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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adaptability of travel agency employe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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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mpirically test the data,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information collection behavior and goal attainment behavior, excluding tool
preparation behavior, affect the sense of goal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b
competency, and positive attitude. Rather than conducting major study in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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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 본 연구는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여행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
구방법은 정량적 연구방법을 선정하여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구준
비행동을 제외한 정보수집행동과 목표달성행동이 진로적응성의 목표의식, 대인관계, 직
무능력,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종사원들은 진로준비과정
에서 실무학습을 수행하는 것 보다, 여행사 직업관련 정보수집행동과 입사지원, 면접수
행 등을 의미하는 목표달성행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보수
집행동과 목표달성행동은 단순히 채용정보만을 수집하고 여행사를 선택하여 입사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직무특성과 기업의 특성을 체험하는 행동으로 정
의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열쇠말 : 진로준비행동, 진로적응성, 여행사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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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여행 기업에 입사 한 후, 1 2년을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처음 입사한 수에서 50%를
넘지 않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보고서는 이직률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유
정선, 2016; 유정선 김창수, 2014; 한국경영자총협회, 2014). 이러한 이직(離職)현상은 업
계 내 연례행사로 나타나 고질병처럼 인식되어 여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유정선·김창수, 2014).
여행사종사원들의 이직 증가는 채용관련 비용, 교육훈련비 등의 부대비용을 높이며
남아있는 구성원이 느끼는 사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도 해당직무의 공
백을 야기함에 따라 직무성과의 미흡, 더 나아가 기업의 경영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유
정선, 2016). 이직률 증가에 대한 원인을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행기업의 낮은 임금
과 관련된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산업분야들도 낮은 임
금과 같은 근무조건임을 감안한다면 언급된 이유가 이직률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
정지울 수는 없다.

몇몇 연구들과 보고서는 퇴직의 이유로 종사원들이 조직 및 직무에 적
응하지 못했다(47.6%)는 응답률에 따라 해당 직무에 대한 부적응을 원인으로 꼽고 있으
며 진로적응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종상 김남조, 2018; 강미영, 2015;
한국경영자총협회, 2014). 즉, 직무에 대한 부적응의 원인을 찾는 것을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무적응이 이직률을 감소시켜 개인들의 진로발달을 돕는 긍정적인 요인이
라면 진로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선행요인은 무엇이고 진로적응과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선행연구들은 진로적응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에 대해서 진로준비행동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강조하고 있다(김나래, 2013; 김
종상 김남조, 2018; 이수분, 2016; Duffy & Blustein, 2005).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관련하여 나아
갈 방향을 결정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실천행동을 의미한다
(김봉환, 1997; 김봉환·김계현, 2007; 서희정·윤명희, 2011). 여행사 입사를 위한 진로준비
행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수행했는지에 따라 여행사 진로적응에 있어서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진로적응성은 변화하는 직무환경에 대처하는 능력
과 적응하기 위한 태도와 능력을 의미 한다(Savickas, 1997; Super & Knasel, 1981; 장
계영·김봉환, 2011). 진로준비행동이 체계적, 구체적으로 잘 갖추어졌을 때 진로적응은
바람직하게 구성되고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문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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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소키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진
로적응을 증진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확인하였으며 그러한 진로적응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는 진로준비행동임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변인 관련하여 관광
분야에서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여행사종사원들이 입사 전 여행사로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떠한 주안점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입사 후 진로적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지금 지 이직률을 감 시 고 여행기업의 경영약화를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 개념 및 선행연구
념

