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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탐방에 기반한 기업분석과제 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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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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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학기에 OO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개설된 “금융시장과 투자분석(영어, 국

어)”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업의 적정주가와 부도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가르

쳐 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팀을 짜서 실제 중소기업을 방문한 후 수업내용과 탐방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력개발

역량변화와 중소기업취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학기초와 학기말에 각각 동

일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을 분석한 결과, 해당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일부

학생들의 경력개발역량이 향상되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

이 호의적으로 바뀌었으며, 중소기업취업에 대한 호감도 또한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취업을 위한 본인의 취업역량에 대한 인식은 한 학기

동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주로 남학생들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별다른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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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취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수법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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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도 오래되었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에 따르면, 2014년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은 58.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

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2015)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규모가 2012년에 약 66,000명, 2013년에 약 55,000명, 2014년

에 약 34,000명인 것으로 나타나, 그 규모가 줄고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대해 좋

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서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공무원과 같은 소위 “괜찮은 일

자리(descent job)”에만 매달리고 있는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김영생,

2011; 오호영 외, 2012; 양정승 외, 2013).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Research &

Research(2014)에 의하면, “2014년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4개 지방거점국립

대(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1,112명의 취업준비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취직

희망기업으로 응답(중복응답)한 비율이 “대기업” 66.7%, “공사 등 공기업” 19.5%, “중

견기업” 11.9%, “외국계기업” 9.3%, “금융기관” 6.2%, “중소기업” 2.2%, “기타” 2.4%

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음(중견기업을 합치더라도 14.1%에 불과하

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생(2011)은 중소기업과 대졸 청년층간 상호 인식차를 설문조사

를 통해 확인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졸 청년층간

의 “보상의 미스매치 해소”, “숙련의 미스매치 해소”,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 “대학

생들에 대한 취업 및 진로지도의 조기시행”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오호영 외

(2012)는 실제 “청년층의 취업눈높이”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

치 문제에 대한 정책과제로 노동공급측면에서는 “취업눈높이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대학 및 학과별 취업성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노동수요측면에서는 “청년층 인턴제

내실화”, “기업의 신입직원 스펙 공개”, “중소기업별 맞춤형 인력채용 지원”을 각각 제

안하였다. 양정승 외(2013)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대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실

증적으로 확인하고,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청년인턴제도 개선”, “중소기업 홍보강화”, “현실적인 취업 눈높이를 갖도록 하는 진

로지도와 일-학습 병행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대졸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양정승 외(2013)는, 지방대생들의 지역 중소

기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모르는 편이다”의 응답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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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전혀 모른다”의 응답비율이 11.1%에 이르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획득의 어려

움을 호소한 응답이 많았으며, 응답자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면서,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기피가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것

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대로 알기” 활

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취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기

획되었다. 즉,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탐방을 기반으로 한 기업분석 과제 수행은 대학생

들의 중소기업취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것이다.

또한, 성희진(2012) 및 성희진, 나승일(2012)은 대학생 스스로의 “경력탐색행동

(career exploration behavior)”과 대학의 “대학경력개발지원(university career

development support)”, 그중에서도 “취업준비지원”이 대학생들의 “경력개발역량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문을 통

해 측정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이에, 조승

모(2015)는 성희진(2012) 및 성희진, 나승일(2012)의 설문도구를 차용하여 그의 2012년

2학기 대학 금융강의에서 일련의 과제부여가 한 학기동안 수강생들의 “경력개발역량”

을 증진시킨 사례를 보고하였다. 조승모(2015)는 성희진(2012) 및 성희진, 나승일

(2012)의 회귀분석과 관련하여, 조승모(2015)의 과제부여가 한 학기동안 대학생들의

“경력탐색행동”과 대학의 “대학경력개발지원”에는 통계적으로 별다른 변화를 야기하

지 못한 반면, “경력개발역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조승모(2015)의 과제부여가 성희진(2012) 및 성희진, 나승

일(2012)의 회귀분석에서 “경력탐색행동” 및 “대학경력개발지원”과는 별개로 “경력개

발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독립변수라고 주장하였다. 주로 중소기업에

국한되는 과제이긴 하지만, 본 연구의 기업분석 과제도 조승모(2015)의 과제와 같이

그 성격상 “경력개발역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기업분석 과제가 대학생들의 “경력개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한 살펴보

고자 한다.

