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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 상태와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취

업스트레스와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는 제주지역 2-4학년 대학생

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운지를 활용하였으며， 최종분석에는 313부가 사용되었

다 분석방법은 SPSS win 18.0 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T -test9J- ANOV A，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대부분 챙년실업의 원인으혹 일자리는

있으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 부족을 들었으며，안정적인 공무원(공기업)을선호하

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87.8%가 취업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고，구직예상기간도 58.8%가 2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대학생들의 취

업준비행동 실태를 보면 대부분 인터넷 (86.5%)을 이용해 정보를 승득하고，친구

(26.6%)나 선배 (23.7%)에게 주로 취업상담을 하며，취업준비비용도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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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6.9%로 나타녔다 응답자의 58.5%가 전공과 희망직장이 일치한다고 하였

지만，회망직장의 채용조건과 취업준비내용은 62.3%가 불일치하였다 셋째，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지각 수준은 여성，3학년，인문사

회계열，중상층에서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따으로

취업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관계를 살펴보면，전콩-희망직장일치도는 취

엽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취업가능성은 학업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하

위영역에서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취업스트레스에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

다 반면 채용조건-취업준비내용은취엽스트에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주제어 제주1 대학생1 취엄춘비황동f 취엽스트레스

I 서론

취엽을 준비해야 되는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성장과정인 생인 초기단계로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태도와 자신

감，가족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 수행，결혼，취업，사회관계 확대의

발달과업을 통해 독립된 성인을 준비하는 시기이다(고관우 남진열，

2012)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 년 금융위기의

영향아래 청소년기를 보내고 현재는 유럽발 경제 위기에 당연하면서 사

회의 급격한 변화와 노동시장의 성격변화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대학초기부터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전공과의 괴리감，취업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생틀은 청소년기 후기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을 제대로 이루기가

힘들게 할뿐 아니라 취업은 가장 큰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여전히 시장성 있는 기술훈련을 많이 제

공하지 않음으로써 대학생들은 학업과 별도의 취업준비를 해야 하며，여

기에 최근의 청년실엽은 대학생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취업 스트

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신동우�유계숙，2012) 박마진，김진희 및 정민

선 (2009) 은 상담을 받고자 상담실을 찾는 대학생들에서 진로 문제로 고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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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고，취업난이 섬각해진 최근 들어 더욱 두

드러진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보고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진로와 취업에 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cj-(정해은， 2000; 박경란， 2006; 장연집�박경�최순영，2006; 박미진

외，2009; 이은자 2010; 고관우�남진열， 2012)

통계청 (2010; 2012)의 보고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

년간 우리나라 20-29 세 실엽률은 7.0-7.9% 로 전체 평균 실엽률 3.2

-3.7% 보다 두 배 이상 꾸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 5월 고

용동향의 연령계충별 전년 동월대비 실업자 증감에서도 15-29 세의 실

엽률은 7.3%에서 8.0%로 청년실엽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지방통계청이 조사한 ‘2000년 이후 제주지역 고용똥향 분석’에서도 제

주지역인 경우 질적 일자리 정체와 함께 지난 11년간 경제활동 참가융

에 있어 20대가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연령별 취업자에 있어서도 20대

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제주일보，2012. 10. 31.) 또

한 구인율과 설업률간의 관계를 통해 일자리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파

악할 수 있는 에버리지 곡선 (Beveridge curve)l) 에서도 2010년 이후 제주

지역 노동수급의 미스매치가 심화{일자리 중개 기능의 효율성 저하)되었

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2011년 중 취업가능 일자리 수 대비 취업건수

비율은 32.6%로 경남 (27.2%)，충남 (30.8%)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

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은행 제주본부， 2012) 또한 제주지역 대학생들은

서비스엽이 주를 이루는 지역 산업 특성상 다양한 기업체를 경험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청년실업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으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와

취엽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업준비활통과 함께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희망직업과 전공의 불일치 대학생들의 경우 취엽 준비에

더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전연진，2008)，취업 희망직장

1) 통 곡선은 구인융 {job vacancy rate)과 실업률 {unemploymenr rate)간의 관계를 도

식화한곡선으로 베버리지곡선익 이동을 가지고 일자리중개기능의효율성하
릭(상송)여부를 알 수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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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용조건과 대학생틀의 취업준비 활통 간에 괴리현상은 더욱 심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또한 청년설업 문제의 심각

성만큼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생 취업문제와 취업준비행동에 대

한 연구(장원섭신형만 옥준펼， 2000; 정태영 이기엽， 2005; 박성재�반

정호， 2006; 장재윤 신희천 이지영， 2007; 전연진， 2008; 김병숙 김보

인�이보비，2009; 윤영희，신현숙 서희정， 2010; 남진열， 2010; 최현석

이영선 하정청， 201 J)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

구들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의 일부로서 개인의 심리적 �

정서적 측면에서 취엽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살펴보거나 취업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취엽준비 활동