소개되기 전, 진로준비관련 연구들은 진로탐색
행동, 진로관여행동 등이었으며 이들 연구들은 인식이나 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김봉환, 1997; 김봉환·김계현, 1997). 진로준비행동은 국내에
서는 진로발달 및 진로상담분야에서 새로이 등장한 주제와 개념으로 김봉환과 김계현
(1997)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이재창·박미진·김진희, 2007; 서희정·윤명희, 2011).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차원으로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
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
로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봉환, 1997; 이재창·박미진·김진희, 2007). 진로준비행동은 어떤 시기에 갑자기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전부터 생각하고 경험한 것으로부터 연계되어
체계화 되고 축척되어 취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김봉환,
1997; 이경주·반월, 2015).
김계현(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자기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이라는 요인과 취업과 관
련된 준비행동이라는 요인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기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기업의 직무특성, 근로조건 등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등
을 의미하며 취업과 관련된 준비행동은 직무를 결정하고 취업절차를 숙지하고 입사지원
진로준비행동의 구체적 개 이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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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력서, 면접 등을 준비하는 등 실제
행동이라고

봉

강조하였다(서희정·윤명희, 2011).

취업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립

김 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진로변인을 정 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요인을
가지 측면으로

세

설명하였다. 첫째, 선택한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적성, 흥미 등을 이해

하는 것으로서 선택한 직업에 대한 직무환경, 근로조건 등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강조하였다. 둘째,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활동으로 도
구준비행동을 강조했다. 이는 자신이 결정한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장비나 기자
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실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직무에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학교 등에서 습득하는 활동과 전공수업을 듣는 행
동이 해당된다. 여행사 직무에 필요한 항공예약발권, 국외여행인솔자, 컴퓨터 활용 자격
증 등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셋째, 정보수집과 도구준비를 통해 기업
을 선택하고 입사지원 등을 수행하는 목표달성행동이다. 모의면접을 준비를 하거나 채용
시험에 지원하기 위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행동, 채용박람회 참가, 현장
실습 등의 구직활동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에 기반 하여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
-ation Behavior)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김봉환, 1997; 김봉환 김계현, 1997; 서희정
윤명희, 2011). 여행사 입사 전 여행사 직무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행동과 태도로
서 심리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말하며 여행사 직무적응
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준비하는 실천행위이다. 구성요인으로는 여행사 직업 관련하여 자
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직업정보 등을 수집하는 정보수집행동, 직무관련 학습을 수행하는
행동을 정보수집행동으로

도구준비행동, 기업을 선택하고 입사지원, 면접 등을 수행하는 목표달성행동으로 구분하
였다.

2.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적응성 개념 및 선행연구
Super & Knasel(1981)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처하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이라고 개념화하였다(장계
영·김봉환, 2011). 진로적응성은 직업세계로 전환한 후 적응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뿐만 아니라 예
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성이라고 하였다(Savickas, 1997).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을 주장한 Savickas(1997)는 개인들이 진로발달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내적 구조의 성숙보다 외부환경(context)에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진로적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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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으며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산물과 개인의 반응경향성을 진로적응성의 특징
으로 제시하였다(정미예·조남근, 2015).
Super(1990)는 개인의 진로발달이 전 생애과정에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등
으로 순차적으로 발달한다는 기존 주장에서 불확실한 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시 새
로운 일자리를 찾아야하는 초기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변화하는 일과
일하는 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진로적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문명은 급변하는 산업과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복잡한 직업유형의 증가와 직
무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근무조건, 노동형태, 채용방식 등의 제도변화는 평생직장 개념
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였고 진로전환과 진로 재 선택이라는 개념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직업생활에서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특징의 진로적응성은 지속적,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활동에서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경력을 쌓아 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종상 김남조, 2018).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래진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 근심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좌절과 불안감 없이 만족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직업 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은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위하여 실무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등 직업적 과제를 준비하는 측면도 관련된다(Savickas, 1997; 조현재, 2016).
장계영 김봉환(2011)은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연구를 통해 진로적응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목표의식, 대인관계,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책임감 등으로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의식은 비전과 추구하는 직무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착실히 준
비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둘째,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력해서
일하고 의견조율과 갈등해결을 잘 하며 여러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셋째, 직무능력은 관심분야에 대한 직무내용을 알고 숙련된 전문기술을 소유
하고 있으며 변화된 규칙에 맞게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정하였다. 넷째, 긍정적 태도는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실패나 시련, 위
기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며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것으로 정하였
다. 다섯째, 책임감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남에게 미루지 않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완수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검토한 개념을 토대로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을
여행 기업 특징을 고려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사의 주요 직무가 관광객들
의 욕구를 기반으로 관광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만족을 추구하는 환경들이 주
어지므로 이러한 여행사 직무환경에서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이다. 둘째, 여행사 직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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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좌절과 불안감 없이 만족을 유지케 하는 태도이다. 셋째, 예측 가능한
상황 뿐 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여행사 직무환경 상황에서도 대처하는 능력이며 필요
에 따라 주체적으로 환경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포함된다. 넷째, 변화가 불가피한 여행사
직무환경 속에서 일과 직무,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통제하며 적응하기 위한 태도와 능력
으로 정의 할 수 있다(장계영·김봉환, 2011; Goodman, 1994; Savickas, 1997; Super &
Knasel, 1981).
경과 상호 용하여