가설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탐방을 기반으로 한 기업분석 과제 수행은 대학생

들의 경력개발역량을 제고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 2학기 OO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개설된 “금융시장과 투자

분석(국어, 영어)” 강의를 통해 Merton(1974) 모형과 Miyake & Inoue(2009)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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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 학생들이 직접 기업의 적정주가를 계산하고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정부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기업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력개발역량과 중소기업취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례를 보고하기로 한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

의 경력개발역량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조승

모(2015)의 2012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기초와 학기말에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여 이

를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의 배경과 개요를 설명하는 서론에 이어,

본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론의 시

작인 Ⅱ절에서는 어떻게 강의를 구성하여 어떤 교수법으로 강의를 하였는지 살펴본

후, Ⅲ절에서는 교수법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살펴본다. Ⅳ

절에서는 1차 설문과 2차 설문 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

로 논문을 구성하였다.

II. 교수법 소개3)

OO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금융시장과 투자분석(국어, 영어)” 과목은 경제금융학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학기에 개설되는 전공과목이다. 2012년까지는 “금융시

장과 투자분석 I”과 “금융시장과 투자분석 Ⅱ”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2013년부터 단

일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투자론” 계열의 과목들이 Markowitz(1952, 1956, 1959), Sharpe(1964),

Lintner(1965), Mossin(1966)의 “포트폴리오 이론(portfolio theory)”을 중심으로

Sharpe(1964), Lintner(1965), Mossin(1966)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과 Ross(1976)의 “차익거래가격결정이론(arbitrage pricing

theory; APT)”을 가르치는 것과 달리, 필자는 2013년 2학기에 본 과목에 대해

Merton(1974) 모형을 이용해서 기업의 적정주가산정방법과 신용평가방법에 대해 가르

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직접 중소기업을 탐방한 후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강의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때 Merton(1974) 모형의 모수추정을 위해

서는 Miyake & Inoue(2009)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지도하였다. 이 방법은 수치해석적

인 방식이 아니라 수학적인 방식으로 직접 Merton(1974) 모형의 모수를 구해낼 수 있

3) 이 부분은 2013학년도 2학기 OO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필자가 강의한 “금융시

장과투자분석(영어, 수강번호 1896)”과 “금융시장과투자분석(국어, 수강번호 

1897)”에 대한 수업계획서를 수정·보완·확장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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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산기나 Microsoft Excel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간단히

Merton(1974) 모형의 모수를 구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이러한 교수법은 Harvard Business School을 중심으로 전세계 주요 경영대학(원)에

서 수십 년에 걸쳐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사례연구법(case method)”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연구법”은 학생들이 특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 입장에서 스스

로 해당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수

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 대한 간접체험의 기회와 함께, 습득한

지식을 실전에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의 간극

을 학생 스스로 좁혀가도록 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능력과 소통능력 등 관련된 실질

적인 능력을 기르게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

고, 적절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학생들 사이에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도 존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장점들로 인해 “사례연구법”은 우리나라 상경계열 학과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 경영대학(원)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논의한 “사례연구법(case

method)”의 개념과 장단점을 포함한 “사례연구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Dhar

& Dhar(2007a, 2007b)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교수법 또한 이러한 “사례연구법”의 일종이므로 그 장단점을

대체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투자론” 계열의 과목

들이 대부분 “분산투자(diversified investment)”를 가르치는 데 반해, 본 연구의 교수

법은 “가치투자(value investment)”를 가르침으로써, Warren Buffett을 중심으로 현재

각광받고 있는 투자기법을 가르칠 수 있고, 기존 강의에서 다루지 않던 신용평가기법

을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연구법”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① 가치투자의 방법을 알 수 있고, ② 주식회사의 신

용평가를 직접 할 수 있으며, ③ 기업분석보고서(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직접 작성해봄

으로써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업무를 체험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 이 과정에

서 우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마

지막으로 ⑤ 이러한 활동이 금융권과 일반기업으로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업계에서 사용하는 적정주가산정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Merton(1974) 모형

과 Miyake & Inoue(2009) 방법을 사용한 것은, Merton(1974) 모형과 Miyake &

Inoue(2009) 방법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히 적정주가산정뿐만 아니라 신용분석도 할

수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 기업재무의 토픽을 일관된 논리로 학생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는 매우 논리적으로 견고하면

서도 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참신한 기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들 보

고서들을 외부 공모전에 출품하였을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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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Merton(1974) 모형과 Miyake & Inoue(2009) 방법을 이용한

적정주가 및 신용도 산정은 물론이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작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주

가정보를 구할 수 있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생들이 과제수행 과정에

서 자연스레 증권시장에 상장될 만큼 우량한 중소기업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

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2013년 2학기 “금융시장과 투자분석”의 영어수업을 수강한 어느 여학생은 “한국 콜

마”에 대한 영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를 취업에 활용하여 2013년 2학기

