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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부사관과 학생들이 자각하는 지지가 셀프리더십 욕구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셀프리

더십 욕구를 매개변수로 학생들의 임용행동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남녀 대학

학생 부사관과 전공 학생을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362명의 학생을 추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형을

설정한 다음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하여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검증

을 기초로 하여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이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계획 명확성

에서는 확인 중심적 전략(+), 목표 중심적 전략(+), 독립적 자기신뢰에는 확인 중심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자책 중

심적 전략(+), 진로 유연성에서는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전문능력향상은 확인 중심적 전략(+), 자책 중심

적 전략(+)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셀프리더십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만족에서는 자연적

보상전략(+), 교과만족에서는 자연적 보상전략(+), 목표 중심적 전략(+), 인식만족에서는 자연적 보상전략(+), 목표 중심적

전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신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만족에서는 진로계획 명확

성(+), 독립적 자기신뢰(+), 진로유연성(+), 전문능력향상(+), 교과만족에서는 독립적 자기신뢰(+), 진로유연성(+), 전문능력

향상(+), 인식만족에서는 독립적 자기신뢰(+), 진로유연성(+), 진로계획명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ffect on NCOs and students of self-leadershiployment career

Jung-Min Kwon* · Han-Kyu Lee**

ABSTRACT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support for undergraduate students of Department of NCOs leadership needs

and self-perceived any casualty, the purpose being placed to identify the cause-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behavior and these self-appointed leadership needs parameters. To study this end, the men and women

college students Military major in Busan district using the convenience of the student sample extraction to extract the

362 students. Setting the model to achieve the object of the study, and then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were studies a caus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Result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study model verification

method as described above what is deriv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elf-leadership is confirmed in the

career planning of clarity on the impact of career beliefs centered strategies(+) target-oriented strategy(+), and

independent self-reliance, check-centered strategies(+),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ERA=centric strategy(+), in

the natural course flexibility, compensation strategies(+),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improve professional skills

appeared to affect the check-centered strategies(+), ERA-centered strategies(+). Second, self-leadership is general

satisfaction at the impact of major satisfaction natural reward strategies(+), the curriculum meets the natural reward

strategies(+) target-oriented strategy(+) recognition satisfy the natural reward strategies(+) target-oriented strategy(+)

appeared to affect this. Third, career beliefs Major General satisfaction in the impact on satisfaction Career Planning

Clarity(+), an independent self-reliance(+), career flexibility(+)improve professional skills(+), the curriculum satisfies

independent self-reliance(+), career flexibility(+) improve professional skills(+), the self-satisfied recognized independent

trust(+), career flexibility(+), career planning clarity(+) it appeared to influenc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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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변화의 패러다임과 공

존하며, 이러한 변화속에 대학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불

확실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2016)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실업률은 3.1%인데 반

해 청년실업률은 네 배가 넘는 11.5%로 나타났다[1].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경기불안으로 인

하여 청년층의 직업 선호도는 가장 안정적인 공무원

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공무원 중에서도 군공무원

을 지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눈여겨 볼

만한 점은 부사관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는 기존 장교지원에서 부사관으로 눈높이를 낮추어

생존 경쟁을 위하여 부사관을 선호한다는 현실을 나

타내고 있다[2].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하면(국방부, 2014)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각 군별 간부비율을 40% 이상

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집약형 군구조로 개편하고

이와 연계하여 숙련도와 전문성 높은 부사관 위주로

병력구조 정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3].

한국 국방개혁에 있어 군 조직의 관리자 및 중간

간부인 부사관의 전문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방개혁

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부사관은 군 하부구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

로서 병 기본 및 주특기 교육과 병 생활을 지도하고

병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하며, 병에 대한 인사관리

전담과 부대 시설물, 장비 및 보급품 관리, 각종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한다. 이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수

행해왔던 장교의 보좌역 및 장교와 병의 교량적 역할

이 아니라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

부로서 맡은바 임무에 정통하고 독자성과 자율성, 법

규준수와 명령이행을 감독하는 것이다[4].

