 21명(10.6%),수송이 10명(5.1%)로 나타났다.

구 분 빈도수(명) 비율(%)

장 진행 활동

경험 횟수

1회 77 39.1

2〜3회 73 37.1

4회 이상 47 23.9

장 진행

활동 분야

안내데스크 37 18.8

회의장 진행 41 20.8

사무국지원 27 13.7

시장 24 12.2

등록데스크 21 10.6

수 송 10 5.1

기 타 37 18.8

<표 4-2>표본의 컨벤션 장진행활동 특성

응답자 에서 컨벤션 장진행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97명이었으며 이

들이 가장 최근에 활동한 행사에서 정보를 습득한 경로는 아래의 <표 4-2>와

같다.소속단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은 응답자는 94명(47.7%)이었고,주 사람들

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응답자는 52명(26.4%),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응

답자는 36명(18.2%),소속자원 사단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은 응답자는 14명

(7.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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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습득 경로 빈도수(명) 비율(%)

소속단체(학교나 회사 등)를 통해 94 47.7

주 사람들을 통해 52 26.4

인터넷을 통해 36 18.2

소속자원 사단체를 통해 14 7.1

기 타 1 0.5

합 계 197 100

<표 4-3>컨벤션 장진행 활동에 한 정보 습득 경로

컨벤션 장진행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이들이 가장 최근에 활

동한 행사에서 하루 활동비로 지 받은 액은 아래의 <표 4-3>과 같다.2만원

미만을 지 받은 응답자는 5명(2.5%)이었으며 2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을 지 받

은 응답자는 28명(14.2%),4만원 이상 6만원 미만을 지 받은 응답자는 117명

(59.3%),6만원 이상 8만원 미만을 지 받은 응답자는 35명(17.7%),8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을 지 받은 응답자는 6명(3%),10만원 이상을 지 받은 응답자는 6

명(3%)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지 받은 활동비 빈도수(명) 비율(%)

2만원 미만 5 2.5

2만원 이상 -4만원 미만 28 14.2

4만원 이상 -6만원 미만 117 59.3

6만원 이상 -8만원 미만 35 17.7

8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6 3.0

10만원 이상 6 3.0

합 계 197 100

<표 4-4>컨벤션 장진행 활동에 한 하루 활동비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컨벤션 행사를 통해 지 받기를

원하는 하루 희망 활동비는 아래의 <표 4-4>와 같다.2만원 미만을 지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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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한 응답자는 3명(1.5%)이었으며 2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을 지 받기를 희망

한 응답자는 4명(2.0%),4만원 이상 6만원 미만을 지 받기를 희망한 응답자는

85명(43.1%),6만원 이상 8만원 미만을 지 받기를 희망한 응답자는 73명(37.1%),

8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을 지 받기를 희망한 응답자는 26명(13.2%),10만원 이

상을 지 받기를 희망한 응답자는 6명(3%)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지 받은 활동비 빈도수(명) 비율(%)

2만원 미만 3 1.5

2만원 이상 -4만원 미만 4 2.0

4만원 이상 -6만원 미만 85 43.1

6만원 이상 -8만원 미만 73 37.1

8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26 13.2

10만원 이상 6 3.0

합 계 197 100

<표 4-5>컨벤션 장진행 활동에 한 하루 희망 활동비

제2 측정척도의 평가

1.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항목이나 척도가 어느 정도 측정하고자

하는 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으며,그 측정결과가 추가 인 통계 분석을

진행하기에 합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하여 우선 신뢰성 타당성 검증을 실

시하 다.

신뢰성이란 유사한 측정도구 혹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 을 때 일 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61)이러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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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정은 측정의 정확성과 결과의 일 성이 요하다.보통 동일한 개념을 측정

하기 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높이기 해 크론바하

알 계수(Cronbach'salpha)를 이용한 내 일 성 검증을 하 다.일반 으로 사

회과학 분야에서 알 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사회과학 자료의 경우

0.6이상이면 비교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62)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해 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이다.타당성은 그 평가방법에 따라 내용타당도(contentvalidity), 측타당도

(predictivevalidity),구성타당도(constructvalidity)로 구분된다.첫째,내용타당

도는 측정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표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다.이는 문가나 연구자나 문가의 주 단에 의해 이루어

진다.둘째, 측타당도는 한 속성이나 개념에 한 측정값이 다른 속성의 변화

를 측하는 정도에 의해 평가되는 타당도를 의미한다.셋째,구성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연구하자고 하는 개념,즉 구성을 측정하 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구

성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다속성 측정방법,요인분석 등이 있다.요인분석

의 기본원리는 항목들간의 상 계가 높은 것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내며

요인들 간에는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63)

본 연구에서의 요인분석은 합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Kaiser(1970;1974)의 표

본 합도를 산출하여 변수들 사이의 내부 상 계의 정도를 살펴보았다.표본

합도는 일반 으로 그 값이 0.8이상이면 상당이 좋으며,0.4이상이면 문제가 되

지 않지만 그 미만이면 요인분석을 실행하기 곤란한 값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으로 각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높이기 해 각 척

도에 포함된 항목들 가운데 련 요인 재값(factorloading)이 0.4이상인 문항들

만을 가려냈으며, 한 0.5이상의 요인 재값이 한 요인에만 재되지 않고 다

른 요인에도 함께 재되어 있는 항목을 제거하 다.마지막으로 각 요인의 척도

신뢰도를 Cronbach계수에 의해 산출하여 0.6이상인 척도를 사용하 다.