실태와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

통과 관련된 변인들이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파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

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학생 취엽

지도의 개입 방안 모색과 함께 대학생들의 구인 구직자간 이질성이나

정보부재 동으로 인한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시켜 출 수 있는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학내외 취업관련 기관

들의 취업지도 전략 수립에 도웅을 주고자 한다

n. 션행연구 고찰

1 대학생과 취엽스트레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입시라는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그틀 자신의 관싱 영역이나 적성 응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

하는 탐색과정을 가져보지 못한 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

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로와 취업에 있어 많은 좌절과 갈둥을 경험

하고 있다(남융희，2007; 차정은 외，2007; 윤명희 서회정，2009; 윤명희

외，2010) 더욱이 대학에서의 학업 환경은 전공공부，학점관리，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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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매우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데， 독립이라는 말

달과업과 청년실업 및 취업난 등 외부적 환경요인은 대학생들의 스트레

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신동우’유계숙，2012) 실제로 대학생이 지

각하는 생활스트레스 중 4명 중 l명이 취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이들이 경험하는 주요 스트레스는 취엽(진로결정)스트레스

와 학엽스트레스로 나타났다(김성경，2003; 이은희， 2004; 이숙정 유지

현，2008; 고관우 남진열， 2012)

취업스트레스는 불확실한 미래，치열한 경쟁 등 취엽준비과정에서 경

험하는 스트레스로 황성혜와 박종구 (2009)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긴장감，그리

고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훈구，김인경 및 박윤창 (2000)

의 연구에 따르면 미취업 상태인 20대 청년틀이 취업한 집단에 비해 신

체화 증상，강박증，대인예민성， 우울，적대감，그리고 불안 경향성 모두

에서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다고 하였고，윤병숙과 이효선 (2012)

의 연구어써는 대학생들이 우울하고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 생

각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한 포럴 사이트에서 구직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73.9%가

취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불안하고 우울

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www.incruit.com. 2009)，또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의 자살 충동 설문조사 보고에서는 대학생의 60%가

지잘충풍경험이 있다고 용답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취업난 (20%)으로

나타나고 있다(www.alba.co.kr. 2009)

취엽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심리적 또는 사회�정

서적 측면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류

진혜와 김태생 (1998)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정도가 낮은 학생일수

록 학업과 취업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고 하였으며， 신현균과 장

재윤 (2003)의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경층이 취엽스트

레스와 정적 상관이 있다고 나타났다 박경란 (2006)은 취엽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으므로 취엽스트레스와 함께 우울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이은지 (201이

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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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학생이 지각히는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와

학업�취업스트레스와 관계를 조사한 신동우와 유계숙 (2012)은 대학생의

재연화는 학업�취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대학생의 취엽준비활동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활동 즉‘진로준비행동’은자신과 직업세계에 대

한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자 하는 노력으로(김봉환，1997)，이제경(2004)은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취업준비행통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대학생의 취업준비

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엽하기까지 이루

어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무엿보다도 대학생들의 취

업준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엽세계에 대한 구직

활동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이라 할 수 있다 직업세계에 대한 구직 활동

은 현실을 반영하지만 습득한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즉 정보의 양과 질，인석 주체의 객관적 특성(성별，연령，

교육수준，거주지역，직엽경험 퉁)과심리적 특성(흥미，관심，기대，성역

할 의식 퉁)，그리고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시점 퉁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명희외，2010)

현대경제연구원 (2010)의 대학생의 취업관과 취엽활동 실태에 관한 조

사를 보연 구직활동에 있어 대학생들은 직업의 안정성 (25.1%)을 가장

중요한 직엽선택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서울소재 대학생들은 사무

직 회사원 (52.2%)을 선호한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대생들은 공무원�공공

기관 (30.9%)을 선호하한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2) 보고

에서도 제주지역 4년제 대폴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타 학력에 비해 ‘공

기업 공공기관 '(38.8%) 및 ‘대기업'(28.6%)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임

금 복리후생 '(31.5%)과 ‘고용의안정성 '(20.9%)을 취업시 중요한 고려사

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대체로 공통적인 조사결과를 나타

내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취엽준비행동을 살펴보면 기업의 채용조건과

대학생의 취업준비내용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취업준비행통에 전문가의

도웅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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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인업체의 인력부족 직종과 구직자들의 선호 직중 간에 매우 높

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나타났다(한국은행제주본부，2012)

대학생의 취엽준비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박성재와 반정호

(2006)는 학력과 무관하게 학점과 재학 중 일 경험，취업준비활동이 취

엽확률을 높인다고 하였지만，자격증 취득이나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김우영，2002; 박생재’반정호，2006;

김정숙，2008) 물론 일자리 경험이나 자격증이 임금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이병희，2003; 이상준，2006)，직

업훈련 참여와 자격증 취득이 개인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적극적인 행

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보다 구조적인 요인이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박성재�반정호，2006) 또한 학점은 그다지 중