3.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의 영향관계
천

강조하는 측면에서
인지, 태도, 심리적 변인들인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상담경험, 진로장벽, 성격,
특성불안, 회복탄력성 등과의 영향관계 연구들이 주류를 차지한다. 이들 연구들은 효율
적인 진로준비를 위하여 수행되어진 요인 및 개념들이며 결과적으로는 진로적응을 목표
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김나래, 2013; 김종상 김남조, 2018; 이수분, 2016).
진로준비행동 관련 선행연구들은 진로를 준비하는 실 적 행동을

선행연구들은 진로적응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에 대해서 진로준비행동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김나래, 2013; 김종상 김남조, 2018; 유형숙, 2016; 이수분, 2016;
Duffy & Blustein, 2005). 삶에서 직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과 행동이 향후 직업생활에서의 적응에 유의미한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유형숙, 2016; 이수분, 2016). 이점에서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의 선행변인이며 서
로 간의 밀접한 영향관계가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인식하며

III. 조사 설계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칠 것이라는 논의를 토대로 진로준비행동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행동이 진로적응성의 목표의식, 대인관계, 직무능

책임감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력, 긍정적 태도,

와 같이 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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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1)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

념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본 진로준비행동 연구에 사용한 척
도는 김봉환(1997), 서희정·윤명희(2011), 박완성(2003), 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김형균(2003), 이명숙(2003), 고태용(2008) 등이 사용한 척도로 조사되었다. 그 중
에서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척도는 김봉환의 진로준비행동 척도(16문항)로 정
보수집행동 6문항, 도구준비행동 3문항, 목표달성행동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
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위 척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라는 점과 척도가 오래되어(1997)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고 재직자의 진
로준비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인식되었다. 따라서 여행사종사원들
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한 선행연구(김종상 김남조, 2018)를 참조하여 척도문
항을 수정 하였다. <표 3-1>에 제시된 것 같이 14문항으로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진로준비행동 개

2)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적응성 측정도구

척도들은 Rottinghaus, Day & Borgen (2005)의
진로미래검사 척도(Career Future Inventory:CFI), 장계영·김봉환(2011)의 대학생 진
로적응성 척도, Savickas & Porfeli(2012)의 진로적응능력척도(Career adapt-abilities
scale: CAAS) 등으로 나타났다.
위 진로적응성 척도 중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척도는
장계영 김봉환(2011)의 척도로 국내 재직자들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개념과 문항이 적절
선행연구자들이 개발한 진로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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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설명하는 구성요인과 항목들이 대체로 서
로 일치되어 설명하고 있었으며 직장생활과 조직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종사원으로서 소유해야하는 정신적, 심리적인 태도, 의지 등이 골고루 분포되었다고 판
하다고 판단되었다. 진로적응성에 대한 개 을

단되었다.

척도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여행사 직무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여행사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을 파악한 선행연구(김종상 김남조,
2018) 등을 검토한 후 척도문항을 수정하여 최종설문지를 아래 표<표 3-1>와 같이 구성
그러나

하였다.