61) 채 (2007).『사 사 론』, 울: B&M Book, p.175.

62) 채 (2007). 상게 , pp.179-183.

63) 계 (2008). 『AMOS 16.0 식  』, 울: 한나래 사, p.159.



- 55 -

1)진로자기효능감에 한 신뢰도 타당성 검증

진로자기효능감은 측정된 16개 항목을 상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인분석은 앞에서 제기한 4가지 기 에 의해 2가지 항목이 제거되었다.구

체 으로 살펴보면,‘최선의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다른 직업 안을 찾음’과 ‘직

업에 과련한 가치 우선순 를 결정’등의 항목은 교차 재 값을 보여 제거되

었다.따라서 2개 항목을 제거한 총 14개 항목을 상으로 요인분석을 실행하

다.

요인분석 결과,표본 합 도를 검증하는 KMO(Kaiser-Meyer-Okin≥ 0.6)값이

.812,Bartlett의 단 행렬검증(testofsphericity)값이 1076.175(sig=.00)로 유의하

다.즉 변수들은 서로 독립 이지 않고 계를 가지고 있으며 변수들 간의 상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진로자기효능감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아래의 <표4-5>와 같이 4개

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KMO값이 .797, Bartlett's 구형성 검정 결과

Chi-Square가 1021.424로 나타났다.진로자기효능감에 한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4개의 요인에 해 각각 ‘목표설정과 평가’,‘문제해결’,‘계획수립’,‘정보수집’이라

고 명명하 다.총 분산설명력은 63.970의 값을 나타났다.진로자기효능감 요

인에 한 신뢰성 검증 결과 모든 요인의 크론바하 알 계수 값이 0.6이상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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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측정 항목 문항
성 분

SE1 SE2 SE3 SE4

목표설정과

평가

SE12 직업에 련한 가치 우선순 를 결정 .741 .129 .208 -.079

SE4 희망하는 직업들 한 가지를 선택 할 수 있음 .717 .067 .192 .332

SE14 내가 원하는 라이 스타일의 유형에 해 정의 할 수 있음 .691 -.018 .043 .021

SE3 여러가지경력(career)들 심있는한가지를선택할수있음 .682 -.041 .040 .222

SE5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합한 진로를 선택 할 수 있음 .608 .073 .371 .336

SE6 심 있는 공이나 진로를 선택 할 수 있음 .597 .000 .492 .039

SE13 성공 인 경력을 해 치러야할 희생에 해 알고 있음 .563 .203 .348 -.044

문제해결

SE10 처음에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음 -.038 .906 -.027 -.064

SE9 처음에선택한경력(career)이마음에들지않으면바꿀수있음 .144 .861 -.011 -.090

SE11 최선의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다른 직업 안을 찾음 .051 .704 .024 .224

계획수립

SE1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음 .161 -.073 .855 .175

SE2 내가원하는직업을얻기 해필요한단계들을결정할수있음 .267 .023 .847 .117

정보수집

SE15 직업에 해 향후 10년간의 고용경향을 찾을 수 있음 -.026 -.040 .195 .865

SE16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 을 찾을 수 있음 .329 .096 .047 .565

주1) 분산설명력 63.970

주2)KMO:.797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1021.424 자유도 :91 유의확률 :.000

<표 4-6>진로자기효능감에 한 탐색 요인 분석결과

  

2)개인가치에 한 신뢰도 타당성 검증

개인가치는 측정된 9개 항목을 상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인

분석은 앞에서 제기한 4가지 기 에 의해 4가지 항목이 제거되었다.구체 으로

살펴보면,‘자기계발’과 ‘안정 인 생활’,‘자 심’,‘원만한 인 계’의 항목은 교

차 재 값을 보여 제거되었다.따라서 4개 항목을 제거한 총 5개 항목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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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인분석을 실행하 다.개인가치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아

래의 <표4-6>와 같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내 가치와 외 가치로 구

분할 수 있다.총 분산설명력은 61.755값을 나타냈으며 KMO 값은 0.614로

나타났고,Bartlett구형성 검증 결과 근사 카이제곱값은 118.513이며,유의확률수

은 p<.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가치 요인에 한 신뢰성 검

증 결과 크론바하 알 계수 값이 0.4이상으로 신뢰성이 나타났다.

요인명 측정 항목 문항
요인

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내

가치

pv2 일에 한 성취감 .837 .700

1.864 36.505

.469

pv3 즐거움을 추구하는 낙천 인 생활 .781 .643

pv6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 .705 .659

외

가치

pv9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 .754 .508

1.224 25.251

pv7 사회 인 명 .707 .577

주1) 분산설명력 61.755

주2)KMO:.614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118.513 자유도 :10 유의확률 :.000

<표 4-7>개인가치에 한 탐색 요인 분석결과

3)생활만족에 한 신뢰도 타당성 검증

생활 만족은 측정된 3개 항목을 상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인

분석은 앞에서 제기한 4가지 기 에 모두 합하 다.생활만족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아래의 <표 4-7>와 같이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총 분산설명력은 61.211 값을 나타냈으며 KMO 값은 .577로 나타났고,

Bartlett구형성 검증 결과 근사 카이제곱값은 123.686이며,유의확률수 은

p<.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가치 요인에 한 신뢰성 검증 결

과 크론바하 알 계수 값이 0.6이상으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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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측정 항목 문항
요인

