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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선택 동기가 NCS교육과정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첫째, 전공 선택 동기, 둘째, NCS 교육과정, 셋째, 진로결정”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수의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Chronbach's Alpha 계수를 제시하고 베리맥스Berimax 방식을 수행하였다. 측정항목들

의 AVE와 CR 수치가 모두 기준치인 0.5와 0.7 이상으로 산출되어 항목들의 집중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검

증결과 표준화계수가 ‘선택 동기 ⇨ NCS 교육과정’는 0.563로, ‘NCS 교육과정 ⇨ 진로결정’는 1.339로 산출되어 두 가설의 관

계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는 선택 동기를 높

여주고 NCS 교육과정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The Effect of Selection Motivation of Security-related Department

Students on NCS Curriculum and Care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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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ection motivation on the NCS curriculum and career

decision of the students in security related department.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irst, Motivation to

select major, Second, NCS curriculum, Third, Career decision". In this study, Chronbach's Alpha coefficients were

presented to analyze the reliability of variables and exploratory factors, and the Berimax method was performed. The AVE

and CR values of the items were calculated to be 0.5 and 0.7, respectively.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the Intensive

feasibility of items were well-focused.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the standardized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as

follows: 'Selective motivation ⇨ NCS curriculum' is 0.563, 'NCS curriculum ⇨ career decision' is 1.33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hypotheses was found to be positive (+).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decision of students in security

related departments, it seems necessary to raise the motivation of selection an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NC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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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이 탑

승한 차량을 호위하는 12명의 북한 경호원들의 모습

이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모두 검정색 정장을 입고

방어형 ‘V’자 경호를 하며 뛰어가는 모습이 김 위원장

의 위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군사분계선을 오르

내리며 경호하는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

진 장관을 연출하였다. 우리 사회에 경호원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학은 경호경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서 효율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문이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생명

과 재산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는

모든 현대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정도로 다양

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경호경비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

최근 우리사회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

해 여러 분야에서 경호경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호관련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

해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에서 경호관련 학과

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오늘날 지상과 해상, 공

중에서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경호 활동을 전개하고

경호장비와 기술의 과학화를 위해 경호관련 대학에서

는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경호학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호학 전공 학생들의 선택

동기가 NCS교육과정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약 2주간에 걸

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첫째, 전공

선택 동기, 둘째, NCS 교육과정, 셋째, 진로결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은 중요도와 신뢰

도, 타당성, 연관성 분석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선택 동기

전공 선택 동기는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전공

만족은 학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분석하였다[2]. 만족스러운 진로상담을 많이 경

험할수록 내적 선택요인에 의해 전공 선택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3]. 경비원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유

는 직업의 가치성’으로 공공의 안녕,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도, 시민의 안전보호, 희생정신, 범죄예방,

보안유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4]. 직업 선택 동

기의 선행변수로 개인 환경요인을, 조절변수로 개인-

직무적합성을, 결과변수로 직무만족을 연구 모형으로

구성하여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5].

2.2 NCS 교육과정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학문 정립을 위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6]. 경호학과는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사회치

안활동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7]. 교과과정의 필

요성에 대해 남성은 전문가 양성과 전공의 세분화를

강조하였고, 여성은 여성학, 의전, 상류계층의 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8]. 향후 경호학은 국

가인정을 받도록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 취득자에게 취업으로 연계시키며, 자

격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9].

2.3 진로결정

진로결정을 위한 이론적 요인으로 '세상의 첫걸음',

'대학생활 충실히 하기', '취업 전략', '취업 장벽', '

경호학 전공과 업무의 일치' '상사에게 필요한 인재'

를 선정하였다[10]. 경호학과 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

를 많이 받고 있으며, 취업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11].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

정 및 자기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이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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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진로결정은 진로준비행동, 진로태도성숙, 유능

감과 관련성이 높으며, 진로태도성숙 중에서 결정성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4].