에 “한국 콜마”에 입사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생(2011)과 오호영 외(2012)는 실제로 대기업 못지않은 “우량

중소기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실업난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오호영 외

(2012)의 설문에서 “우량한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대기업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대학생 응답자의 86.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청년

들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습득만으로도 청년실업난과 일자리 미스매

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조승모(2015)는

2012년 2학기에 실시한 대학 금융강의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일련의 과제부여가 대학

생들의 “경력개발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사례를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의

과제부여가 “경력개발역량”의 증대를 통해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수업은 강의 슬라이드를 이용한 강의와 학생들의 기업방문 및 기업분석보고서(애널

리스트 리포트) 작성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업 중에 각종 영상매체를 이용하거나 수업

내외의 시간에 열리는 외부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특히, 4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

는 만큼, 다른 과제나 수업내용 및 시험에 대한 부담은 현저하게 줄이고자 하였다. 외

부특강은 2013년 2학기에 OO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주최한 5회의 “금융전문가 양

성을 위한 특강 시리즈”와 1회의 수업내 외부인사초청특강으로 하였다. 영상 매체는

TED 등 수업과 관련되는 짤막한 영상으로 하였다.

기업방문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이음 프로젝트(http://www.hopelink.kr)”

나 OO대학교 학생처에서 제공하는 “Window To Jobs”와 같은 중소기업탐방 프로그

램, OO대학교 상경대학과 경제금융학부가 각각 운영한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하루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Merton(1974) 모형과 Miyake & Inoue(2009) 방법을 적용해서 특정기업을 분

석한 Excel 파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수업중에 이를 시연함으로써 학생들이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실제로 기업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때 기업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싸이트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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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보고서가 업로드되어 있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의 유명 투자동아리 싸

이트도 알려주어 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 지침과 연구윤리를 지

도하였으며, 보고서의 법적한계와 책임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서

에 명시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로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게 될 경

우 겪게 될지도 모를 법적 분쟁과 윤리적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III. 설문조사

이러한 강의를 통한 학생들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본 논문의 부록에 수록된 설문

을 2013년 2학기 OO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필자가 강의한 금융시장과 투자분석(영

어, 국어) 강의 수강생들(1차 설문 응답자는 영어강의 38명, 국어강의 62명으로 계

100명, 2차 설문 응답자는 영어강의 36명, 국어강의 63명으로 계 99명)을 대상으로 학

기초(2013년 9월 9일 0시부터 2013년 9월 17일 24시까지)와 학기말(2013년 11월 21일

0시부터 2013년 11월 29일 24시까지)에 각각 실시하였다. 두 차례의 설문은 안내문만

약간 다를 뿐 세부적인 문항들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학기초와 학기말 두 시점에

걸친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은 OO대학교 강의지원시스템

을 통해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 안내문과 설문 문항들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1>과 <표 2>는 이러한 설문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정의와 그 변

수들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설문문항들의 번호를 출처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조승모(2015)의 2012년 연구에서 “경력개발역량”과 그 하위변수들(“자기이해”,

“전공 및 직업지식”, “진로결정 확신도”, “의사결정 효능감”, “관계활용 효능감”, “구직

기술”)의 명칭과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관련 설문문항들은 조승모(2015)의 설문문

항들을 표현만 수정하여 차용하였다. 설문문항들 중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 또한

조승모(2015)의 2012년 연구에서 그대로 동일하게(1번 문항) 혹은 표현만 바꾸어(2번

문항) 차용하였다. 1번 문항은 표현만 다를 뿐, 성희진(2012) 및 성희진, 나승일(2012)

의 “[부록 2] 본조사 도구”(성희진, 2012: 97-102)의 첫 문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인

식과 관련되는 변수들(“중소기업인식”, “중소기업부정적인식”, “중소기업취업호감”, “중

소기업취업역량인식”)의 명칭과 정의 및 관련 설문문항들은 성희진(2012), 성희진, 나

승일(2012), 및 조승모(2015)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승모(2015)가 성희진(2012) 및 성희진, 나승일(2012)의 모든 변수

와 그 정의를 표현까지 그대로 차용하고(성희진(2012) 및 성희진, 나승일(2012) 연구에

서 “대학경력개발지원” 변수의 하위변수인 “현장경험지원” 변수 및 관련 설문만 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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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2015)가 차용하지 않음), 구체적인 설문에 대해서는 성희진(2012) 및 성희진, 나승

일(2012)의 광범위한 설문(성희진(2012)의 “[부록 2] 본조사 도구”)에서 하위변수당 2

개씩의 설문문항들만 동일한 표현으로 발췌해서 설문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결국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경력개발역량”과 그 하위변수들의 명칭과 정의는 성희진(2012)