3)

최종설문지 구성

<표 3-1> 최종설문지 구성

변수 구성요인

측정항목

항목수 척도

전 양 매

여행사 입사
다 한 체로
정보수집
통한 직업정보 수집행동 경험
행동
정도

여행사
종사원들의 도구준비
진로준비
행동
행동

여행사 입사 전 직무관련
전공학습 및 직업기초지식
학습행동경험정도

여행사 입사를 위한 입사지원,
목표달성
면접수행 등 업실 행동 경험
행동
정도

책임감
목표의식

취 전
진로적응과정에서 책임감 수행
경험정도
진로적응과정에서 목표의식 추구
경험정도

여행사
진로적응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종사원들의 대인관계
고 과의 원만한 관계 경험
진로적응성
정도

및 객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전

인구통계학적
공,
특성
직무관련

휘

4

4

6
4
4
4

진로적응과정에서 직무능력 발
경험정도

6

직무 동 중 발 하는 부정적
상 에서 긍정적 태도 경험정도

4

활
생
황
전공, 근무기간, 성별, 연령, 직무
형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합계

7

출처

봉
숙 8
희 윤명희
5점
리커트 S C
&
척도
H
8
K
&
M
김 환(1997),
서진 (199 ),
서 정·
(2011),
tumpf, olarelli,
artman(19 3),
opleman, Rovenpor
illsap(1992).

장계영·김봉환(2011),
Ashford & Taylor(1990),
Pulakos, Arad, Donoval
& Plamondon(2000),
5점
리커트 Ployhart & Bliese(2006),
척도 Savickas & Porfeli(2012),
Super & Knasel(1979),
Rottinghaus, day &
Borgen(2005).
명목
척도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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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자 및 설문조사과정
연구목적이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의 영향관계를

므

파악하는

것이 로 조사대상자는 여행사에 재직하고 있는 여행사종사원들로 선정하였다. 그들이

패키지여행사, 자유여행 전문여행사, 항공권판매
여행사, 허니문전문여행사, 일본지역 전문여행사, 중국지역 전문여행사 등으로 종류별로
균형을 맞추어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여행사종사원들의 직무가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상담을 수행하며 항공권을 판매하고 관광지에서 안내와 해설 등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
식하고 직무분야에 따라 여행상품개발 및 상담, 항공예약 및 발권부서, 지역별 여행상품
부서, 경영지원실 등의 부서별로 나누어 설문조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김종상·김남조, 2018; 김종상·송영민, 2012).
설문조사는 위에서 언급한 여행 기업 및 직무별로 연구자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20일 동안 설문지를 배부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효율적이고 명확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였다.
첫째, 여행사는 대부분 고객들의 방문이 편리한 대도시 중심에 위치한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 도심에 분포되어 있는 여행사를 종류별로 약 50개(A여행사 등)를 선정하였다. 둘
째, 여행사 마다 설문지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책임자를 조사하고 선정하였다. 셋째, 여
행사를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설문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양질의 설문응답이 되도록 1인
당 상품권을 설문지와 함께 제공하였다. 넷째, 설문지는 종사원 수가 200인 이상 기업은
50부, 100인 미만 기업은 30부, 기타 50인 미만 기업은 20부 등으로 기업 규모별, 기업유
형별로 균형을 맞추어 총 422매를 배부하였다.
재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 기업을

4. 분석방법
설문지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론적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산출되는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
의 가설검증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2> 참조).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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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3-2> 분석방법

표본의 특징
신뢰도 및 타당도
가설검증

주 요 내 용.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전공, 성별, 연령, 근무부
서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총 422매의 설문
을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데이터 8매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은
414매였다.
전공분야는 관광분야 53.9%, 비 전공분야 46.1%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행기업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준비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
한다. 성별 구성은 여성 69.8%, 남성 30.2%로 나타났다. 직무의 전문성, 직무수준 등
주요특성에 있어서 여성이 선호하고 여성에게 좀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이 여행사 직
무의 특징이라고 판단된다. 연령은 30대 41.5%, 20대 40.1%, 40대 15.5% 등의 순으로
분포되었으며 30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본의 연령대가 30대부
터 40대로 분포된 것은 직무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연령대가 대부분 젊은 층으로 인
식되며 직무특성 상, 신속과 정확성 등이 요구되는 직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응답자의 근무부서는 패키지 여행부 23.9%, 영업부 23.4%, 항공부 21.3% 순으로
분석되었다. 여행업 직무활동이 여행상품과 항공권을 주로 취급함을 말해주며 경영성
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업부서가 활성화 되어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
로 판단된다. 여행업 근속연도는 3년 미만 35.3%, 3년 이상-6년 미만이 25.1%, 15년 이
상이 12.3%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의 근속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6년 미
만의 젊은 층들이 활발하게 직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6년 이상에서 15년 미
만의 경력자들 비율이 낮은 것은 그 기간의 경력자 고갈이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표 4-1>참조).
여행사종사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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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별