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진미석，융형한，2003)와 학점이 취엽

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대기업 취업에 있어서는 학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태영이기엽，2005)가 있다

대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장재윤외，2007)，전공과 직업일치도가 취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서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장원섭외，2000; 김정숙，2008; 전연진，2008) 이는 개인

의 희망직종과 취엽한 기엽의 일치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취업 생공 여

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로서 대학생틀의

희망직업과~전공일치 여부에 따라 취업준비행풍을 연구한 결과를 살펴

보면，희망직엽전공 일치도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르게 나

타났고，희망직엽-전공불일치 집단이 더 많이 취업준비 비용을 지출한
다고 하였대전연진，2008) 김병숙 외(2010)는 대학생이 취엽준비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는 자발적으로 자기능력 계발 및

자기성장의 의미를 찾는 것이 구직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체로 취업스트레스를 대학생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이나 인적자본론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느끼는 개인의 문제에서

접근하고 있어 구직행동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준비 노력

과 취엽스트레스와의관계는 살펴볼 수 없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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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상태를 파악하고，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엽준비행동이 취업스트

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m.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활

통 상태와 취업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고 대학생들이 지각하논 취업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4 학년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7일부터 1주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비

확률적 표집방법 중 가용표집방법을 활용하여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

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활용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웅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13부가 최종통계분석에 활용되었다

〈묘1> 연구대상자의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학년 천공계열

여자 남자 2학연 3학년 4학년 인문사회 자연。l공

161 152 81 lOS 127 17’ 140
명 (51.4) (48.ω (25.9) 133’) (40.6) (55.3) (얘기
(%)

313(1α ”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313명의

웅답자 중 여학생이 161명(51.4%)，남학생이 152명(48.6%)이고，학년별
로는 2학년 81명(25.9%)，3학년 105명(33.5%)，4학년 127명(40.6%)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별로 살펴보변 인문사회계열 173명(55.3%)，자연
이공계열 140명(44.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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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대학생의 취엽준비활동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현대경제연구원 (2010)

의 서울 및 지방 2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

학생의 취엽관과 취엽활통 실태에 관한 여론조사의 도구를 기초로 하였

으며，진로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보다 적합하도록

일부 문항을 제외 또는 수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취업준비활동과 관

련된 구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구직활동 5문항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

로서 실질적인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6분향으로 구성하였

으며 표 2와 같다 이때 희망직장의 채용조건과 취업준비내용의 일치도

의 경우 희망하는 직장의 채용조건에 웅답한 결과와 취업준비내용의 웅

답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불일치의 경우 ‘0’，일치할 경우 ‘1’로재코딩하

여 사용하였다

〈표2>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

갱년실업의 왼인

구식 휩옹
직엄선때 고려요인

취업희망직장
(j운항)

취업 정보습득방법

취엄 취업 상당대상

준비 희망연봉
활똥 취업 구직 예상기간

준비 취입가능성
ß"~% 취업준비비용{월)

(6문항) 희망직장 채용조건 취업준비내용 일치도
전공(전공희망직징)일치도

2)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황성원 (1998) 이 코넬대

학의 Cornell Medieal Index를 참고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박경란 (2006)

이 수정 �보완하여사용한 척도를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33문

항을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그렇지 않다 (l점)’에서‘매

우 그렇다6 점)’로측정하였다 기존 척도의 경우 4개의 하위영역 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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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스트레스， 가족 환경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학엽 스트레스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s Q는 생격 스트레스 94，가족 스트레

스 90，학교환경 스트레스 84，학업 스트레스 7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추출법과 직각회전방식 (varimax)을 활용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때 주성분 분

석으로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이 0.4이하{송지

준，2011)인 2문항을 제거‘후 다시 요인 분석한 결과 5개 요인으로 나타

났고，문항 내용 중 잘못 묶인 문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24문항을 이용하였다 이때 기존 척도와 요인분석 결과 문항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하위 요인 중 성격 스트레스를 제외한 가족 스트레스， 학교

환경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일치하였￡며， 생격 스트레스의 경우

취엽으로 인한 신경과민 관련 운항과 취엽 가농성에 대한 걱정으로 인

한 불안감 관련 문항으로 구별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취업 스트레스 하

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 5 a값은 성격 스트레스 중 성격 l(신경과민)
855，성격 2(취엽불안감) .852，가족 스트레스 795，학교환경 스트레스

806，학엽 스트레스 838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의 자료는 부호화과정 (coding)과 오류겸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 실태를 살펴보

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취엽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탐색

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엽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T→ t앉 t 빛 ANOVA 검사를 실시하고， 취업준비활동 중 실질적

인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이 취엽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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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활동

1) 직엽세계에 대한 구직활동

대학생틀이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표 3과 같다

〈표 3> 직업세계에 대한 구직휠동 인식

구분 영(%1 구분 영(%)