부사관과의 등장 배경은 병사의 군 복무기간 단축

을 시행하면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우수한 초급

간부 양성이 필요했으며, 지방대학은 우수학생 유치와

취업 달성을 위해 학·군 협약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군 부사관과의 신설은 지방대학 우수인재 육

성과 군은 우수인력획득이라는 목표를 모두 충족시켜

주는 제도로 민간대학 자체 예산으로 부사관과를 개

설 운영하고 부사관 양성에 필요한 과목을 미리 맞춤

식 교육을 실시하고 군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자원

획득 역할을 군은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문부사관 양성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

학교육(부사관과)의 전반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지엽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의 부사관 교육품질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맞춤식 교육을 대학현장에서 부사관과 학생들에게 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자발적

참여를 위한 셀프리더십이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 자체에만 목

표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에서 무엇을 학습하

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 탐색과

본인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대학생활을 하

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이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부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자신의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5].

이와 관련하여 [6]의 대학생 리더십 교육 실태 및

요구도 분석에 관한 연구를 보면 상당수의 대학생들

이 자기 스스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리

더십이 교육을 통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고 확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 스스로가 창의성과 리더십을 발휘하

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 감으로써 자신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자기이해,

자기관리, 올바른 진로설계, 독립적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 공동체 의식 및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의식 형성 등을 배양할 수 있다[7].

셀프리더십과 관련한 선행연구 중 [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셀프리더십 교육이 대학생활의 주도

성, 목표설정 및 실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 교육을 통해 학생

들의 자기 긍정성 및 자기개발 능력에 관한 사고의 변

화를 이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난다고 셀프

리더십의 교육 효과를 검증한 이론을 채택하여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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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셀프리

더십과 취업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관계에 관한 연구

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군공무원 부사관 취업준비생의 셀프리더십과

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방

개혁에 부합된 부사관 교육기관의 양적증가현상이 두

드러진 현 시점에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점차

증가되어지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부사관과 학생들이

자기 형성을 위한 셀프리더십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

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셀프리더십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부사관과 학생들이 부사관이 되기 위한 영향

을 미치는 리더십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부사관과 학

생들의 셀프리더십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신세대 학생

들의 가치관 및 의식성향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적합

한 형태의 부사관 임용을 위한 셀프리더십 발전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 1. 연구대상

이 연구대상자는 부산지역 남·여 부사관과 대학생

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편의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 참가에 동의한 부산지역대학의

부사관과 학생 400명을 선정 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연구목적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고 주요변인을 측

정할 수 있는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구성

하였다. 설문지는 불성실한 자료 38부를 제외한 362

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에는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학년, 자격증 취

득 개수, 전공 선택의 동기, 대학입시 영향요인, 자격

증취득 종류, 임용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특징들이 제

시되어 있다.

성별과 학생들의 학년분포는 남자 242명(66.9%),

여자 120명(33.1%) 이였으며, 학년은 1학년 132명

(36.5%), 2학년 230명(63.5%), 자격증 취득개수 0개

16명(4.5%), 1개 60명(16.6%), 2개 82명(22.7%), 3개

66명(18.2%), 4개 60명(16.6%), 5개 이상 78명

(21.4%), 선택 동기는 적성흥미 208명(57.5%), 취직

가능성 100명(27.6%), 성적 10명(2.8%), 주위권유 36

명(9.9%), 기타 8명(2.2%), 대학입시 영향요인은 스

스로 166명(45.9%), 부모 108명(29.8%), 교사 24명

(6.6%), 친구선배 30명(8.3%), 대학홍보물 20명

(5.5%), 기타 14명(3.9%)으로 나타났다.

2.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6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본다.

개념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어

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

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측정도구가 해

당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와 관련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개념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는 대신에 요인의

개수를 1로 고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탐색

적 요인분석에서 문항별 적재 값은 .50이상을 개념타

당도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1) 셀프리더십

이 연구에서는 Houghton과 Neck(2002)의 RSLQ

척도를 [9]가 한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행동 중심적 전략, 자연 보상적 전

략, 건설적 사고전략의 3개 하위요인으로 35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요인적인 적재 값이 .50이하로 나타난 14개 문항(5,

6, 7, 8, 16, 17, 18, 26, 27, 28, 32, 33, 34, 35)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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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백분율
(%)