및 성희진, 나승일(2012)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며, 그 설문문항들도 성희진(2012) 및

성희진, 나승일(2012)의 “[부록 2] 본조사 도구”(성희진, 2012: 97-102)에서 표현만 바

꾸어 발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성희진(2012) 및 성희진, 나승일(2012) 또한

“경력개발역량”과 관련하여 임언, 윤형한(2005)이 개발한 변수 및 도구(설문문항 등)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경력개발역량” 변수는 조승모(2015)가 대학의

금융강의에서 일련의 과제를 통해 수강 대학생들의 “경력개발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

었다고 보고한 결과를 본 연구에서도 재검증해보기 위해 포함시켰다.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성희진(2012), 성희진, 나승일(2012), 조승

모(2015)와 같이 모든 설문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성희진

(2012), 성희진, 나승일(2012)은 각 변수(상위변수, 하위변수 모두)의 값을 해당변수를

측정하는 설문문항들에 대한 점수의 단순합으로 구한 후, 이를 해당변수에 대한 총

문항수로 나누어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

는 조승모(2015)를 따라 “경력개발역량” 변수의 6가지 하위변수들(“자기이해”, “전공

및 직업지식”, “진로결정 확신도”, “의사결정 효능감”, “관계활용 효능감”, “구직기술”)

은 각 변수에 대응하는 2개씩의 설문문항 점수에 대한 단순합으로 10점 만점기준의

값을 사용하였고, 상위변수인 “경력개발역량” 변수는 해당 6개 하위변수들 값의 단순

합을 하위변수의 개수인 6으로 나누어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인식” 변수의 경우, 3개 하위변수들(“중소기업부정적인식”, “중소기

업취업호감”, “중소기업취업역량인식”)의 값은 해당 2개씩의 설문문항 점수의 단순합

으로 10점 만점 기준으로 구했으나, 하위변수들의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아 상위변수

인 “중소기업인식” 변수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즉, 하위변수인 “중소기업부정적인식”

변수는 그 값이 클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나쁜 것을 나타내지만, 하위변수인

“중소기업취업호감” 변수는 그 값이 클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다는 것을 나

타내는 등 하위변수들 간 방향성이 상반되기 때문에 하위변수들에 대한 평균을 구해

상위변수인 “중소기업인식” 변수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중소기업인식” 변수의 하위변수들인 “중소기업부정적인식”, “중소기업취업호감”,

“중소기업취업역량인식”을 측정하는 변수당 2개씩의 설문문항들에 대한 내적 일치도

(internal consistency)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측정하였다. “중소기업부정적인식”

변수의 경우, 1차 설문 및 2차 설문의 응답치를 모두 이용하면 Cronbach’s alpha가

0.518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1차 설문 중 남학생들(총 64명)의 응답치만 이용하

면 Cronbach’s alpha가 0.7415로 양호한 값을 보여 내적 일치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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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중소기업취업호감” 변수의 경우, 1차 설문 및 2차 설문의 응답치를 모두 이용

하면 Cronbach’s alpha가 0.3367로 낮게 나타났으나, 2차 설문 중 국어강의를 수강하

는 남학생들(총 41명)의 응답치만 이용하면 Cronbach’s alpha가 0.7077로 비교적 양호

한 값을 나타내었다. “중소기업취업역량인식” 변수는 1차 설문 및 2차 설문의 응답치

를 모두 이용할 경우 Cronbach’s alpha가 0.8697로 나타나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실증분석

실증분석은 통계 패키지로 64bit QuadCore CPU 및 64bit OS용 STATA 12.1 MP

Parallel Edition을, OS로 Windows 7 Enterprise K 32bit 버전을 이용하여 각 변수별

로 두 설문간 평균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 검정해보았다. 즉, 1차 설문결과와 2차

설문결과를 각각의 집단으로 삼아 각 변수의 평균이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두 집단간 분산이 상이함을 가정하고 t 검정으로 검정하였다. 물론 이 경우 귀무가설

은 두 집단 간 해당변수의 평균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 유의수준 10%, 5%,

1% 중 어느 수준에서든 유의하면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표 3>을 보면, 학기초나 학기말이나 학생들의 “경력개발역량”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강의가 학생들의 전반적인 “경력개발역량” 향상에는 별다

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다만, <표 4>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 “경력개발역량”이 한 학기동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어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 “경력개발역량”이 유의하게 향상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어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 언어적 장벽 때문

에 국어수업의 경우보다 강의내용의 전달에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학기초와 학기말에 행한 두 설문의 결과를 각각의 집단으로 하여 비교한 결