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생활만족

ql2 삶에 해서자부심과자신감을가지고있다 .876 .768

1.836 61.211 .655ql3 인생의목표를설정하고이를이루고자노력한다 .846 .715

ql1 좋은 생활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595 .353

주1) 분산설명력 61.211

주2)KMO:.577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123.686 자유도 :3 유의확률 :.000

<표 4-8>생활 만족에 한 탐색 요인 분석결과

2.상 계

앞에서 도출된 요인들 즉 목표설정․평가,문제해결,계획수립,정보수집,내

가치,외 가치 그리고 생활만족이 어떠한 련성이나 방향성이 존재하는지를 살

펴보기 하여 상 분석을 하 다.그 결과 <표 4-9>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목표설정․평가는 문제해결,계획수립,정보수집,내 가

치,외 가치,생활만족 모두에 상 계를 가지고 있었다.문제해결은 계획수립,

정보수집,내 가치,외 가치,생활만족 모두에 상 계를 가지고 있었다.계획

수립은 정보수집,내 가치에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정보수집은 외 가치와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 가치는 생활만족에 상 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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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요인들 간의 상 계

평균 표 편차
구성개념 간 상 계

1 2 3 4 5 6 7

목표설정

과 평가
3.60 .594 1

문제

해결
3.57 .738 .146* 1

계획

수립
3.53 .813 .538** -.009 1

정보

수집
3.25 .762 .235** .037 .461** 1

내

가치
4.31 .532 .349** .043 .329** .065 1

외

가치
3.71 .694 .331** .254** .125 .264** .018 1

생활

만족
3.61 .625 .177* -.011 .045 -.011 .263** .106 1

주) ** p<0.01

제3 가설의 검증

1.가설 1검증

가설 1.진로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은 진로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기 한 것

이다.이를 해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분석하여 진로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의 계를 살펴보았으며,그 결과는

<표 4-10>과 같다.

가설 1에 한 회귀모형의 합성은 p<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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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주는 결정계수(R2)는 .217을

보여 체 설명력은 21.7%로 분석되었다.그리고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

도를 나타내는 공차한계값이 모두 0.1보다 커서 회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만족 =

2.133+0.148×목표설정․평가 +0.325×계획수립

<표 4-10>진로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분석

요인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생활

만족

(상수) 2.133 .325 -　 6.557 .000 - -

목표설정․평가 .148 .086 .135 1.710 .089* .658 1.520

문제해결 .041 .057 .046 .708 .480 .968 1.033

계획수립 .325 .062 .406 5.239 .000*** .681 1.469

정보수집 -.095 .059 -.110 -1.594 .113 .850 1.176

F값=13.288 R
2=.217 수정된R

2=.217 유의확률 0.000
***

주)*p<0.1 **p<0.05 ***p<0.01

생활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진로자기효능감 요인 ‘목표설정․평가’와

‘계획수립’이었다.‘목표설정․평가’는 유의수 0.01수 에서 유의하 고 ‘계획수

립’은 유의수 0.01에서 유의하 다.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컨벤션 장진행활동을 경험한 학생의 ‘목표설정․평가’과 ‘계획수립’에 해

자신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은 생활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

고 있는데,이는 ‘목표설정․평가’와 계획수립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학 생활에 반 하고 학 생활 만족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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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 2검증

가설 2.진로자기효능감은 개인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진로자기효능감은 내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진로자기효능감은 외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는 진로자기효능감이 개인가치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기 한 것

이다.개인가치에 한 요인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내 가치와 외

가치로 추출되어 세부가설을 와 같이 2개로 설정하고 각각에 하여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 2-1와 가설 2-2에 한 결과는 <표 4-11>와 같다.가설 2-1의 회귀모형

의 합성은 p<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주는 결정계수(R2)는 .164를 보여 체 설명력은

16.4%로 분석되었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공차한

계값이 모두 0.1보다 커서 회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 가치 =

2.950+0.316×목표설정․평가 +0.149×문제해결

가설 2-2의 회귀모형의 합성은 p<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도

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주는 결정계수(R2)는 .0920을

보여 체 설명력은 9.2%로 낮게 나타났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

도를 나타내는 공차한계값이 모두 0.1보다 커서 회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 가치 =

2.822+0.192×목표설정․평가 +0.227×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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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진로자기효능감이 개인가치에 미치는 향분석

요인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개

인

가

치

내

(상수) 2.950 .274 　 10.757 .000

목표설정․평가 .316 .073 .353 4.337 .000*** .658 1.520

문제해결 .149 .048 .207 3.086 .002*** .968 1.033

계획수립 -.019 .052 -.029 -.358 .721 .681 1.469

정보수집 -.073 .050 -.105 -1.461 .146 .850 1.176

F값=9.419 R
2=.164 수정된R

2=.147 유의확률 0.000
***

외

(상수) 2.822 .373 　 7.561 .000

목표설정․평가 .192 .099 .165 1.939 .054* .658 1.520

문제해결 -.044 .066 -.046 -.664 .507 .968 1.033

계획수립 -.108 .071 -.126 -1.511 .132 .681 1.469

정보수집 .227 .068 .250 3.341 .001*** .850 1.176

F값=4.731 R
2=.090 수정된R

2=.071 유의확률 0.001
***

주)*p<0.1 **p<0.05 ***p<0.01

가설 2-1의 종속변수 내 가치와 독립변수인 진로자기효능감 요인 상

계가 있는 것은,‘목표설정․평가’,‘문제해결’이었다.‘목표설정과 평가’과 ‘문제해

결’은 유의수 0.01에서 유의하 다.표 화된 베타 계수를 보았을 때,‘목표설정

과 평가’요인이 ‘문제해결’요인 보다 더 내 가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따라서 가설 2-1은 부분 채택되었다.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목표설정․평가’,‘문제해결’에

한 진로자기효능감이 개인가치 요인 내 가치에 향을 주고 있었다.이는

‘목표설정․평가’,‘문제해결’에 해서 자신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

인 인 확신감이 개인가치도 향을 미치고 있다.