일자리는 었으나 마읍에 드 국가기앤콩무윈) 77(24 이
는일자랴 부족

17지3ι ’)
공7Jlj( 공샤) 7이2ι4)갱년

실엽의 직정t일자리)부족 αXJ9.2) 전운직기업 33(10.5)
원인 취엽정~.부족 36(1l ’) 대기업 31(9.9)

(n=313) 구직노력 부족 29(9.3)
취업 비영리기갚단처 1잇6.1)

기타 11(3.5)
희망 외국계기엄 18(5.8)

적성 및 홍"1 105(33.5)
직장 금융업 15(4.8)

직업 안정성 7’(25.2) (n=313) 벤처기업 1이3.2)
선택 수입및연봉 59(18 에

해외취업 8(2.6)고려 보람 잊;、l아성추1 36(11.5l
요인 발전성 및 장해성 19(6.1) 자영업 θ1.9)

(n=}13) 영예 잊 병성 13(4.2) 중소기업 5(1.6)

기타 2(0.이 지티 21(6η

얀터넷 정보검색 141(4’기 친구 8~잉 6)
희양직장이나 기관의 휴폐

71(22.8) 선배 74(23.기
이지등

취업 취영관련사이g }6(11.5) 부모및가족 sη18.3)
취엄

정보 취업옹아리 및 λ 터디오잉 16(5，1)
상담 없다 27(8.η

습득 취업박앙회 잊 기엽 채용설
15(4.8) 대상 해당분야종사자 230 아방법 영희

("느)1긴
(n=312) 춰엄얀련 서적 9(2.9) 대학교수 220.1)

교내 취엽지원센터 8(2，6)
취엽전문상당사 IIβ51

공공기관흥떼이지 α19)

기타 ]이3기 기타 15(4에

번처 대학생들이 인식승F는 청년 실엽의 원인으로 56.5%가 일자리는

있으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 부족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직장(일자

리)부족 19.2% ，취업정보의 부족 11.5% ，구직노력 부족 9.3% ，기타

3.5%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선택 기준에 대한 고려 요인에서

는 적성 및 흥미가 33.5% 로 가창 높았으며， 안정성 25.2% ，수입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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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18.8%，보람 및 자야성취 11.5%，발전성 및 창래성 6.1%，명예 및

명성 4.2%，기타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대학생들의

취업 희망 직장의 경우도 안정적인 국가기관(공무원)(24.6%)과 공기업

(공사)(22.4%)이 1，2순위로 나타났고 다읍으로 개인 능력이나 수입과

관련된 전문직기업 (10.5%)이나 대기엽 (9.9%)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중소기업은 1.6%로 선호도가 제일 낮았다

대학생플이 취업정보를 습득핸 방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45.2%，희망직장이나 기관의 홈페이지 22.8%，취영관

련 사이트 11.5% 등의 순으로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

으며，취업박람회 및 기업 채용설명회와 취업지원샌터는 각각 4.8%와

2.6%에 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상담 대상은 대부분

친구 (26.6%)나 선배 (23.7%)와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다음으로 부모

및 가족 (18.3%)이었다 반면 취엽상담 대상이 없다라는 경우도 8.7%나

되었고，해당분야 종사자와 대학교수， 취업전문 상당사는 각각 7.4%，

7.1%，3.5%에 그쳤다

2) 대학생의 취엽준비챙동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준비행동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취엽시 희망연봉을 살펴보면， 32.3%가 2，001 ~2 ，500만원이

라고 가장 많이 웅답하였으며， 2，000만 원 이하가 29.8%，2，501 ~3 ，000

만원 16.0%，3，001 ~ 3，500만원 7.7%로 나타나고 있으며， 3，501만 원

이상도 14.4%로 나타났다 이어서 대학생틀이 지각하는 구직 예상기간

으로 1~2 년 미만 40.2%，1년 미만 18.6%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구직

기간을 2년 이하로 자신감을 보였지만， 2~3 년 미만 22.2%，3년 이상

10:2%，잘 모르겠다고 웅답한 경우도 8.7%였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취엽 가능성에서도 493% 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12.2%

만이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웅당하였다 하지만 옹당자의 38.5%가 보

통이라고 웅답해 취엽 기능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지출 비용은 tO만 원 이하가 32.6%，ll-

20만 원이 22.0%였으며， 21만 원 이상인 경우도 21.1%나 되었지만

24.3%는 취업준비 지출 비용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희망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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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채용조건과 취업준비내용과의 일치정도를 보면 응답자의 62.3%가

불일치한다고 하였고， 37.7% 만이 일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희망하는

직업과 전공과의 일치 수준에서는 대체로 일치 이상이 58.5%，대체로

불일치 이하가 41.2%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구직에 있어 대체

로 부족한 정보로 인한 효과적이지 못한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4> 연구대상자의 끽이업준비행동

구분 영i(%) 구분 명(%)