과를 살펴보면, “경력개발역량”의 경우 국어수업 수강생들만 본 수업을 통해 “경력개

발역량”의 향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방문에 기반한 기업분석 과제

수행을 통해 일부 학생들의 “경력개발역량”이 향상되었으므로, 서론에서 제시한 가설

2는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금융강의에서 일련의 과제부여가 학생들의 “경력개발역량”을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켰다는 조승모(2015)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다만,

조승모(2015)의 경우, 영어수업과 국어수업 모두에서 “경력개발역량”의 통계적으로 유

의한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논문의 결과에서 국어수업의 경우 “경력개

발역량”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는 점은 조승모(2015)와 동일한 결과이다.

여기서, 조승모(2015)의 경우, 조승모(2015)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영어강의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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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출처(용어,구성,정의)

일반적 특성 - -

경력

개발

역량

자기이해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임언, 윤형한, 2005)
“개인이 전 생

애에 걸쳐 자기

주도적으로 경

력을 선택하고 

적응하며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형성하

여 근로자로 발

전하는 일련의 

경력개발과정에

서 필요한 활동

을 수행하는 능

력 ” ( 성 희 진 , 

2012; 성희진, 

나승일, 2012)

임언, 윤형한(2005). 

임언, 윤형한(2005)

은 “진로개발준비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으나 성희진

(2012), 성희진, 나

승일(2012)이 이를 

“경력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이라는 용어로 바꾸

었음.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용어와 정의

를 따르기로 함. 기

타 하위변수의 이름

과 정의는 임언, 윤

형한(2005)의 것과 

구체적인 표현까지 

완전히 동일함.

전공 및 

직업지식

“원하는 직업 및 현재 전공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정도”(임언, 윤형

한, 2005)

진로결정 

확신도

“진로결정 여부와 진로결정에 대

한 확신 및 만족의 정도”(임언, 윤

형한, 2005)

의사결정 

효능감

“의사결정방법을 아는 정도, 독립

적 의사결정, 의사결정에 대한 자

신감 정도”(임언, 윤형한, 2005)

관계활용 

효능감

“진로결정 및 취업과정에서 사회

적 관계활용에 대한 자신감의 정

도”(임언, 윤형한, 2005)

구직기술

“면접, 이력서 작성, 구직 준비에 

대한 자신감 및 태도”(임언, 윤형

한, 2005)

중소

기업

인식

중소기업부

정적인식

중소기업에 대해 품고 있는 부정

적인 인식의 정도

중소기업에 대

한 종합적인 인

식의 정도

-

중소기업

취업호감

본인의 취업대상으로서 중소기업

에 대한 호감과 관심의 정도

중소기업

취업역량

인식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자신감 및 

본인의 중소기업 취업역량에 대한 

인식 정도

구분 문항수 응답범위 문항번호 설문문항의 출처

일반적 특성 2 - 1, 2 조승모(2015) 수정.

경력개발

역량

자기이해 2 1-5 6, 12

임언, 윤형한(2005) 수정,

성희진(2012) 수정,

성희진, 나승일(2012) 

수정,

조승모(2015) 수정.

전공 및 직업지식 2 1-5 17, 20

진로결정 확신도 2 1-5 5, 11

의사결정 효능감 2 1-5 14, 18

관계활용 효능감 2 1-5 3, 9

구직기술 2 1-5 8, 16

답자 규모가 1차 설문에서 10명, 2차 설문에서 9명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겠다.

<표 1> 측정변수의 정의

<표 2> 측정변수와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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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2차 99 6.434343 0.0901356 0.8968382 6.255472 6.613215

1차 100 6.303333 0.1005981 1.005981 6.103725 6.502942

합성 199 6.368509 0.0675638 0.9531047 6.235272 6.501746

차이 0.1310101 0.1350719 -0.1353802 0.3974004

차이=평균(2차)-평균(1차) t= 0.9699

Ho: 차이=0 Satterthwaite의 자유도= 194.88

Ha: 차이<0 Ha: 차이≠0 Ha: 차이>0

Pr(T<t)=0.8334 Pr(|T|>|t|)=0.3333 Pr(T>t)=0.1666

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2차 36 6.472222 0.1570647 0.9423881 6.153364 6.79108

1차 38 6.539474 0.174364 1.074852 6.186179 6.892769

합성 74 6.506757 0.1169726 1.006236 6.273631 6.739883

차이 -0.0672515 0.2346745  -0.5351131 0.4006102

차이=평균(2차)-평균(1차) t= -0.2866

Ho: 차이=0 Satterthwaite의 자유도= 71.5826

Ha: 차이<0 Ha: 차이≠0 Ha: 차이>0

Pr(T<t)=0.3876 Pr(|T|>|t|)=0.7753 Pr(T>t)=0.6124

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2차 63 6.412698 0.11046 0.8767492 6.191892 6.633505