가설 2-2의 종속변수 외 가치와 독립변수인 진로자기효능감 요인 상

계가 있는 것은,‘목표설정․평가’,‘정보수집’이었다.‘목표설정과 평가’는 유의수

0.1에서 유의하 고 ‘정보수집’은 유의수 0.01에서 유의하 다.표 화된 베

타 계수를 보았을 때,‘정보수집’요인이 ‘목표설정․평가’요인 보다 더 내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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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따라서 가설 2-2는 부분 채택되었다.

3.가설 3검증

가설 3.개인가치는 생활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은 개인가치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기 한 것이다.이

를 해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분석하여 개인가치와 생활만족의 계를 살펴보았으며,그 결과는 <표 4-12>와

같다.회귀모형의 합성은 p<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도출된 회

의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주는 결정계수 (R2)는 .073을 보여

체 설명력은 7.3%로 분석되었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

내는 공차한계값이 모두 0.1보다 커서 회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생활만족 =

2.298+0.332×내 가치

<표 4-12>개인가치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분석

요인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생활

만족

(상수) 2.298 .421 　 5.453 .000

내 가치 .332 .085 .271 3.893 .000*** .989 1.011

외 가치 -.021 .065 -.022 -.317 .752 .989 1.011

F값=7.584 R
2=.073 수정된R

2=.063 유의확률 0.001
***

주)*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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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의 생활만족에 향을 미치는 개인가

치 요인은 내 가치 요인이다.내 가치는 유의수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부분 채택 되었다.내 가치는 성취감,즐거움을 추구하는 낙천

이 생활,흥미로운 경험,자 심 등의 항목이다.따라서 내 가치를 높게 인식

하는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들의 학 생활에 해서

도 더욱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가설 4검증

가설 4.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가설 4는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 횟수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

펴보기 한 것이다. 장진행활동 경험은 1회 경험자,2〜3회 경험자,4회 이상

경험자로 구분하 다.1회 경험자는 77명이었고,2〜3회 경험자는 73명,4회 이상

경험자는 47명으로 나타났다.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 횟수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 4-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제해결’,‘계획수립’,‘정보수집’이 유

의수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목표설정․평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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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에 한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F값 유의확률

목표설정․

평가

1회 3.662 .606

1.805 .1672-3회 3.632 .562

4회 이상 3.462 .614

문제해결

1회 3.839 .720

9.990 .000***2-3회 3.484 .698

4회 이상 3.283 .698

계획수립

1회 3.363 .860

4.848 .009
***

2-3회 3.760 .692

4회 이상 3.468 .843

정보수집

1회 2.974 .777

11.970 .000
***

2-3회 3.315 .626

4회 이상 3.617 .767

주)*p<0.1 **p<0.05 ***p<0.01

5.가설 5검증

가설 5.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1성별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2학년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는 컨벤션 장진행인력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한 것이다.따라서 인구통계 특성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인구통계 특성 에서 성별과 진로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4-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목표설정과 평가’,‘계획수립’이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문제해결’,‘정보수집’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5-1은 부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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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성별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에 한 차이 분석

구 분 평 균 표 편차 T값 유의확률

목표설정과

평가

남성 3.705 .555

2.127 .035**
여성 3.525 .613

문제해결

남성 3.568 .691

-0.110 .912

여성 3.580 .775

계획수립

남성 3.682 .826

2.229 .027**
여성 3.424 .789

정보수집
남성 3.223 .665

-0.500 .618

여성 3.276 .829

주)*p<0.1 **p<0.05 ***p<0.01

인구통계 특성 에서 학년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4-15>과 같이 나타났다.‘목표설정과 평가’는 유의수 0.05에서 ‘문제해결’

은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계획수립’과 ‘정보수집’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1-2는 부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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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학년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에 한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F값 유의확률

목표설정과

평가

1학년 3.690 .699

3.328 .021
**2학년 3.390 .635

3학년 3.743 .526

4학년 3.515 .547

문제해결

1학년 3.509 .754

6.187 .000***
2학년 3.100 .456

3학년 3.754 .760

4학년 3.652 .731

계획수립

1학년 3.806 .679

1.643 .181
2학년 3.483 1.013

3학년 3.462 .863

4학년 3.485 .712

정보수집

1학년 3.486 .702

1.590 .193
2학년 3.300 .906

3학년 3.169 .681

4학년 3.189 .788

주)*p<0.1 **p<0.05 ***p<0.01

제4 분석결과의 요약 시사

본 연구의 목 은 컨벤션 장진행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을 상으로 이들의

진로자기효능감,개인가치,생활 만족의 계를 모색하는데 있다.컨벤션 장진

행인력들이 추구하는 진로자기효능감,개인가치 요인들이 생활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이를 분석하기 에 컨벤션 장진행인력의

개념을 악하기 해 기존의 컨벤션 장진행인력을 자원 사자로 간주한 선행

연구들의 개념과 비교하면서 컨벤션 장진행인력의 개념을 모색하 다.