1，500안왼야하 ~2 이 ]연"1만 58(]8.6)

취업시 1，501.~2αJ() 만원 85(27 긴 구직 1-2 년 이안 125(40.2)

희망 2，α)J -2 ，500안왼 101(32.3) 예상 2-3 년 01만 69(22.2)

연옹 2，501-3αJ() 안왼 50:16이 7]:e:! 3-4 년 01만 20(ι 이
(n=313) 3，(Xl1-3 ，500만윈 24(7.7) (n""311) 4년 이상 12(}8)

3，501만윈이상 45(14이 잘모르겠다 2끼8.7)

전혀붕가능 3(1이 취업 지출비용없g 76(24.3)

취업 약간올가능 35(1l 긴 준비 10만원이하 102(32.6)

가능성 보통 12이 38.5)
지총 11-20 만원 6잇22α

"1용 21-30 안원 2’(8이{n=312} 약간가능 9α28.8) (월” 31-40 만원 14(4.5)

매우가능 64(20’) (n=313) 41안원이상 27(8이
취업 채용조건취업준비

L95(62.3) 처」고。
전혀울일치 22(7.0}

준비 울일지 대셰로용일치 107(34 긴

일치도 채용조건 일치도 대제로일치 142(45.4)
(0=313) 취업준"1 일지 118(37.7) (0=312)

매우일치 4씨1(13.니1)

2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수준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수준을 살

펴보면 표 5와 같다 먼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취엽 스트레스 하위요

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학엽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성격

스트레스 중 취업불안감 (t=3.585 ， p<.OOl) ， 가족스트레스 (t=2.420 ，

p<.05) ，그리고 학교환경 스트레스 (t=3.400 ，p<Ol) 는 통계적으로도 유

의한 수준이었다 학년에 따른 취엽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수준에서는 모

든 하위영역에서 3학년의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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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4학년， 2학년 순으혹 나타나 4학년보다 오히려 3학년이 스트

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격 스트레스 중

신경과민 (F→ 497，p<.Ol)과 학엽 스트레스 (F=5.389，p<.Ol) 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 취업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취엉 스트레스

구푼 성격 스트에스
α1:tSD) 가족 학교환경 학엽

신경 취업 λE 헤스 스트에스 ιE 레스
과믿 불안강

여성(n=161) 2.08.:1:.77 2.61:1:.88 2.46:t.84 2.69:1:.78 2.44:t.98
λ。키

남성(n=15 기 2.05:1;.72 2.27:t.8C 2.23:1:.84 2.391.79 2.53:t1β8
별

t값 ’，80 3-585*‘* 2.420* 3.400** 785

2학년(n=81) 1.83:t.67 2.34:1:.85 2.221.84 2.36 士" 2.16:1:.99

하 3핵f년(n=105) 2.17:t.78 2.Sl:t.8E 2.44:t.84 2.62 士 78 2.61:t1.02

넌 4학년(n=127) 2.13:1:.74 2.451.87 2.351.85 2.59.ì:.75 2，57:1:1.03

F값 5.497** 8RO 1.550 2.956 5，389**

전 인문사회 (n=173) 2.04:t.70 2.53:1:.83 2.38.:1:.84 2.58:1:.78 2.63:t1.06

공 자염이공 (n=1 뼈 2.10.:1:.81 2.34:t.89 2.31:t.8E 2.S0:t.82 2.30f.96
겨|
영 t값 791 1.9')7* 785 912 2.890**

주 하층‘n=J6) 2.07:U4 2，14UO 2.14:t.81 2.48:1:.58 2.50:t1.14

관 중동당(n=7 긴 1.91:1:.72 2，48:t.84 2.34.:1:.87 2.44:1:.78 2.25 士 94

적 중간총 n=187) 2.Oì:l:.70 2.4n.84 2.32.:1:，82 2.60:1:，80 2.50:tl.02
겨Q

제 중상츰 n=23) 2.621:.95 2.71:tLOS 2.60.:1:.98 2.6]1 ，87 2.69;1:1，00

수 상층 n=13) 1.92士.84 1.94:1:.80 2 ’S:l:，99 2.24:t ，87 3.03:tl.31

주」 F값 4.249** 2.202 541 1.059 2.162

*p<.OS ，**p<.01 ，***p<α)1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수준에서는 신경과민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자연 이공계열 학생

들보다 스트레스의 평균이 높게 나타녔으며， 성격 스트레스 중 취업불안

감(r=1.997 ，p<.05)과 학엽 스트레스 (r=2.890 ，p<.Ol) 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주관적 경제수

준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대체로 상충이나

히층 보다 중간층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조금 높은 수준의 평균

'-，



제주지역 대학생의 취엽 준비 할옹과 취영스트레스와의 판계에 관한 연구 307

을 나타내고 있었으며，성격 스트레스 중 신경과민 (F=4.249，p<.Ol) 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상관관계 분석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준비행동이 대학생틀의 취엽스