성

령

연

구

<표 4-1> 표본의 특성

분

관광분야
비관광분야
계
남
여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공
지여행
자유여행
영업
특수지 여행
경영지원
사업
기타
계
3년 미만
3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9년 미만
9년 이상-12년 미만
12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기타
계
사원
주임
대
과

소
소

소
항
패키

근무부서

여행업
근 연도

속

역
랜드
소

소

현재직위

입사

120

전 직업

리
장
차장
부장

이사
기타
계
학
호텔관련업
서비 ·유통관련업
일반사무
건 ·교통관련업
산제조업
기타
계

스
설
생

소
생

소

빈도(명)

백분율(%)

8

8

223
191
414
125
29
414
166
172
64
9
2
1
414

88

99
21
97
7
51
11
40
414
146
104
47
27
37
51
2
414
125
62
73
69
41
26
13
5
414
214
31
51
39
9
3
67
414

53.9
46.1
100.0
30.2
69.
100.0
40.1
41.5
15.5
2.2
0.5
0.2
100.0
21.3
23.9
5.1
23.4
1.7
12.3
2.7
9.7
100.0
35.3
25.1
11.4
6.5
.9
12.3
0.5
100.0
30.2
15.0
17.6
16.7
9.9
6.3
3.1
1.2
100.0
51.7
7.5
12.3
9.4
2.2
0.7
1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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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분석
1)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

신뢰도 분석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 총 3개요인, 14개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전

신뢰도는 .866, 요인별 신뢰도는 정보수집행동 .893, 도구준비행동 .761, 목표달성행동
.951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이 기준치(.70 이상)를 상회하고 있어 측정요인의 신뢰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

2)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적응성

신뢰도 분석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뢰도
는 .925, 요인별 신뢰도는 책임감 .821, 목표의식 .830, 대인관계 .818, 직무능력 .868, 긍정
적 태도 .871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이 기준치(.70 이상)를 상회하고 있어 측정요인의 신
뢰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 변수의 총 5개요인, 22개

3. 탐색적 요인분석
1)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개요인, 14개 항목 중에서 도구준비행동 요인의 ‘여행사 입사 전에 여행사
실무교재로 학습하였다.’, ‘여행사 입사 전에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혹은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의 2개 항목을 제외한 3개요인 12개 항목이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위 2개의 항목들에 대해서 여행사종사원들은 여행사 입사 전에 수행했던 학습행
동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모형 적합도는 KMO .883, 근사카
이제곱 4698.595, 유의도는 .000 수준이며 누적 분산율 77.007%로 사후 분석에 커다란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 내용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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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4-2>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항목

여행사 입사
를 나 었다.

누

정보
수집
행동

도구
준비
행동

목표
달성
행동

여행사 입사
였다.

전에 여행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
전에 취업상담센터, 박람회 등을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하였다.
여행사 입사 전에 여행기업 전망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구입 하거나
읽어 보았다.
여행사 입사 전에 여행사 실무교재로 학습하였다.
여행사 입사 전에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혹은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
여행사 입사

였다.

전에 컴퓨터 활용 등 직업기초지식을 학습하였다.
여행사 입사 전에 취업을 위하여 여행을 경험하였다.
여행사 입사 전에 여행사 종사자와 채용관련 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행사 입사 전에 여행사 채용관련 취업상담기관 등을 방문하였다.
여행사 입사 전에 여행사 채용 박람회, 취업캠프 등에 참가하였다.
여행사 입사 전에 여행사 채용관련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여행사 입사 전에 적성과 흥미를 알아보기 위해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
았다.
여행사 입사 전에, 이력서 및 지원서 작성, 면접수행 등의 구직활동을
여행사 입사

수행하였다.