성
별

남자 242 66.9

여자 120 33.1

학
년

1학년 132 36.5

2학년 230 63.5

자
격
증 
취
득
개
수

0개 16 4.5

1개 60 16.6

2개 82 22.7

3개 66 18.2

4개 60 16.6

5개 이상 78 21.4

선
택
동
기

적성 흥미 208 57.5

취직 가능성 100 27.6

성적 10 2.8

주위권유 36 9.9

기타 8 2.2

대
학
입
시

영
향
요
인

스스로 166 45.9

부모 108 29.8

교사 24 6.6

친구 선배 30 8.3

대학 홍보물 20 5.5

기타 14 3.9

전체 362 100.0

자

격

증 

취

득

종

류

태권도 

단증
272 30.6

한자 3급 166 18.7

문서실

무사
146 16.4

간호조

무사
16 1.8

인터넷 
관리사

18 2.0

응급처

치 강사
92 10.4

기 타 178 20.0

전체 888 100.0

임
용
에 
도
움
이 
되
는 

태권도 

단증
232 39.3

한자 3급 82 13.9

문서실

무사
108 18.3

하고 25개 문항을 선택하였으며, 총 6개 요인으로 행

동 중심적 전략(목표 중심적 전략, 보상 중심적 전략,

자책 중심적 전략, 확인 중심적 전략), 자연 보상적 전

략, 건설적 사고전략으로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셀프리더십의 문항별 적재

값은 목표 중심적 전략 .635~.766, 자책 중심적 전략

.744~.838, 확인 중심적 전략 .652~.794, 자연 보상적

전략 .625~789, 건설적 사고전략 .636~.746으로 나타

나 구성개념의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각 구성개념별로 문항 전체의

Cronbach' α계수는 목표 중심적 전략 .822, 자책 중

심적 전략 .832, 확인 중심적 전략 .750, 자연 보상적

전략 .828, 건설적 사고전략 .786으로 나타났으며, 각

구성개념에서 문항별로 제거되었을 때의 Cronbach'

α계수는 목표 중심적 전략 .745~.800, 자책 중심적 전

략 .758~.814, 확인 중심적 전략 .618~.749, 자연 보상

적 전략 .771~.819, 건설적 사고전략 .719~.779로 나타

났으며,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2) 진로신념

이 연구에서는 Krumboltz(1991)이 개발한 설문지

를 [10]가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11]이 사용한 설문

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진로계획명확성, 독립적 자기신뢰, 진로유연성, 전

문능력향상 4개 하위요인으로 20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요인적인 적재 값이 .50이하로 나타난 2개 문항

(6, 16)을 제외하고 18개 문항을 선택하였으며, 총 4

개 요인으로 진로계획명확성, 독립적 자기신뢰, 진로

유연성, 전문능력향상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인구 통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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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증

간호조

무사
36 6.1

인터넷 
관리사

22 3.7

응급처

치 강사
46 7.8

기타 64 10.8

전체 590 100.0

구분
문
항

적
재
값

문항
제거시 
Cronba
ch‘s α

전체 
Cronba
ch‘s α

행
동
중
심
적 
전
략

목표
중심적 
전략

4 .766 .798

.822
1 .751 .755

2 .737 .745

3 .653 .800

자책
중심적 
전략

10 .838 .758

.832
11 .835 .776

9 .771 .814

12 .744 .801

확인
중심적 
전략

13 .794 .618

.75014 .759 .629

15 .652 .749

자연
보상적 전략

20 .789 .773

.828

19 .731 .771

21 .685 .793

22 .659 .819

23 .625 .814

건설적 
사고전략

30 .746 .741

.786

29 .709 .752

24 .658 .737

25 .657 .719

31 .636 .779

<표 2> 셀프리더십의 신뢰도 및 타당도

요인적인 적재 값이 .50이하로 나타난 2개 문항(6,

16)을 제외하고 18개 문항을 선택하였으며, 총 4개 요

인으로 진로계획명확성, 독립적 자기신뢰, 진로유연성,

전문능력향상으로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진로신념의 문항별 적재

값은 진로계획명확성 .580~.770, 독립적 자기신뢰

.680~.806, 진로유연성 .668~.770, 전문능력향상

.750~.843으로 나타나 구성개념의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각 구성개념별로 문항 전체의

Cronbach' α계수는 진로계획명확성 .853,

독립적 자기신뢰 .845, 진로유연성 .779, 전문능력

향상 .907로 나타났으며, 각 구성개념에서 문항별로

제거됐을 때의 Cronbach' α계수는 진로계획명확성

.812~.842, 독립적 자기신뢰 .781~.836, 진로유연성

.710~.774, 전문능력향상 .868~.890으로 나타났으며,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3) 전공만족도

이 연구에서는 [12]사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13]이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반

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으로 구성하였다.