그리고 컨벤션 장진행인력들의 진로자기효능감 요인과 개인가치 요인들의

상 인 요성과 요인간의 계를 악하고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 68 -

학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과 개인가치,생활 만족 간의 향 계에 해서 연

구가설을 설정하 고 가설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향후 연구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인구통계 특성,탐색 요인분석,상 계분석,t-검정,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여성이 112명(62.56%)으로 남성 85명(43.1%)보다 많게 나타났다.그리고

문 학 재학생이 68명(34.5%), 학교 재학생이 125명(63.5%)으로 나타났다.

둘째,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 횟수로는 1회가 77명(3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회〜3회 경험자는 73명(37.1%),4회 이상 경험자가 47명

(23.7%)으로 나타났다.

셋째,컨벤션 장진행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회의장 진행이 41명(20.8%)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안내데스크가 37명(18.8%),사무국 지원이 27

명(13.7%), 시장이 24명(12.2%),등록데스크가 21명(10.6%),수송이 10명(5.1%)로

나타났다.

넷째,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에 한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4-16>과

같다.

가 설 내 용
가설채택

여부

가설 1 진로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2

진로자기효능감은 개인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2-1진로자기효능감은 내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2-2진로자기효능감은 외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3 개인가치는 생활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4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5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5-1성별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5-2학년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표 4-16>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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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H1“진로자기효능감은 생활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실증분석

결과 부분 채택되었다.생활만족에 향을 미친 진로자기효능감 요인으로는 ‘목

표설정․평가’와 ‘계획수립’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원 사자의 자

원 사활동 참여가 그들의 자기효능감과 생활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들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었다.하지만 학 분야에서

는 여가참여나 경험이 생활 만족에 유의한 향 계가 있다는 연구로 진행

되어 왔다.64)컨벤션 장진행활동은 지 까지 자원 사측면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가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 왔다. 장진행인력으로 활동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의 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상당한 정도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활동에 한 의무감이 필요하다.그 지만 컨벤션 행사가 갖는 공공의 성격이 있

기 때문에 이들이 공익목 으로 컨벤션 장진행인력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편

으로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자 심을 기 할 수 도 있다.따라서 여 히 자원 사

자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연구가설 H2“진로자기효능감은 개인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실증분석

결과 부분 채택되었다.개인가치는 내 가치 요인과 외 가치 요인 2개로 구분되

었는데 진로자기효능감은 내 가치 요인에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 가치 요인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학생의 자기효

능감과 직업가치 진로의식성숙과의 계에 한 이은경(2003)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로 학생들이 진로문제를 성공 으로 완수할 수 있는지에 한 개인

의 자신감 내지 신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에 해 확신을 가

지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더욱 효율 인 결정을 내릴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개인가치 내 가치 요인이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을 한 학생들이 진로자기효

능감이 성취감,즐거움을 추구하는 낙천 이 생활,흥미로운 경험,자 심과 계

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무 인 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컨벤션 장진행인

력에게 성취감과 흥미로운 경험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컨벤션 행사

이 에 컨벤션 행사와 참가자들에 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64) 채욱ㆍ 운강(2007), 경험  만 과 삶  질에 미 는 향, 『 연 』, 21(4),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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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리고 이들의 자 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인센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속 으로 컨벤션 분야에서 활동하여 미래의 컨벤션 문인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가설 H3은 “개인가치는 생활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실증분석 결과

부분 채택되었다.생활만족에 향을 미친 개인가치 요인으로 ‘내 가치’는 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 가치’는 향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내

가치는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성취감,즐거움을 추구하는 낙천 이 생활,

흥미로운 경험,자 심 등의 항목이다.따라서 내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들의 학 생활에 해서도 더욱 만족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학생의 여가활동참여와 학만족,여가만족,생활

만족간의 계에 해 학생의 생활 만족은 문화 활동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

는 학생이 높다라는 결과를 도출한 강경빈(1998)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 있

다.65)

연구가설 H4와 H5는 추가분석을 통하여 진로자기효능감에 차이가 나타 날 수

있는 요인들에 하여 가설검증을 하 다.연구가설 H4“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 횟수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증분석결과 부

분 채택되었다.‘문제해결’,‘계획수립’,‘정보수집’이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반면에 ‘목표설정․평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

서 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H5“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

다”는 실증분석결과 부분 채택되었다.성별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에는 ‘목표설

정․평가’요인과 ‘계획수립’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학년

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에는 ‘목표설정과 평가’요인과 ‘문제해결’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 강경 (1998), 상게 ,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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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제1 연구의 요약 의의

컨벤션산업은 컨벤션 문시설,항공 교통운수사업,호텔 등 숙박업체,식·

음료 등 음식업체, 고 시업체,시청각장비업체,여행업 등 련 산업을 포

함하는 종합산업으로서 복합 이고 상호의존 인 산업이다. 한 표 인 지식

서비스산업으로 인 자원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컨벤션 산업의

정 인 다양한 효과로 정부는 17 新성장동력 산업 하나로 MICE산

업을 지정하고 정책 인 지원과 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MICE산업은 컨벤

션 산업을 더욱 확 한 개념으로 국제회의,인센티 ,컨벤션, 시 등을 포

하여 산업간 후방 효과를 극 화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컨벤션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컨벤션 산업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교 최근인 2003년에 컨벤션기획사 제도가 도입