트레스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6> 상관관계분석

@ @ @ @ tID @ 성격스트헤스 @ . @ @
회망 구직 취업 취엽 취엽 전공 @ @ 가족 학교 학염스
연봉 예상 가능성 준비 준비 일지도 신경 취업 /ιE 환경 트레스

기간 비용 일치도 과민 불안감 헤스 λE

레/ι

@

(g) I -.024 1

@I .226** -.291** l

@I ，223** 062 025

tID I .001 105 IOJ 001 1

@I -.019 。58 131* -여7 024 l

(j)I .117* 012 -.215*'" .235** 。03 179** l

@i -.159** 120* -.421** α2 069 -.207** .596**

@I ..013 098 300** .076 013 -.209** .494** .545** 〕

@ 020 02E 289** -.019 -.088 -.199** .440** .562** .511** 1

(jJ)1 -.007 015 116‘.073 079 -.427** .338** .380** .4c>>** .450**

*p<.OS，**p<.OJ，***p<.OOI

표 6을 살펴보면， 성격스트레스 l(신경과민)의 경우 희망연봉과 취엽

준비비용과는 정(+)적인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취엽가능성과 전공과 희

망직장 일치도와는 부(.)적인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성격스트레스 2(취영불안감)에서는 구직예상기간괴는 정(+)적인상

관관계가 나타났고， 희망연봉，취업가능성， 전공과 희망직창 일치도는 부

(.)적인상관관계를 보였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취엽가능성과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에서만 부{.)적인상관관계가 있었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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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 스트레스 영향요인

대학생의 직업세계에 취업준비활통 중 실질적인 취업준비행동이 대학

생이 지각하는 취엽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취업스트

레스 하위요인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별

모든 회귀모형에 대한 공차한계논 0.1이상으로 다중공선상에 문제가 없었

으며，Durbin- Watson 값도 모두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

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혹 나타났으며，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성격스트레스 중 신경과민의 경우 학년 (t=.149 ，p<.005) ，희망

연봉(t=2.266 ，p<.024) ，취업준비지출비용 -(t=3.666 ，p<.OOO)은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취엽가능성 (<=-4840 ，p<.OOO)과 전공과 회망직

장 일치도 (t=-2.518 ，p<.012) 는 원)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취업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전공과 희망직

장은 일치할수록 그리고 희망연봉과 취업준비지출비용은 낮을수록 신경

과민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또한 학년이 낮을수록 신경과민 수준은 낮

을 것이다 그 영향력은 취업가능성 (13=-.281)， 취업준비지출비용 (β

=.205) ，학년 (β=.149)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 (13=-.137)，희망연봉 (β

=.127) 순으로 그 설명력은 18.4%이다 둘째，성격스트레스 중 취업불

안감의 경우 성별 (t=3.129 ，p<.002) 이 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고，

취업가능성 (t=-6.811 ， p<.OOO)과 전공과 회망직장 일치도 (t=-3.04I ，

p<.003) 는 부(-)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

라서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그리고 취업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전공

과 희망직장은 일치할수록 대학생의 취업불안감은 낮아질 것이다 그 영

향력은 취업가능생 (j3=-.380) ，성별 (β= 165)，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 (β

=-:158) 순으로 그 젤명력은 24.7%이다

셋째，가족스트레스의 경우 성별 (t=.147 ，p<.009) 은 정(+)적인영향

을 미치며， 취엽기능성 (t=-4.794 ，p<'OOO)과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

('=-3.205 ，p<.OOI)는 부-(-)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따라서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그리고 취엽가능성을 높게 인식할

수록 전공과 희망직장은 일치할수록 대학생의 가족스트레스는 낮아질

것이다 그 영향력은 취업가능성 (β=-.283)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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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 분석

취엽스트헤스
성격AE에λ 가족 학교환경 학엽

구분 선경과맨 취업을안강 스트레스 스트에스 스트레스
p p β p β

“) (，) (<) (，) (，)

상수
(7.497***) (10.855***) (8，569***~ (9.991***) (6.702***’

성영
058 165 147 182 -α16

(1.064) (3.129**) (2.635**) β288**) (-.107)

학년
149 여~ .071 129 134

일반적 α808**) (1.354) (1.322) (2.420꺼 (2.634**)
특성

전공계열
여4 075 018 040 130
{-，S12) (1.443) (.33이 (.745) (2.515η

경제수준
070 059 0)4 021 II’

(l.2~깅 (1.117) (ω9) (.377) (2.185*)

희망연봉
127 -.057 05C 116 .00:

(2.266*) (-1.06이 (.872) (2.061*) 이씨

구직 α2 α1I 이3 -.riJ7 057
예상기간 (-1.648) (.01깅 (11M) (.1.198) (-1.071)