요인적인 적재 값이 .50이하로 나타난 6개 문항(6,

7, 14, 15, 16, 17)을 제외하고 16개 문항을 선택하였

으며, 총 3개 요인으로 일반만족, 교과만족, 인식만족

으로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진로신념의 문항별 적재

값은 일반만족 .668~.809, 교과만족 .601~.794, 인식만족

.641~.838로 나타나 구성개념의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각 구성개념별로 문항 전체의

Cronbach' α계수는 일반만족 .931, 교과만족 .925, 인

식만족 .899로 나타났으며, 각 구성개념에서 문항별로

제거됐을 때의 Cronbach' α계수는 일반만족

.905~.921, 교과만족 .904~.920, 인식만족 .862~.888로

나타났으며, <표 4>과 같이 나타났다.

3. 측정도구

회수된 자료는 SPSS/PC+ Win. 2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검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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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적
재
값

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전체 
Cronba
ch‘s α

진로계획
명확성

1 .777 .823

.853

3 .766 .812

2 .687 .823

4 .658 .815

5 .580 .842

독립적 
자기신뢰

9 .806 .793

.845
7 .792 .781

10 .760 .802

8 .680 .836

진로
유연성

14 .770 .710

.779

12 .747 .734

11 .737 .722

13 .679 .747

15 .668 774

전문능력
향상

18 .843 .868

.907
20 .828 .875

17 .818 .890

19 .750 .884

<표 3> 진로신념의 신뢰도 및 타당도

구분 문
항

적재
값

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전체 
Cronb
ach‘s
α

일반만족

1 .809 .913

.931

3 .776 .921

2 .775 .913

4 .735 .905

5 .668 .921

교과만족

10 .794 .910

.925

9 .783 .909

11 .780 .904

8 .741 .911

12 .604 .920

13 .601 .913

인식만족

19 .838 .862

.899

21 .813 .870

18 .844 .878

20 .738 .888

22 .641 .884

<표 4> 전공만족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둘째, 부사관과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진로신념, 전

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산관과 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신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stepwise) 방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모든통계분석의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셀프리더십, 진로신념, 전공만족 도의 상관관계

<표 5>에서와 같이 셀프리더십, 진로신념, 전공

만족도의 상관관계에서는 셀프리더십과 진로

신념, 전공만족도에서는 대부분이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책 중심적 전략과 전

문능력향상, 인식만족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셀프리더십이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이진로신념에미치는영향은<표6>과같다.

셀프리더십이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계

획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 요인은 확인

중심적 전략(β= .345), 목표 중심적 전략(β= .163)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이

42.777 (p <.001)로 회귀식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19.2%로 나타났다.

독립적 자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 요인

은 확인 중심적 전략(β= .229), 건설적 사고전략(β=

.143)은 양(+)의 영향을 자책 중심적 전략(β= -.139)

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이

12.345(p <.001)로 회귀식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9.2%로 나타났다.

진로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 요인은 자

연적 보상전략(β= .200), 건설적 사고전략(β= .107)

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이

14.564(p <.001)로 회귀식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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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A 1

B .116
*

1

C .412*** .124* 1

D .498
***

-.054 .316
***

1

E .395
***

.211
***

.268
***

.320
***

1

F .306*** .026 .413*** .230*** .224*** 1

G .205
***

-.081 .250
***

.179
***

.175
***

.392
***

1

H .214
***

.036 .103 .255
***

.177
***

.113
*

.047 1

I .077 -.159** .315*** .098 .067 .466*** .406*** -.043 1

J .208
***

-.099 .171
***

.295
***

.078 .328
***

.294
***

.190
***

.285
***

1

K .235
***

-.033 .151
**

.241
***

.028 .224
***

.336
***

.312
***

.225
***

.679
***

1

L .264*** -.114* .189*** .335*** .118* .279*** .450*** .229*** .241*** .517*** .607*** 1

A : 목표중심적전략, B : 자책중심적전략, C : 확인중심적전략, D :자연보상적전략,
E : 건설적사고전략, F : 진로계획명확성, G : 독립적자기신뢰, H : 진로유연성,
I : 전문능력향상, J : 일반만족, K : 교과만족, L : 인식만족

<표 5> 셀프리더십, 진로신념,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7.5%로 나타났다.