될 정도로 컨벤션 산업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본 연구는 컨벤션 산업

에서 기존의 연구가 자원 사자 에서 진행된 것과는 차별 으로 장진행인

력이라는 개념으로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을 상으로 진로자기효능

감과 개인가치,생활 만족간의 향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방법과 실증 연구방법을 병행 실시하 다.설문조사

는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을 있는 학생 상으로 실시하 다.실증분석은

SPSS17.0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Cronbach's α계수를 이

용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t-test,분산분석,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 ,측정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크론바하 알 계수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컨벤션 장진행인력의 진로

자기효능감 측정 항목을 요인 분석한 결과 목표설정․평가,문제해결,계획수립,

정보수집 등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이들 요인을 크론바하 알 계수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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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가치

측정 항목을 요인 분석한 결과 내 요인과 외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생활 만

족은 단일 차원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H1“진로자기효능감은 생활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실증분석

결과 부분 채택되었다.생활만족에 향을 미친 진로자기효능감 요인으로는 ‘계

획수립’과 ‘정보수집’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원 사자의 자원 사

활동 참여가 그들의 자기효능감과 생활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사회복

지학 분야의 연구들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었다.하지만 학분야에서는 여가

참여나 경험이 생활 만족에 유의한 향 계가 있다는 연구로 진행되어 왔

다.컨벤션 장진행활동은 지 까지 자원 사측면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

가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 왔다. 장진행인력으로 활동하기 해서는 어느 정

도의 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상당한 정도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활동에

따른 의무감이 필요하다.그 지만 컨벤션 행사가 갖는 공공의 성격이 있기 때문

에 이들은 공익목 으로 컨벤션 장진행인력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자 심을 기 할 수 도 있다.따라서 여 히 자원 사자 개념

이 혼재되어 사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연구가설 H2는 “개인가치는 생활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실증분석 결과

부분 채택되었다.생활만족에 향을 미친 개인가치요인으로 ‘내 가치’는 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 가치’는 향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내

가치는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성취감,즐거움을 추구하는 낙천 이 생활,

흥미로운 경험,자 심 등의 항목이다.따라서 내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들의 학 생활에 해서도 더욱 만족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학생의 여가활동참여와 학만족,여가만족,생활

만족간의 계에 해 학생의 생활 만족은 문화 활동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

는 학생이 높다라는 결과를 도출한 강경빈(1998)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연구가설 H3“진로자기효능감은 개인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실증분석

결과 부분 채택되었다.개인가치는 내 가치 요인과 외 가치 요인 2개로 구분되

었는데 진로자기효능감은 내 가치 요인에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 가치 요인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학생의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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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과 직업가치 진로의식성숙과의 계에 한 이은경(2003)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학생들이 진로문제를 성공 으로 완수할 수 있는지에 한 개인의 자

신감 내지 신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에 해 확신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더욱 효율 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개인가치 내 가치 요인이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이는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을 한 학생들이 진로자기효능감

이 성취감,즐거움을 추구하는 낙천 이 생활,흥미로운 경험,자 심과 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가설 H4“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 횟수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

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증분석결과 부분 채택되었다.‘문제해결’,‘계획수립’,‘정보

수집’이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목표설정․평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H5“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

다”는 실증분석결과 부분 채택되었다.성별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에는 ‘목표설

정과 평가’요인과 ‘계획수립’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학년

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에는 ‘목표설정과 평가’요인과 ‘문제해결’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에는

‘문제해결’,‘계획수립’,‘정보수집’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 과 각 가설의 결과를 토 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컨벤션산업에서 장진행인력은 지역의 컨벤션 문인 자원으로 고려되

어야 하며,자원 사자와는 다른 리,지원,교육 체계가 필요하다.컨벤션 장

진행 인력은 컨벤션 행사 개최 기간 높은 인력비 을 차지하고 있다.컨벤션

산업의 특성상 이들은 한시 인 기간 에만 활동하게 된다.따라서 상시 고용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컨벤션 주최 측이나 컨벤션 기획사 측면에서 컨벤션 장

진행인력을 고용했을 경우 상시 고용 인력과 비교하면 비용 감 등의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컨벤션 장진행인력을 임시로 단기간에

활용하는 인 자원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그 요성이 간과되어 심도 깊게 연구

되지 못하 다. 한, 규모 행사에만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

에 이들을 자원 사자로만 고려하는 문제 도 있었다.자원 사자의 기본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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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인 ‘무보수성’과 ‘자발성’이 장진행인력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복되는 측면

이 있지만, 장진행인력들은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에 보다

더 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 컨벤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진행인력에게 상

당한 액수의 활동비가 지 되고 있는 을 생각하면 이들에게는 경제 인 보상

도 참여 동기로서 매우 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컨벤션 장진행인력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수 의 문성

이 요구된다. 를 들면 이들은 필수 으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컨벤션

행사 진행에 필요한 국제의 ,매 ,회의장 운 , 시장 운 ,등록데스크 운 ,

행사 안내 등에 한 문 지식이 필요하다. 한 컨벤션 행사 운 측과 장진

행인력 간의 갈등이나 문제 이 생길 경우 이를 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지 까지 장진행인력을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자원 사자 측면에서만 고려하

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컨벤션 산업에서 주목받지 못해왔

다.따라서 장진행인력에 한 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로그

램을 운 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리하여 지속 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의 경력

리와 취업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장기 으로

장진행인력들은 컨벤션 산업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문인 자원으로 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에 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둘째,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진로자기효능감은 성취나 만족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는 상 계를 가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도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과 개인가치,생활 만족은 서로 유의한 향