1차 62 6.158602 0.1195175 0.9410819 5.919612 6.397592

합성 125 6.286667 0.0817944 0.9144891 6.124773 6.448561

차이 0.2540962 0.1627448 -0.0680711 0.5762636

차이=평균(2차)-평균(1차) t= 1.5613

Ho: 차이=0 Satterthwaite의 자유도= 122.081

Ha: 차이<0 Ha: 차이≠0 Ha: 차이>0

Pr(T<t)=0.9395 Pr(|T|>|t|)=0.1210 Pr(T>t)=0.0605

중소기업

인식

중소기업부정적인식 2 1-5 7, 13

-중소기업취업호감 2 1-5 4, 10

중소기업취업역량인식 2 1-5 15, 19

<표 3> 이분산 가정시 1, 2차 설문간 경력개발역량 평균차이 t 검정

<표 4> 영어수업 이분산 가정시 1, 2차 설문간 경력개발역량 평균차이 t 검정

<표 5> 국어수업 이분산 가정시 1, 2차 설문간 경력개발역량 평균차이 t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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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2차 99 5.515152 0.1270989 1.264618 5.262928 5.767375

1차 100 6.03 0.1507255 1.507255 5.730928 6.329072

합성 199 5.773869 0.100102 1.412112 5.576466 5.971272

차이 -0.5148485 0.1971606 -0.9037292 -0.1259677

차이=평균(2차)-평균(1차) t= -2.6113

Ho: 차이=0 Satterthwaite의 자유도= 191.853

Ha: 차이<0 Ha: 차이≠0 Ha: 차이>0

Pr(T<t)=0.0049 Pr(|T|>|t|)=0.0097 Pr(T>t)=0.9951

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2차 62 5.580645 0.168278 1.325023 5.244152 5.917138

1차 64 6.234375 0.1988835 1.591068 5.836938 6.631812

합성 126 5.912698 0.1333428 1.496769 5.648796 6.1766

차이 -0.6537298 0.2605228 -1.169491 -0.1379686

차이=평균(2차)-평균(1차) t= -2.5093

Ho: 차이=0 Satterthwaite의 자유도= 121.291

Ha: 차이<0 Ha: 차이≠0 Ha: 차이>0

Pr(T<t)=0.0067 Pr(|T|>|t|)=0.0134 Pr(T>t)=0.9933

지금까지는 “경력개발역량” 변수가 한 학기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

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세 변수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표 6>을 보면,

한 학기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표 7>과 <표 8>을 보면 이러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개선이 남학생들에

게만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표 9>와 <표 10>은 이러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개선이 영어강의이든 국어강의이든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본 강의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이지만,

주로 남학생들 사이에서만 인식개선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표 6> 이분산 가정시 1, 2차 설문간 중소기업부정적인식 평균차이 t 검정

<표 7> 남학생 이분산 가정시 1, 2차 설문간 중소기업부정적인식 평균차이 t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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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2차 37 5.405405 0.1916401 1.165701 5.016741 5.794069

1차 36 5.666667 0.2145501 1.287301 5.231107 6.102227

합성 73 5.534247 0.1434546 1.225677 5.248275 5.820218

차이 -0.2612613 0.2876763 -0.8350308 0.3125082

차이=평균(2차)-평균(1차) t= -0.9082

Ho: 차이=0 Satterthwaite의 자유도= 69.881

Ha: 차이<0 Ha: 차이≠0 Ha: 차이>0

Pr(T<t)=0.1835 Pr(|T|>|t|)=0.3669 Pr(T>t)=0.8165

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2차 36 5.555556 0.2470282 1.482169 5.054062 6.057049

1차 38 6.131579 0.2775914 1.711188 5.569125 6.694033

합성 74 5.851351 0.1882148 1.619085 5.47624 6.226463

차이 -0.5760234 0.371591 -1.316875 0.1648287

차이=평균(2차)-평균(1차) t= -1.5502

Ho: 차이=0 Satterthwaite의 자유도= 71.442

Ha: 차이<0 Ha: 차이≠0 Ha: 차이>0

Pr(T<t)=0.0628 Pr(|T|>|t|)=0.1255 Pr(T>t)=0.9372

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2차 63 5.492063 0.1428856 1.134119 5.206439 5.777688