취업가능성
-.281 -.)써 283 -.286 087

취영준 (.4.840*써 (-6.811*’')(-4.794**끼 (-4.902*‘에 ι1.570)
비행통 취업준비 205 。51 0Xl 013 O얘

지출비용 (3.6(-.6***) (94기 0.578) (→235) (.82긴
취업준비 038 027 027 053 079
일지도 (.718) (-.526) (.50이 (-.985) (-1.55이

전공일치도
← !37 158 ".177 -.17ν 396

(-2.518*) (-3여1**) (-3.205**) (-3.289**) (-7.621***)
R2 184 247 153 175 249
F 6，685**'. 9.697*’* 5.366*** ι2’9" ’ 9.828***

Durbin-Warson 1.81’ 17η 2.023 1.932 2.060
*p<.05，**p<.Ol，***p<.OOl
주)성영여성=1，낭성=0 I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1，자연이공계열.0
취엽준에채용조건준비)일치E 일치=1，용일지.0
첸공(회망직정1일지모 일치=1，올일치=r.

=-.177) ，성별 (β=.147) 순으로 그 설명력은 15.3% 이다 넷째， 학교환경

스트레스의 경우 성별 (t=3.288 ，p<.OOI) ，학년 (t=2.420 ，p<.016) 및 희

망연봉 {t=2.061 ，p<.040) 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취업기농성

(t=-4.902 ，p<.OOO) 과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 (t=-3.289 ，p<.OOI) 는 부

(-)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저학년일수록 희망연봉이 낮을수록 그리고 취업가능성은 높

게 인식할수록 전공과 희망직장이 일치할수록 학교환경 스트레스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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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질 것이다 그 영향력은 취엽가능성 <ß=-.286) 이 가장 컸으며 다음

으로 성별<ß=.182)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 (β=-.179) ，학년<ß=.129) ，

희망연봉 (ß=.1l6) 순요로 그 설명력은 17.5%이다 다섯째，학엽스트레

스의 경우 학년(，=2.634 ，p<.009) ，전공계열(，=2.515 ，p<.012)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2.185 ，p<.030) 은 정(十)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업준비행동 중 전공과 회망직장 일치도(，=-7.621 ，p<.OOO)만 뷔)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자연이공계열

학생일수록 고학년보다 처학년일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게 인식할수

록 그리고 전공과 희망직장이 일치할수록 학엽스트레스는 낮을 것이다

그 영향력은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ß=-.396) 가 가장 컸으며，다음으

로 학년 (β=.134) ，전공계열 (β=.130) ，주관적 경제수준 <ß=.115) 순으로

그 설명력은 24.9%이다

V 결론 벚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실업문제의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직엽세계에

대한 취엽준비 활동 실태와 취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엽준비행동이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파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 취업지도 전략

모색과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발

달할수있도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제주지역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똥 실태와 취업스트

레스 영향요인에 파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대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구직활동 인식을 살펴보면，응답자

의 대부분 일자리는 있으나 마음에 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

으며，직엽선택 고려요인으로 적성 및 홍미를 가장 우선시 한다고 하였

으며 다음으로 안정성과 수입 순이었다 하지만 취엽희망 직장에서는 국

가기관(공무원)이나공기엽과 같은 안정성이 높은 곳을 선호한다고 하여

모순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들은 대부분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기관 홈페이지，취업사이트 둥 온라인을 통해 취업정보를 습득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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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취업박람회와 교내취업지원센터의 활용은 저조하였다 더욱이 취업

상당대상에서도 주로 친구나 선배 및 가족에게 의지하면서 취엽전문가，

대학교수，해당종사자 동을 이용한 전문상담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진열 (2010)의 연구와는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현대경제연구 (2010)와 한국은행 제주본부{2012) 의 연구와도 비슷한 분포

를 보였다 이처렴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현실적 인식

이 부족하고 구직활동에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취엽정보 습득이 안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내외 취업지원센터 또는 취엽지

도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둘째，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준비행동에서 대학생들은 취업시 희

망연봉으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1)가 조사한 전국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졸 평균 초엄연봉 2，551만 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응답하

였다 하지만 취업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인식하였으며，구직 예상기간

도 대부분 2년 전후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절반이상이 취엽준비를 위

해 10-20 만원을 지출한다고 하였지만 취업준비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

지 않는 경우도 24.3% 나 되었다 특히 대학생들은 전공과 회망직장은

대체로 일치한다고 웅답하면서도 취업준비내용의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

가 더욱 많았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통에서의 괴리현상은 대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긍정적연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점은 취업준비에 있어 희망직장의 채용조건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

주지역의 열악한 기업체 특성 퉁으로 인해 취엽을 위한 효과적인 취업

전략을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취업걱정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남성에 비해 여

성들이 대체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3학년들이 가장 높은 취업 스

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자연이공계열 학생

들보다 좀 더 높은 취엽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에

서도 전반적으로 중상층이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인문사회계열에서 여학생이 많고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이 전공