겐 값: 목표달성행동(6.044), 정보수집행동(3.061), 도구준비행동(1.675)
KMO: .883, 근사χ2: 4698.595, 유의도: .000, 누적 분산율: 77.007%

요인적재치
8

. 64

8

. 69
.902

8

. 60
.535
.453

8
.810
.894
.833
. 23

.920
.921

8

.92

88

.6

아이

2)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적응성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
개요인, 22개 항목 모두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적합도는 KMO
.912, 근사카이제곱 4931.393, 유의도는 .000 수준이며 누적 분산율 67.268%로 사후 분석
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진로적응성 내용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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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 적응성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항목

요인적재치

맡은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한다.
.838
나의 직무를 끝까지 완수한다.
.775
책임감 나는
나는 나의 직무가 매출성과를 높이는데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426
나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790
나는 여행사 직무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잘 알고 있다.
.676
나는 여행사 직무에서 매출성과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
.775
목표
의식
나는 여행사 직무에서 목표를 향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705
나는 여행사 직무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목표가 있다.
.617
나는 여행사 직무활동에서 직장 내 선후배와 원만하게 잘 지내는 편이다.
.824
나는
여행사
직무
활
동에서
고
객
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
이다.
.726
대인
관계
나는 여행사 직무활동에서 선후배들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740
나는 여행사 직무활동에서 고객과의 문제를 잘 풀어 나간다.
.610
나는 여행사 직무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직무내용을 잘 알고 있다.
.631
나는 여행사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관광지식을 가지고 있다.
.829
나는 여행사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여행경험을 가지고 있다.
.781
직무
능력
나는 습득된 관광 정보지식을 가지고 직무를 개선하는 능력이 있다.
.733
나는 나의 직무와 관련해서 고객에게 상담하는 능력이 있다.
.639
나는 나의 직무에서 매출성과를 높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633
나는 나의 직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744
.850
긍정적 나는 나의 직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편이다.
태도
나는 고객과의 부정적 상황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편이다.
.810
나는 조직구성원 간의 부정적 상황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편이다.
.757
아이겐 값: 직무능력(8.693), 긍정적 태도(2.144), 목표의식(1.603), 대인관계(1.343), 책임감(1.016)
KMO: .912, 근사χ2: 4931.393, 유의도: .000, 누적 분산율: 67.268%
나는 내가

4. 가설 검증
1)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 적응성의 영향관계

[세부가설 1-1]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적응성의 목표의식에 정(+)의

친

영향을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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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귀모형은 회귀식 적합도를 나타내는 F 검정을 통하여 선형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F값은 6.009이며 유의 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통계량은 R =.043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의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4.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다중회귀
2

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 변수 중 정보수집행동, 목표달성행동이 진로 적응성의 목표의식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보수집행동이 상대
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4> 참조). 가설 1-1는 부
에 95%

분 지지되었다.

<표 4-4> 세부가설 1-1 검증결과
종속변수
목표의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독립변수

t

p

정보수집행동

.100

.032

.14

8

3.072

.002

도구준비행동

.002

.027

.004

.0 9

.929

.024

.143

2.961

.003

목표달성행동

값

.070

확

R2: .043, F : 6.009, 유의 률: .000, 유의수준

P<0.05

8

세
필수적인 행
동임을 재확인 한 것이다. 여행사종사원들은 과거, 여행사 입사를 위하여 여행사실무 관
련 학습을 수행하는 도구준비행동을 수행하는 것 보다는 주로 여행사에 대한 전망, 근무
조건 등 직업정보를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수집하는 것을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행사종사원들은 목표달성행동으로서 여행사를 선택하고 이력서 등을 작성하여 입
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수행하는 등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행사 입사를 위해서는 채용박람회 참여, 실무자와의 만남 등 기업 및 실무특
정보수집행동과 목표달성행동이 향후 직업 계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성을 체험할 수 있는 목표달성행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와 같은 결과는 서희정·윤명희(2014)의 연구에서 검증한 정보수집 및 목표달성행동
이 도구준비행동 보다 더욱 활발히 하며 진로적응성을 높인다고 주장한 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정보수집, 도구준비, 목표달성행동들이 서로 간에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진로준비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한 김봉환(1997), 김봉환·김계현(1997)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
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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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가설 1-2]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적응성의 대인관계에 정(+)의