1차 62 5.967742 0.1750844 1.378616 5.617639 6.317845

합성 125 5.728 0.1143712 1.278709 5.501627 5.954373

차이 -0.4756784 0.2259886 -0.9232024 -0.0281545

차이=평균(2차)-평균(1차) t= -2.1049

Ho: 차이=0 Satterthwaite의 자유도= 117.871

Ha: 차이<0 Ha: 차이≠0 Ha: 차이>0

Pr(T<t)=0.0187 Pr(|T|>|t|)=0.0374 Pr(T>t)=0.9813

<표 8> 여학생 이분산 가정시 1, 2차 설문간 중소기업부정적인식 평균차이 t 검정

<표 9> 영어수업 이분산 가정시 1, 2차 설문간 중소기업부정적인식 평균차이 t 검정

<표 10> 국어수업 이분산 가정시 1, 2차 설문간 중소기업부정적인식 평균차이 t 검정

중소기업취업에 대한 호감의 경우, <표 11>에 따르면 한 학기동안 전반적으로 호

감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표 12>와 <표 1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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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2차 99 7.272727 0.1306614 1.300064 7.013434 7.532021

1차 100 7.03 0.1313912 1.313912 6.769291 7.290709

합성 199 7.150754 0.092821 1.309401 6.967709 7.333798

차이 0.2427273 0.1852998 -0.1226987 0.6081532

차이=평균(2차)-평균(1차) t= 1.3099

Ho: 차이=0 Satterthwaite의 자유도= 197

Ha: 차이<0 Ha: 차이≠0 Ha: 차이>0

Pr(T<t)=0.9041 Pr(|T|>|t|)=0.1917 Pr(T>t)=0.0959

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2차 62 7.516129 0.1467828 1.155769 7.222619 7.809639

1차 64 7.21875 0.1673628 1.338902 6.884302 7.553198

합성 126 7.365079 0.1118974 1.256046 7.14362 7.586538

차이 0.297379 0.2226106 -0.1432864 0.7380445

차이=평균(2차)-평균(1차) t= 1.3359

Ho: 차이=0 Satterthwaite의 자유도= 122.4

Ha: 차이<0 Ha: 차이≠0 Ha: 차이>0

Pr(T<t)=0.9080 Pr(|T|>|t|)=0.1841 Pr(T>t)=0.0920

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2차 37 6.864865 0.2362182 1.436859 6.385792 7.343938

1차 36 6.694444 0.2024432 1.214659 6.283463 7.105426

합성 73 6.780822 0.1551336 1.325462 6.471569 7.090075

차이 0.1704204 0.3110985 -0.4501002 0.790941

차이=평균(2차)-평균(1차) t= 0.5478

Ho: 차이=0 Satterthwaite의 자유도= 69.654

Ha: 차이<0 Ha: 차이≠0 Ha: 차이>0

Pr(T<t)=0.7072 Pr(|T|>|t|)=0.5856 Pr(T>t)=0.2928

따르면, 이러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감도 향상 또한 남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현

상이고 여학생들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이분산 가정시 1, 2차 설문간 중소기업취업호감 평균차이 t 검정

<표 12> 남학생 이분산 가정시 1, 2차 설문간 중소기업취업호감 평균차이 t 검정

<표 13> 여학생 이분산 가정시 1, 2차 설문간 중소기업취업호감 평균차이 t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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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2차 99 6.181818 0.1607571 1.599513 5.862801 6.500835

1차 100 6.15 0.154642 1.54642 5.843157 6.456843

합성 199 6.165829 0.1112348 1.569159 5.946472 6.385186

차이 0.0318182 0.2230627 -0.4080844 0.4717208

차이=평균(2차)-평균(1차) t= 0.1426

Ho: 차이=0 Satterthwaite의 자유도= 196.622

Ha: 차이<0 Ha: 차이≠0 Ha: 차이>0

Pr(T<t)=0.5566 Pr(|T|>|t|)=0.8867 Pr(T>t)=0.4434

<표 14> 이분산 가정시 1, 2차 설문간 중소기업취업역량인식 평균차이 t 검정

마지막으로 <표 14>는, 이러한 한 학기동안의 강의가 중소기업에 대한 본인의 취

업역량에 대한 인식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중소기업인식과 관련해서 한 학기동안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수업언어별로 보면 영어수업이든 국어수업이든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주로 남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호감도 또한 본 강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성

별로 볼 때 주로 남학생들에게만 나타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중소기업

에 대한 기업방문을 기반으로 한 기업분석 과제 수행을 통해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서론에서 제시한 가설 1은 기각

할 수 없다고 하겠다.