3. 자료수집 및 연구가설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선택 동기가 NC

S교육과정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3개로 구분하여

“첫째, 전공 선택 동기, 둘째, NCS 교육과정, 셋째, 진

로결정”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항목별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실증분석은 중요도와 신뢰도,

타당성, 연관성 분석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를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과 탐색적 요인 등을 살펴보

기 위해 SPSS WIN 18.0 등을 이용하였다.

3.2 연구가설

3.2.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3.2.2 선택 동기와 NCS 교육과정

학생들은 ‘전공 선택 및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선택 및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

들에게 전공 선택 및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설계가 제시되어야 한다[15].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선택과 교육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고, 진로결정은 4학년이

유의하게 높이 나타났다[16]. 직업 선택 동기에서 직

업존중, 안정성, 자아실현은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발적 동기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7]. 직업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만족도가 제시되어, 향후 만족

도를 높이는 교육과정이 필요해 보인다[18].

가설 1 : 경호학 전공의 선택 동기가 높을수록 N

CS 교육과정에 만족할 것이다.

3.2.3 NCS교육과정과 진로결정

학생들은 개인적 변수인 성별 및 성적에 따라 교육

과정 만족과 진로 결정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

석하였다[19]. 교과만족은 진로결정, 진로확신, 진로흥

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교과만족은 진로결

정을 통하여 문제해결과 정보수집에 매개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만족이 높을수

록 진로결정 효능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21]. 자

신감 요인은 진로교육과정과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

며, 미래지향성 요인은 직업결정과 진로면담에 영향을

미친다[22]. 강의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

들은 진로결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었는

데, 그 이유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정보

인식 능력을 의미한다[23].

가설 2 : NCS 교육과정이 만족할수록 진로결정에 

만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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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측정개념 측정항목 참고문헌

선택동기

경호관련학과 NCS 교육과정은 이론수업 비중이 높다. 박인실, 박영식 (2015)

어윤경 (2011), 김상진 (2012)

김선아, 민경률, 이서경, 박성민 (2

013)

경호관련학과 NCS 교육과정은 취업을 위한 자격증취득에

도움이 된다.

경호관련학과 NCS 교육과정 실무교육에 만족한다.

NCS교육과정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정일홍 (2012), 공배완 (2007)

강민완, 김선아, 김동현 (2010)

김남중 (2012)

전공영역이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호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선택이 용이하다.

나는 전공과 관련이 깊은 직장에 종사하고 싶다.

진로결정

졸업 후 진로방향은 전공을 살리는 곳으로 취업하고 있다. 권태일, 박옥철, 박남권 (2015)

이솔지, 이주락 (2015)

조철규, 박수현, 김동제 (2017)

심정호 (2016), 소연희 (2011)

전공영역이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호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선택이 용이하다.

나는 전공과 관련이 깊은 직장에 종사하고 싶다.

4.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호관련학과 NCS교육과정이 학생

들의 만족도와 진로결정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에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을 도출하였

다. 이를 토대로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

하였다. 신뢰성 분석은 표본의 특성이 어느 정도 적합

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응답자들이

설문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성 있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내적 일관성 확인 과정이다[24].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신

뢰성 검사 방법인 Ch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

다. Nunnally(1978)는 예비연구에서 계수 값이 0.6 이

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25]. 실무 연구에

서는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확보한 것으로 인식한다.