활용도가 다소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한 4
학년들에 비해 상대적으혹 취업에 대한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는 3학년

학생들에게 디 강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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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3학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엽진로를 대비할 수 있도록하는 적

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과 성별과 전공

계열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취엽준비행똥을 중심으로 취엽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삼펴보면， 희망연봉은 신경과민과 학교환경스트레스에 정(+)적인영향

을 미치고，취엽가능성은 신경과민，취엽불안감，가족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에 부(-)적인영향을 미치고，취엽준비지출비용은 신경과민에서

만 정(+)적인영향을 미치며，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의 경우 모든 하위

요인 스트레스에 부(-)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구직예상기간과 취업준비내용 일치도는 취업스트레

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내용이 희망직장의 채용조건과 연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취업에 대한 스트헤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취엽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공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이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도웅을 줄 수 있다면 취업문제로 인한 대학

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제시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주연서 전공을 활용한 구직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대학생들이 지각 ðj-는 취엽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직장의

채용조건에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하여 성공적인 취업으혹 이어진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대학생의 취업 자신감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인식전환 프로그램

의 강화이다 즉，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시창 및 실물경제 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처하면서 다양한 직업관을

갖도록 하는 실무적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

가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해외경쟁력 있는 중소기엽들에 대

한 인턴쉽 프로그램 퉁 홍보를 통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강화이다

풀째，본 연구의 결과를 보연 대학생들의 취업전략을 위한 정보부재

가 심각하며 취업스트레스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녔다

따라서 희망직장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 습득 강화와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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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영상담의 도움을 위한 대학생 취업지도 지원시스댐의 강화이다 이는

새로운 시스댐체계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 및 정부의 취업박람회와 설명회，학교의 취업지원센터의 실질적

개선 노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기업체 특생을 파악하고 실

적위주의 단순한 구인정보의 안내에서 벗어나 구직자의 희망 직종 및

임금 수준 둥 개인별 구직 수요와 구인엽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매

칭 시켜줄 수 있는 일자리 중재기놓의 강화와 성별과 전공계열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도 및 대학생의 희망직장에 맞는 취업준비 안내 서비스

제공이다 또한 대학교수 및 자문단의 역량 강화와 함께 찾。}7}는 상담

서비스 제공이나 회망직장 종사자와의 멘토링 서비스를 개말하여 성공

적인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와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희망하는 직장으로의 성공적인 취

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학생의 희망직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정보제

공 정책과 맞춤형 취엽지도 전략의 강화이다 즉，전공이 직엽이 되는

전공강화 취업전략 수립이다 이는 기엽중심 취업전략에서 기업체에서의

전공활용 업무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취엽전략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채용조건에 맞는 맞춤형 취업준비내용을 통해 취엽가놓성을 높여주

어 취업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실질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전공과 희망직장 간 산학연계 프로그램 강화와 함께 글로

별 청연리더 사업의 개선 및 확대를 병행하여 대학생들의 전공활용이

가능한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확대와 다양한 직엽세계의 경험으로 인한

미래지향적 취엽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논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대학생의 실질적인 취업준비활동 상태와 취업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되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제주지역의 구인 및 취업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부족한 정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년취업

정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그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셋째，청년층의 실엽문제를 야기하논 여러 요인들이 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연구가 펼요하며，지역 기업체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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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엽 정책 및 진로지도 전략에 대한 효

과와 관련해서도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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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웰꾀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in Jeju

Ko，Kwan-WI∞*.Nam，Chin-Yeol**

This study is to grasp university students’employmenr stress level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and to examine their re1ationship with

employment stress. The number of 313 uruversity studenrs(2nd ~ 3rd)

participated in the study. By means of the SPSS WIN 18.0，descriptive

statistics，T-test，ANOVA，.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fe carriεd

out. As a result，l)it has turned out that the students have picked out

!ack of favorite work positions among other. reasons for youth

unemployment though there are somε work positions，and that they

preferred stable public 이ficials. 2)Most of the students acquired rc!evant

information from internet， and they mainly consulted friends or

superiors. While 58.5%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ir majors

and desired job positions were corresponding， only 37.7% of them

admitted thε correspondence between employment conditions and

εmployment preparation contents. 3)The employment stress levels

perceived by the university .students in average werε generally high in

female students，juniors，students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Îal

* Doctoralstudent，Departmentof 11삐ic Administrarion，]eju Narion잉 University
** Professα，Departmentof Publκ Administration，]eju National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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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s，and students with higher .than middle grades. 4)As for affecring

factors in employmenr stress，the levels of correspondence betwεen

majors and desired job positions and employment possibiliry have tlirned

out to be crucial as the former have negative effect 00 all the sub-areas

and the latter 00 all the sub → areas except study stress while employment

conditions and employment preparation contents had 00 effect

Kcy.Words: ]e ι ω1Ìversítystudentι，m미oyment미"Cparationbchavior，employments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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