친

영향을 미 다.

검정을 통하여 선형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F값은 5.998이며 유의 확률 .001로 유의
수준 P<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통계량은 R2=.043으
로 나타났으며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4.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 변수 중 정보수집행
동, 목표달성행동이 진로 적응성의 대인관계에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보수집행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4-5> 참조). 가설 1-2은 부분 지지되었다.
<표 4-5> 세부가설 1-2 검증결과
F

종속변수
대인관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독립변수

t

p

정보수집행동

.101

.030

.164

3.3

88

.001

도구준비행동

.003

.025

.006

.125

.900

목표달성행동

.055

.022

.123

2.534

.012

값

8

확

R2: .043, F : 5.99 , 유의 률: .001, 유의수준

P<0.05

검토하면 첫째, 여행사종사원들이 입사 전에 다양한 매체를 통
해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이 적응과정에서 대인관계를 높여 바람직한 직무활동을 도
와준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서희정·윤명희, 2011; 이수분, 2016). 정보수집
행동은 정보의 불확실, 여행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집에 대한 꾸준한 노력은 ‘고객 및 구성원과의 문제를 해결
하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
째, 여행사종사원들은 입사 전에 이력서 등을 작성하여 입사지원을 수행하거나 면접을
수행하는 등 구직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진로적응과정에서 ‘대
인관계’를 높여 바람직한 적응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채용박람회 및 기업 등을 방문하여 입사지원과 면접을 수행하는 과정은 수업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실무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행동은 일의 형태, 특성을 알게
위 결과에 대한 의미를

되는 계기이며 경험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목표달성행동이 현재 직무

필요한 조직구성원과 고객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증진시켜주는 대인관계
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에 적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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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가설 1-3]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적응성의 직무능력에 정(+)의

친

영향을 미 다.

전체 회귀모형은 회귀식 적합도를 나타내는 F 검정을 통하여 선형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F값은 3.945며 유의 확률 .009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
귀모형의 적합도 검정통계량은 R2=.028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다
고 할 수 있고 2.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보수집행동만이
진로 적응성의 직무능력에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참조). 가설 1-3은 부분 지지되었다.
<표 4-6> 세부가설 1-3 검증결과
종속변수
직무능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p

정보수집행동

.103

.034

3.066

.002

-.004

8

.149

도구준비행동

.02

-.006

-.131

. 96

목표달성행동

.03

.024

.076

1.554

.121

8 값

8

확

R2: .02 , F : 3.945, 유의 률: .009, 유의수준

결과에 대한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0.05

8

첫째, 여행사종사원들이 입사 전에 여행사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이 직무능력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희 윤명희, 2011; 이수분, 2016). 정보수집행동은 단순히 여행 기업에 대한
채용정보, 근무조건 등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직무와 맞는지를 인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은 정보의 불확실, 여행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갖는다. 이러한 정보수집과정의 어려움을 통해 축척된 경험은
입사 후 직무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높일 가능성을 가지게 한다. 즉, 입사 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행동경험과 정보수집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은 입사 후 직무활동에서 직무능력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며 선행요인일 가능성
는 것이다(서 정·

이 높다.