<표 2>에서 Chronbach's Alpha 계수가 0.7 이상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내적 일관

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에

Varimax Rotation (베리맥스 방식)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에서 연구의 요인 적

재량이 모두 기준치 0.4 이상으로 나타나 같은 변수끼

리 서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표 3>

에서 측정항목들의 판별타당성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개념신뢰도 (CR : Construct

Reliability) 수치가 모두 기준치인 0.5와 0.7 이상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집중타당성

이 전반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판별타당성 분석을 위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들의 AVE 제곱근 값과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계산결과 <표 3>와

같이 변수들의 AVE 제곱근을 다른 상관계수와 비교

해서 수치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 간에 판별

타당성이 확인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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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선택동기 NCS 교육과정 진로결정 Cronbach's α 

선택동기

.832 .239 .297

0.879.817 .262 .319

.733 .187 .410

NCS 교육과정

.033 .888 .162

0.902
.268 .817 .292

.310 .789 .274

.279 .777 .209

진로결정

.222 .272 .867

0.913
.319 .172 .809

.371 .301 .736

.420 .320 .718

Note : KMO=0.904 , Bartlett's =831.684 (p<0.001) 

<표 2> 각 변수의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변수 AVE CR 선택동기 NCS 교육과정 진로결정

선택동기 0.714 0.842 0.845

NCS 교육과정 0.736 0.903 0.644 0.858

진로결정 0.759 0.915 0.809 0.680 0.871

Note : 대각선의 굵은 숫자는 변수의 AVE 제곱근, 그 외의 값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표 3> 각 변수의 판별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경호관련학과 NCS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만족도와 진로결정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자 한다.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yhood estimation)을 통하여 검증하였

다. 분석결과 =53.972(df=41, p=0.044), CMIN/DF

=1.316, CFI=0.984 (>0.9), TLI=0.979 (>0.9), NFI=

0.938 (>0.9), RMR=0.045 (<0.05), RMSEA=0.057 (0.7

까지 수용), GFI=0.919 (>0.9)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적합도의 권장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가설검증

을 수행하였다. 경호관련학과 NCS 교육과정이 학생들

의 만족도와 진로결정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한 인과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4> 구조방정식을 통한 가설 검증

가설 경로 표준화계수 P 검증

가설 1 선택동기 ⇨ NCS교육과정 0.563 0.001*** 채택

가설 2 NCS교육과정 ⇨ 진로결정 1.339 0.001***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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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5. 결 론

본 연구는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선택 동기가 NC

S교육과정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첫째 전공 선택

동기, 둘째 NCS 교육과정, 셋째 직로결정”로 구성하였

다. 실증분석은 중요도와 신뢰도, 타당성, 연관성 분석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구조 방정

식과 탐색적 요인 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WIN 18.

0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변수의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Chronbach's Alpha 계수 값이 선택 동기

0.879, NCS 교육과정 0.902, 진로결정 0.913으로 산출

되어 측정항목들이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

된다.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항목 분석 결과, 선

택동기, NCS 교육과정, 진로결정이 모두 같은 변수끼

리 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측정항목들의 AVE와

CR 수치가 모두 기준치인 0.5와 0.7 이상으로 산출되

어 본 연구에 사용된 항목들의 집중타당성이 전반적으

로 확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경호관련학과 NCS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만족도와 진로결정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과 연구모

형에 대한 적합성을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

과,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어 가설검증

을 수행하였다. 이 수치는 적합도의 권장기준을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

고 가설검증을 수행하였다. NCS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만족도와 진로결정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한 인과관계

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가설검증결과 ‘선택동기 ⇨ NCS교육과정’ 관계는

표준화계수 0.563로 산출되고, ‘NCS교육과정 ⇨ 진로

결정’의 관계는 표준화계수 1.339로 산출되어 두 가설

의 관계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증 결과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이 경호학에 대한 선택

동기가 높을수록 NCS교육과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NCS 교육과정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

로결정에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진로결정 후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선택 동기를 높여주고 NCS 교육과정

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

를 위해 대학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전공

선택 및 NCS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

록 현대화된 교육설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

호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관심을 부각시키고 산·

학·연이 협력하여 이론과 실무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

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의 NCS 교육 역시 기업현장형으로 바뀐다면

산업체 요구조건에 맞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바로 현장

에 투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된다면 정부가 원하는

기업수요에 맞춘 현장 중심형 인재양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 및 교육기관 그리

고 산업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며 효율

적⋅체계적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

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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