계를 가지고 있었다.특히 개인가치 내 가치 요인이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내 가치 측정 항목인 ‘일에 한

성취감’,‘즐겁고 낙천 인 생활’,‘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자 심’이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생활만족에 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반하

여 외 가치 측정 항목인 ‘소속감’,‘원만한 인 계’,‘사회 인 명 ’는 학생들

의 생활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컨벤션 장진행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추구하는 개인가치

가 내 가치에서 측정한 성취감,즐거움을 추구하는 낙천 인 생활,흥미로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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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 심 등과 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컨벤션 장진행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에는 이들의 개인가치에 한 고려가 필

요하다.컨벤션 장진행인력에게 성취감,즐거움,새로운 경험,자 심과 기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센티 방안,교육 로그램 등의 체계 인 리 방안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컨벤션 산업에서 장진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자원 사자로서 간

주하던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 으로 이들을 컨벤션 산업의 요한 인 자원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에서 출발하고 있다.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알기 하여 선행연구에 한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컨벤션 자원 사자와 컨벤

션 장진행인력간의 차별 인 특징 등을 모색하 다.그리고 컨벤션 장진행인

력의 특징들을 모색하기 해 진로자기효능감,개인가치,생활만족간의 향 계

를 분석하 다.본 연구를 통해 컨벤션 산업에서 장진행인력의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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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한계 제언

본 연구의 한계는 컨벤션 산업에서 장진행인력을 자원 사자로서 간주 해왔

던 연구흐름으로 인해,기존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장진행인력 개념과 부

합하는 선행연구를 제시하지 못하 다.따라서 기존의 이루어진 자원 사자의

으로 진행된 연구를 참고하며 장진행인력의 차별성을 모색하 다.컨벤션 산

업에서 인 자원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 산업 분야에 연

되어 있는 다양한 인 자원에 한 분류체계와 정의 등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

다. 한 향후 외국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컨벤션 산업의 인 자원에 하여 더욱

면 하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재 컨벤션 장진행인력과 자원 사자의 구분이 모호한 것은 컨벤션 학

계나 련업계 모두에게 용되는 문제이다.따라서 장진행인력과 자원 사인

력에 한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사 참여 이력이나 활

동분야,교육실태 등을 객 으로 단하는데 문제가 있다.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들을 해결하

기 해서는 이들에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교육이력,행사이력 등에 한 세

한 데이터베이스 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컨벤션 장진행인력에 한 조사를 제주지역에 한정하 다.제주특별자

치도의 컨벤션 산업이 차 확 하는 추세에서 지역 인 자원에 한 개념 정립

이 더욱 실하다는 측면에서 제주지역에 한정하 다.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 장진행인력으로 그 개념을 확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는 컨벤션 장진행인력의

으로 향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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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귀하   사항에 한 질문 니다. 

1.귀하는 가장 최근에 어떠한 경로로 컨벤션 장진력요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까?

① 주  사람들  통해

③  통해

⑤  원 사 단체  통해

⑦ 동경험 없

(☞ 5  답해주시  랍니다)

② 쇄  매체  통해

④ 단체(학 나 사 등)  통해

⑥ 타

2.컨벤션 장진형요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 )회

3.귀하는 가장 최근에 참여한 컨벤션 장진행요원으로서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셨습니까?

① 안내 크

⑤등록 크

②  진행

⑥ 

③ 사무  지원

⑦ 타  (

④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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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귀하가 가장 최근에 참여한 컨벤션 장진행요원으로서 하루에 지 받은 활동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2만원 미만

③ 4만원 상 ~ 6만원 미만

⑤ 8만원 상 ~ 10만원 미만

② 2만원 상 ~ 4만원 미만

④ 6만원 상 ~ 8만원 미만

⑥ 10만원 상             

5.귀하는 하루에 지 받은 장진행요원 활동비로 어느 정도가 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만원 미만

③ 4만원 상 ~ 6만원 미만

⑤ 8만원 상 ~ 10만원 미만

② 2만원 상 ~ 4만원 미만

④ 6만원 상 ~ 8만원 미만

⑥ 10만원 상

A. 다음은 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한 내 입니다. 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 .

설 문 항 목  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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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원하는직업을얻기 해필요한단계들을결정할수있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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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하는 직업들 한 가지를 선택 할 수있음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선호하는생활방식에 합한 진로를선택 할 수있음 ① ② ③ ④ ⑤

6 심 있는 공이나 진로를 선택 할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7 학업에어려움이있을때 스스로 해결 할 수있음 ① ② ③ ④ ⑤

8 좌 을느끼는상황에서도경력목표달성을 한일을지속 으로수행 ① ② ③ ④ ⑤

9 처음에선택한경력(career)이마음에들지않으면바꿀수있음 ① ② ③ ④ ⑤

10 처음에선택한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있음 ① ② ③ ④ ⑤

11 최선의선택이불가능한경우,다른 직업 안을 찾음 ① ② ③ ④ ⑤

12 직업에 련한가치 우선순 를 결정 ① ② ③ ④ ⑤

13 성공 인경력을 해치러야할 희생에 해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원하는 라이 스타일의 유형에 해 정의 할수있음 ① ② ③ ④ ⑤

15 심분야의직업에 해도서 에서정보를찾을수있음 ① ② ③ ④ ⑤

16 직업에종사하는사람들의평균연 을찾을수있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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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은 생활 만족에 한 문입니다. 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 .