전문능력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 요인은

확인 중심적 전략(β= .340)은 양(+)의 영향을 자책 중

심적 전략(β= -.201)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F값이 29.069 (p <.001)로 회귀식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13.9%로 나타났다.

4.3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표

7> 일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 요인은 자

연적 보상전략(β= .295)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F값이 34.370(p <.001)로 회귀식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8.7%로 나타났다.

교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셀프리더십 요인은 자연적

보상전략(β= .164), 목표 중심적 전략(β= .152)은 양(+)

의 영향을 자책 중심적 전략(β= -.119)은 음(-)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이 19.142(p <.001)

로 회귀식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13.8%로 나타났다.

4.4 진로신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8에서와 같이 진로신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신념 요인은

진로계획명확성(β= .179),

독립적 자기신뢰(β= .157), 진로유연성(β= .168),

전문능력향상(β= .145)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이 19.970(p <.001)로 회귀식

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17.8%로 나타났다.

교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신념 요인은 독립적

자기신뢰(β= .269), 진로유연성(β= .305) 전문능력

향상(β= .128)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이 32.562(p <.001)로 회귀식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21.4%로 나타났다.

인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신념 요인은 독립적

자기신뢰(β= .402), 진로유연성(β=.198) 진로계획명

확성(β= .099)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F값이 40.674(p<.001)로 회귀식

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25.4%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셀프리더십이 진

로신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계획 명확성에서는

확인 중심적 전략(+), 목표 중심적 전략(+), 독립적

자기신뢰에는 확인 중심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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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Bi SE β t

계획
명확성

상수 1.473 .195 7.543***

확인중심적 
전략 .408 .062 .345 6.636***

목표중심적 
전략 .170 .054 .163 3.141**

F=42.777***, R2=.192

독립적
자기
신뢰

상수 1.999 .250 7.995***
확인중심적 

전략
.309 .071 .229 4.378***

자책중심적 
전략

-.132 .049 -.139 -2.701**

건설적
사고전략

.150 .056 .143 2.698**

F=12.345***, R2=.092.

진로
유연성

상수 1.702 .206 8.264***

자연적보상
전략

.261 .064 .220 4.115***

<표 6> 셀프리더십이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

건설적
사고전략

.112 .056 .107 1.992*

F=14.564***, R2
=.075

전문
능력
향상

상수 2.549 .221 11.548***
확인중심적
전략

.439 .064 .340 6.897***

자책중심적
전략

-.182 .045 -.201 -4.081***

F=29.069***, R2=.139

* : p< .05, ** : p< .01, *** : p< .001

략(+), 자책 중심적 전략(+), 진로 유연성에서는 자

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전문능력

향상은 확인 중심적 전략(+), 자책 중심적 전략(+)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셀프리더십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 일반만족에서는 자연적 보상전략(+), 교과만

족에서는 자연적 보상전략(+), 목표 중심적 전략

(+), 인식만족에서는 자연적 보상전략(+), 목표 중

심적 전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신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만족에서는 진로계획 명확성(+), 독립적 자기신뢰

(+), 진로유연성(+), 전문능력향상(+), 교과만족에서는

독립적 자기신뢰(+), 진로유연성(+), 전문능력향상(+),

인식만족에서는 독립적 자기신뢰(+), 진로유연성(+),

진로계획명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부사관과 학생들의

올바른 셀프리더십이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과

셀프리더십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진로신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사관과 맞춤식 교육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부사관과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신세대 학생들의 가치관 및 의식성향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적합한 형태의 부사관과 학생

들의 부사관 임용을 위한 학교생활에서의 자기 주

도적으로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과 준비를 하는 셀

프 리더십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현재 부산

광역지역 부사관과 대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본 연구와 관련한 시사점은 첫째, 건전한 학교

생활 및 자기개발 차원의 셀프리더십 교육의 필요

성이다. 부사관과, 학과를 개설한 대학에서는 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효

율적인 리더십교육을 학년별 체계적인 교육을 통

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대

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

여 취업(임관)에 대한 진로신념이 확고한 가운데

취업(임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셀

프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을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

인하였다.