V. 결 론

2013년 2학기 OO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개설된 “금융시장과 투자분석(영어, 국

어)” 강의에서 Merton(1974) 모형과 Miyake & Inoue(2009) 방법을 이용하여 적정주

가의 산정방법과 기업의 부도확률 산정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후에, 이를 토대로

실제 중소기업 탐방을 통해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하는지 살펴보고자 학기초와 학기말에 각각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응답치들로 구성된 변수들의 평균차이를 t 검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가설 1: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탐방을 기반으로 한 기업분석 과제 수행은 대학생

들의 중소기업취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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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탐방을 기반으로 한 기업분석 과제 수행은 대학생

들의 경력개발역량을 제고할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과제수행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일부 학생들(국어수업 수강생들)의

“경력개발역량”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부정적인식” 및

“중소기업취업호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향상이 관찰되었다. 결국, 중소기업 탐방을 기

반으로 한 기업분석 과제 수행은 일부 학생들의 “경력개발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반적

으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1

과 가설 2 모두 기각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어수업 수강생들은 “경력개발역량”과 중소기업인식 변

수인 “중소기업부정적인식”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고, 영어수업 수강생들은 중

소기업인식 변수인 “중소기업부정적인식”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남학생들

은 이 강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반면, 여학생들은 어떠한 영역에서도 한

학기 동안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사실, Ⅳ절의 실증분석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가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여학생들의 경우 한 학기동안 통

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는 분석결과가 전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Merton(1974) 모형과 Miyake & Inoue(2009) 방법을 이용하여 적정주가의

산정방법과 기업의 부도확률 산정방법을 가르치고, 중소기업 탐방과 이에 대한 기업

분석보고서 작성을 과제로 하는 수업을 통해, 일부 학생들의 “경력개발역량”이 향상되

고, 전체 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호감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본 교수법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이러한 교

수법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서 별다른 향상을 보이지 않는 여학생들의 변화를 어

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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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 안내문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금융시장과 투자분석(영어, 국어)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의 경력개발역량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본 강의를 통해 얼마나 변하게 되는지를 살

펴보고자 기획된 설문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설문에 응해주길 바랍니다. 본인의 현재 모습 그대로 성

실하게 설문에 응해주길 부탁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금융학부 OOO 교수

(010-OOOO-OOOO; OOOOOOOOOO@OO.ac.kr)에게로 해주십시오.

OO대학교 경제금융학부

OOO 교수

2차 설문 안내문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금융시장과 투자분석(영어, 국어)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의 경력개발역량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본 강의를 통해 얼마나 변하게 되는지를 살

펴보고자 기획된 설문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설문에 응해주길 바랍니다. 1차 설문의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현재 모습 그대로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주길 부탁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금융학부 OOO 교수(010-OOOO-OOOO; OOOOOOOOOO@OO.ac.kr)에게로 해주십

시오.

OO대학교 경제금융학부

OOO 교수

부록 - 설문지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당신의 학점은 4.5점 만점에 몇점입니까? 예) 3.42

( )

3.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해당 직업에 대한 정보를 지인을 통해 탐색

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나는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이 많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5. 나는 졸업후 진로를 결정하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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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7. 중소기업은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이 열악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나는 취업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9.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해당 직업에

대한 인사담당자를 만나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0. 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1.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주변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2.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3.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경쟁력이 약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4. 나는 내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5. 나는 언제든 어떤 중소기업이든 입사할 자신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6. 나는 면접상황에서 어떠한 돌발상황이 벌어져도 잘 대처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7.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알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8. 나는 내 결정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9. 나는 언제든 어떤 중소기업이든 입사할 능력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0.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의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에 대해 알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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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Impact that Corporate Analysis

Assignment through Corporate Visits to SMEs Has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their Perception

on Job Positions in SMEs

Cho, Seung Mo

In Fall, 2013, the author taught students how to evaluate the fair stock price and

the default probability of a corporation through classes titled “Financial Markets and

Investment Analysis(English, Korean)” offered by the School of Economics and

Finance, OO University. And then, the author made the students write corporate

analyst reports based on the course materials after actually visiting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as teams. To find out how th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perception on working for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changed through such activities, the author surveyed the students through

two identical questionnaires, one of which in the beginning and the other of which at

the end of the semester. Empirical analyses on the questionnaires reveal that some

students showed enhancement i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ver the semester,

that all the students’ negative perception on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favorably changed during the semester, and that their preference to job positions in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also generally increased through the semester.

However, the self-perception on their job-acquiring capability for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didn’t change during the semester. Such

affirmative changes seem mainly due to those of the male students and the female

students didn’t usually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during the semester.

Keywords :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 Perception improvement, Corporate visit, Corporate analysis, Merton

model