설 문 항 목 매우 만        보통 다       매우 만

1 좋은 생활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삶에 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C. 다음은 개인 가치에 한 문입니다. 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 .

설 문 항 목  하지않다      보통     매우 하다

1 자 심 ① ② ③ ④ ⑤

2 일에 한 성취감 ① ② ③ ④ ⑤

3 즐거움을 추구하는 낙천 인 생활 ① ② ③ ④ ⑤

4 안정 인 생활 ① ② ③ ④ ⑤

5 자기 개발 ① ② ③ ④ ⑤

6 다양한 흥미로운 경험 ① ② ③ ④ ⑤

7 사회 인 명 ① ② ③ ④ ⑤

8 원만한 인 계 ① ② ③ ④ ⑤

9 집단에 소속되어 소속감을 느낌 ① ② ③ ④ ⑤

D. 다  귀하에 한  사항에 한 질문 니다. 

1.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학생 아님

2.경력 개발을 해 주로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체크 가능)

① 격  취득

⑤ 십, 아 트

② 어 능력 향상

⑥ 어학연

③ 독

⑦ 여행

④ 원 사 동

⑧ 타 (            )

2-1표시(√)해주신항목의순 를기입해주세요 1순 ( ),2순 ( ),3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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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러분에게 경력 진로 선택에 련하여 가장 향을 미친 사람은 구입니까?

① 부모 ② 형제 ③ 친척 ④ 래 친구

⑤ 선생님,교수 ⑥ 종교지도자 ⑦ 책 ⑧기타 ( )

4.인턴십 로그램 참여 유무 ① 없음 ② 있음 ( 회,총 개월)

5.해외 연수 유무 ① 없음 ② 있음 ( 회,총 개월)

6. 학생활 동안 국내 여행 경험 ① 없음 ② 있음 ( 회,총 개월)

7. 학생활 동안 해외 여행 경험 ① 없음 ② 있음 ( 회,총 개월)

8. 재 공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 한다                        보통                       매우 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진로 취업에 해 얼마나 스트 스를 받고 있습니까?

트레 가 심하다                      보통                   트레  안 는다

 

① ② ③ ④ ⑤

F. 다음은 인 통계적 변수에 한 문입니다. 하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 .

1.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귀하의 연령은?

① 20 ② 30 ③ 40 ④ 50 이상

3.귀하의 학력은?

①고등학교(재학)졸업 ② 문 학(재학)졸업 ③ 학교(재학)졸업 ④ 학원(재학)졸업

문에 해 주  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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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sonal value, and 

quality of life of convention staffs

by Kwang-Yong Seo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ung-Hwa Hong

The purpose of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vention staffin Jeju

convention field and to exploretheir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sonalvalueandqualityoflife.Inthesedays,collegestudent'spassionfor

occupationincreases,resultingingreatercompetitionforjobs.somanypeople

emphasize practicalbehavior as wellas attitude and cognition through

internshipexperienceasastaffinconventionindustry.

However,therewereonly littleresearchesfrom experiencein academic

studies.Inaddition,studiesregardedconventionstaffasvolunteer.Inthis

studythroughpreviousstudies,ithasfoundoutconventionstaffdefinition

and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personalvalueandqualityoflife.

In this study,the following hypotheses are setup to achieve above



- 91 -

researchobjective.

Hypothesis1:Thecareerdecision-makingself-efficacyofcollegestudents

willhavesignificanteffectsonthequalityoflife

Hypothesis2:Thecareerdecision-makingself-efficacyofcollegestudents

willhavesignificanteffectsonthepersonalvalue

2-1:Thecareerdecision-makingself-efficacyofcollegestudents

willhavesignificanteffectontheinternalvalue

2-2:Thecareerdecision-makingself-efficacyofcollegestudents

willhavesignificanteffectontheexternalvalue

Hypothesis3:Thepersonalvalueofcollegestudentswillhavesignificant

effectsonthequalityoflife

Hypothesis4:Therearedifferentaccordingtodemographicsfactors(sex,

grade and the numberofconvention staffexperience)to

careerdecision-makingself-efficacy

Data forthisstudy weredrawn from thecollegestudents who study

hospitalityindustryinjejuisland.Datacollectingmethodwasaconvenience

sampling with face-to-faceinterview.A totalof213 questionnaireswere

collected from thesurvey and 197questionnaireswerecoded fora data

analysis on this study.As for the statisticalmethods,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one-way ANOVA,t-testandregression analysisusing

SPSS17.0computersoftware.

Theresultofthisstudyareasfollows:

First,Theself-efficacyofcollegestudents werepartlyaccepted qualityof

life.goalsetting,planningtoself-efficacywerepositivelyrelatedtoqualityof

life.

Second,Theself-efficacyofcollegestudentswerepartlyacceptedpersonal

value.

Third,Thepersonalvaluewerepartly accepted quality oflife.Internal

personalvaluewaspositivelyrelatedtoqualityo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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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h, demographicsfactorshadapartialeffectontheself-efficacyas

mentionedinhypothesis4.Theseresultsagreewellwithpreviousreports.

Basedupontheresultsofthisstudy,thefollowingrecommendationswere

suggestedforfutureresearch:

First,awiderresearchforvariousareasinconventionindustrystaffas

criticalhumanresourceinconventiondestinationmustbeperformedinthe

future.

Second,infuturestudies,detailedstudiesareneededforvariableinfluences

ofcareerdecision-makingself-efficacy,personalvalueandqualityo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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