둘째, 체계적인 셀프리더십 교육 및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지원이다. 학생들의 취업(임관)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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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원하는 리더십 교육 가운데 셀프 리더십 교

육을 강화하여 진로 및 취업(임관)의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지원하자는 것이다.

셀프 리더십의 유의적인 특성을 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취업 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생활, 전공생활 만족, 취업목표설정 및 진로신

념화를 학년별, 집단별 순기능적으로 유도하며, 취

업(임관)후 군 간부로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임

무수행을 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역량을 학생신

분부터 자발적으로 체득하여 자기화 할 수 있도록

리더십센터 설치 및 기존지원 역량 확충, 전문 인

력 배치 등 셀프리더십과 관련한 교육역량을 지원

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Bi SE β t

만족

상수 1.988 .176 11.273***

자연적보상전략 .347 .059 .295 5.863***

F=34.370***, R2
=.087

교과
만족

상수 1.778 .206 8.618***

자연적보상전략 .196 .070 .164 2.810**

목표중심적전략 .184 .070 .153 2.622**

F=14.706***, R2
=.076

인식
만족

상수 1.719 .238 7.212***

자연적보상전략 .313 .071 .253 4.426***

목표중심적전략 .190 .072 .152 2.648**

자책중심적전략 -118 .050 -.119 -2.379*

F=19.142***, R2
=.138

* : p< .05, ** : p< .01, *** : p< .001

<표 7> 셀프리더십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셋째, 셀프 리더십 교육 강화 및 홍보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결 및 국가시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인재채용 특성변

화, 대내·외 국가문제의 현실을 직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내재적인 능력 확충을 외면하고 자격증 취

득을 통한 경력관리에서 벗어나 자아성숙과 스스

로 진로결정과 취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의 변

화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및 진로의 다

양한 홍보활동 및 상호 연계를 통하여 흔히 말하는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5포 세대(취업, 내 집

포기+3포 세대)의 관념으로 부터 벗어나 도록하게

함으로서 국가시책인 청년실업문제 해소는 물론

우수한 인재개발육성 추진, 복지증진 차원에서 추

진하자는 것이다.

학교 및 정부 등 관련기관에서 지원하는 셀프리

더십 교육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체계적,

제도적으로 추진하여 장점은 활성화 시키고 단점

은 보완시켜 학교생활 만족, 우수인력양성, 취업

활성화, 국가 경쟁력제고 등의 생산적인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확대되고 필요한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Bi SE β t

만족

상수 .860 .249 3.449***

진로계획 명확성 .204 .064 .179 3.174**

독립적 자기신뢰 .157 .054 .157 2.900**

진로유연성 .167 .048 .168 3.462***

전문능력향상 .151 .059 145 2.552*
F=19.970***, R2=.178.

교과
만족

상수 .715 .236 3.032**

독립적 자기신뢰 .273 .052 .269 5.244***

진로유연성 .306 .047 .305 6.482***

전문능력향상 .136 .054 .128 2.501*
F=32.562***, R2=.214

인식
만족

상수 .614 .230 2.665**

독립적 자기신뢰 .424 .052 .402 8.112***

진로유연성 .207 .048 .198 4.321***

진로계획
명확성

.118 .060 .099 1.978*

F=40.674***, R2
=.254

* : p< .05, ** : p< .01, *** : p< .001

<표 8> 진로신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와 관련하여 부사관과를 개설한 대학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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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관에서는 부사관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

취업(임관)에 대한 신념 및 명확한 목표설정구현,

국가경쟁력차원의 안정적인 취업유도를 통하여

취업(임관)에 대해 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셀프 리더십 교육이 교과과정

에 학년별, 집단별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편

성되어져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특성 있는

향상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

법을 모색하여 자율적인 학업증진 환경조성에 기

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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