[세부가설 1-4]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적응성의 긍정적 태도에 정

+

친

( )의 영향을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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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8
확률 .009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
귀모형의 적합도 검정통계량은 R2=.028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다
고 할 수 있고 2.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 변수
중 정보수집행동만이 진로 적응성의 긍정적 태도에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7> 참조). 가설 1-4는 부분 지지되었다.
<표 4-7> 세부가설 1-4 검증결과
F 은 3. 96이며 유의

종속변수
긍정적
태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독립변수

t

p

정보수집행동

.107

.03

8

.139

2. 62

8

.004

도구준비행동

-.030

.032

-.047

-.959

.33

목표달성행동

.045

.027

.0 0

1.640

.102

8 값 8

확

8

R2: .02 , F : 3. 96, 유의 률: .009, 유의수준

P<0.05

8

토대로 정보수집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긍정적 태도’와의 영향관계를 진로발
달 측면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 만이 진로적응의 긍
정적 태도요인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입사 전 여행기업의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행동
이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데 중요하다고 여행사종사원들이 인식하고 있
다는 점을 의미한다(서희정·윤명희, 2011; 이수분, 2016). 언급했듯이 정보수집행동은 단
위 결과를

순히 채용정보 등을 수집하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특성에 대한 구체적

파악하는 것이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
여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행동경험과 정보수집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은 입사
후 직무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긍정적 태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며 선행요인이라는 주
장이 타당하다.
정보를

[세부가설 1-5]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적응성의 책임감에 정(+)의

친

영향을 미 다.

값
확률 .187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4-8> 참조). 가설 1-5은 기각되었다.
F 은 1.606이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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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세부가설 1-5 검증결과
종속변수
책임감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독립변수

t

p

정보수집행동

.033

.032

.051

1.033

.302

도구준비행동

.01

.027

.033

.662

.509

목표달성행동

.041

.023

.0

1.7 1

.076

8

값

확

8

88

R2: .012, F : 1.606, 유의 률: .1 7, 유의수준

P<0.05

8

전 수행하는 진로준비행동이 직무에 적응하는 요인 중에 책임
감과는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계영·김봉환(201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책임감은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져야하는 요인이며 직장윤리로써 당연히 지켜야하는 통념으로 인
위 결과는 여행사 입사

식하였기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여행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행사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도구준비행동 요
인을 제외한 정보수집행동과 목표달성행동이 진로적응성의 목표의식, 대인관계, 직무능

희 윤명희, 2011; 이수분, 2016).

력,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정·
여행사종사원들은 진로준비과정에서

전공학습을 수행하는 것 보다 여행사 직업관련 정

보를 수집하는 행동과 입사지원, 면접 등을 수행하는 목표달성행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움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직무에 적응하는데 도 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

위 결과로부터 내 되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학습을 수행하는 도

구준비행동은 목표의식 등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에 교육기관 등에서 전공학습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직무에 적
응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행사 직무는 다
른 산업과 비교해서 직무유형, 직무형태 등이 체계화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실무교육
여행사종사원들이 입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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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개발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행사 직무교육은 현장에서 요구
하는 실무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도구준비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진로적응성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정보수집
행동과 목표달성행동의 개념을 재인식해보면, 이 두 행동은 단순히 채용정보만을 수집하
거나 여행사를 선택하고 입사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직무특성을 체
험하고 기업과 조직의 특성을 체험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특성

때문에 여행사 직무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문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관광산업의 발전에 관광종사원들의 역
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원들과 관련된 연구들이 미흡한 상
황에서 여행사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
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이다. 둘째는 관광학 분야에서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진로발달 연구에 대하여 본 연구가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관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
어서 단순한 여행사의 채용정보,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및 기업특징을 검토하고 전문성과 차별성을 이해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여행사 전공학습이 직무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여행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
생들이 고려해야할 점은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업정보, 근무조건 등을 수집
하는 행동뿐 만 아니라 변화하는 기업 및 직무특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행동이 유지될 때 입사 후 조기 퇴직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여행사종사원들을 조사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적응성 척
도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미흡했다는 점이다.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척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재직자를 대상으로 개발
된 척도들이 국외의 경우, 몇몇 존재했지만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개념과 다르고 지역적
특징의 차이가 있어서 적용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들을 검토하여 사전조사 등을 거쳐 설문항목 수정과정을 거쳤다. 추후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적응성을 명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여행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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